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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전기차 충전 장치가 전기차로부터 ISO/IEC 15118 국제 표
준을 따르는 XML 형식의 통신 메시지를 받아 IEC 61850 국제 표준의
SCL (Substation Configuration Language)로 구성되는 논리 노드를 통
해 통신 메시지를 전력 계통으로 보낸다. 역방향 통신 메시지의 경우에
는 그 역순으로 진행된다. ISO/IEC 15118 국제 표준이 XML 형식을 스
키마로 규정하고 있고 IEC 61850 국제 표준이 SCL 형식을 스키마로 규
정하고 있으며 두 스키마를 변환하여 ISO/IEC 15118 통신 메시지와
IEC 61850 통신 메시지를 상호 변환할 수 있다.

1. 서    론

ISO/IEC 15118 국제 표준을 따르는 전기차 충전에서 전기차와 전기
차 충전 장치 간에 XML 형식의 문서가 압축되어 EXI 형태로 통신 메
시지가 교환되며, IEC 61850 국제 표준을 따르는 전력망과 전기차 충전
장치 간에 XML 형식의 SCL (Substation Configuration Language) 기
반 통신 메시지가 교환된다. XML 파일은 자신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스키마가 있으며 스키마 자체도 XML 형식이다.
ISO/IEC 15118에 V2G CI (Vehicle to Grid Communication Interface)
스키마가 사용되며 IEC 61850에 SCL 스키마가 사용된다. XSL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을 사용하여 XML 형식의 문서를 또
다른 XML 형식의 문서로 변환할 수 있다. V2G CI 스키마를 따르는 전
기차 통신 메시지와 SCL 스키마를 따르는 IEC 61850 통신 메시지를 상
호 변환할 수 있는 XSL 변환기를 제작하여 서로 다른 표준을 따르는
통신 메시지의 교환이 가능하다.

<그림 1> 전기차 충전을 위한 XSL 변환 관계

전기차 충전 장치 내의 15118 서버가 15118 통신 메시지를 전기차와
교환하고, 61850 서버가 SCL (Substation Configuration Language)로
구성된 논리 노드를 통해 MMS (Manufacturing Message Specification)
로 전력망 통신 메시지를 교환한다. 두 서버 사이에서 EV2G-XT
(EVSE V2G XSL Transformer)가 15118 스키마와 61850 스키마를 기
반으로 작성된 XSL 파일을 적용하여 각각 15118 통신 메시지와 61850
통신 메시지 형식의 XML 파일로 상호 변환된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15118 스키마와 IEC 61850 스키마를 분석하
여 충전 장치 내의 15118 서버와 61850 서버 간의 스키마 기반 통신 메
시지 변환에 대해 살펴본다.

2. 본    론

  2.1 선행 연구
[5]에서 충전 장치의 통신 제어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스키마 기반 매핑 기법이 소개되었으며 15118 통신 메시지를

61850 통신 메시지로 변환하는 15118-to-61850.xsl 모듈과 61850 통신
메시지를 15118 통신 메시지로 변환하는 61850-to-15118.xsl 모듈을 작
성하여 자바 코드로 구현된 XSL Processor가 각각의 통신 메시지를 상
호 변환을 하였다.
두 모듈은 연구에서 사용된 충전 장치의 통신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변환할 수 있었으나 범용성이 부족하였다. 이는 최신 표준의 기술 개발
결과가 반영이 안된 범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본 논
문에서는 최신 국제 표준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 장치 간의 메시지 형식을 지정하는
V2G CI 스키마와 IEC 61850의 SCL 스키마를 분석함으로써 통신 메시
지의 데이터를 전기차 충전 장치의 논리 노드에 저장할 수 있는 XSL
변환 모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2.2 스키마 파일의 구성
V2G CI 스키마는 ISO/IEC 15118-2 국제 표준 문서에 정의되어 있다.
XML 스키마 요소 중에서 import 요소는 문서에 서로 다른 타겟 네
임스페이스를 갖는 여러 스키마들을 추가하는 기능을 하는데, V2G CI
스키마 사이에는 이 import 요소에 의해 하나의 스키마가 다른 하나의
스키마를 추가한다. 스키마가 import 되는 계층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
다.

<그림 2> V2G CI 스키마

V2G_CI_AppProtocol은 프로토콜 핸드세이크 메시지,
V2G_CI_MsgDef는 메시지 구조, V2G_CI_MsgHeader는 메시지의 헤더,
V2G_CI_MsgBody는 메시지의 바디, V2G_CI_MsgDataTypes는 데이터
유형을 정의한다.
V2G_CI_MsgBody.xsd는 충전 시퀀스에 따라 전기차와 충전 장치가
주고 받는 메시지 데이터에 적용되는 XML 형식을 지정하는 스키마이
다. 이 스키마가 다루는 XML 요소는 Request와 Response 쌍으로 되어
있다.
SCL (Substation Configuration description Language)은 IED와 관련
된 변전소 통신을 위한 Configuration Description Language이며 IEC
61850 part 6에 정의된다. SCL 파일은 XML 형식의 인스턴스 문서이며
그 형식이 SCL.xsd 스키마에 정의된다.

<그림 3> SCL 스키마

XML 스키마 변환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장치 내의 통신 메시지 변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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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의 include 요소는 문서에 동일한 타겟 네임스페이스를 갖는 여
러 스키마들을 추가하는데, 최상위 SCL.xsd 스키마로 시작하여 inlcude 
되는 계층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SCL 스키마를 구성하는 각 스키마 파일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SCL_Enums: 사용된 XML 스키마 enumeration
• SCL_BaseSimpleTypes: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단순 유형
• SCL_BaseTypes: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복합 유형 정의
• SCL_Substation: 변전소와 관련된 문법 정의
• SCL_Communication: 통신과 관련된 문법 정의
• SCL_IED: IED와 관련된 문법 정의
• SCL_DataTypeTemplates: 데이터 유형 템플릿과 관련된 문법 정의
• SCL: 주된 SCL 스키마 문법 정의로 모든 SCL 파일의 root 요소를 
정의한다.

  2.3 V2G 스키마와 XML 메시지
  V2G 메시지의 XML 형식은 V2G_CI_MsgDef.xsd에 정의되며 root 요
소는 V2G_Message이다. V2G_Message 요소는 complexType으로
Header 요소와 Body 요소가 연속으로 한 번 사용된다.
MessageHeaderType은 Header를 구성하며 V2G_CI_MsgHeader.xsd에
정의되어 있고, BodyType은 Body를 구성하며 V2G_CI_MsgBody.xsd에
정의되어 있다.
MessageHeaderType 복합 유형 요소는 SessionID와 Notification,
Reference로 구성된다. SessionID 요소의 sessionIDType과 Notification
요소의 NotificationType은 V2G_CI_MsgDataTypes.xsd에 정의되어 있
고, Signature 참조 요소는 xmldsig-core-schema.xsd에 정의되어 있는
데, SessionID 요소는 꼭 한 번 나타나지만 나머지 두 요소는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Body 요소는 BodyType 복합 유형과 BodyElement, BodyBaseType
등으로 구성된다.
BodyType은 BodyElement 참조 요소 하나로 구성되며 BodyElement
는 BodyBaseType의 abstract 유형이다. abstract 속성은 해당 요소가
인스턴스 문서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택적 속성이며 애초
값은 false이다. abstract 속성이 true이면 해당 요소가 인스턴스 문서에
등장할 수 없고, substitutionGroup 속성이 해당 요소인 그런 다른 요소
가 해당 요소의 위치에 나타난다. 따라서 BodyElement는 인스턴스 문서
에 나타날 수 없고 BodyElement를 대체 그룹으로 지정한 요소가 인스
턴스 문서에 나타날 수 있다.
MsgBody 스키마와 MsgDataTypes 스키마에 정의된 대체 그룹의 요
소 목록을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대체 그룹의 소괄호 안에는 해당 요소
의 type 속성 이름이 적혀있다.

substitutionGroup 대체 element

BodyElement 충전 시퀀스

SASchedules SAScheduleList

Entry SalesTariff|PMaxScheduleEntry

TimeInterval RelativeTimeInterval

EVSEStatus AC|DC_EVSEStatus

EVStatus DC_EVStatus

EVChargeParameter AC|DC_EVChargeParameter

EVSEChargeParameter AC|DC_EVSEChargeParameter

EVPowerDeliveryParameter DC_EVPowerDeliveryParameter

<표 1> substitutionGroup과 대체 요소

BodyElement의 대체 요소들은 충전 시퀀스에 따라 교환되는 메시지
들이며 SessionSetupReq로 시작하여 WeldingDetectionRes까지 총 34
개의 요소가 있다.

  2.4 SCL 스키마와 MMS 메시지
SCL 스키마의 이름에는 특정한 규칙이 적용되었는데, t로 시작하는 이
름은 스키마 유형, ag로 시작하는 이름은 속성 그룹 정의, 속성 이름의 
시작은 소문자, 요소 이름의 시작은 대문자이다.
SCL.xsd 스키마는 include 되는 스키마에 의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
고 있다. XML의 extension 요소는 이전에 정의된 simpleType이나 
complexType 요소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SCL_BaseTypes.xsd의 
complexType 유형인 tBaseElement 요소가 extend 되고, 중복을 허용
하지 않는 unique 요소인 uniqueSubstation 요소와 key로 사용될 
IEDKey 및 LNodeTypeKey 요소, 참조키 역할의 keyref로 사용될 
ref2LNodeTypeDomain1, ref2LNodeTypeDomain2, 
ref2LNodeTypeLLN0, refConnectedAP2IED가 정의된다.

  2.4.1 기본 요소 tBaseElement

거의 모든 SCL 요소는 SCL_BaseTypes.xsd에 정의되어 있는
tBaseElement를 기본 유형으로 하여 도출되며 tBaseElement는 Private
부문과 설명을 위한 Text를 요소에 추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네임스
페이스로부터 하위 요소와 속성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다음 수준의 요소 유형은 tBaseElement를 기본으로 확장된
complexType 유형으로 abstract 속성을 가지는 tUnNaming과 tNaming
그리고 tIDNaming이다.
세 요소 모두가 가지고 있는 attributeGroup 요소는 일련의 속성 선언
을 묶어 복합 유형의 정의에 집단으로 합작하는데 사용된다. 속성 그룹
agDesc는 이름이 desc이며 LF, CR, TAB 문자가 필터링되어 삭제되는
스트링 유형이고 빈 스트링이 애초값이며 선택 사항이다. tNaming 유형
은 name 속성을 추가로 필요로 하며, tIDNaming 유형은 id 속성을 추
가로 필요로 한다.
name과 id는 SCL_BaseSimpleTypes.xsd에 정의되어 있는 tName 유
형이며 LF, CR, TAB 문자가 허용되지 않는 스트링이고 빈 스트링은
허용되지 않는다.

  2.4.2 SCL 인스턴스 문서 구조 Header
최상위 root 요소인 SCL에는 tBaseElement를 기반으로 하는 5개의
하위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Header 요소는 한 번 등장하며 나머지 요
소는 선택적인데 Substation과 IED 요소는 등장하는 횟수의 제한이 없
고 Communication과 DataTypeTemplates 요소는 한 번만 허용된다.
Header 요소는 tHeader 유형으로, Text 요소와 History 요소가 선택
적으로 한 번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속성은 id, version,
revision, toolID, nameStructure가 있으며 id는 필수 사항이다. Text 요
소에 사용되는 tText 유형은 tAnyContentFromOtherNamespace의 확장
된 형태이며 abstract 속성을 가지는 tAnyContentFromOtherNamespace
는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문자나 요소 및 속성을 제한없이 사
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때 사용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스키마가 제
공되어야 하지만 제공된 스키마를 찾지 못할 경우에도 XML 프로세서
가 오류를 출력하지 않는다. History 요소 내에는 tHitem 유형의 Hitem
요소가 한번 이상 열거될 수 있는데, tAnyContentFromOtherNamespace
를 기반으로 확장되어 version, revision, when, who, what, why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version, revision, when은 필수 사항이다.

  2.4.3 SCL 인스턴스 문서 구조 Substation
  Substation 부문은 변전소의 기능 구조를 설명하고 일차적 장치와 그
들의 전기적 연결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데, 논리 노드 (LNode)는 변전
소, 전압 수준, 베이, 장비, 부속 장비 관련 기능, 부속 기능 등과 같은
구조 내의 모든 수준에 연결될 수 있고, 변압기 (PowerTransformer)는
변전소, 전압 수준, 베이에 연결될 수 있으며, 전도 장비
(ConductingEquipment)는 오직 베이 수준에만 연결될 수 있다.
tEquipmentContainer는 tLNodeContainer를 포함하는
tPowerSystemResource의 확장된 형태로 PowerTransformer와
GeneralEquipment가 추가된다.
tSubstation에는 tEquipmentContainer가 확장되어 VoltageLevel과
Function이 추가된다. VoltageLevel은 한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Function은 선택적으로 포함된다.
tBay 유형의 Bay 요소는 tEquipmentContainer를 확장하여
ConductingEquipment와 ConnectivityNode, Function 요소를 포함한다.
ConnectivityNode는 tLNodeContainer에 pathName 속성이 추가되는
데, pathName은 연결되는 노드의 절대 경로를 SCL 파일 내에서 “/”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속성이다.
전력 장비는 PowerTransformer와 ConductingEquipment로 나뉜다.
SCL_Enum.xsd에는 변전소 구성에 사용되는 열거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스키마 요소 중 union은 단순 유형의 값을 합치는 기능을 하는데,
대부분의 열거 목록이 세부 목록을 정의하고 넓은 영역으로 union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tLNClassEnum은
tPredefinedLNClassEnum과 tExtensionLNClassEnum을 합친 열거 목록
이다. tPredefinedLNClassEnum은 tLPHDEnum과 tLLN0Enum,
tDomainLNEnum을 합친 것이고 tExtensionLNClassEnum은 Name 요
소를 기반으로 대문자로 시작하는 4 문자 크기의 이름이다.
정의된 열거 목록 중 세부 목록을 제외하고 PType, PTypePhysConn,
AttributeName, ConductingEquipment, PowerTransformer,
TransformerWinding, Equipment, ServiceSettings, Phase,
Authentication, AssociationKind, LNClass, CDC, FC, BasicType,
ValKind, GSEControlType, SIUnit, UnitMultiplier, Right, SDO, DAC,
SmpMod, PhysConnType, ServiceType이 있다.

  2.5 전기차 충전 장치의 논리 노드
IEC 61850 표준에 정의된 전기차 충전 장치를 위한 논리 노드는 다음
과 같다.



- 30 -

LN 설명

DEEV EVSE에 연결된 EV 정보

DEOL EVSE 아웃렛의 특징을 감시/제어하는데 관련된 정보

DESE EVSE의 특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데 관련된 정보

ZCHS 충전 스팟

ZCEV 플러그인 상태의 전기차

LPHD 물리적 장치 정보

LLN0 논리 노드 0

MMXU 전력 측정

CSWI 충전 스팟 스위치

MMTR 에너지 측정

DSCH 에너지 및/혹은 보조 서비스 스케쥴

DSCC 에너지 및/혹은 보조 서비스 스케쥴 제어

LCCH 전기차와 충전 장치 간의 통신 채널

<표 2> 전기차 충전 장치의 논리 노드

ISO/IEC 15118 표준에서 정의하는 전기차 충전 시퀀스에 따라 전기
차와 교환하는 통신 메시지의 내용이 이 논리 노드들의 데이터로 저장
된다.

3. 결    론

전기차의 충전은 ISO/IEC 15118 표준을 따르며, 충전 시퀀스에 따라
XML 파일 형태의 통신 메시지를 충전 장치와 교환한다. 충전 장치는
전력 계통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ISO 61850 표준을 따르는 충전 장치의
논리 노드를 통해 메시지를 교환한다. 논리 노드는 ISO 61850 표준의
SCL 언어로 묘사된다. SCL 언어는 XML 형식이며 ISO/IEC 15118의
XML 스키마와 ISO 61850 SCL 스키마를 분석하여 XSLT로 상호 변환
할 수 있다.
XSL 언어는 V2G CI 스키마와 SCL 스키마를 각각 하나의 XML 인
스턴스 문서로 변환하는 모듈을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15118-to-61850.xsl은 V2G CI 스키마 문서를 SCL 스키마 문서로 변환
하고 61850-to-15118.xsl은 SCL 스키마 문서를 V2G CI 스키마 문서로
변환한다.
전기차와 충전 장치 간의 통신 메시지는 V2G CI 스키마에 의해 그
형식과 내용이 결정되고 충전 장치와 전력 계통 간의 통신 메시지는
SCL 스키마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EV2G-XT를 사용하여
변환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충전 장치가 전기차 및 전력 계통과의 통신
메시지를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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