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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EC 61850 based substation automation system 
mainly consists of human machine interface as a client and a 
various of IEDs as a server. Both of them should require the 
field testing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including IEC 61850 
communication services. This means that the test can assure 
the interoperability of IEC 61850 based substation automation 
system consisted of multi vendor's products. This paper 
shows a research result on the field test of the IEC 61850 
based HMI and IEDs. And it proposes some engineering 
solutions for the system implementation.

1. 서    론

  2005년부터 진행 인 력IT “디지털 기술기반의 차세  변
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154kV 변 소에 용 가능한 IEC 
61850 기반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상 운 시스
템, 게이트웨이 등 변 자동화시스템 시작품 개발이 완료되었다[1]. 
변 자동화의 국제 규격이 IEC 61850으로 단일화된 이후  세계 으로 
IED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이 양산되고 변 소 용이 확 되어가고 있
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산청변 소를 시작으로 IEC 61850 
변 자동화시스템을 시범 으로 용하고 있다. IEC 61850 기반의 변
자동화시스템은 기존의 제어 이블에(Hard-wire)에 의한 1 1 방식이 
아닌 이더넷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디지털 방식
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 소를 구성하는 모
든 설비를 가상의 데이터 모델로 구 하고 모든 제품에 동일한 데이터 
정보객체를 가지고 구 하는 것을 의미하는 IEC 61850기반의 변 자동
화는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간 데이터 통신을 통한 변 소의 보호, 
제어, 감시가 가능해야한다. 이를 해서는 변 자동화시스템을 구성하
는 제품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보장되어야하며 첫 번째로 요
구되는 것이 IEC 61850 통신서비스를 용할 IED와 상 운 시스템이  
IEC 61850에서 정의하는 통신서비스를 규정에 맞게 구 했는지를 검증
하는 합성 인증이다. 재까지는 서버인  IED만을 상으로 인증시험
이 존재하고 있으며 KEMA와 같은 국제 인증기 을 통해 UCA의 국제
문가모임(International Users Group)에서 제정한 14가지 IEC 61850 
통신서비스 시험항목으로 구성된 합성 인증이 있다.[2] 두 번째로 IEC 
61850 변 자동화를 변 소에 용하기 해서는 규격에서 정의하는 
SCL(Substation Configuration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엔지
니어링을 한 후 IED와 상 운 시스템이 정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엔지
니어링과정에 있어 문제 이 없는지를 시험하게 된다. 기타 변 자동화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네트워크 기반 에 이루어지는 변 자동화
시스템의 Performance 검증과 기능 검증이 요하지만 본 논문은 국내 
변 자동화시스템을 상으로 수행한 IEC 61850에 규격에서 정의하는 
통신과 엔지니어링에 한 시험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2. 본    론

2.1 변전자동화시스템 성능시험 개요 및 필요성
  력IT과제에서 개발된 국내 변 자동화시스템 시작품은 실험실에서 
IEC 61850 통신서비스 검증, 기본 기능 시험을 진행한 후 고창실증시험
장내 154kV 시험변 소에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하고 재 
실증시험을 진행 에 있다. 변 자동화시스템의 시작품개발에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하기 
해서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한 성능검증, 엔지니어링 방법과 용에 
한 시험을 필요로 한다. 변 자동화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이더넷 스
치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반 에 상 운 시스템과 다수의 IED가 서버
와 클라이언트, peer-to-peer 계를 통한 정보의 교환  변 소의 자동
운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에 한 검증은 IEC 61850 통신서비스 

합성 시험을 통해 IED와 상 운 시스템이 국제 단일규격으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 IEC 61850 엔지니어링 작업에 의한 각 구
성요소에 설정된 GOOSE(Generic Object Oriented Substation Event)와 
Report에 한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변 자동화시스템의 
성능시험을 통해 실계통 용에 앞서 문제 을 악하고 개선할 수 있
으며 IEC 61850 통신을 통해 구 되는 변 자동화시스템의 최  솔루션
을 찾을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성능검증 방법과 시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 은 국내 변 자동화시스템에 한 성능시험의 체계
화와 국내 제품의 세계수 의 도약을 한 기반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 IEC 61850기반 변전자동화시스템 구성

  

2.2 IED 시험
  본 연구에서 수행한 IED 시험은 크게 IED 개별 으로 진행되는 IEC 
61850 통신 합성 시험과 변 자동화시스템 구 이후에 이루어지는 
IEC 61850 성능시험으로 구성된다. 시험에는 그림2에서 보여주는 연구
과제로 개발된 변압기보호 IED, 배 선로 보호 IED, 조상설비 보호 
IED, 제어 IED와 외산제품인 모선  송 선로 보호 IED가 사용되었다. 

<그림 2> IEC 61850기반 국산 IED 
 
2.2.1 IED IEC 61850 통신시험
   IEC 61850 기반의 변 자동화 시스템은 기본 으로 네트워크
상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운용되어지는 시스템이다. 상 운용시스
템과 변 소의 보호․제어 IED간의 정보 달은 규격에서 정하
는 ACSI(Abstract Communication Service Interface)를 통해 
Client와 Server의 계로 이루어지며 서버의 역할을 하는 IED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리포트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이와 연동된 
데이터셋의 생성  련 통신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한 
IED간의 Peer-to-peer 통신을 가능  하는 GOOSE 메시지의 송
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한 검증은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 7



- 251 -

럼 UCA의 합성 인증시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지만 국내 IED
의 경우 시간과 기술  제약으로 인해 인증시험까지 많은 시간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증시험을 해 변 소에 용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IEC 61850-10에서 정하는 합성 시험항목 
 변 자동화 시스템의 정보 달과 상호운용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성능 시험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첫 째, IEC 61850을 지원하는 IED들은 제어 이블(Hard-wired)
로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논리  연
결  해제에 한 네트워크상의 기본교환에 검사과정이다. 기본
교환 시험은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한 associate서비스와 해제
를 한 release와 abort서비스를 요청할 때 서버가 올바르게 응
답하는지 검증하며 클라이언트가 각 IED의 데이터 모델을 요청
할 때 서버가 요청에 맞는 응답을 보내는지 검증한다. 
둘째, IEC 61850을 지원하는 IED는 클라이언트에 리포트를 통한 
정보 달 는 IED간의 GOOSE 메시지 달 시 데이터셋을 통
해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한 통신서비스의 합성 시험은 필
수 이다. 데이터셋 검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연결을 제로 
하여 서버가 데이터셋의 생성, 삭제, 값 취득, 값 설정을 지원하
는지 검증한다. 
셋째, 서버인 IED가 변 소에 발생한 이벤트를 버퍼의 장 유
무에 따라 구분되는 Unbuffered 는 Buffered Reporting을 클라
이언트가 설정한 리포트 라미터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송하
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IED의 Unbuffered 는 Buffered 
Reporting은 변 자동화시스템의 상 운 시스템이 디지털 변
소의 다양한 정보를 IED로부터 송받아 보여주는 요한 통신
서비스로 변 자동화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수행을 한 핵심기능
이다. 
마지막으로 IED간 메시지 달  로세스 설비의 트립신호 
송을 해 사용되는 GOOSE의 송수신 계를 시험한다. GOOSE 
통신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요청과 응답 계가 아닌 IED가 네
트워크의 가상주소에 GOOSE 메시지를 보내어 상 편 IED가 수
신하게 되는 멀티캐스 형식의 통신방법을 이용한다. GOOSE 메
시지는 IEC 61850 기반의 디지털 변 자동화시스템이 기존 변
소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 의 하나이며 요청과 응답 계가 
아닌 일방 인 데이터 송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IED는 규격에 
따라 GOOSE 메시지를 송해야한다. 
국내 IED에 한 IEC 61850 통신서비스 결과 기에는 데이터
셋과 리포트 송부분에 있어 통신 라이 러리상의 로그램버
그로 인해 문제 이 많았지만 반복시험과 로그램 수정을 통해 
규격에서 정의하는 통신이 가능하 고 일부 IED의 경우 본 시험
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공인기 의 인증시험을 통과하 다. 

2.2.2 IED IEC 61850 성능시험
    IED의 실증시험을 해 시험변 소에 IED 배 반을 설치하고 변
소 설비와 결선을 한다. 각 IED 내부의 데이터 정보 LN(Logical Node)
과 매핑을 한 후 변 자동화시스템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상 시스템
과 데이터 송을 해 리포트 컨트롤 블록 설정  IED 간 GOOSE 통
신을 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진행한다. IED의 IEC 61850 성능시험은 
변 소의 보호, 감시, 제어 이벤트에 한 상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송
수신과 엔지니어링 과정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실증시험을 통해 
도출된 IEC 61850 변 시스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제조사의 IED를 사용한 변 자동화시스템의 경우 IEC 61850
에서 정의하는 ICD 일을 이용하여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제조사별로 상의한 엔지니어링 툴  개발자 환경에서 작업이 이
루어진다. 이는 엔지니어링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각기 다른 로그램 
환경으로 인해 상호호환에 많은 어려움을 래하게 된다. 따라서 IEC 
61850 변 자동화시스템의 경우 통신부분의 엔지니어링을 한 공통 툴
의 필요성이 두된다.
￭본 연구에 용된 외산 IED의 경우 리포트 송을 한 데이터셋이 
동 (Dynamic) 생성 기반이기 때문에 Static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상 운 시스템을 해서 수작업(ICD 일을 에디터로 변경)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해야 한다.
￭IED의 IEC 61850 제어시험  enhanced SBO(Select before 
Operation)의 경우 제어 상의 차단기의 피드백 정보가 없으면 에러정보
를 보내기 때문에 성능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제어신호에 반응하고 상태
을 가지는 시험 보조장치를 설치해야한다.

2.3 변전자동화 상위운영시스템 시험
  IEC 61850 변 자동화 상 운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IED와 데이
터 송수신을 통해 변 소의 운용을 담당하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와 통신규격이 다른 상 시스템과의 데이터 송  타 력
IT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신을 한 게이트웨이로 구성된다. 시험은 IED

와 동일하게 IEC 61850 성능시험과 합성 시험으로 구성되지만 실제 
시험은 IEC61850 성능시험만을 수행하 다.

<그림 3> IEC 61850기반 상위운영시스템 
  
2.3.1 변전자동화 상위운영시스템 IEC 61850 성능시험
  변 자동화 상 운 시스템의 성능시험은 IED와의 엔지니어링 이후 
IED의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 특히 IED에 문제 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시험을 통해 아래와 같
은 문제 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분석하여 IEC 61850 엔지니어링을 한 
다양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다.
￭IED와 상 운 시스템과의 리포트 송은 IED의 리포트 컨트롤 블록 
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1 1의 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상 시스템은 HMI와 게이트웨이 2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IED는 동일
한 데이터 송을 해 2개의 리포트 컨트롤 블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
며 이는 엔지지어링 과정 에 ICD 일을 변경해야 함을 의미한다.
￭IED의 계측 값은 데이터의 변화가 많아 리포트 트리거 조건을 
datachange로 할 경우 통신부하에 부담이 되고 상 시스템이 DB를 업
데이트할 때 지연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기형인 Integrity로 설정해야
한다. 한 최 의 네트워크 통신상태를 유지하기 한 변 자동화시스
템의 네트워크 통신부하에 한 정확한 검증과 설계가 필요하다.

2.3.2 변전자동화 상위운영시스템 IEC 61850 통신시험
  변 자동화시스템은 IED 단독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클라이
언트와 서버의 네트워크 통신 계로 구성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버 
입장인 IED에 한 통신서비스의 성능검증 뿐만 아니라 상 방인 클라
이언트(상 운 시스템)에 한 IEC 61850의 통신 서비스의 검증을 통
해서 완 한 상호운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교  규격화가 
쉬운 IED와 달리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기능의 변화가 많은 상 시
스템의 경우 규격화된 합성 시험방법을 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
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상 운 시스템의 IEC 61850 통신시험은 IED 시
험과 반 로 통신의 요청시험과 IED의 메시지 수신에 따른 상 운 시
스템의 인식능력을 시험하게 되며 이를 해서는 상 시스템의 IEC 
61850 통신요청에 반응할 수 있는 가상 IED가 필요하다. 재 본 연구
에서는 상 운 시스템 IEC 61850 통신시험을 한 시험시스템과 차
서 개발을 진행 에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 으로 확 추세에 있는 IEC 61850 기반의 
변 자동화시스템의 국내 용  제품 개발에 있어 매우 요한 실증시
험에 해 다루었다. 국내 변 자동화시스템을 상으로 한 실증시험결
과는 개발기업에 피드백 하여 세계수 의 제품 성능을 한 기반자료로 
활용 에 있다. 본 연구의 실증 시험은 IEC 61850의 통신 기능 인 측
면에 해 다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변 소의 기능과 목된 종합 인 
시스템 성능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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