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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의 로토타입(prototype) 네트웍 해석 로
그램의 개발에 해 요약하 다. 2005년부터 수행되어온 한국형 EMS 
개발은 2008년 베이스라인(baseline)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부터 
로토타입 개발  실증시험을 수행 에 있다. 한국형 EMS 로토타
입 네트웍 해석 소 트웨어는 베이스라인 개발 로그램의 기능 보강과 
더불어 상정사고 해석(contingency analysis), 압 계획(voltage 
scheduler)  송 가능용량계산(transmission transfer capability)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개발 로그램의 개략  기능을 소개
하고 체 인 로토타입 시스템의 구성에 해 요약하 다.
 

1. 서    론

  오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증가하는 력수요는 설비
의 제작 기술과 더불어 력감시  제어 시스템 기술의 비약 인 발
을 가져왔다. 더욱이 IT 기술의 보 이 보편화됨에 따라 통신  디지
털 기술의 력 계통에의 목은 차 그 범 를 확 하고 있다. 그 
에서도 에 지 리 시스템은 력망의 가장 상 의 시스템이며 체
인 력의 수 과 계통의 운용을 장한다.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은 지난 2005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작년까
지 베이스라인 개발을 완료하 으며 올해까지 로토타입 구축을 완료
하도록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은 하부 력설비의 
감시를 담당하는 원방제어 감시 시스템(SCADA), 발  제어 부분  계
통 해석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그 에서도 계통 해석 부분은 계통내의 
상태 추정, 재  상정사고시의 조류 상태  압 제어 방안  고장 
해석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어 리 이션 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의 베이스라인에서는 토폴로지 로세서
(topology processor, TP), 상태추정(state estimator, SE), 원 조류계
산(dispatcher power flow, DPF) 등이 개발되었으며, 로토타입에서는 
상정사고 해석(contingency analysis, CA), 압 계획(voltage scheduler, 
VS), 송 용량계산(transmission transfer capability, TTC) 등이 개발되
었으며 재 실증시험을 수행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의 로토 타입 개발 로
그램을 소개하 다. 체 인 EMS NA 구조에 해 요약하 으며 각 
로그램들의 상호 연  입출력 구조에 해 설명하 다. 한 실시간 
 비실시간 구동 설계안을 요약하 다. 

2. KEMS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구성

  KEMS 네트웍 어 리 이션 로그램의 구성을 표 1에 요약하 다.

 <표 1> KEMS 네트웍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성

번호 NA 로그램 기능 소속 모델

1 Topology Processor 계통 토폴로지 처리 TP

2 State Estimator 계통 상태 추정 SE

3 Dispatcher LF 원 조류 계산

LF

4 Voltage Scheduler 압 계획

5 Contingency Analysis 상정사고 해석

6 T/L Transfer Cap 송 가능 용량 산정

7 T/L Overload Relif 송 선 과부하 해소

8 Short Circuit Analysis 고장 계산 SCA

9 Outage Scheduler 휴  계획 -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소 트웨어가 개발되지만 수치  
모델링의 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기본 모델로 요약될 수 있
다[1-6]. 
1)토폴로지 로세서(topology processing, TP) 모델 : 계통의 토폴로지 
상태를 (node) 상태에서 차단기류(CB, LS)의 투입(close)/개방(open) 
상태를 이용하여 모선(bus) 상태로 변환하며, 계통 설비의 상태(활선
(live)/비활선(dead))  해석 역인 독립계통(topological island)을 구분
한다.
2)상태추정(state estimation, SE) 모델 : 토폴로지 로세서가 생성한 모
선 구조에 해 SCADA 데이터의 비동기성(unsynchronous)  오류 데
이터를 보정하며 조류계산을 한 모선 압  상 기치와 유입 조
류(injection MW/MVAr)의 양을 계산한다. 
3)조류계산(load flow, LF) 모델 : 상태추정 결과를 기치로 하여 모선 
압 과 상  모선간 력조류를 계산한다. 표 1의 네트웍 어 리
이션  원 조류계산, 압 계획, 상정사고 해석, 송 가능 용량 계
산  송 선 과부하 해소 등이 조류계산 모델에 기반하여 연산을 수행
한다.
4)고장계산(short circuit analysis, SCA) 모델 : 계통의 정상, 역상, 상
분 임피던스 모델에 기반하여 고장시 각 부의 고장 류를 계산하며, 계
기 정정  보호기기 정격 등의 검을 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표 1에서 음 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로토 타입 개발 어 리 이션
에 해당한다. 

3. 프로토 타입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그림 1에 로토타입 네트웍 어 리 이션 로그램의 개략 인 
로세서 순차를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 계획  상정
사고의 경우 상태추정 데이터를 그 로 사용하며, 송 가능 용량계산 
로그램의 경우 상태추정 데이터와 상정사고 출력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그림 1>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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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토 타입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그림 2에 로토타입 네트웍 어 리 이션 로그램의 실시간 시
스  검토용(study) 모드의 흐름도를 도시하 다. 

<그림 2> 실시간 및 검토용 흐름도

  그림 2의 실시간 시 스의 경우 토폴로지 로세서와 상태추정의 경
우 매 1분마다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압 계획  상정사고 해석의 
경우 상태추정 5회 수행마다 1회씩 수행하고, 송 가능 용량의 경우 상
태추정 30회 수행마다 1회씩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게 어 리 이
션 구동에 순서를 매기고 그 주기를 달리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의 효
과  사용을 해 단기  결과를 검토해야하는 것과 장기 주기로 검토
해야하는 것을 구분하고 서로간의 입출력 연 계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검토용 모드를 해서는 재 구동 인 정 /동  데이터 베이스의 
주기 /비주기  장이 필요하며 이를 해 다음과 같이 용어를 구분
하 다. 
  1)Basecase : TP, SE가 모두 정합하게 수행된 1set의 결과가 일로 
장(덮어쓰기)된 것으로 별도 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다. 
재 구동 인 데이터베이스의 정 /동 인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2)ACM : 실시간 시 스상의 TP, SE가 입출력을 수행하는 메모리상
의 데이터(static + dynamic)
  3)Savecase : Basecase 는 ACM의 데이터를 일로 장한 것으로 
정 /동  정보를 모두 포함하며 수동으로 생성된다.
  

  

<그림 3> Study 모의시의 메모리 구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토용 환경에서의 모든 어 리 이션은 
토폴로지 로세서와 묶여서 순차 으로 수행된다. 네트웍 어 리 이션
을 한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실시간 데이터베이스(RTDB)와 공통 모델
(ACM memory)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각각은 2개의 메모리 층(layer)
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SCADA 측정치를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
리 이션 연산 결과가 들어갈 공간이다. 를 들어, 실시간 시 스의 
상태추정 로그램의 경우 SCADA 측정치를 한 공간의 데이터는 
SCADA 로그램이 주기 으로 값을 채워주며, 상태추정의 경우 매 1
분마다 토폴로지 로세서에 의해 이 값을 공통 모델 메모리로 복사하
여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결과를 공통 모델 메모리와 실시간 데이터베이
스로 출력한다. 변 소 세부 단선도 화면은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만을 참
조하여 출력하므로 SCADA와 상태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출력한다.
  그림 3의 검토용 모드에서 원 조류계산은 상태추정 결과를 입력
받아야 하지만 기존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공통 모델 메모리에는 
SCADA 데이터가 채워져 있다. 이를 해 slot change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상태추정 결과를 SCADA 데이터 메모리에 복사하는 작업을 수행
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EMS 로토타입 시스템의 네트웍 해석 
로그램의 개발에 해 요약하 다. 각 개발 로그램간 입출력 데이터 
의 공유를 하도록 테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의 소
요를 최소화 하 다. 실시간  검토용 모드를 시 성에 하여 설계하
으며 검토용 모드의 경우 slot change를 통해 어떠한 경우의 검토용 

모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로토타입 
EMS 로그램들은 재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시
험을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향후 규모 시스템의 계통해석을 한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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