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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EC 61970과 IEC 61968 시리즈에 의해 정의되는 
CIM은 재 EMS 내 어 리 이션의 모듈 통신성, transmission 
system electrical model들의 교환, DMS 구성 서비스를 한 정
보 교환에 하다. CIM은 Distribution operation에서 서로 다
른 시스템을 가지는 기술  해석 어 리 이션의 통합 과정을 
진 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지만, distribution network의 교
환을 더욱 완벽하게 가능하게 하기 한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

1. 서    론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에 의해서 발표
된 CIM (Common Information Model)은 측정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성, 장치 특성, 장치들의 모든 환경 기반을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들을 표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의 모음이다. 각 클래
스들은 각 멤버들을 속성으로 표 하며 각 클래스간의 계  
상속구조를 수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클래스들은 
UML(the Unified Modeling Language))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표 되며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각종 데
이터베이스  클래스 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1.1 The issue
  IEC 61970과 IEC 61968 시리즈에 의해 정의되는 CIM은 재 
EMS 내 어 리 이션의 모듈 통신성, transmission system 
electrical model들의 교환, DMS 구성 서비스를 한 정보 교환
에 하다. 그러나 CIM은 진보된 기술  어 리 이션을 해 
필요한 distribution system data의 교환은 확장되지 않은 실정이
다. 로 fault location, event correlation, equipment diagnostics
를 들 수 있다.
  Distribution operation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는 기술  
해석 어 리 이션의 통합은 그리 쉽지 않다. CIM은 이 통합 과
정을 진 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지만, 이를 해서는 
distribution network의 교환을 더욱 완벽하게 가능하게 하기 
한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

2. 본    론

  2.1 IEC 61970 및 IEC 61968
  력 계통에 련된 어 리 이션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에 
해 모델링이 가능한 것은 력계통의 특성상 그 구성요소가 제
한되어 있고, 그 구성요소의 속성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CIM 모
델은 력계통에 련된 어 리 이션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해 사용되는 데이터의 모델과 그 연 계를 상세하게 UML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2.1.1 IEC 61970-301
  다른 복잡한 class 구조와 같이 CIM의 class들은 power 
system 내 package 안에서 함께 분류되는데 IEC 61970-301 표
은 8개의 main package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기 한 
global domain package로 구성된다. 8개의 main package  
core, wires, topology package는 power network와 measurement 
class를 제외한 실지 기기들의 특성을 정의하기 한 모든 기본
인 class들을 포함하고 있다.
  Core package는 terminal을, topology package는 connectivity 
node를 나타내, 각 component들의 상호연결을 정의하고 있으며, 
Wires package는 변압기, 선로, 스 치와 같은 네트워크의 
electrical component들을 표하는 class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package들은 완벽하게 power system의 기능들을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기기들의 기본 인 electrical 
characteristic과 기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기술되어있다. 따
라서 운 벨에서 네트워크의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기 해서
는 다른 class들의 운 과 기기의 추가 인 특성에 한 정의가 
요구된다.

  2.1.2 IEC 61968-11
  IEC 61968-11은 distribution IT system에서 사용되는 정보 모
델, 즉,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s, Outage Management 
Systems, Work Management Systems 확장이 서술되어있다. 

<그림 2> Advanced distribution analysis system 

example

  2.1.3 IEC 61968-4
  IEC 61968-4는 자산 리  기록과 연 된 business function
을 지원하기 해 사용될 수 있는 message type의 정보가 구체
으로 서술되어 있다.  모든 CIM 클래스에 의존 이며, IEC 
61968-11에서 확장되었으므로 자산 클래스 한 기본 클래스로 
이용된다. 이 트는 message type의 네트워크 확장 계획, 
copying feeder 는 시스템간의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편집, 자산 조사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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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IEC 61968-13
  IEC 61968-13은 CIM에 근거하여, distribution network data에 
련 있는 정보 모델 체를 한 세부 인 규칙  체제를 정
의하고 있으며, 그 목 은 CIM 내의 instance data의 교환 허용
이다. 따라서 수입된 network model data는 network tracing, 
outage analysis, load flow calculation을 포함한 통신 연결에 
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한 이 트는 원격 제어 시스템과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databases) database 동기
화에 사용될 수 있다.

  2.2 CIM package
  IEC 61970에 정의된 CIM Model은 크게 Core, Domain, 
Equivalents, Generation, Load Model, Meas, Outage, Protection, 
SCADA, Topology, Wires로 구분된다. 각 패키지들은 일반화된 
목 을 가지는 요소들로 묶여있고 고유 사용목 을 가지고 있다.

  2.2.1 Packag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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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IEC 61970 CIM 상위 패키지

   그림은 CIM 상  패키지를 나타내고 있다. 먼 , Core 
package는 모든 어 리 이션이 공유하는 
PowerSystemResource  Conducting-Equipment 개체를 포함
하고 있다. 이는 다른 패키지에 의존하지 않지만 부분의 패키
지들은 이 패키지에 해 의존성과 일반성을 가지며 Wires  
Meas 패키지가 이 패키지에 소속되어있다.
Wires package는 상태추정, load flow, 최  조류계산과 같은 네
트워크 어 리 이션에 사용된다. 이 패키지는 generation, 
protection, Equivalent, LoadModel, Outage 패키지로 나뉘는데 
이들은 generation dynamic  generator의 종류, 생산 비용 정
의와 보호 기기 모델들의 정보, 등가 모델  등가 네트워크 표
, system load 모델링, 정 을 담당한다.
Meas package는 어 리 이션 간 교환되는 제어, 상속구조, 특
성, 측정 데이터들을 표 하며, SCADA 어 리 이션에서 사용
되는 모델 정보들의 개체를 포함한 SCADA 패키지가 상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Domain 패키지는 CIM에 포함된 패키지에서 
데이터 타입을 규정하는 단 와 양에 한 정의를 나타낸다.

  2.3 List of things not well-modellable with the 
current CIM
  · 재 이블 라미터는 sheath reactance와 sheath 
resistance로만 되어있다. 이 라미터들만으로는 CN(Concentric 
Neutral)이나 tape-shield cable에 용할 수 없다.
  · 선로의 도선 종류, 간격, 배치에 한 정의를 다룬 Wire 
arrangement class는 물리 인 선로모델을 지원할 수 있지만, 
wire arrangement 카탈로그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불평형 부하에 해 정의되어있지 않다.
  · PT비, CT비, tap changer를 한 reverse LDC 조정에 해 

정의되어있지 않다.
  · 배  피더에서 사용되는 capacitor control(시간기록, 온도, 
압, 류, 무효 력 제어)에 해 정의되어있지 않다.
  · Transformer Cooling Type 카탈로그는 있지만 세부  목록
과 Power transformer 특성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 2008년 까지는 변압기 연결 타입에 한 정의가 정리 되어있
지 않았지만 재 정의되어있는 상태이다.

  2.4. CIM을 이용한 시스템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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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Recommended Semantics Standards coordination 
Strategy For Utility EAI

이 그림은 소 트웨어 통합 시, 정보 교환을 나타내고 있다. IEC 
TC57에서 제안하는 IEC 61850 로토콜을 사용하여, CIM 데이
터로 Network Operation, Asset Management, Operational 
Planning, Maintenance & Construction등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
한다. 표 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로그램이나 DB를 만들 때 편
리하며, 간소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표 의 
은 정보처리 상호 운용 구조이다. 한 Business functional 

areas의 어 리 이션 간 통신을 해서는 기본 인 메시지 타입
을 정의해야 하는데, 이는 IEC 61968 pars3~10에 정의되어있다. 

3. 결    론

  CIM을 도입함으로써 그에 한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명칭의 통일로 인한 명확한 의사소통의 증
· 필요한 데이터 소재 악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감소
· 일 된 데이터 형식  규칙의 용으로 인한 데이터 품질 향
상
· 정보시스템 간에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 데이터 변환, 경제비용 
감소
  이러한 기 효과에 반해 기기 특성이나 세부 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는 클래스, 아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어 
배  자동화를 한 기술  해석 어 리 이션을 해서는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 재 CIM 모델에서  으로 개선되어야할 
패키지는 Wires 패키지에서 일부 이블 모델들과 기기 모델이 
정의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는 추가로 정의되어야 할 것 이며, 
추가 인 카탈로그의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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