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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suggests a structure of power control system in floating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We have developed an unified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which can be used to monitor 

and control PCS(Power Conversion System) based on IEC61850. The SCADA system is essential to perform the algorithm like 

proportional distribution and data acquisition, monitoring, active power, reactive power control in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IEC61850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electrical substation automation systems. It was made to compensate the 

limitations of the legacy industrial protocols such as Modbus. In order to test the proposed SCADA system and algorithm, we 

have developed the wind-wave simulator based Modbus. We have designed a protocol conversion device based on real-time 

Linux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Modbus and IEC61850. In this study, SCADA system consists of four 3MW class wind 

turbines and twenty-four 100kW class wave forc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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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한 문제와 전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에너지 

발전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풍력과 파력 등 해

양에너지관련 발전기술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파력발전과 풍력발전은 발전시스템을 구성하기 위

한 조건이 일치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2] 국내에서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복합발전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3][4]

발전시스템을 운용하는 곳에서는 수많은 컨트롤러와 센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을 위해  SCADA시스

템이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과 파력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발전시스템에서는 표준 프로토콜기반 SCADA시스템이 반드

시 필요하다. IEC61850은 변전소자동화 및 보호기능에 초점을 맞

춘 표준 프로토콜로서 통신기능뿐만 아니라 IEDs(Intelligent 

Electronic Devices)간의 상호 정보처리와 운용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다.[5]

본 논문에서는 Real-Time Linux기반 전력제어장치와 SCADA

시스템 등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에서의 전력제어 

및 모니터링 구조를 제시했다. 실제로 IEC61850기반의 SCADA시

스템을 설계했고, 실시간 전력제어 및 기존 산업용 프로토콜을 

표준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장치를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풍력-파

력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여 전체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2. 복합발전시스템 구성

2.1 부유체 구조

현재 연구 및 개발중인 파력-해상풍력 연계형 복합발전시스템

은 그림 1과 같이 대형 부유체를 기반으로 풍력발전과 파력발전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질 것이다. 부유체 한 변

의 길이는 약 158.5m인 정사각형 구조이고, 2MW급 풍력터빈 4

기와 100KW급 파력발전기가 24기 설치되어 총 10MW급의 발전

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다.[2] 전력제어장치와 프로토콜변환 장

치는 향후 부유체상에서 운용될 것이고, SCADA시스템은 육지의 

관제센터에서 운용될 것이다.   

2.2 IEC61850

전력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는 상태정보를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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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 모델

Fig. 1 Model of floating wave-offshore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링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 및 제어하기 위해 DNP3.0과 

Modbus, UCA2.0, IEC60870 등 다양한 산업용 프로토콜들이 사용

되어졌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스템이 확장됨에 따라 통신 데이

터가 증가했으며, 서로 다른 프로토콜로 인한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문제 등 기존 프로토콜은 한계에 도달하기 시

작했다. IEC61850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며 미래의 발전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변전소 자동화 프로토콜로 2005년 초 국

제 표준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갱신 및 발전되고 

있다.

2.2.1 IEC61850 표준구조

IEC61850은 변전소 및 엔지니어링, 데이터 모델과 통신 솔루

션 그리고 적합성 테스트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그림 2 IEC61850 표준의 관계

Fig. 2 Relation of IEC61850 Standard

IEC61850 표준은 그림 2와 같이 10개의 주요 파트로 구성되

어 있다. 파트 1~4는 IEC61850관련 일반적인 소개와 요구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파트 5는 논리노드(Logical Node)의 

원리와 통신을 위한 정보, 성능관련 요구사항 등을 다루고 있

다.[6] 변전소 구성언어와 관련된 내용은 파트 6에 명시되어 있

고, 파트 7은 통신 원리와 모델, ACSI(Abstract Communication 

Service Interface)에 관한 설명과 CDC(Common Data Class)관

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7] 파트 8과 9는 GOOSE(Generic 

Object Oriented Substation Event)기반의 통신을 위한 실시간 

통신 및 매핑, SV(Sampled Value) 통신을 위한 단방향 직렬 통

신과의 매핑 등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와의 매핑에 관해 다루고 

있다.[8][9] 마지막으로 파트 10에서는 주로 적합성 검사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10]

2.2.2 IEC61850 데이터 모델

IEC61850에서 통신은 크게 Station Bus와 Process Bus가 있

다. Station Bus는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s)와 상위 

운용시스템간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으며, IED로부터 주기적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GOOSE 메시지를 이용해 IED간의 이벤트 데이

터를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Process Bus는 각 계측장치와 IED

간의 통신과 Sampled Value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EC61850 데이터 모델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하나의 물리장

치(Physical Device)내에 다수개의 LD(Logical Device)로 구성되

며, 하나의 Logical Device에는 객체로 정의된 다수의 Logical 

Node(LN)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IEC61850 데이터 모델[5]

Fig. 3 IEC61850 Data Model

Logical Node는 다양한 CDC(Common Data Class)로 구성된

다. CDC는 Data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되는데, Data 클래스는 

구체적인 Data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속성들로 정

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력-해상풍력 발전기에서 Modbu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송·수신되는 파라미터 데이터를 전력제어장치에서 파싱

(Parsing)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미리 설계해 놓은 

IEC61850 프로토콜에 매핑(Mapping)하여 SCADA시스템으로 전

송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은 부유체상에

서 Modbu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치들이 기존 프로토콜을 그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유체의 전력제어시스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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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는 IEC61850으로 통신하므로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제어시스템 구조

3.1 복합발전 제어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합발전 전력제어시스템 구조는 그림 4

와 같이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다. 육지에는 데이터 수집 및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이 있고, 부

유체에는 프로토콜변환장치와 실시간으로 PCS(Power Conversion 

System)를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장치가 있다. 원격모니터링시

스템에서는 파력-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모니터링하

고 데이터를 저장하며, 전력제어시스템에서는 통합제어알고리즘과 

계통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수행된다. 전력제어시스템은 Real- 

Time Linux기반으로 운용된다.

그림 4 복합발전제어시스템 구조

Fig. 4 Structure of hybrid power generation control system

파력-풍력 복합발전시스템은 해상에 부유체가 계류하고 있는 

구조이다. 즉, 계류하고 있는 부유체에서 원격모니터링시스템까지 

일정 거리가 존재한다. 기존 산업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원격단

말장치(Remote Terminal Unit)와 컨트롤러들은 주로 Serial기반

의 통신을 사용하며, Serial기반의 통신은 거리에 제한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통신 속도 측면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기존 산업

용 프로토콜은 거리에 따라서 원거리의 복합발전시스템에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산업용 프로토콜로 통신이 가능

하다 하더라도 원격지의 SCADA시스템에서 모든 파라미터 정보

를 수집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제어와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수행하

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원격지의 SCADA시스템이 실시간 

제어알고리즘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통신상의 Delay가 발생하면 

실시간 제어알고리즘의 구현은 무의미 할 것이다.

전력제어시스템은 Real-Time Linux기반이며, 유효전력제어 

및 무효전력제어 그리고 분산제어 같은 알고리즘이 부유체상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알고리즘 수행결과를 바로 파력과 

풍력 발전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제어뿐 아니라 각 

발전기와 통신하는 Delay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SCADA시스템에서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체

상의 전력제어장치가 연산 및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SCADA시스템으로 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SCADA시스템의 통

신 및 연산 부하(Load)를 줄일 수 있다. 전력제어시스템에서 수

집된 정보는 IEC61850으로 변환되어 SCADA시스템으로 전송되

어지기 때문에 기존 산업용 프로토콜 대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구조가 될 것이다.

3.2 SCADA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SCADA시스템 실행모델은 그림 5와 같다.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3MW급 풍력 시뮬레이터에서 생

산되는 값은 Modbus 프로토콜을 통해 부유체위에 있는 전력변환

장치로 전달되고, IEC61850 표준으로  매핑되어 SCADA시스템으

로 전달된다. 이와 유사하게 파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도 Modbus 프로토콜기반 전력변환장치로 전달되며, IEC61850 

표준으로 매핑 및 변환되어 원격지에 있는 SCADA시스템으로 전

달되어진다. 또한, SCADA시스템으로부터 IEC61850 표준 프로토

콜기반 전력변환장치로 전달되어오는 제어명령은 Modbus 프로토

콜로 변화되어 각 파력과 풍력 발전기로 전달된다.

그림 5 SCADA시스템 실행모델

Fig. 5 Execution model of SCADA system 

송전계통운영자(Transmission System Operator)에서 SCADA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유효전력지령(P_CMD)과 무효전력지령

(Q_CMD)도 SCADA시스템에서 전력제어시스템까지는 Ethernet기

반 IEC61850프로토콜로 전달되며, 전력제어시스템에서 각 PCS로

는 Serial기반의 Modbus 프로토콜로 전송된다.

4. 전력제어 및 SCADA시스템 설계

개발환경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SCADA시스템은 윈도

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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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이용해 설계했다. 전력제어시스템은 Real-Time Linux(NI 

Linux Real-Time x64 3.10.31)가 설치된 CompactRIO(NI-9031)

에서 LabVIEW를 이용해 설계했다. 데이터 저장환경은 기본적으

로 각 전력제어시스템 및 SCADA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Log로 

남기도록 설계했으며, SCADA 주요 데이터는 오픈소스 데이터베

이스 관리시스템 MySQL을 사용했다. MySQL파라미터 및 알고리

즘 관련사항은 각 설계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4.1 SCADA시스템 설계

복합발전시스템에는 현재 발전량을 모니터링 및 저장하고 각 

상황에 맞는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SCADA시스템이 필

수적이다. SCADA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정

주기마다(10ms) 수신되는 파력-풍력 파라미터 값을 모니터링하

며, 수신되는 파라미터 값을 Database에 저장한다. 또한, 송전계

통운영자(TSO)로부터 전달받은 유효전력 지령과 무효전력 지령을 

전력제어시스템에 전달하고, 현재 풍력 및 파력 파라미터 값을 

기반으로 전력제어시스템이 각각 파력과 풍력발전기에 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지령을 전달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또한, SCADA시스템에서는 전력제어시스템에서 유효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작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전압변동률이 

상시 및 순시 2%이내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그림 6은 파력-풍력 복합발전기로부터 SCADA시스템까지의 

데이터흐름을 나타낸다. 데이터 흐름은 부유체상의 파력과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Modbus 프로토콜을 통해 전력

제어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전력제어시스템은 전달된 값을 SCL 

(Substation Configuration Description Language)파일을 기반으

로 미리 설계해 놓은 IEC61850프로토콜로 변환해서 SCADA시스

템으로 전달한다.

SCADA시스템은 IEC61850 표준 프로토콜을 구성하는데 필요

한 SCL 파일과 IEC61850 Logic Device Library, Data Set, Data 

그림 6 SCADA시스템과 데이터 흐름

Fig. 6 Data flow of the SCADA and SCADA system  

Property, 화면을 구성하는 LabVIEW Front Panel, 실제 알고리

즘 및 연산을 수행하는 Block Diagram, Database를 제어하기 위

한 Logic으로 구성되어 있다. Database서버는 그림 6과 같이 

SCADA시스템이 운용되는 동일한(Localhost) 시스템에서 운용된

다. 이는 IEC61850에서 전달되는 값을 Database에 저장하는데 

있어서 Delay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4.2 전력제어시스템 설계

전력제어시스템은 부유체상에서 풍력 4기와 파력 24기를 제어

하는 시스템(H/W, S/W)을 말한다. Modbus 프로토콜을 통해 

수신되는 파라미터 값을 파싱하여 IEC61850으로 매핑하는 알

고리즘을 수행하고, 파력-풍력 발전기에서 전달되는 값 및 송

전계통운영자(TSO)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기반으로 분배제어

(Proportional Distribution)알고리즘 등을 수행한다. 유효전력 손

실 최소화 및 상시/순시 전압변동률이 2%이내인지 확인하여 

SCADA시스템으로 이벤트를 전달하는 Logic도 전력제어시스템에

서 수행한다.

전력제어시스템 Loop Time은 10ms으로 설정했으며, 그림 7은 

전력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전체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Real- 

Time Target이 전력제어시스템이며, 전력제어시스템에서는 실제 

알고리즘연산과 Modbus데이터 수신 및 Modbus데이터를 IEC61850 

표준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7 전체 전력제어시스템 구조

Fig. 7 Structure of entire power control system 

전력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통합제어알고리즘과 계통알고리

즘은 C언어로 설계되었다. 이 알고리즘들이 전력제어시스템이 운

용되는 CompactRIO상의 Real-Time Linux 운영체제에서 운용되

기 위해서는 Cross-Compile이 필요하다. 즉, Host PC에서 수행

되는 알고리즘을 Target Device에 맞게 Compile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언어로 설계된 알고리즘을 GCC를 이용해 ‘.so’라이

브러리 파일로 변환하여 Real-Time Linux에서 운용이 가능하도

록 설계했다.

4.3 알고리즘 적용

SCADA시스템에서 발전량제어 및 전력량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간략히 정의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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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기호 내용 단위

지령

Pref
외부에 의한 유효전력

출력 지령
MW

Qref
외부에 의한 무효전력

출력 지령
MVAR

고정

rCNT Array 연계 cable 저항 Ω

rIND
풍력터빈-Array

연계 cable 저항
Ω

측정

(예상)

PHGS
복합발전 전체

유효전력 출력(측정)
MW

Pwave
파력발전

유효전력 출력(수식용)
MW

Pwind
풍력발전

유효전력 출력(수식용)
MW

Pwt
풍력터빈 앞단(변앞기 앞)

유효전력 출력 (측정)
MW

V 전압 kV

계산 PL
손실 값

(구간별로 계산됨)
MW

표    1 파라미터 정의

Table 1 Parameter Definition

그림 8 알고리즘 적용 과정

Fig. 8 The process of applying an algorithm 

전체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전력제어시스템과 SCADA시

스템 및 제어알고리즘은 독립적으로 설계되었다. 즉, 별도로 설계

된 알고리즘을 전달받아 시스템에 이식(Porting)하는 구조이다. 

그림 8은 SCADA시스템에 알고리즘의 적용 절차를 나타낸 것이

다. Matlab 및 PSCAD로 설계된 알고리즘은 포트란(Fortran) 또

는 C언어 형태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하는 

SCADA시스템은 LabVIEW를 이용해 주로 설계되므로, SCADA시

스템과 전력제어시스템에 이식되어야 한다. Fortran형태의 결과

는 C/C++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변환된 C/C++ 코드를 

LabVIEW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호출할 함수명과 매개변수를 C 

Header파일로 정의해야 한다. 알고리즘 결과 코드와 Header파일

을 기반으로 동적라이브러리(DLL)파일을 생성하고, LabVIEW에서 

제공하는 공유라이브러리 반입 또는 라이브러리 함수호출 노드를 

이용해 SCADA시스템으로 이식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전력제어시스템에서의 알고리즘 포팅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

른다. 다만, Windows에서 사용되는 공유라이브러리 형태의 

“*.DLL”파일이 아니라, Linux 운영체제의 라이브러리 형태인 

“*.so”파일로 컴파일 되어야 전력제어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

다. 동적라이브러리를 SCADA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설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내의 함수이름과 함수에서 필요로 

하는 변수 및 반환타입 그리고 호출형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림 9 LabVIEW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Fig. 9 The Simulation results with LabVIEW 

그림 9는 공유라이브러리 형태로 변환 및 시스템에 이식된 알

고리즘 결과를 기존 알고리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다수의 테스

트 케이스를 만들어 결과를 확인했고, SCADA시스템 및 전력제어

시스템에 적용된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4.4 Database 설계

Database시스템은 SCADA시스템과 동일한 플랫폼에서 운용

되도록 설계했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MySQL(Port : 3306) 

서버를 사용했다. Database 구조는 그림 10과 같이 “Power 

그림 10 복합발전시스템 Database 구조

Fig. 10 Database structure of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기학회논문지 65권 5호 2016년 5월

816

Generation”이라는 Database에 풍력발전기 4기에 관한 Table 그

리고 파력발전기 24기에 관한 Table로 구성되어진다.

그림 11은 각각 풍력발전기 1기와 파력발전기 1기에 대한 

Database의 필드명과 데이터 Type 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데이터베이스 필드명 & 데이터 타입

Fig. 11 Database‘s field name & data type  

5.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현재 부유체가 완성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 해상

의 부유체에서 실험하지는 못하고, 전체 제어시스템 구조를 실제

와 동일하게 모사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림 12 시뮬레이션 구성

Fig. 12 Simulation configuration 

시뮬레이션 구성은 그림 12와 같고, 시스템이 운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제와 같이 파력-풍력 시뮬레이터에서는 

Modbus 프로토콜을 통해 전력제어시스템으로 각 파라미터 값들

이 전달된다. 전력제어시스템에서는 각 파라미터 값을 기반으로 

통합제어 및 계통알고리즘이 수행되며, Modbus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된 파력-풍력 파라미터 값을 IEC61850 표준으로 변환한 후 

원격지의 SCADA시스템으로 파라미터 값들을 전송한다. 또한 

SCADA에서 내리는 송전계통운영자의 지령을 전력제어시스템으

로 전송하고, SCADA시스템은 전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파력-풍력 시뮬레이터에서 발

생하는 파라미터 값들은 Serial통신 기반의 Modbus 프로토콜

로 통신했고, 전력제어시스템에서 SCADA시스템으로의 통신은 

Ethernet 기반의 IEC61850 표준을 기반으로 통신했다. IEC61850

의 물리적인 통신선은 Ethernet케이블 1개를 사용했고, Modbus 

통신을 위한 물리적 케이블 구성은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4개 Serial 케이블로 구성했다. 4개 Serial 케이블의 

Modbus 프로토콜 주소는 모두 다르게 구성했다. 실제 부유체의 

전력제어시스템과 파력발전기간의 통신에는 총 28개의 Serial 케

이블과 1개 이상의Ethernet 케이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풍력 시뮬레이터

Fig. 13 Wind Turbine Simulator 

그림 13은 NREL 3MW급 풍력터빈의 출력을 모사한 풍력시뮬

레이터이며, 그림 14는 파력발전기의 출력을 모사한 파력시뮬레

이터이다.

그림 14 파력발전기 시뮬레이터

Fig. 14 Wave Force Generator Simulator

그림 15는 전력제어시스템의 프런트 패널을 나타낸다. 전력제

어시스템은 실질적인 전력제어 알고리즘 수행과 산업용 프로토콜

을 표준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테스

트 값을 Display하는 Interface를 제외하고 별도의 User 

Interface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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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력제어시스템

Fig. 15 Power Control System 

그림 16은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용으로 실제 설계한 

SCADA시스템이다.

그림 16 복합발전 SCADA시스템

Fig. 16 Hybrid power generation SCADA system 

풍력 및 파력 시뮬레이터에서 생성된  값들이 전력제어 시스

템을 거쳐 IEC61850으로 변환된 후 SCADA시스템에 정확히 수

신되는 것을 확인했고, SCADA시스템에서 계통운영자 명령을 내

렸을 때 정상적으로 값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송전계

통운영자의 지령에 따라서 발전기들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에서의 

전력제어시스템 구조를 제안했고, 실제로 IEC61850기반의 전력제

어시스템과 SCADA시스템을 설계했다. 설계한 SCADA시스템과 

전력제어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Modbus 프로토콜 기반의 시

뮬레이터를 설계했으며, 설계한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제안한 

제어시스템을 실제와 같이 모사하여 운용을 테스트 및 시뮬레이

션 했다. 결과적으로 Modbus 프로토콜을 통해 입력되어지는 파

라미터 값들이 IEC61850으로 변환되어 SCADA시스템에 정상적

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고, SCADA시스템에서 내리는 송전계

통운영자(TSO)의 지령이 전력제어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송전계통운영자의 지령에 따라 복합발전 제

어알고리즘 및 계통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안한 구조에서 전력제어시스템은 Real-Time Linux

기반의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플랫폼이며, 파력발전기와 풍력발

전기에서 전송되는 값을 기반으로 전력제어알고리즘과 계통알고

리즘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이와 같은 구조의 장점은 각 발전

기들을 제어하는데 있어서 통신상에서 소요되는 Delay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SCADA시스템에서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구조의 

시스템과 비교해서 SCADA시스템에 걸리는 부하(Load)는 현저히 

줄어든다.

향후에는 온도 및 습도 등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더 많이 고

려한 시스템설계와 고장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설계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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