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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전력계통의 가상물리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 구현을 위해 실시간 시뮬레이터에 하드
웨어를 연결한 HILS(Hardware-in-the-Loop-System) 기술을 사
용한다. 고도화된 CPS 구현을 위해선 HILS을 통해 구현된 계통
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HILS와 시뮬레
이터 사이에 데이터의 송 수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Database(DB)를 이용해서 RTDS에서 5초 데이터
를 반복적으로 추출 후 해당 데이터를 OPAL-RT 시뮬레이터에
서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RTDS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완
벽한 실시간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
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Abstract

1. 서

론

배전 계통에 분산 에너지 자원(DER : Distributed Energy
Resources)이 대량 연계됨에 따라 배전 선로 용량 제한, 배전망
전압 및 주파수 불안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 개념
인 ADN(Active Distribution Network) 개념이 제시되었다.
ADN은 배전망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
해 다양한 제어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CPS 기술 활용
이 중요하다. [1]
급변하는 계통의 가상물리시스템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
를 위해 RTDS나 OPAL-RT 같은 실시간 시뮬레이터에 하드웨
어를 연결한 HILS 기술을 통해 전력 계통을 구성하고 있다.
CPS 구현을 위해선 HILS 기술을 통해 구현한 계통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HILS 시뮬레이터의 출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RTDS에서 구성한 간단한 회로의 출력 데이터를 OPAL-RT에
서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방안에 관해 설명한다.
2. 본

2.1.1 RTDS에서 DB로의 데이터 업로드 알고리즘

<그림 2> RTDS에서 DB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알고리즘

RTDS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RSCAD 프로그램에서 data plot
을 활용하여 추출하며, 추출된 데이터를 DB에 올리기 위해서
테이블 형식으로 변환한다. 이때 OPAL-RT PC에서는 DB에 데
이터가 갱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flag 데이터를 추가해
서 업로드한다.
RSCAD에서 연속해서 데이터 추출 시 n 초 데이터를 뽑는 시
간이 n 초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OPAL-RT에서 실시간으
로 출력하는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
정 수의 데이터를 미리 추출 후 OPAL-RT 시뮬레이션을 동작
한다.
2.1.2 OPAL-RT PC 데이터 다운로드 알고리즘

론

2.1 시뮬레이터 간 데이터 송수신 프로세스

<그림 3> OPAL-RT PC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알고리즘
<그림 1> 데이터 송수신 프로세스

논문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송수신 프로세스는 RTDS에서 반
복적으로 추출한 5초 데이터를 OPAL-RT에서 실시간으로 출력하
는 것이다. 데이터는 RTDS, RTDS PC, OPAL-RT, OPAL-RT
순으로 이동한다.

OPAL-RT PC에서는 flag data를 통해 DB에 데이터가 갱신
되는지 확인 후 다운로드를 한다. OPAL-RT에는 한 파일의 데
이터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파일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OpFromFile
블록이 존재한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위 블록
을 사용할 것이며, 해당 블록이 mat 파일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mat 파일로 변경한다.
- 1950 -

2.2 시뮬레이터 간 회로 구성도

본 절에서는 RSCAD의 구성 회로와 OPAL-RT에서의 OPFromFile
블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2.2.1 RTDS에서의 구성 회로도

<그림 4> 데이터를 추출할 RTDS 회로도

그림 4와 같이 데이터를 추출할 RTDS의 회로도는 100kV,
30HZ 전원과 R,L,C 부하를 포함한 간단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 추출할 데이터는 2번 버스의 A상 5초 전압 데
이터이며, 1개의 여분의 파일을 미리 추출한다.
2.2.2 OPFromfile 블록 설명 및 구성 요소

<그림 7> OPAL-RT 출력 결과 확대 (5초, 10초 근방)

그림 7은 그림 6의 OPAL-RT 출력 결과에 대해 5초 및 10초
부분에서 확대한 그림이다. 해당 부분에서 정현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위에서 서술했듯이 RTDS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일정 시간 걸리기 때문이며 해당 문제점을 해결한다
면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그림 5> OPFromFile 블록 및 구성 요소

OPFromFile 블록은 mat 파일 이름을 숫자에 대해 오름차순
으로 구성 시 (예를 들어 my_file0, my_file1) 한 파일의 데이터
가 끝나면 바로 다음 숫자 파일의 데이터를 인식함으로써 실시
간 출력이 이루어지게 한다[3]
RTDS의 전압 데이터 시간이 5초이기 때문에 5초마다 다음
숫자 파일 이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5를 참고하면
PWM 블록과 rise edge 인식 블록, if 블록을 활용하여 5초마다
인식하려는 파일 이름의 숫자 부분이 1씩 증가하는 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2.3 시뮬레이션 결과

론

Database를 활용하여 이 실시간 시뮬레이터 간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압 1개 데이터에 대
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전력 계통을 구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데이터의 송수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선
더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송수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라미터(선로 파라미터
R, L, C 등)을 학습시켜 계통을 그대로 모사하는 연구을 할 예
정이다. 최종적으로는 HILS에서 구현한 계통을 모사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된 CPS를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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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SCAD 3개 데이터파일 및 OPAL-RT 출력 결과

그림 6은 2.1.1방식으로 추출한 3개의 RTDS 데이터파일과 해
당 데이터를 15초 동안 OPAL-RT에서 출력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RTDS에서 연속적으로 추출한 데이터가 OPAL-RT에서
실시간으로 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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