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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량 확보에 대한 요구에
따라 원자력 및 화력과 같은 기존 주요 발전설비로 인한 환경오
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3.11 대지진과 후쿠
시마 원전사고는 공급 위주의 전력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
를 주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제 및 대책요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산업 전반적으로 수용가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포함하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과 수요반응
(Demand Response)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배전 시스템내의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교환은 IEC TC-57 WG-14에 의해 IEC
61968 표준 규격으로 정의되고 Part 4인 “Records and Asset
Management”에 기술된 규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한다.
DMS와 GIS 시스템과 기존 연동하여 이러한 소규모의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교환 및 외부
GIS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DMS(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는 배전 계통을 구성하
는 여러 설비를 관리하고 배전 계통을 안정성을 위해 설비에 대
한 감시 제어를 비롯해 VM(Voltage Management),
DM(Demand- Side Management), OM(Outage Management),
WM(Work Management), FM(Facilities Management) 등과 같
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전 시스템내의 어
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교환은 IEC 61968 표준 규격으로 정의되
며 Asset Management를 통하여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연
관 표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배전운영 시스템의 소개

배전관리시스템(DMS: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은
원방감시제어시스템인 SCADA와 계폐장치를 제어하는 배전자동
화 시스템인 DAS를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선로운전정보를 종합 취득하여 배전계통에 대한 시스템을 최적
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선로 자동 복구 단선도 처리를
비롯하여 부하패턴, 추정, 조류계산 등 운영자에게 시스템을 안
정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운영까지의 시스템을 말한다.

<그림 1> DMS 및 IEC-61968

3. IEC 61968의 소개 및 데이터 구조

  2.1 IEC 61968 소개
IEC 61968 시리즈는 DMS의 관련 시스템을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이다. IEC 61968 시리즈는 IEC 산하의 지능형 전력망

보안 기술위원회인 “TC-57”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
며, 최근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연관표준 또한 “TC-57”에
서 담당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IEC-61968 시리즈가 DMS의 지능
형 전력망 표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주요 DMS 업무기능들의 전형적 구성요소

  2.2 IEC 61968-4 기반의 데이터구조
IEC 61968-4는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Network data set,
Change set, Presentation, Asset list, Asset catalogue, Type
asset catalogue. IEC 61968-4에 있는 모든 message type의
element들은 CIM 클래스가 갖고 있는 속성들에 부합한다.
Network Data Set메시지는 통상적으로 운영 또는 연장 학습
계획 선정 분배 네트워크의 일부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 할 수
있다. 메시지 내용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피더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데이터는 ‘As built’ 네트워크 또는 분석을 위해 선택한
제안 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Network Data Set메시지는
Type Asset Catalogue또는 Asset Catalogue와 같은 정적 참조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문서에 대한 참조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Power System Resource의 관련 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에 대한 참조를 포함 할 수 있다. 참조된 데이터의 식별자는
이 메시지 유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3> IEC-61968-4 세부형식

Change Set 메시지는 메시지 유형의 최상위 계층에서 참조하는
기존 Network Data Set에 대한 트랜잭션에 필요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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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EC-61968-4 Change set

Presentation 메시지는 대부분의 CIM으로 표현하는 요소 특히
Distribution 네트워크의 요소의 위치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그림 5> IEC-61968-4 Presentation

Asset List메시지는 유틸리티 자산 집합의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총량 값을 포함 할 수 있다.

<그림 6> IEC-61968-4 Asset list

Asset catalogue메시지는 구축/설치 자산, 유지 자산 또는 운용
자산에 사용되는 사용가능 한 제품 및 재료에 과한 정보의 모음
이다.
Type Asset Catalogue메시지는 유틸리티 자산유형의 집합 데
이터를 포함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형의 자산에 대한 정보의
모음은 설계 목적,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Type Asset은 특정
제작업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림 7> IEC-61968-4 Type asset catalogue

데이터 유형의 형태에는 GIS 정보를 포함하는 Location 및 데이
터 유형에 대한 종류를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먼저 각기

다른 Class로 구분하여 이를 표로 나타내었다. 또한 이는 기존
DB와의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정리하여보았다. ‘표 1’ 은 61968-4
의 각 항목을 바탕으로 만든 Class 정보를 표로 만든 것 중 일
부분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각기 상관관
계를 나타낼 수 있었다.

<표 1> IEC-61968-4 의 데이터 종류에 따른 Class 정리

Class 설명

IDataNode XML 파서 정보 처리 Interface

Substation Station 정보를 읽고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ACLineSegment Line Section 정보를 읽고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Breaker CB 및 Switch 관련 정보를 읽고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LoadBreakSwitch Tied SW, CB, Switch의 정보를 읽고 처리하는 클래스

EquivalentLoad 부하정보를 읽고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SynchronousMarchine Generator 정보를 읽고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PowerTransformer Transformer정보를 읽고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Shuntcompensator Shunt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Location 각 설비의 GIS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

연관관계를 통하여 IEC 61968-4에 부합하며 동시에 기존 시스템
에 적용이 가능한 XSD를 도출 할 수 있다.

3. 결    론   

IEC 61968-4를 통한 데이터 구조는 많은 부분에서 유연성을 가
지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세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장치 및 관련데이터에 유연하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현존하는 상용
GIS 프로그램 및 오픈소스 GIS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및 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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