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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계통 해석을 위한 InTouch HM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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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력계통 해석 분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HMI를 도입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류계산 엔진 소프트웨어인 PSS/E를 사용하여 시뮬레
이션을 했다. 그 결과값을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을 이용 SQL 데
이터베이스로 옮겨 주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구현된
InTouch에 데이터를 나타나게 함으로써 HMI를 구현하였다.

1. 서    론

DB를 이용한 소프트웨어간의 통신기술 발달은 전산업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전력계통 해석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전력
계통 해석분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에 HMI를 도
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및 기기
간 통신에 의한 시뮬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계통해석 프로그램의 이용 범위를 넓혀
주고 변화되는 외부 환경에 맞추어 이용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더 나아가 사용자가 직접 설계, 변경한 화면상에 계통 현황을 구
현 할 수 있고 계통의 관측과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준
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존 계통해석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복
잡하고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프로그
램에 HMI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그
리고 HMI는 발달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용도
적지않게 든다. 즉 계통해석 기술과 HMI 기술을 동시에 융합하
는 방법은 계통해석 연구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계통
해석기술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공장 자동

화에 사용 되어온 InTouch를 계통해석 소프트웨어와 접목 시킴
으로써 HMI를 구현해 보았다. 계통은 미금 인근 지역, 전력조류
계산 소프트웨어는 PSS/E를 사용하였으며, 언어는 PYTHON
HMI 프로그램은 INTOUCH , DB는 MS SQL을 사용하였다.

2. 본    론

 2.1 Total System Control Algorithm

전력계통 해석을 위한 HMI 과정은 미금 인근 지역의 계통
DATA를 SCADA를 통해 공급받고 이를 PSS/E를 통해 시뮬레
이션 한다. 그 결과 값들을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을 이용
SQL DB로 옮긴다. SQL　테이블 상에 저장된 데이터 값들은 사
용자의 편의에 맞게 구현된 InTouch 화면상에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그림 1> PSS/E-InTouch 연동 알고리즘

2.1.1 PSS/E Simulation

45모선 미금 인근 계통 Data를 PSS/E에서 조류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그림2>. 이번 HMI 과정에서 PSS/E는 조류
계산 엔진으로 사용하였으며 InTouch와의 연동시 Data 비교 분석을 용
이하게 하기위해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 미금 인근 계통 PSS/E Simulation

2.1.2 PyThon Coding

  PSS/E에서 조류계산한 결과 값(P,Q,V)을 InTouch 화면상에 나타내려
면 먼저 SQL DB에 저장 되어야 한다.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
을 PSS/E의 Cmmond Line Input 기능을 이용해서 실행시키면 결과
값들이 SQL DB로 저장된다.<그림 3>.

           <그림 3> PyThon 코딩 프로그램 실행 결과

2.1.3 InTouch Development

 SQL에 저장된 데이터들의 Property와 Postion을 고려하여 InTouch
Tagname을 지정하고 Script를 코딩한다. Scipt 코딩시 SQLSelect문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조류 계산 결과 값들을 화면상에 나타나게 한다.
화면은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개발한다. 서울전력 관리처의 미금 인근
지역 실계통도<그림 4>를 표본으로 InTouch 화면을 구현하였으
며,P,Q,V 값을 화면상에 나타냄으로써 계통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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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E 

조류계산 결과 값

InTouch 화면에
나타난 Data

SQL 테이블에 생성된 Data

을 두었다<그림 5>.

        

 
         <그림 4> 서울전력 관리처 미금 인근 실계통도

        

 
<그림 5>  InTouch 화면상 구현된 미금 인근 계통

 2.2 HMI Results

 HMI 구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간의
Data 값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더 나아가 계통해석의 HMI를 도입함
으로써 생기는 이점들을 InTouch상에서 개발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알
아보았다.
 
2.2.1 System Data Analysis

PSS/E에서 조류 계산한 결과값과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으로
SQL DB 상에 저장시킨 값 그리고 InTouch 화면상에 나타난 Data 값
들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조류계산 엔진과 HMI 소프트웨
어간의 연결이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  PSS/E-SQL-InTouch Data 비교
                          
2.2.2 InTouch Power System Analysis Function

 1) Hist Trend 기능
이전의 시간과 날짜로부터 데이터의 Snapshot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과거의 P,Q,V 값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2) Real Time Trend 기능
실 시간으로 변화하는 P,Q,V 값을 화면상에서 그래프의 시간적 추이
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3) Input 기능
모선 이름이나 번호 입력 시 지정된 모선의 P,Q,V 값을 Hist Trend
곡선과 Real Time 곡선으로 나타나게 해준다.
4) Excel 출력 기능
현 상태의 모든 데이터를 Excel DB 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저장
copy, 편집 등의 엑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5) 화면 이동 기능
모선 클릭 시 모선 내부의 단선도로 화면이 이동해서 계통 전체 상
황 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도 제어 관측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림 7>  InTouch 계통 해석 기능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장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되어온 InTouch 소프
트웨어를 계통해석 소프트웨어와 접목시킴으로써 HMI를 구현하
였다. 그 과정에서 PyThon으로 코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류계산
결과값들을 DB에 저장하였다.
이를 통해 전력해석 엔진을 기반으로 InTouch상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는 계통해석의 시각화로 이어
졌고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계통해석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해주었
다. 또한 객체지향적(Object Oriented Programming)으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시스템 설계 변경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상용제품들은 패키지화 되어 있어 주어진 환경에서만 사용가능
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관념을 깨고,
HMI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의 설계, 변경
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실행된 HMI 기법을 통해 계통해석 관련 상용 패키지들의
Upgrade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계통해석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계통감시, 제어, 실시간 DB, I/O서버,
일괄처리 및 추적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계통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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