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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013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신규건설 변전소로 디지
털변전소(Digital Substation)를 건설하고 있다. 디지털변전소 내에는 서
버(IED, 지능형전자장치), 클라이언트(상위운영시스템)가 필수요소들이
며, 이 둘은 서로 서버/클라이언트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IEC61850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바뀐 정책과 프로토콜 때문에 사용되는 기기 역시 기존 디지털 보호
계전기에서 IED로 성능이 변화하였고, 기존에 수행하던 보호성능검증
방법인 동특성시험 역시 IEC61850 기반 통신서비스 성능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RTDS를 이용한
IEC 61850 기반 IED 동특성 시험 성능검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서    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5년부터 디지털변전소의 핵심 기술인 IEC
61850 표준문서를 적용한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지능형 전
자장치) 개발, IED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상위운영시스템(HMI), 그
리고 IED와 상위운영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하고 수정/확인 할 수 있는
고기능 엔지니어링 툴, 그리고 IED, 상위운영시스템의 IEC61850 통신서
비스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기술등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에는 디지털변전소(Digital
Substation)이 신규건설 분에 대하여 준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IED와 상
위운영시스템이 현장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각 기기들의 설치를 위하여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을 다양하게 수행하
고 있으며, 이 중 디지털변전소 운영에 있어 핵심 요소인 IED(지능형전
자장치)에 대하여 보호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동특성시험, IEC 61850 통
신서비스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이 두 가지 시험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어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
IEC61850 성능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아 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본 과제가 시작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보호
성능 검증 시 IEC 61850 성능인 MMS 메시지 정상 발생에 관한 부분을
함께 보기 위한 방법 및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보호계전기 동특성 시험[1]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보호계전기 성능검증 및 납품/등록을 위하여 갑
종 보호계전기(345kV 및 154kV 계통 전력설비 보호용 계전기 - 송전선
로, 모선, 변압기용 등)에 대해서 RTDS(실시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동
특성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시험을 통과한 보호계전기만이 한국전
력공사 변전소에 설치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동특성 시험은 보호계전기의 보호 성능을 RTDS를 활용하여 실시간
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보호계전기 종류 별로, 변전소 전압
레벨별로 검증하는 계통과 상황이 다양하며, 이처럼 다양한 케이스에 대
해 보호 성능을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IEC61850이 도입된 현재 피시험체가 보호계전기에서 IED로 변하면

서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시험은 보호계전기와
전압/전류 입력장치, Amplifier, RTDS, DI/DO 입력장치 등을 통해 실제
보호계전기에 고장 전압과 전류를 주입하고 이에 따라 보호동작을 하는
보호계전기의 성능을 다양하게 보아 왔다면, IED는 여기에 IEC 61850
서비스 기능까지 더해졌으므로 해당 시험시, 함께 성능을 확인할 필요성
이 있다.
보호계전기가 IED로 변하면서 IED에는 IEC 61850 언어(MMS 메시

지)로 상위운영시스템과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과 보호성능에 대한 동
작 내용을 IEC 61850 언어(GOOSE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결국 본 서비스를 수행할 때 정상적으로 보호 동작과 관련한 신

호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하여 동시적(기존 보호성능 + IEC61850 서비스
성능)으로 성능검증을 해야만 IED에서의 보호성능 확인이라고 볼 수 있
다.

  2.2 RTDS 활용 IED 동특성 시험 
IED 대상으로 RTDS를 활용하여 동특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와 같은 시험환경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림 1> IED 동특성 시험 구성도 (예: 송전선로 보호 IED) 

먼저 시험을 위한 기본 설비인 RTDS(IEC61850 서비스 지원되는
GTNET Card 필수), Amplifier, 피시험체(IED), 네트워크 스위치,
RSCAD(RTDS 운용프로그램), 기타 연결을 위한 장치 등이 필요하다.
IED는 IEC 61850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를 활용하므로 네트워크 스위
치와 LAN 케이블 등이 필수적이다. 위 그림 1과 같이 연결이 완료되면
IED와 클라이언트간 주고 받는 MMS 메시지와 IED간 주고 받는
GOOSE 메시지를 캡처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험환경 구성이 완료되면, RSCAD를 통해 시험계통을 실행하고, 계
통 내 고장을 발생시킨 후 고장 전류/전압을 Amplifier를 이용하여 피시
험체에 주입한다. 고장전류/전압이 주입되면 피시험체는 상황에 따라 보
호동작을 수행하고 DI/DO 및 MMS 메시지, GOOSE 메시지를 발생시
킨다. 시험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보호 동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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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설정하고 있는 동특성 시험 케이스는 154kV/345kV로
크게 나뉘며, 각 전압레벨별로 송전선로, 변압기, 3단자 송전선로, 단거
리 송전선로, 차단실패(345kV)용이 있다. 다음은 전력연구원에서 실제
모델링하여 개발중인 154kV 송전선로 보호 IED용 동특성 시험 CASE
이다. 송전선로 보호 IED의 보호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모의할 수 있으며 MMS 메시지 및 GOOSE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하였다.
향 후 본 RSCAD 모델링은 RTDS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라이언
트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그 결과와 MMS 시험시스템(2.3절 참
조)을 동시에 연결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

  2.3 MMS 시험시스템 개발[2]
앞선 2.2절의 내용의 구현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기기가
반드시 요구된다. IED와 IED간 통신 내용은 GOOSE 메시지로 네트워
크에 접속하면 볼 수 있지만, IED와 Client 간 통신 내용은 MMS 메시
지로, 네트워크 미러링(Mirroring)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
거나,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다. 상용화된 유
사 프로그램으로 OMICRON사의 ‘IEDScout'이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네트워크 미러링이 아닌 클라이언트 시험장치를 KEPCO에서 사용하도
록 개발을 시작하였고, 기기 이름은 ‘MMS 시험시스템’이다.
MMS 시험시스템의 주요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RTDS를 연결한
환경에서 IED 동특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IEC 61850 클라이언트 기
반의 시험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MMS 시험시스템은 IED 동특성
시험시 네트워크에 연결 후 MMS 메시지를 캡처하고 볼 수 있다. 관련
시험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MMS가 발생되는지 여부, 주기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2.4 IED 대상 MMS 동특성 시험 및 성능검증 
전력연구원에서는 새로이 동특성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IED 대상으
로 본 과제의 목표인 MMS 동특성 시험을 참고시험 하였다. 대상은 송
전선로 IED로 다양한 동특성 시험 수행 시, IEC 61850 기반 통신성능이
어떤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보호성능 + 통신 성능의 성공적
인 확보를 위한 시험이었다.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RTDS를 활용한 동특성 시험 구성 실시 (IEDScout 연결 등)
2) RSCAD에서 동특성 시험 TEST CASE 수행
3) 계통 고장에 따른 IED 보호 동작 반응
4) 3)과 동시에 기 설정해 둔 IED의 Report와 GOOSE 메시지 발생
5) 발생한 Report와 GOOSE를 패킷 캡처하여, 내용 분석

1)과 2)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며, 다음은 IED의 성능 검증을
위한 엔지니어링 셋팅 요소이다. Report는 총 2개를 설정하되, 하나의
RCB에는 IED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MX(계측)계열 데이터를 모아 놓고,
다른 하나는 ST(상태)계열 데이터를 모은 데이터셋을 RCB로 지정한다.
이 때 MX계열 RCB는 정확한 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주기는 5초, ST계

열 RCG는 60초로 설정한다.
또한 사전에 IED 제작사로부터 IET(IED Engineering Table)와 CID
파일을 수신하여 엔지니어링의 정상설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345kV 송전선로 IED의 IET의 일부를 나타낸다.

No 명칭(Description)
구성

조건
구분

Goose

SEND
Signal Name FC

1
(617 TL 

주보호)

345kV BCB 

A상 STATUS

XCBR,   

double
감시 　 X000_P617_87CTRL/

XCBR1.ST.Pos.stVal
DPC

2
(617 TL 

주보호)

345kV BCB 

B상 STATUS

XCBR,   

double
감시 　 X000_P617_87CTRL/

XCBR2.ST.Pos.stVal
DPC

3
(617 TL 

주보호)

345kV BCB 

C상 STATUS

XCBR,   

double
감시 　 X000_P617_87CTRL/

XCBR3.ST.Pos.stVal
DPC

4
(617 TL 

주보호)
Trip PTRC 감시 ● X000_P617_87PROT/

PTRC1.ST.Tr.general
ACT

<표 1> 송전선로 IED용 IET 일부

위와 같은 데이터가 전부 정리되어 IED에 엔지니어링 되어 있고, CID
파일을 토대로 IED Scout의 패킷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였다. 분석 내
용은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패킷을 확인하려면 전문적인 패킷 분석 프
로그램(WireShark 등)이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사
용자가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아래
그림 2와 같이 패킷을 분석하여 정리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실제
IED의 동작에 따른 정보전달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결    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디지털변전소 시대를 맞이하여, IED에 대해서도
보호+통신 성능시험을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위하여 IED 동
특성 시험기술 및 기기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성과물은 시작품화
되어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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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ED 동특성 시험 메시지 시퀀스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