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9 -

Abstract – 최근 지능형전력망 산업에 이어 최근 IoT, 마이크로그리
드 등 전력시스템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시
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시스템의 진화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
되는 이유는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수용가, 즉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 역시 간과하기 힘들다. 본 논문
에서는 수용가 측 지능형 전기설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 중 하나로 적합성평가를 위해 OPNET을 활용한 저압 전기설비의 적
합성평가 방법을 모의하였다.

1. 서    론

지능형전력망산업에 이어 최근 IoT, 마이크로그리드 등 전력시스템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기술들이 적용되는 등
활발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력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상호운
용성, 보안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비해, 지능형 전기설비를 이용
하는 수용가 측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가 측 전력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5개 지능형 전기
설비시스템을 OPNET을 이용하여 모의시험하였다.

2. 본    론

  2.1 모의시험 환경 조건
건축물 지능형설비 적합성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 EEMS(Electrical
Energy Management System), ESS(Energy Storage System),
PVS(Photovoltaic power system),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EVS(Electric Vehicle System)을 모델링하여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사용사례)를 정의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각 시뮬
레이션별 시험 항목에 대한 내용을 IEC61850 논리노드(Logical node)에
맵핑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행한 내역은 각 시나리오별 ConformanceTestNode에서 로그파일로
기록하여, 기록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제작한 로그 기록 관
리 툴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2 지능형 전기설비 분석

  2.2.1 전기에너지관리시스템(EEMS:Electrical Energy 
Management System)
전기에너지관리시스템인 EEMS는 지능형전력망에 사용하는 주제어

장치로서 IEC TC64 PT60364-8-2의 초안에 정의되어 있다.
EEMS는 지능형 설비들(AMI, PVS, EVS, ESS)을 관리하는 시스템으
로 전원설비시스템의 에너지 공급영역과 부하, 기타 설비와 같은 에너지
소비 영역을 모두 관리한다.
그리고 각 설비들 간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 정보를 교환하기 위
한 통신방식을 정의하며, 관련된 표준으로는 IEC61850, IEC61968,
IEC61970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IEC61968, IEC61970 표준은 CIM 기반
의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제어 시스템관의 연계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EEMS는 에너지 사용을 관리함으로써 에
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포함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 전원설비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하여 에너지 사용을 관리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능
형설비의 제품들과 에너지 사용 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사용량 정보, 기능제어 및 사용량 예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2.2 첨단계량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는 양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에 대한 검침 정보, 사용

정보수집을 제어한다. AMI는 요금지불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전력
품질과 전력누수 등과 같은 지불정보 외에 사용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가격과 에너지요금에 따른 옵션을 제공하며, 시스템 상태에
따라 EEMS에 의해 에너지공급을 조절하고, 부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
다. AMI를 사용하므로써 소비자는 신속, 정확하게 측정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다.

  2.2.3 태양광발전 시스템(Photovoltaic System)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지능형설비 건축물 중 전원설비시스템에 해당된

다. 지능형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방법이 있으나, 건축물에는 대부분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태양광발
전시스템이 지능형설비 건축물 중 전원설비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에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Power Control
System, Power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TC82에
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2.2.4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EES)는 전력계통이나 분산전원에서 얻어진 전

력을 저장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부하평준화를 통해 전
력운영의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이다. 이것은 분산전원의 출력이
불안정할 때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며, 발전량과 부하량의 차이를 이용하
여 전력품질을 유지한다. 또한 안정된 전력공급을 제공하므로써 출력 및
부하량을 조절한다. 계통 연계 시 출력 전압, 출력 주파수 등을 고려해
전체 전력망에 분산 전원 연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5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Electrical Vehicle Charging 
System)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은 주차장 또는 건축물에서 직접 전기자동차

에 대한 충전을 하며 전력의 공급, 전기자동차의 상태, 전력사용량 등을
EEMS와 연계되어 지능형전력망에 적용된다.
이것을 통해 적정기준 전압, 주파수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건축물 내
충전여부 기능 선택, 충전율, 충전시간 등을 측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
해 AMI, EEMS 등 다른 건축물 지능형설비와의 연계를 통해 요금 산
출, 충전시스템 제어 등을 할 수 있다..

  2.3 지능형 전기설비 운전방식
건축물 지능형설비를 모의시험하기 위한 운전방식에는 시험전 가동,
직접공급방식, 역공급방식, 독립운전방식, 운전방식 전환으로 5가지를 도
출하였다. 각 운전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3.1 시험 전 가동방식
EEMS가 모든 지능형설비의 동작 시작과 정상상태까지 기동을 위한

On/Off를 확인하거나, 모든 지능형설비를 최대 사용상태로 기동 혹은
대기전력 상태로 기동시키는 방식이다.

  2.3.2 직접공급방식
정상운행 상태에서 AMI, EV, PVS, EEMS을 연계하여 정상상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해당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체 소비전력을 알
기 위해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확인하거나 최대/최소 부하 발전량을 확
인한다.

  2.3.3 역공급방식
AMI, PV, EES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환경에서 전력계통으로 전력

을 공급하여 측정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발전된 전력량과 EES에서
저장된 전기를 공급하여 전력량과 충전량을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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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독립운전방식
AMI, PV, EES와 같은 부하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환경에서

운영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대/최소 부하조건을 가진 전원설비 출력
변동이 전력계통에서 정상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운영된
다.

  2.3.5 운전방식 전환
전력계통과 전원설비의 전압, 전력,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방식 전환에는 계통연계 운전방식에서 독립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독립운전 방식에서 계통 연계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존재
한다.

  2.4 IEC61850 분석
과거에는 각 제조사가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보유하
며, 다른 제조사의 IED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토콜 전환이나 문
제해결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제조
사들이 개발한 다양한 IED들을 상호연동(Interoperability)하여 운영하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한 시스템 내에서 별다른 작업 없이 다
른 제조사의 장비로 대체(Interchangeability)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
고 있다. 실제로 대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표준 통신프로토콜 외에
도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IEC61850 범위 밖의
내용이며, IEC61850에서는 통신표준 만을 다룬다.

<그림 2-2> IEC61850 서브스테이션 망 구조

IEC61850 망구조에서는 IED들의 데이터가 망을 통해 모든 응용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장치나 응용을 추가해도 통신경로에 영향이 없
으며, 표준화된 통신 관련 도구들은 고성능과 주변에 대한 보호 기능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과 IED들은 공통의
프로토콜과 공통의 데이터 형식 및 의미, 공통의 데이터 주소 방식 및
명명 방식, 공통의 구성 언어(Configuration Language)를 공유한다.

  2.5 OPNET 모델러 분석

  2.5.1 OPNET 모델러 정의
OPNET Modeler는 Network Modeling & Simulation 분야 세계 상

용시뮬레이션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OPNET Modeler
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장비,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연구개발에서
의 분석 및 설계 과정에 이용하므로써 연구개발의 신뢰성과 속도를 증
진시키고 가상화된 네트워크에서의 통신기술의 효과 비교 및 분석을 위
한 광범위한 프로토콜 및 기술을 제공한다.

  2.5.2 OPNET 기반 건축물 지능형 전기설비 분석
시뮬레이션 구축을 위한 건축물 지능형설비는 그림 2와 같이 진행을

하였다.
먼저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물 지능형설비에 대한 분석과
현재 값이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IEC61850 데이터를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EC61850 Real Resource Simulator
을 분석하였다.

<그림 2-3> 건축물 지능형 설비 모델링 절차

OPNET Modeler에 지능형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FSM
으로 표현을 하였고, FSM에는 필요한 내용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FSM
을 바탕으로 구현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OPNET Modeler에서 제공하
는 TCP 프로세스, IP 프로세스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세스
를 이용하여 지능형설비 노드를 모델링하고 구현하였다.
각 건축물 지능형설비 노드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패킷
을 실제 IEC61850 서버/클라이언트의 패킷을 분석하여 OPNET
Modeler에서 구현하였다. 건축물 지능형설비 프로세스, 노드 패킷 모델
링과 절차를 시나리오에 따라 맞춰 총 5개의 시나리오로 표현하였다.

3. 결    론

건축물 지능형설비 적합성평가를 위해 지능형설비에 대한 모델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지능형 건축물에 운용되는 시나리오별 특징을 분석하
였다. 지능형설비 중 EEMS, AMI, EES, PVS, EV-Infra를 분석하여
OPNET Modeler를 통하여 OPNET 프로세스와 OPNET 노드를 모델링
하였다.
지능형설비에서 데이터통신, 정보 조회 등 스마트그리드 기술로 사용
되는 IEC61850을 분석하여 지능형 건축물 전기설비에서 필요로 사용되
는 IEC61850 논리노드와 맵핑하였다.
각 지능형설비에서 IEC61850 서비스 통신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OPNET Modeler에서 제공하는 TCP/IP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개발하였
다. 각 지능형설비를 모델링한 노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TCP/IP 프로
세스를 통하여 서로간의 통신을 하도록 구축하였다. 이러한 건축물 지능
형설비를 통제, 관리하는 ConformanceTestNode를 구현하여 EEMS를
통제토록 하였다.
구축한 노드를 바탕으로 운영방식에 따른 시험전가동, 직접공급방식,
역공급방식, 독립운전방식, 운전방식 전환 시나리오 총 5개를 구축하였
다.
시나리오별로 운영되는 정보는 EEMS를 통하여
ConformanceTestNode에 정보가 수신되고, ConformanceTestNode는 수
신된 정보를 로그파일에 기록한다. 기록한 로그파일은 제작한 건축물 지
능형설비 데이터 관리 툴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지능형전력망 구축과 건축물 지능형설비 표준을 위
한 시스템 구축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스마트그리
드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기기, 운용설비에 대한 표준안 설립이 가능하
며, 시뮬레이션 구축을 통하여 실제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지능형 설비를
구축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나 건축물 지능형설비의 운행방안을 예측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