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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are several protective relays used to protect DC traction power supply system for DC railway. These 

relays, however, are made by different manufactures and they have different ways for their operations. Therefore, there 

are difficul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devices or the devices and an upper system. In order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composed of devices made by different manufactures, IEC 61850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pplied to design logical nodes for modeling protective elements used in protective r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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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도시와 도시 주변의 산업화 발 과 확 에 의한 

도시 인구  교외 거주 인구의 증가와 산업 활동을 포함한 

이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통

량의 증가와 그로 인한 교통 체증  정체 증가로 안정성과 

정시성 등이 타 교통수단보다 우수한 도시 철도 사용이 증

가 하고 있다. 한 일반 도로 차량이 기 오염을 유발함

에 비해 직류 도시 철도는 환경 친화 이고 에 지 효율이 

높은 장 이 있으며, 우수한 운송능력으로 재 시설 확 와 

건설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의

한 손실과 인명피해를 막기 한 도시 철도 시스템의 안정

성과 신뢰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한 보호 시스템의 

확충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 철도 보호 시스템은 

재 여러 국내 기술 개발 제품과 외국 수입 제품이 혼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 제조사의 혼합은 

장비 설치, 운용  보수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조사

가 다른 각 장치의 보호 조를 한 장치간, 상  시스템간

의 통신 설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보호 시스

템을 한 장치의 설치, 운용  보수, 유지의 효율성을 높

이기 한 표 화가 시 하며, 이러한 표 화를 해 상호 

운용성이 강조된 IEC 61850 국제 표 을 용한 보호 시스

템 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DC 통합보호계 기 IEC61850 Logical Node설계

2.1 DC 도시철도 보호방식

재 도시 철도는 직류  방식을 채택하여 운 되고 

있으며, 도시 철도의 배  설비는 동차의 운행을 해 

력을 공 하는 DC 계통과 그 외의 설비에 력을 공

하는 고압 배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DC 계통의 보

호를 한 보호 계 기는 일반 으로 정류기 보호용 계 기

와 선 보호용 계 기 그리고 지락고장 보호용 계 기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각 분류된 보호 상의 보호 요소와 

보호 방법은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DC 도시철도 보호요소 동작원리

표 1에 나타낸 보호 요소  고장 선택(50F)와 선택 지락 

차단 보호요소는 도시철도의 DC 시스템 특성을  고려

해 만들어진 보호요소로써 기존의 Logical Node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Logical Node를 설계 해 구 된 요소이다. 고

장 선택과 지락 차단 보호요소를 한 새로운 Logical Node 

설계 방법의 이해를 돕기 해 두 보호 요소에 한 동작 

원리를 추가로 설명 한다.

2.2.1 고장선택(50F)

부하 류는 일반 으로 고장 류와 비교할 때 류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부하 류와 고장 류의 구분이 어렵지 않

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DC 시스템의 부하특성은 근거리 

고장에서는 류의 크기가 크고 겨간 기울기(di/dt)와 

류 변화량(ΔI)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고장

류와 부하 류를 구분할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고장시에는 

고장 류와 부하 류의 크기가 유사하게 되어 단순히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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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상 보호 요소 보호 방법

정류기 보호

직류 과 류 보호

(순시-76F, 정 한시-76D)

정류기 2차 측의 과 류를 검출하여 선로를 보호. 순시  정 한시 동작 

기능이 구비. 정 방향과 역 방향 류를 모두 고려

직류 역 류 보호 (32)
정류기에 유입되는 역 류를 감지하여 차단기를 동작 시켜 기기  계

통을 보호

열 동형 과 류 보호 (26F)
열  과부하를 검출하여 차단함으로써 정류 소자 보호. 정 한시 특성을 

갖는다.

선 보호

직류 과 류 보호

(순시-76F, 정 한시-76D)

선로 2차 측의 과 류 검출하여 선로를 보호. 순시  정 한시 동작 

기능이 구비. 정 방향과 역 방향 류를 모두 고려

고장 선택 (50F) 고장 류와 부하 류의 특성을 분석하여 고장 별

차 압 (DV)
선로의 Feeder와 정류기 간의 이상 압강하를 검출하여 서로 정정

된 값 이상으로 압 차가 생기면 동작시간 특성에 따라 동작.

직류 압 보호 (80F) 선로의 부족 압 시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고 선로 차단 

연락 차단 (85)
 선로의 자기 보호 구간이나 타 보호 구간 고장 시 인  선의 

고장 확산을 방지 하기 해 동작

지락 고장 보호
지락 과 압 (64P)

선로의 고 항 지락 고장이나 원거리 고장 등 고장 류가 작은 경

우 고장을 검출하기 한 보호 기능

선택 지락 차단 선로의 지락사고를 검출하여 해당 구간만 차단

표 1 DC 계통 보호요소  보호방법

Table 1 DC distribution system protection elements and method

그림 4 도시철도 DC  시스템

Fig. 4 DC distribution system for subway

의 크기만 비교해서는 단이 어렵고 류 변화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기기울기(Start Slope)와 설정시간(di/dt time 

delay) 후의 최종기울기(End Slope)와 비교하여 고장 류와 

부하 류를 구분한다.

2.2.2 선택지락 보호

그림 1에서 보여 지는 재의 DC  시스템은 지를 

하지 않는 비 지방식으로 지락 고장 발생 시에도 그 고장 

류의 크기가 작다. 지락 과 압 계 기(64P)는 계 기 내

부의 지 항기를 통해 유입된 류를 이용해 항기의 

차 측정 후, 설정 값과 비교하여 고장 발생 유무를 단한

다. 이 방식은 지락 고장의 여부는 별할 수 있으나 지락 

고장이 발생한 구간은 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락 사고 발

생 시 사고 구간과 건  구간까지 같이 차단된다. 선택지락 

보호요소는 이러한 기존의 지락 과 압 계 기의 단 을 고

려하여 지락 고장 발생시 64P 계 기가 고장 검출 후 그림 

2와 같이 Bypass 회로를 동작시켜 각 선 류 증가분

을 설정 시간에 분하여 고장 구간을 별하여 고장 구간

만을 차단시키기 한 보호요소이다. 정상 운 시 Bypass 

회로는 열려 있어 기존의 DC  시스템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 지락고장 발생 시 지락 과 압 계 기(64P)가 지락

류를 검출하면 Bypass 회로가 닫힘 상태가 되어 이 의 비 

지에서 지 시스템으로 변환되어 고장 류가 격히 증

가 한다. Bypass 회로는 설정 시간 후에 다시 열림 상태가 

되며 이 설정 시간 동안 류 변화량이 분되어 By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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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개방 후 각 피더의 류 변화량을 비교하여 변화량이 

가장 큰 피더를 선택하여 변 소간 통신을 이용하여 차단기

를 동작시킴으로써 고장 구간만을 차단시킬 수 있다.

그림 2 지스 치 Bypass 구성

Fig. 2 Bypass configure for ground switch

2.3 IEC 61850 Logical  Node 설계

2.3.1 IEC 61850 소개

IEC 61850은 변 소 자동화를 한 통신 시스템을 규정

한 국제 규약으로써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을 한 세분화된 

기능 정의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다. 정

의된 기능과 데이터는 각각 Logical Node와 Common Data 

Class(CDC)의 객체로 해당 시스템의 표 화된 모델링을 계

층 인 형태로 구성하게 된다. IEC 61850 통신 시스템은 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여 개별 장치의 통일된 모델링 기

능과 통신에 의한 정의된 정보 달 기능을 제공하여 IEC 

61850의 표 을 따르는 장치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

며, 시스템 구성 기술  일부가 비약 인 발 을 이루더라

도 그 발 된 기능을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선된 보수, 

유지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IEC 61850의 장 으로 재 

변 소 자동화뿐만 아니라 배  시스템에도 IEC 61850을 

용한 시스템 표 화를 한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DC 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보호, 제어, 계측 기능과 

데이터 요소들은 IEC 61850에서 규정된 Logical Node와 

Common Data Class를 이용하여 표 화되게 구성되며, 이

게 구성된 IEC 61850 기반 모델 구성에서 IEC 61850에서 

규정된 상태와 데이터 변경에 의한 주요 정보를 송하는 

Report 기능과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Control 기능 그

리고 빠른 송이 요구되는 정보의 송신, 수신을 한 

GOOSE 기능들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운 하게 된다. 따라

서 제조 회사가 다른 제품일지라도 IEC 61850의 규약을 따

라 기능과 데이터 요소들을 모델링 한다면 다른 이종간의 

기기라도 상호 운용성을 갖는 통신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게 된다.

2.3.2 IEC 61850 Logical  Node

DC  시스템은 IEC 61850에서 정의 된 Logical Node

를 용하여 그 기능들이 모델링 된다. DC  시스템 내

에서 교환되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은 Logical Node내에

서 데이터 타입과 용도에 맞는 Common Data Class로 정의 

되어 구성 된다. 그림 3는 차단기(Circuit Breaker) 모델링을 

한 Logical Node인 XCBR의 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에서 XCBR1의 데이터 “Pos”는 해당 차단기

(Circuit Breaker)의 “Position” 즉 치 정보를 나타낸다. 데

이터 “Pos”는 다시 DPC(Controllable Double Point)라는 

IEC 61850에서 규정 된 Common Data Class(CDC)들  하

나로 나타낸다. 차단기 치 제어를 한 “ctlVal”, 

“operTim” 는 재 차단기의 치 상태를 나타내는 

“stVal”과 같은 그림 3에서 보이는 데이터 속성들은 DPC가 

제공하는 데이터 속성들로써 Integer, Float, Boolean 는 

String과 같은 데이터 형을 갖고 있다. IEC 61850에서는 이

런 데이터 형을 갖는 데이터 속성들이 모여 하나의 Class인 

CDC를 이루고, 이러한 CDC로 정의 된 데이터 요소들이 모

여 하나의 Logical Node를 만들어 모델링 하고자 하는 장치

의 기능을 모델링하고 이 게 만들어진 Logical Node를 그

룹화 하여 해당 장치의 체 모델링인 Logical Device를 만

들게 된다. IEC 61850은 여러 기능 요소(제어, 보호, 계측 

등)들을 모델링 하기 한 92개(1st Edition 기 )의 Logical 

Node를 제공한다.

그림 3 Logical Node: XCBR

Fig. 3 Logical Node: XCBR

2.3.3 설계된 각 보호요소 Logical  Node

IEC 61850 기반 DC 도시철도 보호 시스템 모델링은 가

능한 IEC 61850 에서 규정된 Logical Node를 사용하여 보

호 요소들을 구성하고 규정된 한 Logical Node가 없는 

보호 요소들은 IEC 61850에서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확장 

Logical Node를 만들어 구성한다. IEC 61850에 규정된 기존 

Logical Node와 새로운 Logical Node를 이용하여 설계 된 

보호 요소를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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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요소 Logical Node 주요 정정 요소 Attribute Name Common Data Class

직류 과 류

(순시-76F, 정한시-76D)
PTOC

설정 류 값

 

동작 지연 시간 (정 한시)

StrValf (정방향)

StrValr (역방향)

OpDlTmms

ASG

ASG

ING

직류 역 류 보호 (32) PDUP
설정 류 값

동작 지연 시간

StrVal

OpDlTmms

ASG

ING

열동형 과 류(26) PTTR

기능 사용 여부

정격 류

정격 류의 90% 도달시간

동작 치 류 Alarm level

동작 치 류 Trip level

PTTREna

Amp

ConsTmms

AlmVal

TrVal

SPC

MV

ING

ASG

ASG

고장 선택(50F) PDFS

ΔI

최소 ΔI

연산 기 기울기

연산 최종 기울기

정 한시 시간

최  연산 유지 시간

최소 류 유지 시간

DeltaI

DeltaImin

StrSlop

EndSlop

DeltaITmms

DeltaIRTmms

DiDtTmms

ASG

ASG

ASG

ASG

ING

ING

ING

차 압(DV) PDIF

기능 사용 여부

동작 치 압

동작 지연 시간

사선 압

PDIFEna

StrVal

OpDlTmms

DeadLV

SPC

ASG

ING

ASG

직류 압(80F) PTUV

기능 사용 여부

동작 치 압

동작 지연 시간

Alarm 동작 치 압

Alarm 동작 지연 시간

사선 압

PTUVEna

StrVal

OpDlTmms

AlmVal

AlmTmms

DeadLV

SPC

ASG

ING

ASG

ING

ASG

연락차단(85) PSCH

기능 사용 여부

차단 동작 지연시간

연락신호 펄스 출력 시간

PSCHEna

InDlTmms

OutTmms

SPC

ING

ING

지락 과 압(64P) PHIZ

동작 치 류

동작 치 압

동작 지연 시간

AStr

VStr

OpDlTmms

ASG

ASG

ING

선택 지락 차단 PDSG

기능 사용 여부

지스 치C/O(제어 요소) 

64P  정보

분 시간

수신 기 시간

PSGFEna

CtrlBypSW

D64pST

IntgTmms

RcvTmms

SPC

SPC

ACD

ING

ING

표 2 보호요소 Logical Nodes

Table 2 Protection elements Logical Nodes

2.3.4 설계된 확장 Logical Node

표 2에서 고장 선택과 선택 지락 차단을 한 Logical 

Node인 PDFS와 PDSG는 기존의 IEC 61850에 규정된 

Logical Node가 아닌 새롭게 확장된 Logical Node 이다. 

Logical Node PDFS와 PDSG의 설계 사양은 다음 표 3과 

표 4처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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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S class

Attribute Name Attr. Type Explanation T M/O

LNName Shall be inherited from Logical-Node Class (see IEC 61850-7-2)

Data

Common Logical Node Information

Mod INC Mode M

Beh INS Behavior M

Health INS Health M

NamPlt LPL Name Plate M

OpCntRs INC Resetable operation counter O

Status Information

Str ACD Start M

Op ACT Operate M

Settings

DeltaI ASG Delta I value M

DeltaImin ASG Minimum delta I value M

StrSlop ASG Start slope M

EndSlop ASG End slope M

DeltaITmms ING Delta I time delay M

DeltaRTmms ING Delta I reset time M

DiDtTmms ING di/dt time delay M

표 3 PDFS class

Table 3 PDFS class

PDSG class

Attribute Name Attr.  Type Explanation T M/O

LNName Shall be inherited from Logical-Node Class (see IEC 61850-7-2)

Data

Common Logical Node Information

Mod INC Mode M

Beh INS Behavior M

Health INS Health M

NamPlt LPL Name Plate M

OpCntRs INC Resetable operation counter O

Controls

CtrlBypSW SPC Control Bypass switch M

Status Information

Str ACD Start M

Op ACT Operate M

D64pST ACD 64P contact status information M

Settings

IntgTmms ING Integral Time M

RcvTmms ING Waiting time for receiving M

PDSGEna SPC Function enable M

표 4 PDSG class

Table 4 PDSG class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  규격인 IEC 61850 통신 시스템

을 도시철도 DC  시스템에 용하여 시스템 보호 요소

들의 표 화 모델을 구성 하 다. DC  시스템에 필요한 

보호 요소를 분류하고 각 보호 요소의 동작을 한 정정요

소를 정의 하 다DC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보호 요소

에 한 IEC 61850 Logical Node 설계 방법을 제시 했으며, 

DC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조사가 다른 보

호 장치들에게 IEC 61850 국제 표 을 용하여 표  통신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제조사가 다른 장치 간의 상호 정보 

교환과 상  시스템과 장치간의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갖는 통신 시스템을 구 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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