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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디지털 변전소를 위해 IEC61850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한 보호계전기(IED), 게이트웨이, HMI등이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
고, 전체 디지털 변전소를 위한 병합장치(Merging Unit: MU)등도 실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변전소는 기존 변전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가용성과 전송능력이 필요하다. IEC TC 57
WG10은 디지털 변전소를 위한 이중화 사양으로 IEC SG65C WG15의
IEC62439-3/4 고속 절체 네트워크 운영 프로토콜(Highly Available
Seamless Redundancy: HSR),(Parallel Redundancy Protocol: PRP)들을
추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 버스의 병합장치(MU)로부터 계
측된 전류와 전압을 고속 이더넷을 통해 샘플 계측값(Sampled
Measured Values: SMV)을 전송받고, 고정밀 IEEE1588v2 PTP
(Precision Time Protocol) 시각동기를 하며, 스테이션 레벨에서 MMS와
GOOSE 통신을 하는 계전기와 성능에 대한 것이다.

1. 서    론

최근 송변전 시스템 분야는 기존 IEC61850의 MMS(Manufacturing
Message Specification), GOOSE(Generic Object Oriented Substation
Events)등이 적용된 변전소 내부에서 전력 유틸리티 시스템 분야로 확
장되어 필드에서 상위까지 전체 디지털화 및 사물 인터넷 기술(IoT)을
이용한 통합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력 장치들에 이더넷 통신
으로 DNP-LAN, Modbus-TCP등을 적용하는 것보다 고가용성 이중화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계전기나 Gateway등이 필요로
한다. 이미 Siemens, ABB등의 외국 계전기들이 CIGRE에서 HSR/PRP
용 전력 장치들의 호환성이 입증되었고, 중국, 인도, 유럽등에서는 MU
을 적용한 변전소들의 운영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MU이
사용되는 전체 디지털 변전소용 계전기와 Gateway에 대한 기본 사양이
없다. 이에 디지털 변전소를 위한 계전기를 개발하면서 고려한 네트워크
성능과 사고 발생시 통신 이중화 절체 기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2. 계전기 네트워크 사양 

  2.1 IEC 61850-8-1(Station bus)용 계전기 사양
IEC61850 국제 표준 프로토콜은 변전소내의 보호 기능, 제어 기능, 감
시 기능등에 대한 모든 가능한 데이터 모델과 서비스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변전소 내의 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조합을
정의하였고, 서비스는 보고(Reporting)를 해야 하는 대용량의 데이터와
GOOSE와 같은 고속 데이터를 규정하였다. 이런 기능을 적용한 계전기
는 100Mbps의 IEC 62439-1 RSTP 기능의 Ring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
고 기존의 계전 알고리즘과 직접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CT, PT로
부터 전류, 전압 데이터를 입력 받는 기존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었다.
또한, 스테이션 레벨과 베이 레벨에서 동작하는 MMS와 GOOSE 서비
스를 위해 계전기는 표1과 같은 지연 시간내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표 1> IEC61850 데이터별 지연 시간

  2.2 IEC 61850-9-2(Process bus)용 계전기 사양
디지털 변전소의 프로세스 버스 시스템은 변압기, 가스절연스위치등
변전 설비로부터 취득한 전압 및 전류등의 제어신호를 디지털화해 계전
기등을 통해 전송하고 대용량의 현장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배분하고 처

리하는 보호제어용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프로세스 버스는 보통 스테이
션 버스에 비해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기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따라서, 디지털 변전소의 완전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고정밀 시각
동기, Seamless 절체 기술등이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병합장치(MU)
가 적용되는 디지털 변전소를 위한 계전기는 네트워크 오류나 고장으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치명적인 계전 오동작이 발생될 수 있기
에 필수로 데이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필요하다.
국내 IEC 61850 표준 관련 변전소 시스템에서는 스테이션 시스템 구
축이 주류였다면, 향후 프로세스 버스에서는 HS/PRP 절체 기능,
IEEE1588v2 고속 시각 동기, SMV 데이터 처리 기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HSR 또는 PRP를 위해 통신 보드를 개발하여
100~1000Mbps의 통신에서 사고 발생시 seamless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매 초당 발생되는 많은 SMV 데이터들을 수신하는 도중에 데
이터 손실로 인한 계전기의 계전 오동작이 발생되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샘플링 수가 증가되면 수신되는 데이터 또한 급격히 증가하기에 어려운
문제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더넷 속도에 의해 발생되는 SMV 데이
터 지연과 IEEE 1588v2 시각 서버와의 시간 동기시 다수의 계전기들에
동시 사고를 발생시켜 리포트로 보고되는 시간 오차에 대해서 검토하였
다. 본 논문의 사용된 통신 보드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프로세스 버스를 위한 계전기 통신 보드 블록도

SMV 데이터 수신을 위해 이더넷 통신 속도를 1Gbps로 변경하였고,
스테이션 레벨에서 RSTP가 적용되던 부분을 PRP/HSR 모듈로 변경하
였다. 수신된 SMV 데이터를 PRP/HSR 블록으로 송·수신해서 최종 목
적지로 도달된 데이터는 내부 CPU로 전달하고, 이후 수신된 동일 데이
터는 삭제하도록 하였다. PRP는 Ring 구성이 아닌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의 연결을 뜻하며, HSR은 통신되는 장치들이 Ring 네트워크로 구성되
는 것을 말한다. 이들 이중화 기능과 기존 MRP 및 RSTP 기능의 차이
점은 후자의 두 기능은 특정 통신구간을 차단하고 있다가 다른 구간에
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단된 구간을 개방해 데이터를 포워딩할 수 있
게 구동되는데 반해, PRP와 HSR 기능은 차단되는 구간 없이 전 구간
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므로, ‘절체’라는 구동 자체가 없어 반응 속도가
0ms라는 점이다. 다음 그림은 프로세스용 통신 보드의 사진이다.

<그림 2> 프로세스 버스를 위한 계전기 통신 보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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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SMV 기능 계전기 사양
IEC61850 9-2에서는 SMV에 대해 아래과 같은 프레임으로 정의해 놓
고 있다.

<그림 3> ASN.1의 APDU 프레임 구조

<그림 4> 시험에 사용된 MU 제어기와 MU 장치

SMV 데이터는 MU에서 전류/전압 값이 A/D 변환되기에 실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필요하며 IEC61850 표준에서는 서비스의 클래스 별로
다른 전송 요구 시간을 규정하였는데 계전기는 MU에서 16샘플링시
A/D 변환을 하면 1초에 약 960개의 샘플값 메시지를 수신하게 한다.
만약 MU이 80샘플링 또는 256샘플링을 한다면 50Hz일 때 4000개 또
는 12,800개의 초당 프레임이 발생되는데, 총 8개(4개 전압 + 4개 전류)
의 샘플값에 대해 프레임을 전송하는 MU는 약 3.4~5.5Mbit/s의 대역폭
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속도는 기존의 Fast Ethernet보다 높은 속도
의 Gbps의 이더넷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SMV는 IEC61850 9-2의
규격에 따라 SMV 프레임별로 160bytes(=1,280bits)가 전송되기에 계전
기의 사양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Store&forward latency = Frame size(bits)/Bit rate

= 1,280/100Mbps = 12.8us
따라서, 계전기들과 12개의 MU이 사용되는 경우 모든 패킷에 대해
약150us(≒12.8us/ea*10ea)가 소요된다. 하지만, 이더넷을 통해 IEC61850
용 계전기에서는 MAC과 PHY가 동일한 칩에 들어갔지만 1Gbps 이더
넷을 통해 전송되는 샘플링 프레임을 통신 보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MAC과 PHY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내부 인터페이스도
MII(Media Independent Interface)를 GMII(Gigabit MII)로 변경하였다.
왜냐하면 MII는 TXD[0..3]와 RXD[0..3] 4bit씩으로 운영이 되기에 클럭
을 25MHz로 사용했는데 GMII는 각 8bit로 동작되기에 더욱 빠른 외부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다. 시험 방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계전기가 MII
인터페이스로 동작되는 경우와 GMII로 동작되는 경우 MU을 80~256샘
플링 변경시 보호 계전의 오동작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림 5> SMV를 위한 통신 보드 블록도

실제 MU와 계전기간의 SMV통신시 이더넷의 다양한 서비스들로 인
한 프레임들로 인해 트래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MMS
와 일정 주기로 전송이 되는 GOOSE 프레임과 ICMP 프레임으로 네트
워크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전체 구성도를 다음과 같이
셋팅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ICMP 데이터의 크기와 부하 주기를 변경
해서 네트워크에 걸리는 부하의 변경시 MU와 계전기 사이의 지연시간
을 측정하였다. 계전기에 MU로부터 도착되는 데이터의 Inter-arrival
time과 일정 주기당 SMV의 갯수를 확인하였다.

<그림 6> SMV를 위한 네트워크  블록도

3. 결    론

실제 필드에서는 많은 이더넷 데이터들이 송수신되기에 SMV 프레임
들에 더욱 많은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전체 디지털 변전소의 핵심 역
할을 담당하게 되는 계전기는 MU로부터의 고속으로 전송되는 SMV 데
이터의 손실이 발생되면 계전 기능의 오동작을 발생할 수 있기에 높은
통신 신뢰성이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조건에 따른 다양한 시험이 필
요하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체 변전소 시스템에 사용되는 MU과
시각 서버(IEEE1588v2), Inter-Lock GOOSE, MMS용 HMI를 설치 후
다양한 실 계통 동작 조건에서 보호 계전기의 동작 시험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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