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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계통 운  에 발생할 수 있는 외란(Disturbance)에 
한 원인을 분석하기 해서는 실시간 력계통 데이터를 장할 필요

가 있다. EMS에서는 량의 데이터를 매우 빠른 주기(수  이내)로 취
득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장하고 추후 분
석 시 검색 속도를 고려해 효율 으로 데이터가 리되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력IT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한국형 EMS(이하 K-EMS)의 
기능 에 실시간 력계통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설계, 구 한 내용에 해 소개한다. 

1. 서    론

  력계통에서 계통 압을 항상 일정하고 안정되게 유지해야 하는 입
장에서 갑작스런 상태변화로 인해 압이 순간 으로 상승, 하강 하면 
외란이 발생되는 것이다. 외란이 발생한 력계통 사고처리가 완료된 후 
사고재발 방지를 하여 사고원인에 한 면 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
고 향후 이에 한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과거의 특정 시 부터 
일정 기간동안의 시스템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운 자
가 지정한 아날로그  상태 데이터에 해당하는 실시간 력계통 데이
터가 디스크에 기록되어야 한다. 디스크에 기록된 력계통 데이터를 바
탕으로 추후에 과거의 특정 시 부터 일정 기간동안의 력계통의 상태
를 재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시 의 후 상황을 분석
하여 재발 방지 책을 수립할 수 있다.
  K-EMS에서 데이터 취득, 처리, 제공,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에서는 매우 
빠른 주기로 아날로그  상태 정보를 취득/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
/처리된 데이터는 력계통의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운  에 발생
할 수 있는 외란에 한 분석을 해 반드시 장되어야 한다[1].  이를 
해서는 빠른 주기로 력계통 데이터를 장해야 하며, 제한된 디스크 

장치를 고려해야 하고, 추후 외란 분석 시 검색 기능에 제약이 없도록 
설계, 구 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K-EMS SCADA 시스템에서 실시간 력계통 데이터
를 효율 으로 장하기 해 설계  구 된 내용에 해 다루고자 한
다.

2. 본    론

  2.1 PSDR(Power System Data Recording) 기능의 개요
  PSDR 기능은 운 자가 선택한 아날로그  상태 데이터를 취득 주기
에 맞추어 디스크 장치에 장한 후, DTS(Dispatcher Training 
Simulator)상에서 력계통 외란을 재 할 목 으로 사용된다.
  

<그림 1> PSDR 구성도

  K-EMS의 PSDR 구성도는 그림1과 같다. SCADA, 실시간 SCADA 

데이터베이스(이후 RTDB), PSDR Saver, HDMS(Historical Server)로 
구성된다. SCADA는 RTU(Remote Terminal Unit)와 RCC(Regional 
Control Center)로부터 2 ~4  주기로 아날로그  상태정보를 취득/처
리하여 RTDB 상에 장한다. PSDR Saver는 장할 포인트 목록에 해
당하는 데이터를 RTDB에서 찾아 스캔 주기마다 이력 일로 디스크에 
장한다. 이력 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HDMS로 백업된다. 백업된 

PSDR 이력 일은 추후 DTS에서 검색해 력계통 외란 분석 시 사용
할 수 있다.

  2.2 RTDB 특징
  SCADA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인 데이터 리시스템으로서의 DBMS 
기능 외에 량의 데이터를 빠른 주기로 취득하여 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양한 로세스와 실시간 데이터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해
야 한다. 이를 해 K-EMS SCADA 시스템에서는 공유 메모리 상에 
치한 실시간 SCADA 데이터베이스를 구 하 다[2]. 
  실시간 데이터베이스(Real Time DataBase)의 데이터 구조는 스키마 
일에 정의되며, 어 리 이션들이 RTDB에 근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한다. RTDB에서 다루
는 Data는 "Class-Attribute-Method-Item" 으로 정의되는 수직  계층 
구조를 가진다. "Class"는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하며 Attribute는 해당 
Class가 가지는 속성을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속성은 단일한 값을 가지
며 속성에 련된 여러 기능들이 있을 수 있다. Method는 해당 
Attribute가 가지는 이러한 기능들을 의미하며 Item은 Method를 동작시
키는데 필요한 여러 설정들을 의미한다. Method는 "Monitoring & 
Control" 이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Attribute에 특정 Method가 
정의되어 있으면 "Monitoring & Control" 에서는 실행 시 그 Attribute
에 해 Method로 정의된 기능을 실제 용하여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Method는 "Monitoring & Control" 이 제공하는 기본 기능에 따라 제공
되며 제한된 Keyword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Class  
Attribute는 사용자 정의에 따라 구성되고 Method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 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2> RTDB의 계층 구조

  그림2 처럼 Class를 정의하는 경우 Analog라는 Class에는 Value라는 
Attribute가 하나 존재한다. Value에 해서 "Monitoring & Control" 가 
하는 일은 Range Method를 용하 으므로 Value의 값을 Write 하는 
경우 최 /최소값을 검사하는 기능이 용되며 View Method를 용하
으므로 화면에 값을 나타내는 경우 소수  자리수  단 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3]. 
  RTDB에서는 Item의 포인터(주소) 치를 알려주는 API를 제공한다. 
PSDR에서는 용량의 데이터를 스캔 주기마다 디스크에 장하기 해 
데이터의 포인터에 직  근해 해당 값을 장함으로서 일반 RTDB 
검색 엔진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장할 수 있도록 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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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PSDR 저장 기능
  PSDR 장 기능에서는 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스캔 주기마다 디스
크에 장하고, 제한된 디스크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한 PSDR 이력
일은 추후의 검색을 해 추가 정보가 장될 필요가 있다. K-EMS
의 PSDR 에서는 실시간 력계통 데이터의 포인터(주소)를 리해 빠
른 데이터 근을 통해 장 시간을 단축하는 기법으로 구 되어 있으
며, 장되는 데이터 양을 최소화 하기 해 압축 기법을 용하 다. 
더불어 검색에 필요한 아날로그  상태 데이터의 인덱스와  시간정보
를 같이 장하고 있다.

  2.3.1 PSDR 저장 데이터 목록 관리
  K-EMS에서는 RTU와 RCC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 인덱스 목록을 
RTDB API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데이터 인덱스는 문자열 형태의 
Name Key를 가지고 있다. Name Key는 RTDB 상에서 유일하게 부여
되며, Name Key는 PSDR 이력 일 장 시 헤더에 치된다. DB 내
용이 변경되면 해당 데이터 인덱스 목록도 변경되므로 반드시 스키마와 
DB 내용이 함께 리되야 한다. 이력 일 헤더의 Name Key는 추후 
검색 시 인덱스 정보로 활용될 정이다. K-EMS에서는 운 자의 별도 
작업이 없이 취득되는 력계통 데이터를 모두 장하고 있으며, 장 
시험을 통해 성능 상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 하 다. 

  2.3.2 PSDR Saver
  PSDR Saver는 운 자가 설정한 스캔 주기마다 취득/처리되는 력계
통 데이터를 장한다. 스캔 주기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스캔 주기와 동
일한 2 로 설정되어 있다. 이력 일은 1시간 단  일로 장되고 있
으며 PSDR 일 포맷은 그림3과 같다. 헤더 부분에는 Name Key가 
장되며 스캔 주기마다 장 시간과 데이터를 장한다. 데이터는 
“Value+ Flag+Tag”로 구성되어, 데이터 값과 품질  수동 값이 지정된 
내용까지 장된다. 

<그림 3> PSDR 파일 포맷

  취득되는 력계통 데이터는 수만에서 수십만 개가 상되어 장되
는 양이 많아지므로, K-EMS에서는 제한된 디스크 공간을 고려해 압축 
기법을 용해 장한다. 데이터 압축에는 zlib의 inflate/deflate 알고리
즘을 사용하 으며, 압축 품질의 정도를 설정하는 compression level은 
default 설정을 사용하 다. 20,000 포인트를 1시간 장하는데 약 17MB
의 공간이 소요된다.

<그림 4> PSDR 압축 기법

  2.3.3 PSDR Backup
    PSDR 이력 일을 K-EMS Host에서 보 하기에는 양이 많으므로  
별도의 이력 서버(HDMS)를 두어 이력 내용을 장한다. PSDR 이력 
일은 설정된 Host 보 기간(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력 서버로 백

업이 된다. FTP를 통해 이력 서버에 일을 송하고 있으며, 송 시 

에러를 고려해, 임시 일로 변경해 송 후 완료가 되면 원래 일명으
로 변경한다. 추후 DTS에서 HDMS의 PSDR 이력 일을 이용해 력
계통 외란을 재 하여 분석하게 될 정이다.

  2.4 PSDR 파일 동기화
  K-EMS Host는 이 화로 구성되어 두개의 서버  하나는 ‘Active', 
 다른 하나는 ’Standby' 기능을 하는 주･ 비 개념으로 동작하며 두

개의 서버는 생성한 데이터를 동기화 한다. 따라서 Host에서 생성되는 
PSDR 이력 일도 두 서버 간에 동기화 해야 한다. K-EMS의 PSDR 
기능에서는 두 로세스 간에 1분 간격으로 상  Host의 이력 일 목
록을 받아 비교하여 없는 일이 있으면 상  Host에 요청하여 장함
으로서 두 서버 간에 이력 일에 한 버 을 일치시킨다. 이때 재 
장되고 있는 이력 일은 제외되며, 동기화할 이력 일의 양이 많아 

동기화 하는데 시스템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것을 막아주기 해 주기
마다 한 개의 일씩 동기화가 진행된다. 

<그림 5> PSDR 파일 동기 구성도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력IT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한국형 EMS의 기능 
에 력계통 외란에 한 사후 분석을 해 실시간 력계통 데이터

를 효율 으로 장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설계, 구 한 사례를 소개하
다. 용량의 력계통 데이터를 빠른 스캔 주기 내에 디스크에 장

하기 해 데이터의 포인터(주소)를 활용하 으며, 데이터 양을 이기 
해 압축 기법을 용하 다. 추후 DTS에서 검색하기 용이하도록 인
덱스와 시간 정보를 장하 다. 마지막으로 이 화된 서버 환경에서 두 
서버 간 일 리스트 비교를 통해 서로 빠진 일을 채우는 기법으로 
일 동기화를 수행하 다. 향후에는 DTS에서 PSDR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과거의 특정 시 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력계통의 상태를 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발
생한 시 의 후 상황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책을 수립할 수 있어 
보다 안정 인 력계통 운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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