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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운영을 위한 표준 기반 데이터 관리 및 
통신 인프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ta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Based Upon 
Standards for Smart Gri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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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re is a rising interest in smart grid operating system which manages various types of 

distributed generation, smart meters, and electric vehicles with power grid. Considering the features of smart grid 

environment, the interoperability should b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build smart grid environment successfully. To 

secure interoperability, smart grid operating system should conform to some standards in terms of the data representation 

and communication. CIM and OPC-UA ar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idely used in smart grid domain for enabling 

interoperability. They provide common information model and the unified architecture for communicating between each 

systems or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illustrate a smart grid operating system that we have developed to secure 

interoperability between not only applications but also numerous legacy systems(applications) by implementing CIM based 

information model and OPC-UA based communication interfa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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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풍력, 태양 , 에 지 장장치, 스마트미터와 기자

동차  충 시스템 등이 활발히 보 됨에 따라 이들을 

력망에 효율 으로 연계․운용하는 스마트그리드 통합운

기술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그리드 환경은 다양한 장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기 구축되어 운 되고 있는 송·변  운 , 배  운 , 

신재생 운   업/수요 운 시스템 등 다양한 거시 시

스템과 공존한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해서는 다

양한 어 리 이션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1].

 

그림 1 스마트그리드 개념도[9]

Fig.  1 Overview of smart grid

그러나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아직 기로, 그간 상호운용

의 측면보다는 각 개별 애 리 이션에 한 개발기술의 실

증에 이 맞춰져왔다. 이러한 애 리 이션이 시스템에 

연계될 경우,연계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  정보의 복, 

필요 데이터  정보의 락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한 개별 애 리 이

션 간의 통신방식도 각각 별도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애 리 이션 간 상호운용이 어렵다.

상호운용성은 표 화된 정보모델과 통신아키텍처의 용

으로 확보할 수 있다. 최근 력분야에서는 정보모델 련 

표 으로 CIM(Common Information Model), 통신아키텍처

로 OPC-UA(Unified Architecture)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CIM은 력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클래스 형태

로 모델링하여 표 하는데 목 이 있는 추상  정보모델로 

IEC 61970 TC57  IEC61968  WG14에서 표 화 작업을 

주 하고 있다. OPC-UA는 IEC62541에서 표 화 작업을 주

하고 있는 통신 아키텍처로 CIM으로 표 된 정보들을 이

종의 시스템 혹은 애 리 이션이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에 

하여 기술한 표 이다. 

본 논문에서는 력분야에서 기 구축되어 운 되고 있는 

다양한 거시시스템과 풍력, 태양 , 에 지 장장치 등 스

마트그리드 구성요소들의 통합운 을 지원하는 표 정보모

델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안된 표 정보모델 시스템은 정보

모델로써 CIM 표 을, 표  통신아키텍처로 OPC-UA를 

용하 다. 표 정보모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우리는 우선

통합 운  될 다양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CIM 기

반 모델링을 통해 표 정보모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사용자가 CIM 모델링  편집․이용 등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 정보모델 리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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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고 CIM 기반으로 모델링된 정보를 OPC-UA 

규격을 기반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 인터페이

스 시스템을 구 하 다.

제안된 표 정보모델 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최근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격한 발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고 빠르게 출시  진화되고 있는 신규 서비스 

 시스템을 보다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한, 정보교환 시, 기 검증된 표  통신 아키텍처 

기반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보안성, 성능, 확장

성 등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실제 스마트그

리드 환경에서의 각각의 시스템을 통합 운 하기 한 기반 

표 기술인 CIM과 OPC-UA에 해 설명하고,  이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에 하여 력회사의 에서 

간략히 설명한다. 3 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표 정보모델 시

스템의 구축 방법  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4 에서는 

CIM으로 모델링된 정보모델을 OPC-UA 표  인터페이스로 

통신하기 해 수행되는 CIM 모델과 OPC-UA 간의 매핑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한다.

2. 공통정보모델  표 인터페이스 기술 

2.1 공통정보모델(Common Information Model)

력계통을 운 하는 력회사는 다양한 어 리 이션으

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 하고 있다. 운 과정에서 실제 

력조류의 흐름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가 이루어지

며, 이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시스템 는 력설비가 

상호운 된다. 지난 1990년  반 미국의 력회사에서는 

력계통 각 분야의 다양한 력정보를 통합하고, 공 사의 

데이터 체계에 종속되어있는 통신 모델이나 데이터 모델 등

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를 착수하 다. 이후 재

까지 발 , 송 , 변 , 배 , 신재생에 지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IEC 국제 표 규격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 

이 가운데 력계통 운  어 리 이션 통합을 한 정보모

델 표 이 공통정보모델로 IEC 61970/61968 규격이다. IEC 

61970은 제어센터 내 에 지 리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한 

표 규격이며, IEC 61968은 배 리를 한 인터페이스 표

규격이다.

공통정보모델을 이용하면 력계통 자원을 클래스들과 속

성들로 표  가능하여, 서로 독립 으로 개발된 시스템간의 

연계  응용 로그램간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2.1.1 공통정보모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주로 용한 CIM은 완 한 패키지들의 집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키지 내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들과 그림 2와 같은 연 계를 갖는다. 재까지 정

의된 CIM은 표 1과 같으며, 각 애 리 이션은 다수의 패키

지로부터 공통정보모델 클래스들을 활용할 수 있다. 패키지

에 한 구분이 어 리 이션에 한 구분을 의미하지는 않

으며, 임의의 어 리 이션은 다수의 패키지로부터 공통정보

모델 엔티티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IEC 61970 패키

지 다이어그램으로 각 패키지간의 종속 계를 보여 다.

클래스는 객체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클래스는 해당 클래스의 특수한 인스턴스를 설명하

고 식별하는 속성을 포함한다. 각각의 속성은 속성의 종류

를 식별하는 하나의 타입을 갖고 있으며 형 인 속성들로 

원시타입으로 불려지는 integer, float, boolean, string, 

enumeration 등의 형태로 구성된다. 이외에  다른 추가

인 타입은 공통정보모델 명세서의 일부로서 정의되어있다. 

를 들면 무효 력 보상기의 경우, 압이라는 타입의 

MaximumkV 속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형식의 정의는 

Domain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IEC 61970-301 IEC 61968-11

 - Core

 - Domain

 - Generation

 - LoadModel

 - Meas

 - Outage

 - Protection

 - Topology

 - Wires

 - SCADA

 - Common

 - WiresExt

 - Assets

 - AssetModels

 - Work

 - Customers

 - Metering

 - LoadControl

 - PaymentMetering

표 1 공통정보모델 패키지 구성[10, 11]

Table 1 Common information model package

그림 2 IEC 61968, 61970 패키지 다이어그램

Fig. 2 IEC 61968, 61970 Package Diagram 

2.2 OPC UA(OLE for Process Control  Unified 

Architecture)

OPC(OLE for Process Control)는 서로 다른 시스템의 호

환성을 보장하기 한 인터페이스 표 으로서 산업 자동화 

업계에서 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기존 OPC는 로컬 네

트워크 안에서의 상호호환성만을 보장하며, 단순한 메타구조

로 구성되어 풍부한 정보의 표 에 한계가 있었다. 한 특

정 언어  랫폼에 종속되어 산업이 다양화되고 발 함에 

따라 기존 OPC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 

새로운 표 이 필요하게 되었다. 

OPC-UA는 앞서 언 한 기존 OPC가 가지고 있던 한계

들을 해결하기 하여 만들어졌다. 랫폼에 종속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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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OPC-UA Address Space 모델

Fig. 4 OPC-UA Address Space Model

던 기존 OPC에 Web Service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랫폼 독립성을 확보하

고, 정보모델을 폭 강화하여 풍부한 정보의 표 을 가능

 하 다.  기존 OPC에서 약 으로 지 되었던 보안  

확장성을 보강하여 DCS, MES, ERP 등 산업 반에 걸쳐

서 리 쓰이게 되었다. 

2.2.1 OPC UA의 구성

그림 3의 OPC-UA Object Model(왼쪽)은 Object들의 

Concepts, Types, Variables, Data Type 등을 정의하며 

Node, Reference. Attribute를 UML로 표 한다. 한편, 

OPC-UA Object(오른쪽)는 Value, Quality Attribute, 

Timestamp Attribute로 구성하는 Variables 요소와 Client에 

의해서 실행되는 동작들을 나타내는 Methods 요소 그리고 

요하게 처리되는 사건발생 시 처리하기 한 알람을 표시

하는 Events 요소로 구성된다.

그림 3 OPC-UA 오 젝트 모델[12]

Fig.  3 OPC-UA Object Model

OPC-UA Address Space란 서버에서 근 가능한 Object

들의 모임을 말한다. 기존의 OPC에서의 Address Space는 

그림 4의 상단 그림처럼 서로 독립 이었다. 를 들어 온

도송신기의 재 온도 값은 DA Address Space를 통해서 

받고, 온도변화에 따른 알람은 A&E Address Space을 받았

다. 그러나, 재 OPC-UA에서의 Address Space들은 그림 

4의 하단 그림처럼 서로 통합 이다. 따라서 개발자는 노드

에 근 시 OPC-UA에서 제공하는 10개의 서비스 집합을 

통하여 Address Space의 노드  Reference에 손쉽게 근

하고, 노드를 삽입,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3. 표 정보모델 시스템 구축

스마트그리드 표 정보모델 시스템은 서로 연 된 시스템

들로 구성된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송·변 , 배 , 신재생 

 업/수요 분야에서 각각 독립 으로 운 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합하고 이들 간의 정보교환 체계를 제공한다. 

3.1 스마트그리드 표 정보모델 시스템 

그림 5는 표 정보모델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표

정보모델 시스템 아키텍처의 핵심구성 요소는 표 정보모

델 시스템과 표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다. 표 정보모델 시

스템은 표 정보모델(IEC 61970-301. IEC 61968-11)을 리

하는 표 정보모델 리패키지와 표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정보모델 서비스 패키지 그리

고 표 정보모델  인터페이스를 리하는 시스템 리패

키지로 구성된다. 

그림 5 표 정보모델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Fig. 5 System architecture of Information model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IEC 61970-301. IEC 61968-11) 

3.2 CIM 기반 데이터 모델링 

본 연구에서 CIM기반 데이터 모델링[3,4]은 력시스템을 

구성하는 송·변   배  설비, 력소비자, 신재생에 지 

 에 지 장장치와 휴·정 리시스템 등 기존 거시 시

스템을 상으로 한다. 송·변  설비는 변 소 설비를 상

으로 하고 배  설비는 배 선로 상의 다양한 개폐기  주

상변압기를 상으로 한다. 력소비자는 계통측면에서 배

선로와 연결 계를 갖는 Equipment의 하나인 Energy 

Consumer를 상으로 Meter, Location, Me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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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변압기 공통정보 Component 매핑

Fig. 6 Example of component mapping (M.Tr)

그림 7 주변압기 Class Diagram[11]

Fig.  7  Class diagram of M.Tr

Customer를 포함한다. 이번 에서는 송·변  설비  주변

압기(M.Tr)의 모델링 를 통하여 우리가 수행한 CIM 기반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송·변  주변압기 설비는 변압기 본체  권선, 

TapChanger와  CB(Circuit Breaker), DS(Disconnection 

Switch), ES(Ground Disconnector) 기기들, 그리고 각각의 

연결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공통 정보 

Component는 그림 6과 같다. 1차측 M.Tr과 2차측 M.Tr의 

단로기, 차단기는 각각 Disconnector, Breaker로 Component

로 맵핑되고 M.Tr 본체는 PowerTransformer, 권선은 

PowerTransformerEnd, Tap Changer는 용도에 따라 

PhaseTapChanger, RatioTapChanger로 Component 맵핑된

다. 주변압기 정보는 IEC 61970의 PowerTransformer 모델 

클래스로 표 된다. 주변압기 Class Diagram, 주변압기 

Containment  Interconnection mapping과 주변압기에 

한 Legacy System 데이터와 공통정보모델 Component의 

클래스 연계 계는 그림 7, 8, 표 2로 보다 상세하게 표

하 다.

3.3 CIM 데이터베이스 

재 운  인 거시 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으로 체하

거나 기능을 업그 이드하기에는 실 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들의 운 에 지장을 주

지 않으면서 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CIM 기반 메시지를 교환하기 해 표  인터페이스 

서버가 CIM 메시지 구성  송 기능을 신할 수 있도록 

표 정보모델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 고, 기존 거시시

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를 CIM 기반으로 장하는 CIM 데이

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하 다.

CIM DB 구축 로세스는 그림 9와 같이 1)CIM Schema 

분석  확장, 2)CIM Meta 정보화  RDFs 생성, 3)CIM 

Meta DB 재의 과정을 거친다. CIM User Group에서 

기 제공되는 CIM 으로 재 모든 설비  정보들을 표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IEC61970/61968에서는 CIM을 각자

의 환경에 합하게 CIM을 확장 정의 할 수 있도록 권고한

다. 따라서 CIM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가장 먼  수행하여

야 하는 과정이 거시 시스템의 Schema를 분석한 후 3.2

의 CIM 기반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고 기존 모델로 표

이 어려운 상이 있다면, CIM 모델을 확장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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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변압기 Containment  Interconnection mapping

Fig. 8 Example of Containment and interconnection mapping (M.Tr)

Legacy Info
CIM

Class Attribute

변압기의 변 소코드 PowerTransformer EquipmentContainer

변압기의 1, 2, 3권선 TransformerWinding connectionType  

변압기의 1, 2, 3차권선간 항 TransformerWinding r                 

변압기의 1, 2, 3차권선 상분 항 TransformerWinding r0       

변압기의 1, 2, 3차권선용량(100%) TransformerWinding ratedS   

변압기의 1, 2, 3차정격 압 TransformerWinding ratedU   

변압기의 1, 2, 3차권선 상분리액턴스 TransformerWinding x0         

주변압기.PM-B-0025 (1, 2, 3차 결선) TransformerWinding connectionType  

주변압기.PM-B-0011 

(기 용량1,2,3차   정격 압)
TransformerWinding ratedU         

표 2 주변압기 CIM 클래스 모델링

Table 2 Example of CIM class modeling (M.Tr)   

그림 9 Meta 정보화  RDFs 생성, Meta DB 재 로세스

Fig. 9 Meta modeling, RDFs Creation, Meta DB Loading 

Process

다. 서로 다른 시스템 간 확장된 CIM 스키마 혹은 인스턴스 

데이터를 주고받기 해서는 확장된 CIM Meta 정보의 교

환이 필수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확장된 CIM 스키마 정보를 

포함하는 CIM Meta 정보를 서로 다른 시스템이 공유하여

야 한다. IEC61970-501에서는 이 스키마의 문서의 형식으로 

RDFs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CIM 모델을 CIM 

RDF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RDFs의 생성을 해 CIM User Group에서 배포하는 

CIMTool을 사용하 다. 그림 9는 CIM Meta 정보화  

RDFs 변환과정, 그리고 해당 RDFs 일을 CIM 데이터베

이스에 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3.4 OPC UA 모델링

제안된 표 정보모델 시스템은 데이터  정보 교환을 

해 IEC 62541 OPC-UA 표  통신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표

 통신 아키텍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5,6]. 

3.4.1 OPC UA 기반 표  인터페이스 서버

OPC-UA는 웹서비스  TCP Binary 방식을 지원한다. 

그 기 때문에 표 정보모델 시스템의 표 인터페이스 서버

는 두 가지 통신방식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0은 표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성도이다. OPC-UA 기반 

서버 표  인터페이스 서버는 통신서비스인 Basic Service 

외에  Extension Service, ASM(Address Space Manager) 

DB Transaction Manager, ASM Load Manager, UA Log 

Manager, 그리고 Model Server Sync의 세부 모듈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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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PC-UA 기반 표 인터페이스 구성도

Fig. 10 Architecture of OPC-UA based standard interface

그림 11 OPC-UA 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Adaptor

Fig.  11 OPC-UA based client adaptor 

3.4.2 OPC UA 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OPC-UA 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Adaptor는 통신방

식에 따라 웹서비스와 TCP Binary로 구분된다. 두 가지 모

두 OPC Stack과 OPC Client SDK를 가지며, 웹서비스 

Adaptor의 경우 ESB와 연동을 한 ESB Adaptor를 갖는

다. OPC-UA 기반 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Adaptor는 

서버와의 통신을 해 OPC-UA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를 교환하여야 하지만, 교환되는 데이터는 CIM 모델을 기반

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CIM 모델 형태의 데

이터가 OPC-UA 모델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Adaptor가 담당한다. 그림 11은 

OPC-UA 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Adaptor에서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며 CIM 모델의 라미터 값이 사용되어 

OPC-UA 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Adaptor API를 호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CIM과 OPC-UA 매핑

4.1 CIM과 OPC-UA 매핑규칙

스마트그리드 환경 내 연계된 다양한 시스템들이 표 정

보모델을 기반으로 통신하기 해서는 OPC-UA의 추상 정

보모델(Address Space 모델)과 CIM의 결합이 필요하다. 

CIM과 OPC-UA 매핑규칙은 재 IEC에서 표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7,8]. CIM을 기반으로 표 정보모델 데이터를 

OPC-UA 기반 표 서비스를 통해 통신하기 해서는 

OPC-UA의  Address Space 모델에 CIM 모델을 매핑해야 

한다. 

그림 12(붉은색 부분 제외)에서 볼 수 있듯이 IEC 

61970-502-8 매핑 표 에 따르면 CIM 클래스는 OPC-UA

의 ObjectType으로 매핑 된다. CIM Generalization 계는 

고려되는 상  클래스와 하  클래스에 해당하는 ObjectType 

노드들 간의 HasSubType과 매핑되며, CIM 클래스의 

Property와 DataType은 각각 OPC-UA의 VariableType과 

DataType으로 매핑 된다. CIM 클래스의 경우 인스턴스로 노

출되는 클래스만 OPC-UA의 Address Space에 존재하기 때

문에 VariableType의 경우 실제 CIM 클래스 Property에 해

서만 존재할 것이다. CIM Association 계는 OPC-UA의 

ReferenceType으로 매핑된다. 

그러나 IEC 61970-502-8의 기본 매핑규칙은 CIM 모델의 

PropertyVariableType, DataVariableType, IECTC57References: 

ReferenceType, EnumDataType, StructureDataType 등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장 규칙을 

제안 하 다. 그림 12의 붉은색 부분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확장 제안 규칙이다.

그림 12 OPC-UA 매핑 확장제안 규칙

Fig. 12 Proposed extended mapping rules between CIM 

model & OPC-UA model

4.2 CIM & OPC-UA 변환

그림 13은 4.1 에서 정의한 매핑 규칙을 이용하여 표

인터페이스 서버 패키지로부터 달된 OPC-UA 추상 정보

모델을 CIM 클래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 다. 클라이언

트 시스템으로부터 OPC-UA 통신서비스에 의해 달된 

OPC-UA 추상 정보모델은 Array에 수신되고 수신된 Array

내 각 추상 정보모델은 각각 CIM 모델 변환을 한 Object 

형태로 변환된다. 변환된 CIM Object는 CIM 스키마인 

Class Hierarchy에 따라 필요한 Class들을 생성하고 매핑된 

각각의 해당 Class Property로 변환된다.

CIM 모델의 OPC-UA로의 변환은 앞에서 설명한 과정과 

반 의 차를 거치게 되며, 그림 14는 CIM Class, CIM 

Association  CIM Property에 한 변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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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IM 모델과 OPC-UA 변환 로세스

Fig. 13 Process for mapping from OPC-UA node to CIM class

그림 14 CIM Class, Association, Property 변환결과

Fig. 14 CIM class, Association, Property transformation 

results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향후 력분야의 다양한 시스템들 간의 정

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 해 IEC 61970/61968 CIM 표 을 

기반으로 정보모델을 도입하고, IEC 62541 OPC-UA 통신아

키텍처를 도입하여 스마트그리드 표 정보모델 시스템을 구

하 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CIM 기반 모델링을 통해 표 정보모델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 고,  CIM 모델을 리하는 표 정보모델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리고 OPC-UA를 기반으로 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표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 하 다. 향후 표

정보모델 시스템이 풍력, 태양 , 에 지 장장치 등 많은 

애 리 이션  시스템을 구성원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종합운 시스템에 용될 경우, 애 리 이션  시스템 간 

유연하고 손쉬운 시스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한, 기 검

증된 OPC-UA의 도입으로 상호운용성 뿐만 아니라 보안성 

 통신성능 향상 등의 부수 인 효과도 얻었다. 

스마트그리드 종합운 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의 성격  

본질상 1~2년의 단기간 내에 완벽하게 개발  구축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격하게 진화 인 스마트그리

드 환경  시장을 고려할 때 빠르게 출시되는 신규 서비스 

 애 리 이션을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

의 유연성  확장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표 정보모델 시스템은 향후 스마트그리드 종합운

시스템에 용되어 다양한 애 리 이션  시스템과 서로 

상호운용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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