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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디지털변전소의 정보를 최적화하여 변전소
Self-Healing, 자동고장복구 등 다양한 차세대 응용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변전소의 모든 설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디
지털화하는 Process 버스기반 디지털변전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변전소를 구축하고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
전반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쉽고 간편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디지털변전소의 시
대적 변화에 부합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Process 버스 기반의
IED와 MU에 대하여 현장 적용을 위한 성능검증 방안을 제시하
고, 국내 최초로 Process 버스 기반 디지털변전시스템 실증시험
장을 제주 성산변전소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검증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서    론

전력수송의 중심에 있는 변전소는 전력설비에 대한 감시, 보호
및 제어 등 운영과 관련된 장치들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디
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된 변전소 국제
표준 IEC 61850은 변전소의 정보교환을 위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이기종간의 상호운용성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최
신의 IT기술 적용으로 기존 변전소에 적용하였던 제어케이블에
의한 1:1의 전기신호의 전송을 광케이블을 이용한 디지털 신호의
전송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년부터 154kV
신규 변전소를 국제규격 IEC 61850 기반의 디지털 타입으로 구
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11년 종료된 “차세대 디지털변전소
개발” 정부과제의 연구성과물을 기반으로 모선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를 제외한 모든 IED와 상위운영시스템을 국산
화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디지털변전소는
IEC61850에서 정의하는 전력설비에서 상위시스템까지 전체가 디
지털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IED에서 상위운영시스템(정보연계장
치)까지만 디지털화된 Half 방식(Station level)으로 구축되었다
[1]. 디지털변전소의 정보를 최적화하여 변전소 Self-Healing, 자
동고장복구 등 다양한 차세대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변전소의 모든 설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디지털화하는
Process 버스기반 디지털변전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
를 통해 변전소를 구축하고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 전반이 컴퓨
터 프로그램에 의해 쉽고 간편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공간활
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큰 폭으로 감
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디지털변전소의 시대적 변화
에 부합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Process 버스 기반의 IED와
MU(Merging Unit)에 대하여 현장 적용을 위한 성능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최초로 Process 버스 기반 디지털변전시스템 실
증시험장을 제주 성산변전소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 개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IEC 61850 국제표준이 제정된 이후 전 세계
적으로 디지털변전시스템 구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전소를
구성하는 IED, 운영시스템, 전력설비들은 개별적으로 운전되는 단위장치
가 아니라 디지털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통합되
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림 1은 변전소의 시스템 구성 변화추
이를 보여주며, 현재 운전 중인 전통적인 변전소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신호를 제어케이블에 의한 전기접점의 1:1 연결로 정보공유가 원천적으
로 불가능하였다면, 디지털변전소는 구성장치를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

하여 물리적으로는 단 한 개의 광케이블(실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이중
화를 위해 두 개의 광케이블로 연결)을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현재 한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전력회사에
서 운영 중인 스테이션 버스만을 이용하는 Half 디지털변전시스템은
IED가 동작하기 위한 전압, 전류, 전력설비의 상태 데이터를 디지털신호
로 공유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지만, MU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직접 전력설비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Process 버스를 구축할 경우 변전소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2-4].
Process기반의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은 단순한 신호의 디지털화만 목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ED가 변전소의 운전 및 고장 상황에 대해 판
단하는 구체적이 데이터를 운영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여 변전
소 및 계통운전자로 하여금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여 변전소를 보다 안
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가능하
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의 공유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응용시스템과 변전소 구성장치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보
호협조시스템의 운영 등 다양한 변전소 자동화시스템의 구현을 가능하
게 해 줄 수 있다.

<그림 1> 디지털변전시스템 변화추이

  2.2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 성능검증 방안
본 연구는 디지털변전소를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Process
버스기반의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을 성능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적으로 개발한 모선 IED와 배전선로 1Bank 통합보호 IED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와 같이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 성능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을 위한 3단계 성능검증 방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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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는 Process 버스기반의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을 성능검증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실증현장에 맞게 설계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여 검증을 하는 것과 정보 및 신호교환을 위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
는 것이다. 디지털변전소에서 엔지니어링은 전용의 툴에 의한 컴퓨터 작
업으로 시스템 실증 및 운전을 위한 기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전이
디지털변전소에 사용하는 정보표준화테이블을 프로세스버스에 맞게 확
장하여 성능검증을 위해 구현하였고, IED와 MU의 GOOSE(Generic
Oriented Object Substation Event), SV(Sampled Value),
MMS(Manufacture Message Specification) 정보교환을 위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전이 자체 개발한 고기능 디지털변전소 엔지니어링 툴을 사용
하여 진행하였다.
2단계는 Process 버스기반의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을 실험실(LAB)에
구축하여 성능시험을 하는 단계로 MU와 IED는 Process Bus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IED와 운영시스템은 Station Bus 네트워크로 연결
하여 두 개의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SNTP 서버를 통해 발생된 IRIG-B 신호를 시간분배기를 통해
모든 IED와 MU에 전송하여 시각 동기화하고, Station Bus에 연결된
IED는 MMS와 GOOSE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시간정보를 SNTP 서버로
부터 수신하도록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 수행한 성능 검증내용은
Process Bus에서 가장 중요한 MU의 SV 전송기능과 MU간의 시각동기
시험, MU로부터 전송된 SV를 기반으로 하여 시험 대상인 모선과 통합
IED의 보호동작 시험, 디지털변전소 시험항목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자
리 잡은 IED의 IEC 61850 MMS 및 GOOSE 전송 시험, 마지막으로 통
합 IED의 이중화 보호기능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3단계는 실험실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이 정상운
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이후, 운전 중인 변전소에 Full 디지털변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Field Test를 진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ull
디지털변전시스템에 대한 Field Test를 제주 성산변전소에서 수행하였
다. 이 과정에서 MU의 SV변환과 현장 CT/PT의 아날로그 전압/전류를
비교 검증하고 IED와 운영시스템간의 IEC 61850 MMS 데이터를 감시
하여 신규 개발한 IED의 동작 및 서비스 오류를 분석하였고, 실가압 운
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IED의 동작을 성산변전소의 계전기동작
과 비교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

  2.3 프로세스버스 기반 디지털변전시스템 실증시험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프로세스버스 기반의 디지털변전시스템의 실증

시험 방안에 따라 첫 번째로 시험대상인 모선과 통합IED에 대한 보호기
능, MU와 SV 송수신, 상위시스템과 MMS 통신에 대한 엔지니어링 작
업을 수행하고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실험실에
실증시험장을 그림 3과 같이 구축하였다. 통합 IED의 경우 변압기 2차
측을 포함한 배전선로 6개를 통합보호 할 수 있도록 MU 2대를 적용하
여 시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선 IED의 경우 MU 4를 이용하여 모
선에 연결된 송전선로 3개와 변압기 3대의 전류입력과 A 및 B 모선의
전압에 대한 총 24채널의 프로세스 값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3> 프로세스기반 디지털변전시스템 LAB 실증시험장 구축

실증시험에서 첫 번째로 확인한 내용은 설계한 프로세스 버스에 대한
네트워크 성능을 검증하여 실증시험을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지털변전소 전용
의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모선 IED의 경우 1GBps 네트
워크 스위치를 적용하였을 경우 프로세스 버스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10/100 MBps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통합 IED의 경우에는 분
리된 프로세스 버스에 통신과부하가 발생하여 MU가 전송하는 SV가 누
락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통합
IED를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버스는 통합 IED의 각 모듈이 담당하는
MU로부터 수신하는 SV에 VLAN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의 통신
부하량을 큰 폭으로 줄이도록 설계하였고, 이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패
킷손실도 0이고 최대지연도 200[us]로 검증되었다. 통합 IED의 실증시험

을 위한 최종 설계된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통합 IED 프로세스 버스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모선 IED와 통합 IED의 주 보호동작은 각각 모선 내부사고에 대한
전류비율차동보호와 배전선로의 과전류보호이며, 사고에 대한 순시트립
시간은 현재 한전의 154kV 변전소에 적용중인 모선 30[ms]와 배전선로
40[ms] 이내로 동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실증시험을 진행하였다. 모선
IED의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다수의 MU가 동시에 샘플링한 SV를 IED
에 보내는 것이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실증시험과정을 통해 MU의 시간
정밀도를 80샘플/Cycle기준으로 SV 전송을 100[us]이내를 만족하도록
IEC 61850에서 명시한 T2급을 갖도록 시각동기를 맞추었다. 또한 IED
에 SV를 전송하는 MU가 정확한 신호를 변환하여 전송하고 패킷 누락
및 간격이 일정한지를 그림 4와 같이 오미크론이 개발한 SVScout을 사
용하여 확인하였다. 전송하는 MU로부터 SV를 수신하여 사고에 대한
순시트립신호를 GOOSE로 출력하는 IED의 동작시간을 측정한 결과 모
선은 최대 25.27[ms], 통합 IED는 최대 20[ms]로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 통합 IED 프로세스 버스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3. 결    론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IEC 61850 Process 버스기반의 디지털변
전소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적용중인 Station 버스기
반의 디지털변전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시스템의
성능검증과 실증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장치 및 시스템
을 검증하는 기술은 해외 경쟁사 입장에서는 핵심 노하우로 인식하여
기술 공개 및 전수를 꺼려하는 것도 현실이다. 다행이도 국내 디지털변
전시스템 분야는 관련 산·학·연 공동의 노력으로 한전 전력연구원이 중
심이 되어 세계수준의 시험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Process 버스기반의 디지털변전시스템에 대한 실증시험 연구를 성공적
으로 완수하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 검증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Process 버스
전용의 시험 툴을 자체 개발할 계획이며 성능검증에 대한 절차를 체계
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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