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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제어기능에 대한 시험 구성도 

Abstract - IEC 61850 based substation automation system 
mainly consists of a various of protective and control IEDs. In 
order to implement the system,  All of them should require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of IEC 61850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assurance of interoperability throughout the 
digital network. This paper shows a research result on the 
testing method of IEC 61850 control communication interface 
of IEDs according to IED IEC 61850 conformance test 
procedures.

1. 서    론

 력IT “시스템 성능시험  실증시험”과제에서는 IED(Intelligent 
Electric Device)의 통신 테스트 시험으로 국제규격인 IEC 61850의 통신 
로토콜로 규격에 맞게 IED가 동작하는 지를 검증하는 합성 시험을 
수행 에 있다. 변 자동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존의 보호계 기는 많
은 제어 이블과 복잡한 하드웨어 로 구성되어 고장뿐만 아니라 사고 
방에 많은 문제 이 노출되어 왔다. 그런 보호계 기를 Intelligent화 
하면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왔던 제어 이블은 Ethernet망으로 구성되
어 설비비용 감과 고장과 사고구간을 한 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IED의 통신규격으로 IEC 61850이 도입된 이후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제어와 보안부분이 특히 강조 되고 있으며 시험내용도 이에 
한 검증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 합성 시험  제

어에 한 상세내용과 시험 툴을 이용한 시험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2. 본    론

2.1 IEC 61850 제어
  제어는 시험 상 IED에 각 제어경로에 따라 명령을 요청할 때 IED가 
상항에 맞게 응답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제어의 서비스로는 Select, 
SelectWithValue, Cancel, Operate, TimeActivatedOperate, 
CommandTermination이 사용되고 있고, 이 서비스의 요청 형식
은  IED에 구 된 제어방식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IEC 
61850-7-2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어 모델을 정의한다.

통산보안을 이용한 직 제어(direct-operate):이 모델의 서비스는
operate, TimeActivatedOperate를 사용한다. 
통산보안을 이용한SBO제어(operate-one 는 operate-many) 이 
모델은 서비스 Select, Cancel, Operate, 
TimeActivatedOperate를 사용한다. 
 고 보안을 이용한 직 제어(direct-operate)이 모델은 서비스 
Operate, TimeActivatedOperate, Command-Termination을 사
용 제어 명령을 수행하고 제어 객체의 상태 변경 시 Report
를 발생시킨다. 
 고 보안을 이용한 SBO제어(operate-one 는 operate-many)
이 모델은 서비스 SelectWithValue, Cancel, Operate, 
TimeActivatedOperate, CommandTermination을 사용하여 제
어 명령을 수행하고 제어 객체의 상태 변경 시 Report를 발
생시킨다.

  내용을 정리하면 직 제어와 SBO제어의 차이 은 IED에 제
어명령을 내리기 에 제어객체를 선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
다는 이며, 통상보안과 고 보안의 차이는 고 보안의 경우 제
어 상의 상태를 감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다르다.

2.1.1 시험 시스템
  IED의 제어기능에 한 검사 환경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IED: 제어기능의 성능검증을 받을 상 장비
Ethernet switch: 이더넷 구동장비
simulator: 클라이언트 제어서비스 요청  시험 검증 장치 
Analyzer: 시뮬 이터와 IED가 주고받는 제어 통신패킷을 분석하여 
통신에 한 성능검증 수행

시험에 사용한 IED SIEMENS 7SJ64는 UCA에서 제정한 IEC 61850 
합성 인증을 받은 배 선로 보호 IED이며 제어기능으로는 SBOw를 가
지고 있다.

 2.2 SBOw 통신시험

Test 시험내용

Test 1
모든 SBO제어 객체를 선택하고 해제하여 Positive
응답을 검사하는 시험 테스트

Test 2
선택(select)명령 없이 SBO제어 객체에 Operate명령
을 내려 Negative응답을 검증하는 시험 테스트

Test 3
SBO제어객체를 두 번 선택하여 Negative 응답을 검
증하는 시험 테스트

Test 4
실제 값과 같은 값으로 operate명령을 내려 
Negative 응답을 검증하는 시험 테스트

Test 5
2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SBO제어 객체에 select 
명령을 내릴 때 Negative 응답을 검증하는 시험 테
스트

Test 6
SBO제어 객체에 SelectWithValue가 아닌 값으로 
operate명령을 내릴 때 Negative 응답을 검증하는 
시험 테스트

Test 7
SBOes1(Unselected 상태로 복귀)클라이언트는 알려
지지 않은 컨트롤 객체로 SelectWithValue서비스를 
요청할 때 Negative 응답을 검사하는 시험 테스트

Test 8
다음의 각 경로가 기기를 Unselected상태로 복귀 시
키는지 검증하는 시험항목으로 Negative 응답 검증

Test 9

SBOes3(Unselected상태로 복귀)SelectWithValue로 
기기를 선택하고 Operate를 한번 요구하여 
Unselected상태로 복귀하는 경로를 검사하는 항목으
로 Negative 응답 검증

표 1 제어통신 성능테스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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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SBOw 시험 설정 

 고 보안을 이용한 SBOw제어는 selectWithValue(SelVal), 
Cancel, Operate, TimeActivatedOperate(TimOper)  
CommandTermination(CmdTerm)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어 명령
을 수행하고 제어 객체의 상태 변경 시 리포트를 발생시킨다. 
SBOw 제어객체를 구성하는 속성은 ctlVal(제어해야할 값), 
origin( 가 서비스를 발 하 는지를 나타냄){orCat, orldent}, 
ctlNum,(제어 시 스 번호) T(클라이언트가 제어 요청을 송한 
시간), Test(해당 정보가 통상 동작에 의해 혹은 시험에 의해 유
발되었는지를 정의), Check(Interlock와 시각동기 조건)이 있다. 
각 서비스의 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selectwithvalue서비스의 라미터: ctlVal, origin{orCat, 
orldent}, ctlNum, T, Test, Check
-cancel 서비스의 라미터 : ctlVal, origin{orCat, orldent}, 
ctlNum, T, Test, Check
SBOw 통신시험은 9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시험항목으로는 표1
과 같다.

2.2.1 시험사례
  본 논문에서는 Test 2와 Test 8을 시험사례로 보여주고자 한다.
SBOw 제어를 검사하기 해서는 먼  시험시뮬 이터의 스크
립트 설정을 해야 한다. 아래 그림2와 같이 IED가 가지고 있는 
제어방식, 제어시험을 한 SBOw 제어객체, Select 명령에 사용
될 Origin과 Orcat이 설정 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 
시뮬 이터는 IEC 61850 국제공인인증기 인 KEMA에서 개발한 
UniCA 61850 시뮬 이터이다.

Test 2의 시험은 select명령 없이 SBO제어객체에 Operate명령을 내려 
IED의 응답을 검증하는 것이다. IEC 61850 SBOw의 규격(그림 
2)에 명시된 제어명령은 operate 에 select를 해야 하는데 클라
이언트가 SBO제어 객체에게 선택명령 없이 바로 operate명령을 
내릴 때 IED가 규격에 따라 CommandTermination의 AddCause
로 “object-not-selected" 응답을 보내고 unselected한 상태로 다
시 돌아가야 한다. 

그림2  SBOw 제어  

Test8은 그림 2의 SBOw의 제어 경로에서 IED가 Unselected상

태로 복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항목으로 경로는 다음과 같

다.

-클라이언트가 selectwithvalue를 요청하고 cancel를 요청 시 

정 응답을 받아 Unselected상태로 복귀한다.

-클라이언트가 timeout+5  동안 기한 후 응답을 검사하는 것

으로 재 IED의 sboTimeout시간은 300000ms이며 이 값에 5

를 더해 305 동안 기하면 Unselected상태로 복귀한다.

-클라이언트가 Test not ok를 야기하는 Operate명령을 요청

(select ctlVal <> Operate ctlVal)하면 부정응답을 받아 

Unselected상태로 복귀한다.

그림 4는 시험 상인 IED에 Test 8을 수행한 이더넷 패킷 분석 

결과로 IED가 Unselected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Test8 통신 패킷 분석

3. 결    론

  디지털변 자동화시스템에 사용되는 IED가 보호와 함께 제어의 요소
를 가지게 됨에 따라 제어에 한 시험이 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추세
에 있다. 본 논문은 클라이언트와 IED간에 주고받는 제어명령 과정을 
이해하고 4가지 제어모델에 한 시험기술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주
다. 향후에는 서버인 IED 입장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인 상 운 시스
템의 제어에 한 IEC 61850 통신서비스 합성 검증을 수행할 정이
며 이를 통해 국내 변 자동화시스템의 제품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상호
운 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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