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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EMS(Next Generation Energy
Management System : NG-EMS) 급전원 훈련 시뮬레이터(Dispatcher
Training Simulator : DTS)의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 개발 및 모의에 대
해 기술한다. DTS는 EMS 급전원의 훈련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EMS와
동일한 동적인 환경에서 시스템 조작, 사고모의 및 사고복구 기능을 제
공한다.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은 급전원 훈련교관의 훈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으로 이벤트, 이벤트그룹, 요청이벤트, 조건이벤트, 시간이벤
트,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1. 서    론

급전원 훈련 시뮬레이터(Dispatcher Training Simulator : DTS)는 차
세대 에너지 관리시스템(Next Generation Energy Management System
: NG-EMS)의 훈련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TS는 EMS 와 동일
한 동적환경에서 시스템 조작, 사고모의 및 사고복구 기능을 제공하고
다음 <그림 1>과 같이 3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1-2].

▪ 급전소모델(Control Center Model: CCM) :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전력계통해석, 발전계획 등 EMS 기능
제공을 위한 모델
▪ 교관제어모델(Instructor Control Model: ICM) : DB 초기화, 훈련 모
의 제어, 이벤트 시나리오 편집, SPS 편집 등 DTS 훈련기능을 위한 모
델
▪ 전력계통모델(Power System Model: PSM) : 발전소모델, 주파수모
델, 부하모델 등 전력계통 동적데이터 생성을 위한 계통 요소기기 모델

<그림 1> 훈련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성도

EMS용 DTS는 SCADA, 전력계통해석, 발전계획 등을 기반으로 한
급전소모델 프로그램으로 NG-EMS와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고 발전기
모델, 주파수모델, 부하모델, 계전기모델 등의 전력계통모델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계측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관제어모델 프로그램은
DTS DB 초기화, 훈련모의제어, 이벤트 시나리오 편집 등의 기능을 바
탕으로 급전원 훈련환경을 구축한다.
DTS는 급전원에게 일상적인 전력계통 운영 절차를 학습시키고 계통

사고와 같은 다양한 비상상황 시나리오의 훈련을 통하여 실제 운전 환
경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훈련교관은 훈련 중에
훈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필요로
하게 된다 [3].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NG-EMS용 DTS의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 개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의 구조와 이벤트의
종류 그리고 이벤트 시나리오 모의시험에 대해 설명한다.

2. 본    론

  2.1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 개발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은 훈련교관이 원하는 시점, 시간 그리고 조건에
다양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벤트 발생유형에 따
라 요청이벤트(Demand Event), 시간이벤트(Time Event), 조건이벤트
(Conditional Event)로 구성된다.

  2.1.1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의 구조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은 <그림 2>와 같이 이벤트, 이벤트그룹, 요청
이벤트, 시간이벤트, 조건이벤트 그리고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이벤트
는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는 단위요소이고 이벤트 그룹은 다수의 이벤트
를 한 번에 수행 가능하게하며 하나 이상의 이벤트를 포함한다. 이 이벤
트 그룹은 이벤트 발생유형에 따라 요청이벤트, 시간이벤트, 조건이벤트
중 하나로 설정해야한다. 요청이벤트는 훈련교관이 원하는 시점에 이벤
트그룹을 발생시키고 시간이벤트는 훈련 중 원하는 시간에 이벤트그룹
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조건이벤트는 두 개 이하의 조건식을 만족하면
해당 이벤트그룹을 실행한다. 시나리오는 다수의 요청이벤트, 시간이벤
트 그리고 조건이벤트를 포함하며 시나리오를 생성해야 훈련 시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 구조도

  2.1.2 이벤트의 종류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을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이벤트는 전력계통모
델 이벤트와 통신 이벤트 그리고 교관 이벤트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발생 가능한 이벤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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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 이벤트 : 차단기 개방, 투입
▪ 발전기 이벤트 : 발전기 탈락, 발전기 출력 변화
▪ 계전기 이벤트 : 계전기에 연결된 차단기 개방
▪ 선로 이벤트 : 선로 양단의 차단기 개방
▪ 모선 이벤트 : 모선에 연결된 모든 차단기 개방
▪ 부하 이벤트 : 계통수요의 전력소비량(MW) 변화
▪ 통신 이벤트 : 요소기기 통신설비 불능
▪ 교관 이벤트 : 훈련 모의 상황 저장, 교관메세지 출력

  2.2 이벤트 시나리오 모의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 시험은 요청이벤트, 시간이벤트 그리고 조건 이
벤트를 모의하였으며 선로 고장 케이스를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이벤트
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선로에 해당하는 차단기가 개방되고 DTS 시스
템의 로그에 기록을 남긴다. 다음 <그림 3>은 이벤트 그룹 편집 화면이
다.

<그림 3> 이벤트 그룹 편집 화면

  2.2.1 요청이벤트 모의
요청이벤트는 “시나리오” 화면에서 실행버튼을 클릭하는 즉시 이벤트
를 수행시킨다. 본 모의에서는 훈련시간 12초경과 시점에서 “선로 고장”
이벤트를 수행하였다. <그림 4>는 요청이벤트 모의 결과로서 시나리오
에 등록된 요청이벤트 화면과 요청이벤트 수행으로 인한 로그출력 화면
을 나타낸다. <그림 4>에서 실행버튼을 클릭하는 즉시(훈련시간 12초경
과 시점) 이벤트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요청이벤트 모의 결과

  2.2.2 시간이벤트 모의
시간이벤트는 설정한 훈련시간에 이벤트를 수행시킨다. 본 모의에서는
훈련시작 후 1분 시점에서 “선로 고장”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였
다. 다음 <그림 5>는 시간이벤트 모의 결과로서 시나리오에 등록된 시
간이벤트 화면과 시간이벤트 수행으로 인한 로그출력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5>에서 설정한 목표시간(훈련시간 1초경과 시점)에 이벤트가 발
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시간이벤트 모의 결과

  2.2.3 조건이벤트 모의
조건이벤트는 설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벤트를 수행시킨다. 본 모의
에서는 8521 단로기가 개방되면 “선로 고장”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설정
하였다. 다음 <그림 6>은 조건이벤트 모의 결과로서 시나리오에 등록된
조건이벤트 화면과 조건이벤트 수행으로 인한 로그출력 화면을 나타낸
다. <그림 6>에서 8512 단로기가 개방되고 조건이벤트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조건이벤트 모의 결과

<그림 7>은 이번에 모의한 요청이벤트, 시간이벤트 그리고 조건이벤
트 수행결과 정상적으로 차단기의 상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화면이다.

<그림 7> 단선도 상태 변화 - 이벤트 모의 전(좌) 모의 후(우)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급전원 훈련 시뮬레이터용
이벤트 시나리오 기능 개발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DTS는 EMS 급
전원의 훈련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EMS와 동일한 동적인 환경에서 시
스템 조작, 사고모의 및 사고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이벤트 시나리오 기
능은 급전원 훈련교관의 훈련 진행을 보조하는 기능으로써 이벤트 발생
유형에 따라 요청이벤트, 시간이벤트 그리고 조건이벤트를 제공한다. 향
후 DTS의 지속적인 현장 적용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도출을 통해 본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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