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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기존의 IEC 61850 표준 적용 국내 디지털변전소는
Station 레벨에 한정되어 구축되어 왔다. 향후 구축될 Process 레벨을
포함한 풀(Full) 디지털 변전소 디지털화는 디지털변전소 운전에 있어
중요하고 긴급한 신호인 Process bus를 통한 SV와 GOOSE신호의
전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rocess bus를 활용한 배전선로 보호용
통합 IED는 GIS 등 변전소 전력설비로부터 전압과 전류 값을
MU(Merging Unit)를 통해 공급받아 각 구간의 Bay 혹은
Bank단위로 통합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주 IED와 예비 IED가
서로의 상태를 상호 감시하여 보호기능의 이중화를 이루어야 하고,
Sampled Value를 처리하기 위한 정밀한 시각동기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Process bus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지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변전소 보호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Process bus를 디지털변전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Process bus
기반의 네트워크시스템에 연결된 MU와 IED가 송수신하는 SV와
GOOSE를 손실과 지연없이 전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변전소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시험을 통해,
배전선로용 통합 IED의 성능검증을 위해 Process bus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시험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향후
국내의 Process bus 디지털변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디지털변전소 Process bus를 활용한 배전선로 보호용 통합 IED는
GIS 등 변전소 전력설비로부터 전압과 전류의 디지털 샘플신호인
SV(Sampled Value)와 스위치 설비를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하는
GOOSE(Generic Object Oriented Substation Event)를 이용하는 프
로세스 버스 기반의 IED이다. 즉, 배전선로 보호용 통합 IED는 현장
기기로부터 취득한 Analog Data를 IEC-61850 9-2 기반의 Process
Bus를 통해 MU(Merging Unit)로부터 공급받아 각 구간의 Bay 혹
은 Bank단위로 통합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되, 주/예비로 구성하여
주 IED와 예비 IED가 서로의 상태를 상호 감시하여 보호기능의 이
중화를 이루어야 하고, Sampled Value를 처리하기 위한 정밀한 시
각동기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SV와 GOOSE로 구성되는 프로세스 버스의 통신데이터는
IED와 상위시스템이 주로 통신하는 스테이션 버스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가진다. 이는 특정 통신주소체계에 의한 신호
의 전달이 명확하게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하여 전달되는 Client와
Server 간의 관계가 아니라 브로드캐스팅 통신방법을 가지고 전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비에 전송되기 때문이다.
만약, Process bus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지연과 손실 발생한다
면 변전소 보호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Process bus를 디지
털변전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Process bus 기반의 네트워크시스템
에 연결된 MU와 IED가 송수신하는 SV와 GOOSE를 손실과 지연
없이 전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디지털변전소의 설계를 위한 모선 IED의 프로세스 버스 네트워크
설계 및 시험사례는 Links 속도가 30 Mbps 일 때는 최대
패킷손실과 최대 지연 값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났고 그러므로 모선
IED의 경우, 10/100 포트에 연결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신 MU와 S/W 간에는 VLAN을 적용하여 10/100M
포트에 연결하고 모선 IED는 1[Gbps] 포트에 연결하는 것이
최적방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
각기 다른 구조를 갖는 Process bus 시스템의 신뢰성과 가용성
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성증수준을 평가를 수행하는 성능기준은
실시간 제약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시스템에서 통신기반의 전체적인
부하량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2].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변전소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시험을 통해,
통합 IED의 성능검증을 위해 Process bus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계
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 Process bus 디지털변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시스템 구성

  2.1.1   프로세서 버스기반 통합 IED 활용 네트워크 구성
Process bus를 활용한 배전선로 보호용 통합 IED의 경우에는 국

내 S변전소의 예를 들면, 6개 D/L에 대하여 각 1대씩 MU를 설치하
여 통합 IED가 가지고 있는 6개의 서브모듈에 각 프로세스 모듈이
1:1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 IED의 경우 MU가 차단기 상태에
대한 GOOSE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는 보호기능 만
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은 Process bus에 기반한 국내 S 변전소의 변전자동화

시스템(SAS)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프로세스 버스기반 S변전소 SAS 구성도

  2.1.2 배전선로보호용 통합 IED 및 프로세서 버스 설계
디지털변전소에서 분기되는 배전선로는 각 선로별 과전류보호

IED를 설치하여 보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배전선로의
수만큼 많은 IED를 필요로 한다. 배전선로 보호용 통합 IED의 경우
디지털변전소의 모든 배전선로에 프로세스 버스를 적용하여 배전선
로의 전류 또는 전압을 Process bus를 통하여 한 개의 IED로 통합
관리하여 IED의 적용 수를 줄이고, 배전선로 IED의 고장에 대한 백
업시스템 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통합 IED는 배전선로별 과전류 보호

동작을 수행하는 모듈별로 해당 선로의 SV 1개를 받도록 프로세스
버스 통신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요소 동작에 대한 상위시스템
으로의 전송과 IED간 GOOSE 통신이 가능한 스테이션 버스용 통신
포트 1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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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에 적용되는 통합 IED의 경우 Process bus의 각 모듈별
로 해당 MU와 1대 1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때 네트워크 스위
치의 속도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통합 IED가 관리하는 SV
와 GOOSE를 포함한 프로세스 데이터량이 Process bus에 지연 및
패킷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한 구축변전소의 구성은 통합 IED를 위한 프로세스
버스는 모선 IED와 동일하게 기존 SA 운영시스템의 백본스위치로
사용하는 스위치 1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스위치는 2개의 1G 포트
와 다수의 10/100M 포트로 구성되는 멀티형 스위치이지만 통합
IED는 다수의 프로세스 전용 통신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ED와
MU 모두 10/100M 포트에 연결하였다.
시험을 위한 MU와 SV의 구성 설계는 MU 6대와 전압과 전류 각
8개를 1개의 SV 로 묶어서 6개의 SV가 발생토록 하였고, SV 당
패킷 사이즈는 113 [Bytes], Interval은 80 [sample/cycle]을 기준으
로 0.0002[s], 스위치와 MU간의 Link 속도, 스위치와 IED Link 속도
는 30Mbps 및 300Mbps로 하였으며, 통신 포트 10/100[Mpbs]를 적
용하였다.
<그림 2>는 VLAN한 적용한 통합 IED용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
으로 배전선로별 MU와 통합IED의 모듈에 대한 VLAN 설정을 개념
도로 표시하였다.

<그림 2> VLAN 적용 통합 IED 네트워크 구성 

  2.2  통합 IED 프로세서 버스 시험 시험결과 시험 결과 
MU를 통해 프로세스 버스에 유입되는 SV와 GOOSE의 브로드캐
스팅 통신방식을 고려하면 통합 IED가 관리하는 배전선로의 수에
비래하여 통신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와
통합 IED가 처리할 수 있는 통신 양이 임계치에 다다를 경우
VLAN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스위치와 통합IED 통신처리 부담을 경
감해주어야 한다.
<표 1>는 통합 IED VLAN 적용 네트워크 시험결과표를 나타낸
것이다.

Max delay
[µs]

Max L/T
[Mbits/s]

Drop
[Packets/s]

61 4.5 0
34 4.5 0

212 27 0
181 27 01,000/300(Multi)

1,000/30(Multi)

1,000/30(V_Lan)
1,000/300(V_Lan)

Queue_size/Links

<표 1> 통합 IED VLAN 적용 네트워크 시험결과표

통합 IED의 시험을 위한 프로세스버스 네트워크의 설계에 대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의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시뮬레이션결과, 데이터링크(Links)는 30[Mbps]보다는 300 [Mbps]
에서 더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며, 통합 IED의 프로세스 버스에

VLAN 설정을 할 경우, 최대지연속도 61[s]이고 최대 전송되는 패
킷양도 4.53[Mbps]로 안정하게 프로세스 버스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림 3> VLAN 적용 Process bus 네트워크 분석

3. 결    론

Process bus를 통해 전송되는 SV와 GOOSE는 디지털변전소를
운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신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지연, 누락이 발생한다면 변전소 보호 및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IED의 오동작 및
사고파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험설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디지털변전소에서 분기되는 배전선

로는 각 선로별 과전류보호 IED를 설치하여 보호를 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배전선로의 수만큼 많은 IED를 필요로 하며, 통합
IED의 경우 디지털변전소의 모든 배전선로의 전류를 Process bus를
통하여 한 개의 IED로 통합 관리하여 IED의 수를 줄일 수 있고 각
IED의 고장에 대한 백업시스템 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통합 IED의 프로세스 버스 네

트워크 설계는 VLAN 설정을 할 경우 최대지연속도와 최대 전송되
는 패킷양이 안정된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MU 당 VLAN 적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식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배전선로에 적용
되는 통합 IED의 경우 Process bus의 각 모듈별로 해당 MU와 1대
1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의 속도
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VLAN 적용을 통해 네트워크를 보다 효과
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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