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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한국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Korean Energy 
Management System)의 프로토타입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해 요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가지 측면에 
집중하였다. 첫째, 각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몇 가지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기저 모델로 선택
되었으며 각 기저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가 추출되었다. 둘째, 국내 실정
에 적합한 전력계통의 토폴로지 구조 및 설비 모델에 대한 공통 모델이 
구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KEMS 너트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공
통으로 적용될 어플리케이션 공통 모델(application common model, 
ACM)을 제시하 다. 공통 모델은 계층  비계층  력계통 구조를 포
함하며 직간 의 데이터 링크를 이용하여 연 계가 정의되었다. 제안
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국내 계통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험되었으며 
실시간 SCADA 데이터가 시험을 해 사용되었다. 시험을 통해 제안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1. 서    론

  최근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증가하는 력수요는 설
비의 제작 기술과 더불어 력감시  제어 시스템 기술의 비약 인 발
을 진시켜왔다. 더욱이 IT 기술의 보 이 보편화함에 따라 통신  
디지털 기술의 력 계통에의 목은 차 그 범 를 확 하고 있다. 에
지 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은 력망의 가장 
상 의 시스템으로 체 인 력의 수 과 계통의 운용을 장하고 있
으며 최근 국외의 역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EMS용 네트웍 어 리 이션 로그램들은 계통 운용을 
한 상태 추정, 조류 해석, 고장 해석, 상정사고 해석 등의 결과를 주기
으로 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  미래 계통 운용을 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를 해서는 빠른 연산속도와 다양한 정
보 제공이 필수 이며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계통 토폴로지  구성 설
비들의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베이스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국내 EMS는 모두 국외에서 도입되었으며 시스템의 운  
측면에 촛 이 맞춰져 운용되어왔다. 그러나 유지보수  시스템 사양 
 기능의 업그 이드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한 기지의 사실

이다. 본 논문에서는 EMS의 네트웍 해석 소 트웨어를 국산화하기 
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해 요약하 다.
  일반 인 PC 는 UNIX 기반의 네트웍 해석용 소 트웨어와 달리 
계통의 실제 운용상에 향을 주는 EMS용 어 리 이션은 극도의 
신뢰성을 요한다. 한 실시간 해석용 소 트웨어들의 경우 수분의 주기
를 가지고 주기 인 해석이 이루어지므로 빠른 해석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인 일 기반의 해석과 계형 데이터베
이스와 연동되는 방식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 으로 규모 계통해석에 많이 사용되
는 링크구조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제시하 다 [1-3]. 연속
인 여러 소 트웨어들의 해석을 해 각각의 어 리 이션마다 입출력 
DB를 두는 방식은 자원 배분의 효율이 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
리 이션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구축하 다. 공통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구축을 해 각 어 리 이션의 
논리  기능을 개하여 공통이되는 부분을 추출하 다. 이는 력계통 
설비 모델  토폴로지  구조에 용되었으며 어 리 이션 공통 모델
(application common model, ACM)이라 부른다. ACM 모델은 계층  
구조와 비 계층  구조로 구분되어 제시되었으며 직간 인 링크로 선
로 연 되어 있는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실계통 시스템과 실시간 스카다(supervised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험하 다.

2. KEMS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구성

  한국형 EMS 시스템의 네트웍 어 리 이션(network application, 
NA) 로그램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에서 음 이 있는 부
분이 로토타입 어 리 이션 로그램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다양한 소 트웨어가 개발되지만 데이터 모델링의 에서 보면 다
음과 같이 4개의 기본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 
  1)토폴로지 로세서(topology processing, TP) 모델 : 계통의 토폴로
지 상태를 (node) 상태에서 차단기류(CB, LS)의 투입(close)/개방
(open) 상태를 이용하여 모선(bus) 상태로 변환하며, 계통 설비의 상태
(활선(live)/비활선(dead))  해석 역인 독립계통(topological island)을 
구분한다.
  2)상태추정(state estimation, SE) 모델 : 토폴로지 로세서가 생성한 
모선 구조에 해 SCADA 데이터의 비동기성(unsynchronous)  오류 
데이터를 보정하며 조류계산을 한 모선 압  상 기치와 유입 
조류(injection MW/MVAr)의 양을 계산한다. 
  3)조류계산(load flow, LF) 모델 : 상태추정 결과를 기치로 하여 모
선 압 과 상  모선간 력조류를 계산한다. 표 1의 네트웍 어 리
이션  원 조류계산, 압 계획, 상정사고 해석, 송 가능 용량 
계산  송 선 과부하 해소 등이 조류계산 모델에 기반하여 연산을 수
행한다.
  4)고장계산(short circuit analysis, SCA) 모델 : 계통의 정상, 역상, 
상분 임피던스 모델에 기반하여 고장시 각 부의 고장 류를 계산하며, 
계 기 정정  보호기기 정격 등의 검을 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표 1> KEMS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성

번호 NA 로그램 기능 소속 모델

1 Topology Processor 계통 토폴로지 처리 TP

2 State Estimator 계통 상태 추정 SE

3 Dispatcher LF 원 조류 계산

LF

4 Voltage Scheduler 압 계획

5 Contingency Analysis 상정사고 해석

6 T/L Transfer Cap 송 가능 용량 산정

7 T/L Overload Relif 송 선 과부하 해소

8 Short Circuit Analysis 고장 계산 SCA

9 Outage Scheduler 휴  계획 -

 
  요구사항  복을 제외한 각 모델별 특징을 표 2에 정리하 다.

<표 2> 각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모델별 요구사항 분석 결과

모델명 입력 정보 출력 정보

TP
-설비, 변 소와 node간 링
크
-HVDC 련 링크

-설비, 변 소, 노드와 모선간 링
크
-토폴로지 처리 결과 화면 출력

SE
-SCADA 측정값  그 품
질 정보
-토폴로지 처리 결과

-각 모선의 압 상  크기 
추정값
-TR의 tap 추정치

LF
-상태추정 계산 결과
-각 설비의 제어 정보

-각 모선의 압 상  크기 
계산값
-제어요소 권고치

SCA
-조류계산 결과
-변압기 결선 정보

-고장시 류  압
-보호기기 정격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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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 데이터 베이스 구축

  최종 으로 도출된 계층 (hierarchy) 데이터베이스 모델 구조를 그림 
1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H는 해당 테이블에서 실선으로 연결된 테이
블로의 head index가 있다는 의미이며 I는 해당 테이블에서 실선 는 
선으로 연결된 테이블로의 indirect index가 있다는 의미이다. 한 그

림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head index와 실선으로 연결된 테이블에는 
sibling index가 있다. 음 이 있는 테이블은 동 (dynamic) 테이블이며 
없는 테이블은 정 (static) 테이블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층  데이터베이스는 링크 리스트  head  sibling 인덱스
를 이용한 포함 계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를 들어, 어떤 변 소에 속
하는 설비(CB, TR, Load 등)는 변 소에서 각 설비를 가리키는 head 
index와 각 설비에서의 sibling 인덱스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구조는 검색(search)방식이 아닌 1:1형식으로 구성
되어 빠른 데이터 추출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1> 계층적 공통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종 으로 도출된 표 인 비 계층 (non-hierarchy) 데이터베이스 
모델 구조  일부를 그림 2(a)와 그림 2(b)에 도시하 다. 계층  구조
가 정 (static) 테이블들의 연 계를 주로 물리  포함 계를 나타
내기 해 구성되는데 반해, 비 계층  구조는 동 (dynamic) 테이블들
의 연 계를 주로 기능  연 계를 나타내기 해 구성된다. 각 
구조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1)Bus, branch  injection 구조: 각 로세서는 각 설비 테이블들의 데
이터를 빈번히 참조하며, 토폴로지 로세서를 제외하고는 모선(bus) 데
이터를 사용한다. 따라서 좀더 빠른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선로
(line), 변압기(TR),  임피던스 선로(zero impedance line, ZLN)를 
branch(2 node 설비)로 구성하고, 발 기(gen), 병렬장치(shunt), 부하
(load), SVC는 injection(1 node 설비)로 구성하 다. 
2)Monitoring group: 압, branch 과부하, 융통선로 과부하  노드간 
상차를 감시하기 한 것으로, 모든 감시 상은 MEA(monitoring 

element assignment)를 통해 MEDS(monitoring element definition set) 
 VLS(voltage limit set)으로 할당되어 그룹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a) Bus, branch  injection 구조

(b) Monitoring group 설정 구조
<그림 2> 비계층적 공통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림 3과 그림 4에는 로토타입 개발 로그램인 상정사고 해석 
로그램과 압계획 로그램의 데이터 베이스 구조를 도시하 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정사고 해석의 경우 그룹별로 리하며, 상정사
고 리스트와 개별 설비간의 링크로 구성된다. 한, 캐스 이딩 사고를 
모의하기 한 링크 구조  출력을 한 테이블들로 구성된다. 그림 4
의 압계획의 경우 역시 제어 단 를 그룹별로 리하며 제어 그룹과 
개별 제어 설비간의 링크  출력 테이블들로 구성되어 있다.

CTGRP

CTLSTS

CTLST

CASCTLST

IJ

BR

CB

CAOPT

GENCOND

FPFSUM

CTSCRVIO

CTFPFVIO

ST

BSB

BR

IJ

NPL

IL

kV

ND

MEA

MEDS

VLS

I

I

I

I

I

I

I

I

BR_CAOIJ_CAO BSB_CAO

I I

BSB

I

H

I

H

I

H I I

H I

I

I

I

CALOG

I

H

CANWBS CAOUTBS CAOUTBR CAOUTIJ

I I I I

<그림 3> CA용 데이터 베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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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VS용 데이터 베이스 구조

4.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기본 으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메모리 DB를 구축함으로써 어 리 이션 로그램의 데이터 입출력 시
간을 경감하도록 설계되었다. 직간  링크와 평형 테이블 구조로 작성된 
DB 구조는 연산을 한 데이터 탐색 시간을 임으로써 연산속도를 향
상하는 효과를 얻었다.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DB 모델의 구축을 
해, 국내 실정  향후 확장을 고려한 계층  DB 구조를 설계하 으며 
세부 계통 설비에 한 공통 모델을 구축하 다. 한 어 리 이션 
용  화면 등의 서비스를 해 비 계층  DB 구조를 설계하 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규모 시스템의 계통해석을 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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