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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연
방 법안이 2007년 12월 미국 의회 통과에 힘입어, 법안의 Title XIII에 
포함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목표로 추진
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를 기존 력기술에 용해 송 , 배 망
을 지능형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2003년 DOE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력인 라 발  계획인 '그리드2030(Grid2030)'의 실천 략으로 볼 수
도 있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에 한 연구개발, 시범
사업 등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 이러한 
장기간의 국책 사업들은 단기 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상의 
시뮬 이션이나 데모시스템 구 을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시범 사업의 결과만으로는 유틸리티 체의 력망에 용하는 
것은 비용 인 측면에서나 안정  력 운 에 있어서 무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재의 력망과 조화롭게 진 으로 배치시키는 과정과 
상호 운용성 통합 과정이 필수 으로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
트그리드 련  국외 시범사업  련 활동들을 살펴보고 IntelliGrid 
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자동화 아키텍쳐의 지능화시스템을 용하기

한 장 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스마트그리드 시범 사업 및 활동

  1.1 Polish Power Grid 사례
     폴란드 북부계통의 압감시  무효 력 리시스템 개발  
용을 한 본 시스템은 IntelliGrid 로그램의 TFSM1) 구 을 한 
표 인 시범 사업으로서, 인텔리그리드 아키텍쳐와 실시간 시뮬 이션 
 모델링(FSM) 개념을 폴란드 북부 력계통에 용해서 계통 압안

정도 향상, 장거리 송 손실로 인한 무효 력 리  향후 계통 운  
조건에 따른 압제어 효과 분석, 검증 등을 목표로 2006년 2월부터 
2008년 09월까지 수행한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6개의 
Task를 계획하여 체계 인 IntelliGrid 아키텍쳐의 구  방법론을 용
하여 요구분석 과정을 실시했고 해당 아키텍쳐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결
과물을 도출했다.[2]

표 1. Task 및 주요 업무

단계 내용 주요 Action

Task 1
요구사항 도출  유
스 이스 개발

시스템의 안문제와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

Task 2 통신 기반 평가 통신 기반을 조사

Task 3
요구사항 분석, 기술 
매핑,  시뮬 이션

PMU 설치 치 결정, 알고리즘 확정, 
데이터 형식, 구조 정의

Task 4 장 설치
설비 설치, 네트웍 연결,
데모시스템 기동

Task 5 데이터 분석  표시
데이터 수집  분석, 어 리 이션이나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검증

Task 6 유용성 분석 미래 역 어 리 이션시 활용성 검토

  1.2 SmartGridCityTM of Xcel Energy
     SmartGridCityTM 로젝트는 Xcel Energy 주 의 Smart Grid 
Consortium(Accenture, Current Group, GridPoint, Schweitzer 
Engineering Laboratories, Ventyx 참여)이 콜로라도 볼더(Boulder)에 건
설하는 미국의 첫 번째 통합 스마트그리드시티 로젝트이다. 2008년 3
월에 착수한 본 사업은 최근 1단계 일정을 마치고, 2단계를 추진하고 있
다.[3] 단기간에 스마트그리드 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보다
도 본 과정이 착수되기 부터 ‘Wind Power Storage’를 비롯하여 
'Neural Networks',  'Smart Substation',    'Smart Distribution',   

1) TFSM : Transmission Fast Simulation and Modeling

'Smart O MS', 'PHEV', ‘Consumer Portal‘과 같은 련 요소 기술 
로젝트들이 미국내에서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며, 특이한 은 
SmartGridCityTM 주요 통신 수단으로 BPL(  Broadband over Power 
Line)을 90% 사용한다는 에서 홈 오토메이션과의 연계를 쉽게 한다는 
이다.

  1.3 Smart Grid Demonstration Initiative
     EPRI는 스마트 그리드를 에 지 보존, 신 재생에 지 통합, 에
지 독립을 한 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의 범
하고 효율 , 경제 인 개를 해서 반 인 력시스템 운   

배 시스템 분야에서 수요 측 ‘가상 발 소’에 분산 력발 , 장, 수
요응답 기술을 통합하고, 표 화  상호운용성 확보를 하여 지역단  
데모 환경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PRI가 반 인 사업범
를 설계  리를 담당하며, 각 유틸리티에서는 가상 발 소 구 을 
한 데모 장소를 제공한다. DOE, CEC와 같은 정부 기 과 UCA, ANSI, 
등과 같은 다양한 표 화 단체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끌고 있는 연
구단체들과 제조업체가 펀드 제공 방식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Smart Grid Demonstration 일정  주요 업무

2. IntelliGrid 전개 방법론 

  스마트그리드를 해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들은 기존의 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IntelliGrid 로그램에서 제안하
는 ‘ 장 장치의 통합’, ‘기업 리시스템의 통합’, ‘애 리 이션의 통합’, 
‘데이터의 통합’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개 방법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2.1 현장장치 통합 배치 시나리오
   IEC61850과 DNP3 기반의 SCADA 시스템 통합은 IED내의 데이터 
요소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이름에 매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IEC61970 측정값과 IEC61850 데이터 속성 사이의 연 성은 
CIM 측정값을 IEC61850 객체모델 값에 매핑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DNP3는 자기설명(Self Description)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단순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핑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지만, DNP3 기반의 장치들
을 통합하려면 DNP3 포인트를 CIM 객체모델에 매핑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은 DNP 데이터 항목을 IEC61850 명칭 공간과 매핑하
고 이 명칭공간을 CIM의 GID를 통해 노출시키는 것이다. 일단 매핑이 
완료되면 DNP3 서버의 명칭공간은 IEC61850 서버와 같은 정보모델에 
기 를 둘 수 있고, 결국, 명칭공간들은 단일의 통합 체로 결합시킬 수 
있다. 어느 데이터를 교환하는지 나타내기 한 표  방법과 데이터를 
어떻게 교환하는지 나타내는 표  방법을 결합해서 채택하면 SCADA 
시스템을 완 히 통합할 수 있다. 이 에서, EMS 운  애 리 이션을 
한 신규 GID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 분석 애 리 이션을 한 두 

번째 GID 클라이언트가 CIM 기반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DNP3  
IEC61850 장장치와 통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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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NP를 IEC61850 기반의 명칭공간으로 래핑

  2.2 기업관리시스템 및 전력시스템 통합 개발 시나리오
    기업 리를 한 기본 인 라로 활용 가능한 웹 기반 리는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XML  HTTP와 같은 공통 웹 언어  
로토콜을 이용하여 개체 리용 랫폼을 보다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XML 기반의 분석, 변형 도구의 폭넓은 유용성을 이
용함으로써 이질 인 네트워크 리 개체와 랫폼 사이의 정보 교환을 
진하는 것이다.

그림 3. 웹 기반 기업관리시스템 구조를 이용한 통합

  이보다는 복잡하지만 더 좋은 근방법은 DMTF2) WBEM3)에 의해 
명시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리 로토콜/솔루션
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리  인터넷 기반 표  기술들을 제
공하여 규모의 이질 인 분산 컴퓨   통신 환경의 기업 리시스템
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림 4. DMTF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관리 통합

  2.3 애플리케이션 통합 배치 시나리오
    본 시나리오는 CIM과 GID4)의 배치가 어떻게 거시 애 리 이션 
통합용 랫폼을 작성하는데 사용되는지가 건인데, 데이터가 어떻게 
교환되는지와 련하여 애 리 이션 통합을 한 IntelliGrid의 권장사
항은 공통모델 구 의 애 리 이션 통합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IECSA 기반 애 리 이션 통합은 일반 인 Publish/Subscribe API를 
이용하여 애 리 이션을 연결하는 신에 IEC61970의 Generic 
Eventing and Subscription 기능과 같은 CIM 구 용 publish/subscribe 
API를 이용한다. 

2) DMTF :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3) WBEM : 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 
4) GID : Generic Interface Description[6]

그림 6. 제어 센터 애플리케이션 통합

  2.4 데이터 통합 배치 시나리오 
    IntelliGrid 기반 데이터 통합은 ODBC와 같은 일반 인 근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신에 백엔드 스키마  장기술로부터 
독립된 IEC61970의 일반 데이터 근 인터페이스와 같은 CIM 구  인
터페이스를 이용한다. GDA5)는 데이터가 서버 내에서 업데이트되었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며, 이 기능은 모델의 
변경을 한 단일 업데이트 시 을 알게 한다. GDA 모델 변경 이벤트
를 통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동기화를 유지하기 하여 이들 이벤트를 
재사용하면 유틸리티를 통합할 때 상당히 많은 약을 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복사할 필요 없이 애 리 이션 
래퍼를 CIM/GID를 통해 직  노출시킴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
연성을 극 화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림 5. 자산관리 통합의 예 

  기성품 형태의 CIM/GID 래퍼는 ETL 과정의 주문형 구축 추출  
변형 단계를 신할 수 있다. 기성품형 CIM/GID 순응형 래퍼의 유용성
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비용을 크게 낮추는데 열쇠가 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련  국외 시범사업  련 동 사례
들을 살펴보고, 데모시스템의 개 측면에서의 경험론  방법론 들을 고
찰하 다. 한 이론 인 측면에서 IntelliGrid 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지
능화시스템의 자동화 아키텍쳐를 용하기 한 장 개 방법을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장기간의 국책 사업들은 단기 으로 다
양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상의 시뮬 이션이나 데모시스템 구 을 실
시하여 검증 후 체 인 구 을 하는 일반 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속한 데모 사업 한 기존의 각 분산 원 기술  스마트그리드를 
한 표 화 기반의 솔루션들이 잘 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다. 미래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얼마나 시스템간 상호운 성을 확보
하느냐에 따라 양방향 실시간 통신에 의한 력정보의 흐름이 원활해 
진다. 녹색성장  그린에 지 활용을 하여 추진되는 국내 스마트그리
드 사업 한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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