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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3년도부터 154kV급 변전소를 IEC
61850 기반의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이다. 현재 구축 운영
중인 디지털 변전소는 Station Level의 자동화 시스템이며, Process
Level의 Full Digital 디지털 변전소 구축은 연구과제 성과물의 신뢰도
검증과 관련 기술 신뢰성 확보 시 구축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ull
Digital 변전소 구축을 위한 Process Level의 IED 및 엔지니어링 프로그
램 개발에 대한 결과와, 개발된 시작품의 현장 실증 환경 구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서    론

전력계통 운영기술이 기계적인 시스템에서 디지털시스템으로 변화하
고,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지능형 전력시스템 구축의 요구에 발맞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IEC61850 기반의 Station Level 변전소자동화시스
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들이 2013년도부터 실계통 변전소
구축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변전소자동화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IED들은 현장의 전압, 전류 정보를 복잡한 케이블 결선을 통한 물
리적 접점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Full Digital이라 함은 이러한 전
압, 전류 케이블을 대신하여 Process bus기반의 IED와 Merging
Unit(M.U)을 적용함으로써, 막대한 분량의 케이블을 제거함은 물론 변
전소에서 발생하는 서지 등 외부환경에 의해 도체에 유도되어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경제성 및 신뢰성을 극
대화 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Full Digital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54kV급 Process Level 모선보호 IED와
25.8kV 통합보호 IED 및 IED 엔지니어링을 위한 툴을 개발하였고, 개
발된 시작품의 현장적용을 위해 실증환경 구축을 시행하였다.

2. 본    론

  2.1 Process Level 154kV급 모선보호 IED 개발
현재 국내 디지털 변전소에 적용중인 IED 중 송전선로 보호, 변압기
보호, 170kV GIS 제어 IED, 25.8kV GIS 제어 IED는 연구과제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여 현장에 적용중이며, 모선보호 IED는 국산 제품을 사
용하지 않고 외산 제품을 사용하여 시스템 구축중이다. 이에 한국전력공
사에서는 국내 기업과 공동으로 154kV급 모선보호 IED 국산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모선보호 IED 국산화 시 Station level 기능을
포함하고 Full Digital 변전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Process Level의
154kV급 모선보호 IED를 개발하였다. 현재 154kV급 변전소 모선보호를
위해서는 모선보호 IED가 18회선의 CT정보와 2Set의 PT정보를 수용하
여야 한다. Full Digital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CT, PT 정
보를 Merging Unit(M.U)을 통하여 Sampled Value(SV)형태로 입력받아
처리해야 한다.

<그림 1> 모선보호 IED Process bus 데이터 처리 모듈 구성

보호용 CT, PT 신호의 경우 1초에 80sample 방식을 따르기에 약
208usec 마다 SV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개발된 모선보호 IED
는 <그림1>과 같이 5개의 SV 처리 모듈을 통하여 M.U에서 보내오는
SV 데이터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5개의 연산모듈에서 각각의 통신
모듈에서 보내오는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시
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SV데이터의 누락 및 지연 발생 시 데이터
보상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아래 그림 2는 보상알고리즘
을 적용하기 전․후의 SV 데이터 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 모선보호 IED의 SV데이터 보상 적용 전․후 비교

<그림 3> 모선보호 IED의 외관 및 사양

모선보호 수행을 위해서는 SV 데이터간의 시각동기가 중요하다. 이에
Process Level 모선보호 IED와 각각의 M.U 간의 시각동기를 위해
IRIG-B 시각동기기능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IED 시작품은 IEC
61850 통신 적합성 시험 및 IED 내환경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제품 신뢰
성 제고를 위한 시범 적용 후 Full Digital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2.2 Process Level 25.8kV급 통합보호 IED 개발
현재 국내 디지털 변전소에 적용중인 Station Level의 변전자동화시스
템에서는 변압기 1Bank기준으로 25.8kV GIS 보호를 위해 최대 13대의
IED가 필요하다. IED 13개의 보호기능을 하나의 IED가 수행하기 위해
서는 각각의 전압 전류정보를 수용하여야 하나, Station Level의 IED를
적용할 경우 IED의 입력 포트의 한계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Process bus 기반의 SV 데이터를 활
용하는 통합보호 IED 개발을 제안하고 시제품 개발을 수행하였다.

<그림 4> 25.8kV 통합보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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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각 채널은 CT 2회선과 PT 2Set에 대한 신호를 제공한다.
통합보호 IED는 13개의 가상 IED를 1개의 IED가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
를 위해 각각의 IED를 통합제어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
한 1대의 통합보호 IED만을 가지고 변압기 13대의 IED를 대체하기에는
통합보호 IED가 가지는 부담이 크기에 Main, Backup 기능을 가지는 2
대의 IED를 이용하여 통합보호 이중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대의 통
합보호 IED는 GOOSE 신호를 기반으로 하여 IED 정상동작을 감시하
고, 사고 발생 시 두 대의 IED에서 보내오는 Trip 신호의 GOOSE 품질
정보를 비교하여 M.U에서 비교하여 건전한 Trip신호만을 사용하여 실
제 차단기 제어에 사용한다. 통합보호 시스템 구성을 위한 시각동기는
모선보호와 동일하게 IRIG-B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5> 통합보호 IED 외관 및 사양

  2.3 Process Level IED 엔지니어링 툴 개발
Process level의 Full Digital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은 크게 전
압, 전류 신호를 SV로 변환하여 Process bus에 제공하는 M.U와 M.U에
서 제공하는 SV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력설비의 보호 및 제어를 담당하
는 IED 그리고 IED제어 및 감시를 위한 상위운영시스템으로 이루어지
며, 상위운영시스템은 다시 HMI와 정보연계장치로 구분된다. 변전소 자
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설비와의 하드웨어적인 연결 외
에 MU와 IED, IED와 IED, IED와 상위운영시스템 간에 어떠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을 디지털 변전소 엔지니어링이라 하고 IEC 61850 변전소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디지털 변전소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림 7> 엔지니어링 툴 Main 화면

위 그림은 엔지니어링 툴의 주요 화면이다. IED 엔지니어링 툴은 기
존의 Station Level의 변전소 엔지니어링 기능외에 Station Level의 정
보 엔지니어링 즉 SV 데이터의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 또한 IEC61850
에 익숙하지 않은 전기 엔지니어가 친숙한 변전소 단선도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생성된 단선도 기반에서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
능과 SGCB를 활용한 보호요소 정정 기능을 제공한다. SSD Drawer를
통하여 생성된 SSD 파일을 활용하여 단선도 기반의 엔지니어링을 수행
하였고, 엔지니어링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Lab Test를 시행하

고 실증현장에 설치하였다.

  2.4 Process Level IED 현장실증 환경 구축
Process level의 154kV급 모선보호 IED와 25.8kV급 통합보호 IED의
신뢰성검증을 위한 현장실증을 위해 실증환경을 구축하였다. 실증 변전
소는 Station Level의 디지털변전시스템 실증을 진행 중인 154kV 변전
소를 선정하였으며, 기설 Station Level의 시스템을 개조하여 개발된
IED의 실증환경을 구성하였다. 기설 Station Level IED 설치 배전반과
신규 구축된 배전반 구성은 표1과 같다.

 <표 1> 실증환경 구축을 위한 배전반 변경 리스트

no. 기설 신규

1 154kV T/L 및 B/P Panel Process Level 154kV 모선보호반

2 170kV GIS B.C #1 IED반 154kV 모선보호용 #1 MU반

3 170kV GIS B.C #2 IED반 154kV 모선보호용 #2 MU반

4 25.8kV GIS B.C #1 IED반 25.8kV용 MU반

5 25.8kV GIS B.C #2 IED반 Process Level 25.8kV 통합보호IED반

<그림 8> 실증환경 구성도

디지털변전소가 아닌 기존 방식의 154kV 변전소를 선정하였으며, 현
장의 신호를 병렬로 구성하여 개발된 IED와 기설 보호계전기와의 성능
비교 환경을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은 Process Level 변전소 자동화 시
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그림 9> Process Level 변전소자동화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3. 결    론

Process Level의 Full Digital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IED 및 IED 엔지니어링을 위한 툴을 개발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실증환
경을 구축하였다. 실증결과는 향후 국내 Process Level의 Full Digital
변전소 구축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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