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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IEC-61850 기반 송전선로 보호용 IED에 대
한 실시간 동특성시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가상모의시스템을 제안한
다. 가상모의시스템은 Qt Creator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개인의 PC
를 통해서 시험환경을 구성하는 방법과 계통을 모델링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결과 확인 방법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제안된 가상모의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송전선로 보호용 IED에 대한 실시간 동특성시험 방법을 학
습할 수 있음을 보였다.

1. 서    론

새로운 국제규격 적용에 따라 기존 Hard-wire 형태로 사용되던 IED
에 대한 동특성시험 방법이 IEC-61850을 고려한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
다. 기존 실시간 동특성시험 방법[1]은 IEC-61850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IEC-61850 IED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
다. IEC-61850 IED에 대한 실시간 동특성시험은 기존의 동특성시험 외
에 IEC-61850[2]에 대한 통신시험이 추가 수행되어야 한다. IEC-61850
IED에 대한 실시간 동특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RTDS(Real Time
Digital Simulator)와 같은 시험장비를 필요로 하며, 해당 장비의 운용프
로그램인 RSCAD의 사용방법을 별도로 학습해야 한다. 또한, RSCAD는
사용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수많은 모델 파라미터들이 존재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IEC-61850 IED에 대한 가상모의시스템[3]은
IEC-61850에 대한 통신시험은 고려되었지만, 이는 동특성시험이 아닌
보호요소에 대한 기능시험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시간 동특성시험을
학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가상모의시스템은 사용자가 IEC-61850
IED의 실시간 동특성시험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환경을 구성하거
나, 별도로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학습하지 않고도 제안된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IEC-61850 IED에 대한 실시간 동특성시험 절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본 눈문에서는 변전소 전력설비 중 하나인 송전선로 보호 IED
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동특성시험 가상모의시스템을 제안한다.

2. 본    론
 
  2.1 가상모의시스템 개발 환경
가상모의시스템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C++ GUI 애플리케이션
개발용 툴킷인 Qt Creator[4]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1> Qt Creator 화면

  2.2 가상모의시스템 구성
<그림 2>는 송전선로 보호용 IED의 실시간 동특성 시험 가상모의시
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상모의시스템의 구성은 실시간 동특성시
험 절차 확인, 시험환경 구성, RSCAD_Draft, RSCAD_Runtime,
IEC-61850 Client(IEDScout), IEC-61850 IED(전면 Panel), 시험성적서로

구성된다.

<그림 2> 가상모의시스템 구성

RSCAD_Runtime 단계부터 시험성적서 단계까지는 정상상태의 결과
를 먼저 확인한 후, 다시 RSCAD_Runtime 단계로 돌아가 고장을 모의
한 후 고장상태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시간 동특성시험
절차 확인은 동특성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간 동특성시험 방법을 확인
하고 시험항목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시험환경 구성은 동특성 시험을 하
기 위해 H/W 간 케이블을 결선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RSCAD_Draft는 실계통 모의시험을 하기 위해 계통을 모델링 하는 방
법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RSCAD_Runtime은 앞서 모델링한 계통의 전
압/전류를 확인하거나, 모델링된 계통에 고장모의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IEC-61850 Client는 실계통 모의시험 시 IEC-61850 IED가 발
생시키는 GOOSE/Report Message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IEC-61850
IED는 실계통 모의시험 시, 시험항목에 따라 IED의 동작상태를 확인하
는 단계이다. 시험성적서는 앞서 실계통 모의시험 결과에 따른 동작결과
를 토대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2.3 가상모의시스템 테스트
본 논문에서 송전선로 보호 IED에 대한 여러 시험항목 중, 내부고장
에 대한 시험을 선택하였으며, 고장종류는 A상 지락고장, 고장거리는
10[%], 고장지속시간은 100[ms]로 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3> 실시간 동특성시험 절차 확인

<그림 3>은 실시간 동특성시험 절차 확인 화면을 나타낸다. 사용자는
송전선로 계통도와 계통데이터, 그리고 동특성시험 절차를 확인 후, 최
종적으로 시험항목을 선택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선택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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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진행하게 된다.

  2.3.1 시험 환경 구성 및 모델링 방법 확인

<그림 4> 시험 환경 구성

<그림 4>는 시험 환경 구성 화면을 나타낸다. RTDS, Amplifier
,IEC-61850 IED, 광 컨버터, 네트워크 스위치 간에 전압/전류 케이블,
광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을 결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하
여 사용자가 시험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RSCAD_Draft

  <그림 5>는 RSCAD_Draft 화면을 나타낸다. 해당 단계에서는 사용자
가 RSCAD_Draft를 이용하여 계통을 모델링하는 방법과 파라미터를 입
력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3.2 정상상태 결과 확인
   가상모의시스템 구성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은 우선 정상상태
에서의 동작결과를 먼저 확인한 후, 고장을 모의하여 고장상태에서의 동
작결과를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RSCAD_Runtime

<그림 6>은 RSCAD_Runtme 화면을 나타낸다. 해당 단계에서는
RSCAD(Draft)를 이용하여 모델링된 계통의 전압/전류 파형과 모듈을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IEC 61850 Client(IEDScout)

<그림 7>은 IEC-61850 Client(IEDScout)의 화면을 나타낸다. SCL 파
일을 선택하여 IEC-61850 IED의 정보를 불러온 후, GOOSE/Report
Message를 활성(Enable)상태로 설정하고, 트리거 옵션(Trigger Option)
을 설정하여 GOOSE/Report Message의 상태값을 확인하는 방법을 학
습할 수 있다. 송전선로 보호용 IED에 대한 실시간 동특성시험의 경우,
선로의 양단(자단, 상대단) 주보호 IED와 후비보호 IED에 대한 상태값
을 확인해야 한다. 즉, 총 4대의 IED에 대해서 상태값을 확인해야 하지
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자단 주보호 IED를 기준으로 동작결과를 설명
한다. 위의 그림은 자단 주보호 IED에 대한 GOOSE Message의 상태값
을 보여주고 있다. GOOSE Message에 DataSet 멤버 중에서 트립에 대
한 상태값을 가지고 있는 D345_P617_1P/PTRC1$ST$Tr$general의 값
은 false이며, 송전선로 사활에 대한 상태값을 가지고 있는
D345_P617_1P/GGIO200$ST$Alm12$stVal의 값은 tru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IEC 61850 IED(전면 Panel)

<그림 8>은 IEC-61850 IED(전면 Panel) 화면을 나타낸다.
RSCAD_Runtime 단계에서 인가한 신호에 따라서 IED의 동작상태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자단 주보호 IED의 전면 Panel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고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시험성적서(시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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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시험성적서(시험결과표) 화면을 나타낸다. 앞서
RSCAD_Runtime에서 고장을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에는
기록할 항목이 없게 된다. 정상상태의 동작결과를 모두 확인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RSCAD_Runtime 단계로 돌아가서 고장을 모의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한다.

  2.3.3 고장상태 결과 확인

<그림 10> RSCAD_Runtime

<그림 10>은 고장을 모의한 후 RSCAD_Runtime의 화면을 나타낸다.
고장을 모의하기 위한 모듈을 추가하여 고장을 모의하게 되면, <그림
10>과 같이 고장파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IEC 61850 Client(IEDScout)

<그림 11>은 고장을 모의한 후 IEC 61850 Client(IEDScout)의 화면
을 나타낸다. GOOSE/Report Message의 트리거 옵션을 Data change로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IEC-61850 IED의 동작결과에 따라
GOOSE/Report Message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확인했던
자단 주보호 IED에 대한 GOOSE Message에 DataSet 멤버 중에서
D345_P617_1P/PTRC1$ST$Tr$general의 상태값은 true로 변경되었고,
D345_P617_1P/GGIO200$ST$Alm12$stVal의 상태값은 false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IEC 61850 IED(전면 Panel)

<그림 12>는 고장을 모의한 후, IEC 61850 IED(전면 Panel) 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12>에서 자단 주보호 IED가 A상 지락고장이라고 판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시험성적서(시험결과표)

<그림 13>은 고장을 모의한 후, 시험성적서(시험결과표) 화면을 나타낸
다. 앞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C-61850 기반 송전선로 IED에 대한 실시간 동특성
시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모의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실제 시험환경을 구성하지 않고도 개인의 PC를 통해서 간
편하게 IEC-61850 기반 IED에 대한 실시간 동특성시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시험절차를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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