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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terogeneous Data Linkage Plan for the IEC 61850

based Power Surveillance System

HeungSeo Park

Advisor : Prof. JunHo Choi, Ph.D.

Department of 소프트웨어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Chosun University

IEC 61850 technology has been applied in Korea through a digital substation

integrated automation system since 2010, and is being applied to power facility

monitoring, diagnosis, and field applications. In the meantime, in the field of power

transmission and underground cable monitoring and diagnosis, the system is closed,

so it does not follow the standard flow of these communication protocols, and uses

its own protocol based on PLC and Modbus provided by manufacturers that

monopolize the market. It is based on IEC 61850. For integrated management and

data linkage in the system, it is necessary and required to link the PLC-based

manufacturer's own protocol and the power system in the transmission and

substation field. Therefore, in this paper, w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C

protocol and IEC 61850 to link the PLC protocol and Modbus used in the existing

power tools with the IEC 61850 protocol, which is gradually expanding in the field

of power system transmission and substation. It proposes a data linkage

implementation method for integrating the electric power system into an IEC 61850

based system. In addition, through the presented and implemented interface, it

shows the linkage result through demonstration.



- 1 -

Ⅰ. 서론

A.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설비 감시/진단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송·변전 분야는 IEC 61850 기술을 시스템 규격 표준화를 전

분야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송전 지중 전력구 분야도 이 중 한 분야로서 폐쇄적이고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의 전력설비를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해 전력설비의 상태 및 진

단 데이터의 실시간 취득 및 시스템 제어를 목표로 관련 연구 및 연구결과에 대해 실

증 실험에 대한 시범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송전 지중 전력설비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전력구 운영시스템은 PLC 통신방

식에서 IEC 61850 통신방식의 전력구 상태 진단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새롭게 생긴 신규 전력구에는 IEC 61850 통신을 할 수 있는 전송장치가 설치되

어 있으나, 운영 중인 기존 전력구의 전력설비들은 제조사 기반의 PLC 통신을 하는

제어장치가 설치 운영하고 있어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IEC 61850 기반의 전

력구 상태 진단 시스템에서 통합 감시 관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송전 전력구 지중

설비의 실시간 상태 및 진단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방식을 IEC 61850 기반의 상태 진

단 시스템으로 통신하기 위해 PLC 통신 프로토콜을 IEC 61850 통신 인터페이스로 변

환하여 상태 진단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개

발 및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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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력시스템 중에서 전력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중 전력설비

들의 실시간 상태 및 감시정보를 전송하는 통신방식인 PLC의 제조사별 프로토콜의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IEC 61850 기반의 전력구 운영 시스템인 상태 진단 시스템

에 수용하기 위하여 통신 및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IEC 61850 통신방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CommInterface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CID 파일을 생성하여 상위 전력감

시 시스템인 상태 진단 시스템과 연계 실험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서술하고, 2장에서 지능형

전력구 상태 진단 시스템과 PLC에 대한 프로토콜 및 특징, IEC 61850 프로토콜에 대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IEC 61850 데이터 속성, PLC 기반 제조사 프로토콜에 대한 내

용과 PLC와 IEC 61850 이 기종 데이터 연계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시하

는 방법에 대해 실험 및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에서는 결론에 대해 서술하고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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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A. 지능형 전력구 상태 진단 시스템

전력구를 대상으로 전력구 감시시스템이 10년 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비

표준, 외산 및 인력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전력 분야의 발전된 ICT기술을 활용하지 못

하고 종래의 감시시스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중송전 감시시스템의 경우

지역 사업소 단위 시스템별로 감시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

화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프로토콜을

유지해 오고 있다. 지역별로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력구 감시 및 제어시스

템의 데이터 취득과 전력구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EC 61850 기반의

상태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림 2-1] IEC 61850 기반 상태 진단 시스템 구성

전력구 감시진단을 위한 IEC 61850 기반의 전력구 현장제어용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s)는 지중 케이블의 이상상태, 전력구 환경상태를 IEC 61850 통신프

로토콜을 통해 감시 진단용 센서에서 IEC 61850 기반의 현장제어용 IED를 거쳐 무중

단 이중화 네트워크 프로토콜 HSR(High-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를 통해

상위 운영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상위 운영시스템(CMD Master)는 지중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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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하 전력구 상태에 대한 건전성 평가 후, 지중 전력구 통합 운영시스템에 데이터

를 전송하여 설비 운영자에게 설비의 이상 유무 및 고장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전력구 현장제어용 IED의 주요 기능은 각종 센서로부터 동축 케이블이나 제어 케

이블을 통해 계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후 IEC 61850 8-1

MMS(Manufacturing Message Specification) 포맷으로 CMD Master로 메시지를 전송

하며, 감시 및 제어 신호를 송·수신한다. 또한, 각 데이터 전송 모듈은 HSR 네트워크

스위치와 호환 가능한 HSR 통신모듈이 내장 되며, 지중 전력구 통합 운영시스템으로

부터 제어명령을 받아 규정된 시간 내에 제어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2-2] 전력구 현장제어용 IED 구성

전력구 감시진단을 위한 현장제어용 IED는 각종 감시 센서들(온습도, CO2, 3축가속

도, 시스전류, IR센서, 가스센서 등)의 신호를 수용하기 위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입력모듈(AIU)과 감시 및 제어설비들(배수펌프, 송풍기, 조명, 출입문 등)의 동작(접점)

신호를 수용하기 위해 감시/제어 모듈(DIU/DOU)이 필요하며, IEC 61850 통신 및 시

각동기 기능, 각종 연산 및 알람 로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구 현장제어

용 IED의 구성요소 및 세부 사양은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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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사양

기능별

모듈

AI 모듈
아날로그(AI) 센서 입력보드

TCP/IP(Comm) 센서 입력 보드

DI 모듈 감시용 32채널

DO 모듈 제어용 16채널

통신보드
Modbus TCP(센서), IEC 61850 MMS, File

Transfer(상위)

전원보드 Free Voltage(AC/DC 겸용), AC : 220V, DC 125V

시각동기 IRIB-B, IEEE1588, SNTP Server

인증시험 통신시험 IEC 61850 MMS 인증

[표 2-1] 전력구 현장제어용 IED 구성요소 및 사양

B. 전력시스템 프로토콜의 종류 및 특징

현재 송전 전력구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력통신 프로토콜에는 PLC, Modbus,

DNP(Distributed Network Protocol) 3.0 프로토콜과 디지털 변전소 자동화 목적에서

전력유틸리티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는 IEC 61850 프로토콜 등이 있다.

1. PLC 프로토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란 종래에 사용하던 제어반 내의 릴레이 타이

머, 카운터 등의 릴레이제어반 기능을 LSI, 트랜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 기

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치 연산 기능을 추가하여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순환(SCAN)하면서 로직을 수행하는 제

어 장치이며, PLC는 초기에는 프로그래밍 컨트롤러로 불리었으나 개인용 컴퓨터의 약

자인 PC와 혼동되어 1978년 미국 전기 공업회 규격(NEMA)에서 PLC로 명명하였고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하여 Logic,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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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

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1].

[그림 2-3] LSIS 블록형 PLC 전체이미지

대부분의 PLC는 접접의 AND, OR연산과 Timer/Counter 연산 등의 기본 연산 기능

과 서브루틴, SHIFT, MASTER CONTROL, 데이터 연산 등 응용 연산 기능을 지닌

다[2]. PLC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때문에 간단히 제어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많아지게 되어 제조사 별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3]. 기계나 장치를 PLC로 제어하는 경우에 우선 그 제어의 내용을 PLC가 판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표준이 있기는 하나 제조사의 기종

에 따라 차이가 많다[2]. PLC를 접하는 엔지니어는 제조사마다 자체 기술을 고집하여

시장의 독점을 추진하였고, 사용자의 측면에서의 편의 사항은 고려되지 않아 현재의

PLC들은 사용 프로그램 언어도 제각각이고, 통신 네트워크도 서로 달라서 PLC를 활

용한 시스템 통합이 어려우며, 여러 업체의 PLC가 혼합하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경우나 PLC 기기 교체하는 사용자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만 하였다[2].

PLC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물리적으로 케이블 배선을 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변경

만으로 다양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4]. PLC 제어시스템은 단독, 집중, 분산, 계층

시스템을 나뉘는데 이 중 계층시스템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아래는 [그림 2-4]

PLC 제어시스템 계층시스템 구조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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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LC 제어시스템 계층시스템 구조

컴퓨터와 PLC 간을 결합하여 정보의 종합관리, 운영하는 제어시스템이다. PLC 제어

시스템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PLC는 인터넷 망처럼 누구나 사용하는 망을 사

용하지 않고 시스템제어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망을 사용하며 PLC 전용 이더넷

모듈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전용망 이더넷 망에 접속한 PLC 시스템은 PLC 기기 간에

고속링크, P2P, 전용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다[5].

LSIS XG-PD, Melsec PLC는 Works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정하고 PLC로 쓰기

하는 방법은 PLC의 통신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USB 통신방법과 이더

넷 통신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접점 데이터와 PLC를 관리한다. PLC는 시퀀스에 따른

입출력(I/O) List를 작성해서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 Melsec Q03 Series 기준으로 입

력 / 출력 List는 다음 [표 2-2]와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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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벌 고유번호 내 용

DC 24V

X0 현장 운전용 푸시버튼 스위치(ST1)

X1 현장 정지용 푸시버튼 스위치(STP1)

X2 제어실 운전용 푸시버튼 스위치(ST2)

X3 제어실 정지용 푸시버튼 스위치(STP2)

X4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 a 접점(THR)

COM1 Digital Input CommOn 1

[표 2-2] Melsec Q03 Series 입력 List

심 벌 고유번호 내 용

AC 220V

Y20 전자 접촉기

Y21 운전 표시등(RL)

Y22 정지 표시등(GL)

Y23 경보용 부저(BZ)

COM1 Digital Output CommOn 1

[표 2-3] Melsec Q03 Series 출력 List 

PLC에서는 입출력 List가 관리대장이며 결선도이다. 유접점 시퀀스는 시퀀스에 의해

결선을 하는 것이지만 입출력 List에 의해 배선되고 시퀀스 회로를 프로그램 로직화

하여 프로그램이나 Tool을 사용하여 입력한다[3].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I/O Point라고 얘기하며 외부에서 PLC로

들어오고 나가는 실제 I/O Point들도 있지만 PLC 내부에서 연산을 하기 위해 데이터

를 이동시키기 위한 내부 Adress도 있다. 외부 Adress는 I/O Point, 실태그 또는 PLC

로 실제 입력되거나 출력되는 포인트의 수량으로 내부 Adress는 가상태그나 PLC 내

부에서 연산에 사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메모리 주소로 표현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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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의 기본 데이터 단위는 Bit(비트)이다. 이 Bit라는 데이터 영역은 0과 1로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펌프나, 팬에 달린 모터가 켜졌는지, 혹은 커졌는지 표현할 수 있

으며 모터의 RPM 속도를 나타내야 하는 경우는 Bit를 모아 더 큰 수를 표현이 가능

하다. Bit보다 큰 데이터의 단위는 아래 [표 2-4]와 같다[6].

단위 수의 크기 변수

1Bit 2가지 수로 표현, 숫자 0과 1 %PX0, %LX0, %FX0

1Nibble 16가지 수를 표현, 0∼15 %PX0, %LX0, %FX0

1Byte
256가지 수를 표현

0∼255,, -128∼127까지
%MB0, %PB0, %DB0

1Word
65,536가지 수를 표현

0∼65,535, -32,768∼32,767까지
%PW0, %LW0, %FW0, %DW0

1DWord
4,294,967,296가지 수를 표현

-2,147,483,648∼2,147,483,647까지
%PD0, %LD0, %FD0, %DD0

1LWord 0∼264 - 1 표현 가능 %PL0, %LL0, %FL0, %DL0

[표 2-4] PLC 데이터 단위 및 수의 크기

LSIS XGT PLC 의 메모리 디바이스 종류는 아래 M, K, P 등이 있으며 [표 2-5]

PLC 원격 디바이스 종류에 나타나 있다. 각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변수 표시 문자

‘%’ 표시하며 통신을 할 때 원격의 CPU의 디바이스를 읽을 때, 그리고, 통신하여 로컬

CPU 디바이스의 값을 원격 CPU 메모리 디바이스에 저장할 때에는 디바이스 별 값을

알아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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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디바이스 종류 범 위 크기(Word) 읽기/쓰기

P P0 - P2047 2048 R/W

M M0 - M2047 2048 R/W

K K0 - K2047 2048 R/W

F F0 - F1023 1024

F F1024 - F2047 1024 R/W

T T0 - T2047 2048 R/W

C C0 - C2047 2048 R/W

U U00.00 - U7F.31 4096 R/W

Z Z0 - Z127 128 R/W

L L0 - L11263 11264 R/W

N N0 - N21503 21504 R/W

D(CPUH) D0 - D32767 32768 R/W

D(CPUS) D0 - D19999 20000 R/W

R R0 - R32767 32768 R/W

ZR ZR0 -ZR65535 65536 R/W

[표 2-5] 디바이스 종류별 입력 범위

디바이스 입출력 P는 외부기기와 대응되는 영역으로 입력기기의 푸시버튼, 스위치

등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부와 모터, 램프 등에 연산결과를 전달하는 출력부로 이

루어진 영역이다[7]. PLC의 내부 릴레이 M은 입출력 P와 연결하여 외부출력이 가능하

며 K는 M과 사용 용도는 동일하나 전원ON, RUN시 그전의 데이터를 보존하는 래치

영역이다. L은 통신모듈 장착 시 해당 모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며 T는

타이머로서 기본주기 0.1ms, 1ms, 10ms, 100ms의 4종류가 있고 카운터 C는 입력조건

의 Rising Edg에서 카운트되며 Reset 입력에서 카운터의 동작을 중지하고 현재치를 0

으로 소거한다[7]. D는 레지스터로서 내부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으로 16, 32비트로 읽

고 쓰기가 가능하다. S는 스텝제어 릴레이로 전원 On시와 Run 시작시에 따라 첫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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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0으로 소거된다[7]. F 특수 릴레이는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PLC 상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며 특수모듈 데이터 레지스터인 U는 슬롯

에 장착된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오는데 사용되고, R은 파일 레지스터로서 내부

플래시 메모리 사용을 위한 레지스터이며 N은 통신 레지스터이고 P2P 서비스를 위한

전용 레지스터이다[7].

2. IEC 61850 프로토콜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규격화한 IEC 61850 프로토콜

은 변전소 내 모든 장치 간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전력시스템을 엔지니어링 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 국제표준 프로토콜이다. 변전설비

들 간의 통신은 변전소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전체 기능들에 의해 부여되는 많은 요

건들을 수행해야한다. 변전소 내 통신 인터페이스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만들어내

며 통신 모델링은 객체(예를 들어, 데이터 객체, 데이터 집합, 보고 제어, 기록 제어)와

객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예를 들어, 읽기, 설정, 보고, 생성), 삭제)를 정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IEC 61850-7에서 정의된다[8].

전 세계적으로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은 DNP와 IEC 계열로 사용해 왔

으며, 미국의 영향을 받은 곳은 DNP 3.0을 유럽 의 영향을 받은 곳은 IEC 60870을 사

용해 왔다. 하지만 이 두 계열의 프로토콜이 갖는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을 2003년부터 IEC 61850 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전력계통

보호, 제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변전소 종합

자동화를 통해 IEC 61850을 수용하여 적용해 오고 있으며 전력설비 감시, 진단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9].

IEC 61850 표준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Interoperability : 서로 다른 제작회사에서 만들어진 장치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

• Free configuration : 전력설비 및 장치들의 기능 정의, 통신 네트워크 구성 등을 자

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남

• Long term stability : 통신 기술의 일부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때 이를 수용하면

서 유지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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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850의 정보 모델과 모델링 방법은 IEC 61850의 핵심이다. IEC 61850 시리즈

는 [그림 2-5]처럼 실제 장치에서 발견되는 모든 종류의 변전소 IED 간에 정보를 공

개적으로 교환하는 공통 정보를 모델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10]. 다른 장치 간에 교환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표준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며, 변전소의 보호, 제어, 감시, 계

측을 위해 필요한 전력 설비들의 정보를 표준화하고 전력 설비들의 요소 기능들을 논

리적인 객체(LN, Logical Node)로 모델링한다. 예를 들면 Circuit Breaker를

XCBR(LN)로 표시되며 이는 CB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 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11].

[그림 2-5] IEC 61850 MMS 정보 모델

IEC 61850의 접근방식은 응용 기능을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최소 엔티티로 분해하

는 것이다. 엔티티는 논리 노드(예: 표준화된 클래스 이름 XCBR을 갖는 회로차단기

클래스의 가상 표현)라 한다[10]. 논리 노드는 IEC 61850-5에서 개념적 응용 관점에서

모델링되고 정의된다. 몇 개의 논리 노드가 논리 장치(예: 베이 유닛의 표현)를 구성한

다. 논리 장치는 항상 하나의 IED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논리 장치는 분배되지 않는다

[10]. 논리장치 기능을 토대로 논리 노드에는 전용 데이터 속성을 갖는 데이터(예: 위

치) 목록이 포함된다. 데이터는 특정한 구조가 있고 정의가 명확한 의미를 갖는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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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그 속성으로 표현된 정보는 정의가 명확한 규칙과 요구 성능에 따라 서비스에

의해 교환된다. 이 서비스는 고유하고 실제 통신 수단(MMS, TCP/IP, Ethernet 등을

사용하는 SCSM)으로 구현된다[10].

[그림 2-6] IEC 61850 정형화된 정보(Logical Node) 정의

IEC 61850은 [그림 2-6]처럼 Hard-wire로 전송되던 변전 설비들의 상태에 대한 감

시, 계측, 제어 정보의 아날로그 신호를 Logical Node로 정의 한 것이다. XCBR은 차

단기이며, XSWI는 단로기 등을 나타내며, CILO는 차단기, 단로기의 인터록 조건을 나

타낸다. GGIO는 다른 IED의 전력설비의 상태정보를 나타내는 LN이며 MMXU는

Measuring을 위한 LN(전압, 전류, 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 주파수 등)이고, PTRC는

과전류 보호계전의 상태를 보이고 제어하고, PTRC는 Trip 명령을 보내기 위한 LN이

다. 전력계통 시스템 같은 실시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유효성 판정기준은 데이터

의 전송된 시간이다. 따라서 분산된 LN들 간에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통신에 대한

요건은 가용 또는 필요하게 되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IEC 61850-7에 정의되었다[12].

[그림 2-7]은 IEC 61850의 정보화 모델이며 변전소의 구성 장치나 기능들을 기반은

로 정보를 모델링하여 논리적인 객체 LN으로 정의되며, CDC(Common Data Class)에

서 LN을 구성하는 데이터들의 타입 클래스 형태를 정의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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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IEC 61850 정보 모델링

[그림 2-8]는 IEC 61850으로 변환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SSD(System Specification Description Files)는 변전소의 설비 구성과 데이터 모델과

의 관계를 표현한 파일로 Single Line Diagram, 단선도의 설비와 Logical Node 정보

를 나타내며, SCD(Substation Configuration Description Files)는 IED를 포함한 변전

소 전체의 구성 정보이며, ICD(IED Capability Description Files)파일은 IED의 구성

정보가 담겨있으며 IED 적합성 검사에 이용한다. CID(Configured IED Description

Files)는 엔지니어링 과정이 끝난 SCD 파일로부터 개별 IED의 정보를 추출한 파일이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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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IEC 61850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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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LC와 IEC 61850과의 이 기종 데이터 연계 방안

본 장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력구들의 PLC 기반의 제조사 통신방식을 IEC

61850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의 송·변전 분야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증가에 따라 통신 속도와 하드웨어 기능이 증대되고 기능 통합이 필요하게 되므로 시

스템을 통합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송․변전 분야도 클

라우드, 빅데이타, IoT, AI 등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기술 트렌드가 이슈가 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전력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관리에

서 데이터 통합, 서비스 강화, 사용자 편이성 증대 등으로 시스템 통합을 위한 데이터

연계 등으로 IEC 61850 프로토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전력시스템들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들 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전력구들의

PLC 장치들을 61850 기반 현장제어장치로 교체 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기

존 전력구들을 수용하기 위해 전력구 감시시스템 Gateway 서버에 PLC 기반의 제조사

프로토콜과 데이터가 연계할 수 있도록 IEC 61850 프로토콜로 변환 엔지니어링을 위

한 통신 인터페이스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1] PLC와 IEC 61850과의 이 기종 데이터 연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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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EC 61850 데이터 속성

IEC 61850은 IED 장치의 호환성, 자유로운 시스템 구성과 안정성 도모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EC 61850 프로토콜은 기존의 통신 프로토콜과 달리 매우 넓은 범위를

갖는다. 프로세서간의 통신과 객체 모델링 방법, 표준화된 설정 언어 그리고 적합성 시

험 등이 있다[15].

IEC 61850은 응용 기능들을 작은 개체로 분해하는 것이다. 작은 개체 즉, Logical

Node는 정보를 교환하는데 사용된다. Logical Node은 데이터 목록을 포함한다. 데이터

와 데이터 속성으로 표현하는 정보는 서비스에 의해 교환된다. Logical Node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평균 개수는 약 20여개 정도이다. 각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 속성으

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차단기의 점점 위치(Pos)는 XCBR에서 정의된다. 접점 위치가

데이터로써 정의된 것이다. Logical Node에서 접점위치와 카테고리는 “controls"이다.

접점의 위치는 제어 서비스를 통해 제어될 수 있다[10].

[그림 3-2] 트리구조로 설명한 Logical Node 접점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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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는 프로토콜의 의미에서 단순한 "Point"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많은 데이터 속

성으로 만들어진다. 데이터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름과 타입으로 정의된다. 데이터 속성

이름은 IEC 61850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표준화된 이름이다. 모든 데이터 속성 이

름에 대한 의미는 IEC 61850-7-3에 정의된다. 데이터의 이름이나 데이터 속성의 이름

은 IED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10].

데이터 속성 이름 의미

ctlVal 제어 활동을 결정

stVal 데이터의 상태 값

[표 3-1] IEC 61850 데이터 속성 이름과 의미

Pos 데이터에 대해 정의된 모든 데이터 속성의 집합을 CDC(Common Data Class)라

고 부르고, CDC는 IEC 61850-7-3에서 정의되며 상태 정보, 측정 정보, 제어가능 상태

정보, 제어가능 아날로그 정보, 상태 설정, 아날로그 설정, 기술 정보로 분류된다. IEC

61850-8-1은 MMS와 서비스 매핑에 대한 것이고, TCP/IP나 Ethernet과의 매핑은 IEC

61850-9-1, 91850-9-2에 정의된다[10].

IEC 61850 통신 기능의 특징은 응용 계층과 통신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응용 계층은

ACSI(Abstract Communication Service Interface)에 적합하게 통신하고, 이를 위해서

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에 알맞게 변환이 가능해야 하고 통신 프로파일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16].

B. PLC 프로토콜 연계

IEC 61850 기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PLC 기반의 프로토콜의 데이터를

IEC 61850기반 프로토콜로 변환을 하여야 한다. 전력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동작되어

야 하며 PLC 통신은 등록된 접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웹기반 전력구 상태

진단 시스템에 전달되어야 한다. 각 포트별로 전력구의 출입문, 조명, 펌프 등과 연결

되어 AI, AO, DI, DO의 접점 신호로 되어 있다. 국내 전력설비들은 대다수가 LSIS과

미쯔비시의 PLC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LSIS(XGT, XBT타입)과 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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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Melsec-Q 타입)의 PLC 프로토콜 연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LSIS XGT-TCP와

Mitsubishi Melsec-Q 통신 모듈은 통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점 하나 하나의

값을 개별적인 통신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송신하지 않고 연속된 여러 개의 접점 값을

하나의 읽기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읽어온다. 이렇게 읽어온 접점 값을 디지털 포인트

정보와 아날로그 포인트 정보에 설정된 매핑 정보에 따라 해당되는 IEC 61850

Server의 Data Object 주소를 찾아서 표시된 GatewayInterface의 UpdateIoPointValue

함수를 통하여 IEC 61850 Server Gateway로 전달한다. 제어의 경우에는 IEC 61850

Server Gateway에서 제어 포인트 정보에 설정된 매핑 정보에 따라 해당되는 PLC

Address를 찾아서 에 표시된 CommInterface의 ControlPoint 함수를 통하여 LS(PLC)

통신 모듈로 전달된다. 통신 모듈로 전달된 제어 정보는 해당 Address와 제어 값에 따

라서 적절한 제어 프레임으로 변환되어 PLC 기기로 전송되어 제어가 수행되도록 한

다. LSIS XGT 기기에서 매핑되는 Address의 종류와 표기는 다음 [표3-2]와 같다[17].

[표 3-2] LS XGT-XGK와 XGB PLC 어드레스 종류와 형태

접점 종류 B/W R/W 어드레스 형태 사용 예

P (입/출력) BIT Read/Write Pddddh P0020F

M (내부) BIT Read/Write Mddddh M00123

K (보존) BIT Read/Write Kddddh K0100A

F (시스템) BIT Read Fddddh F00010

L (링크) BIT Read Lddddh L00567

D (내부) WORD Read/Write Dddddd D2000

R (파일) WORD Read/Write Rddddd R0089

여기에서

0 <= dddd <= 2047의 10진수, 0 <= ddddd <= 32767의 10진수,

0 <= h <= 0xF의 16진수

최대 범위는 PLC 기종별로 다르므로 사용하는 기종에 적합한 어드레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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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bishi MelsecQ 기기에서 매핑되는 Address의 종류와 표기는 다음 [표 3-3]과

같다[18].

[표 3-3] Mitsubishi MelsecQ PLC 어드레스 종류와 형태

접점 종류 B/W R/W 어드레스 형태 사용 예

X (입력) BIT Read Xhhhh X010F

Y (출력) BIT Read/Write Yhhhh Y0123

B (링크) BIT Read Bhhhh B010A

M (내부) BIT Read/Write Mdddd M0100

L (래치) BIT Read/Write Ldddd L0256

F (어넌시에이터) BIT Read/Write Fdddd F0020

V (에지) BIT Read/Write Vdddd V0133

S (스텝) BIT Read/Write Sdddd S0030

D (데이터) WORD Read/Write Dddddd D2000

R (파일) WORD Read/Write Rddddd R1800

W (링크) WORD Read Whhhh W0012B

여기에서

0 <= dddd <= 2047의 10진수, 0 <= ddddd <= 32767의 10진수,

0 <= hhhh <= 0x07FF의 16진수

최대 범위는 PLC 기종별로 다르므로 기종에 적합한 어드레스를 사용한다.

Mitsubishi MelsecQ PL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툴인 GX Works2를 실

행시켜서 PLC 파라미터 화면을 띄운 다음 I/O Assignment 탭을 선택하면 다음에 표

시한 바와 같이 입/출력에 대한 어드레스가 표시되므로 이것을 참고하여 어드레스를

설정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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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LC와 IEC 61850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 방안

현재 운영 중인 전력구들은 대다수가 PLC 기반의 제조사 통신방식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전력구별 제조사별 PLC 데이터가 다르다. 국내 송전 전력구에는 PLC 기반의

현장제어장치 LSIS(XGT, XBT타입)과 미쓰비시(주)(Melsec-Q 타입) 제품이 가장 많

이 운영 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관리 하기 위해선 IEC 61850과 연계

가 필요하다. 지중설비의 상태, 제어 및 감시를 위한 PLC와 Modbus 현장제어장치의

접접 포인트 분석을 위해 제조사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점 포인트 정보를 취득

하고 이를 분석하여 IEC 61850 기반 소프트웨어 통신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3-3] PLC와 IEC 61850 인터페이스 연계 방안

[그림 3-3]은 기존 전력구의 PLC에서 IEC 61850로 변환을 위한 통신 디바이스 소프

트웨어인 CommInterface라는 이름의 공통 Interface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는 기존 전력구 및 관련 전력설비들이 상태 진단 시스템에 연계할 Device에 대해 동

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공통 Interface에 대한 데이터 정보는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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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nterface

InsertDevice LS(PLC) 추가

DeleteDevice LS(PLC) 삭제

UpdateDevice LS(PLC) 수정

StartDevice LS(PLC) 통신 시작

StopDevice LS(PLC) 통신 중지

InsertIoPoint I/O 포인트 추가

DeleteIoPoint I/O 포인트 삭제

UpdateIoPoint I/O 포인트 수정

ContolIoPoint I/O 포인트 제어

GatewayInterface

UpdateIoPointValue I/O 포인트 값 전달

NotifyControlResult I/O 포인트 제어

UpdateCommStatus LS(PLC) 통신 상태 전달

AddCommFrame LS(PLC) 통신 프레임 전달

[표 3-4] 공통 CommInterface 데이터 정보

통신 모듈이 획득한 I/O 포인트 값을 Update하고 제어 결과를 전송받기 위하여 IEC

61850 Server Gateway는 [표 3-4]와 같이 GatewayInterface라는 Interface를 구현한다.

특정 PLC 기기의 I/O 포인트를 전력구 감시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제어하기 위하여

현장 접점과 IEC 61850 통합 Gateway Address와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PLC의

I/O 포인트 정보는 다음 [표 3-5]와 같이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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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PLC I/O 포인트 정보

1. 디지털 포인트 접점의 상태가 0(OFF) 또는 1(ON) 상태로 표시되는 접점

I/O 포인트

IEC 61850
Address

LS(PLC)의 상태 접점과 매핑되는 IEC
61850 Logical Node의 Data Object
또는 Data Attribute Address

상태 [0] Address 0(OFF) 상태를 읽어 올 PLC 접점의 Address

상태 [1] Address 1(ON) 상태를 읽어 올 PLC 접점의 Address

2. 제어 포인트 접점을 0(OFF) 또는 1(ON) 상태로 제어하는 포인트

I/O 포인트

IEC 61850
Address

LS(PLC)의 제어 접점과 매핑되는 IEC
61850 Logical Node의 Data Object
또는 Data Attribute Address

제어 [0] Address 0(OFF) 제어를 수행할 PLC 접점의 Address

제어 [1] Address 1(ON) 제어를 수행할 PLC 접점의 Address

상태 [0] Address
0(OFF) 제어를 수행한 후 제어된 결과를
읽어 올 PLC 접점의 Address

상태 [1] Address
1(ON) 제어를 수행한 후 제어된 결과를
읽어 올 PLC 접점의 Address

3. 아날로그 포인트 온도, 압력 같은 연속적인 값을 갖는 포인트

I/O 포인트

IEC 61850
Address

LS(PLC)의 제어 접점과 매핑되는 IEC
61850 Logical Node의 Data Object
또는 Data Attribute Address

PLC Address 아날로그 값을 읽어 올 PLC 접점의 Address

PLC Data 종류

PLC 접점에 저장된 Data의 Bit 길이, 정수
/실수, Singed/Unsigned 형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UINT8, UINT16, UINT32, UINT64, INT8,
INT16, INT32, INT64, Float32, Float64

Scale/Offset

PLC의 아날로그 접점은 대부분 센서로 부터
직접 읽어온 값이므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다.
실제값 = (Scale x PLC 접점값)+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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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CommInterface 연계 방안은 PLC의 I/O List와 전력구 현장에 설치

운영중인 PLC 제어장치의 제조사와 모델을 확인 후 접점 정보를 제조사 전용 프로그

램을 이용해 확인하고 전력구 현장에서의 PLC 제어장치의 접점에서 감지기 센서 정보

확인을 위해 접점 시험을 통해 I/O List의 정확성을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I/O List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한다.

PLC의 제조사 기반 현장제어장치와 어떠한 설비들로 연결되어 있는지, 포인트 수량

및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DI, DO, AI 포인트와 그 포인트에 대한 수를 I/O List와 비

교하였으며 또한, PLC 기기에 접속하여 카드구성, IP, 연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전용 프로그래밍 툴을 노트북에 설치하고 LSIS의 XG5000 PLC 프로그램과

Misubishi사의 GX Works2 PL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LC에 접속하였다. XG5000을

통해 LS 산전 PLC에 접속한 후 [그림 3-4]와 같이 DI 32 Point 카드 3개와 DO 32

Point 카드 2개 및 관리 IP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3-4] LSIS PLC XG5000 카드실장 상태 및 Point 확인

현장기기들과 PLC 접점들이 연결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PLC와 현장기기들 간 Line이 연결된 T/B 접점들을 Short 시키거나 제어의

경우 릴레이 가동 유․무롤 확인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툴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는 Mitsubishi사의 MelsecQ PLC 현장제어장치 프로그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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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itsubishi MelsecQ PLC Point 확인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PLC의 DI 및 DO 카드 LED 램프를 통해 PLC Point번호와

내부 메모리 번지수를 알고 I/O List와 비교하여 접접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그림 3-6] 한밭대로 PLC#1 I/O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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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해당 전력구의 Device 정보를 제시한 CommInterface 소프트웨어를 통해

PLC 정보 등을 IEC 61850 엔지니어링 작업을 진행하며 IEC 61850의 어드레스는 다음

과 같다.

DomainName/LNname$Function Constraint$DOname$DAname[$DAname]

상태정보 중 출입문의 정보를 IEC 61850 어드레스로 설명하면 DomainName은 ‘IED

Name + Logical Device Name’ (PLC 현장제어장치 의 Device Name과 동일) 따라서,

IED Name이 LCMD_IPLC 현장제어장치4이고 PLC 현장제어장치의 Device Name이

UPT001인 경우의 DomainName은 LCMD_IPLC 현장제어장치4UPT001이 된다.

LNname은 ‘LN Prefix + LN Class Name + LN Instance’ 따라서 그룹 포인트의 포

인트 종류가 출입문 [KDEC], LN Prefix가 PLC 현장제어장치DOOR, LN Instance가 1

인 경우의 LNname은 PLC 현장제어장치 DOORKDEC1 이 된다.

출입문 [KDEC]의 디지털 포인트인 출입문 상태의 어드레스가 ST$OpCtl$stVal 이

므로 이 포인트의 IEC 61850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다.

LCMD_IPLC 현장제어장치4UPT001/PLC 현장제어장치 DOORKDEC1$ST$OpCtl$stVal

ST는 Function Constraint, OpCtl은 DOname, stVal은 DAname이다. 위와 같은 포

인트 매핑 작업이 종료가 되면 CID 파일로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7]을

통해 출입문 포인트 정보가 CID 파일 변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출입문 포인트 정보 CI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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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및 Modbus 제어장치의 접점 포인트 정보를 위와 같이 IEC 61850과 연계가 되

면 [그림 3-8]과 같이 PLC와 IEC 61850 접점 포인트 연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PLC와 IEC 61850 접점 포인트 데이터 연계

LSIS XGT-TCP 통신 모듈은 LS 산전 XGT 기기와의 통신 프레임을 사용자가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환하여 저장한다.

[그림 3-9] XGT/Melsec-Q 접점 데이터 어드레스 통합 Gateway로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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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프레임에 저장되는 내용은 통신한 시각, 송·수신 방향, 프레임 설명, 상세 프레

임 등이 저장된다. 작성된 통신 프레임은 GatewayInterface에 정의된 AddCommFrame

함수를 통하여 IEC 61850 Server Gateway로 전달된다. LSIS XGT 기기와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수동으로 테스트하기 위하여 LS(PLC) 기기의 통신 화면에

통신 접속/해제, 읽기/쓰기 테스트 기능을 갖춘다.

[그림 3-10] PLC/Modbus와의 통신 접속 테스트 기능

이러한 기능은 CommInterface에 정의된 TestCommand 함수를 통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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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결과

본 장에서는 구 전력소 현장제어장치 데이터를 받아 제시하여 구현된 “Comm

Interface”를 통해 IEC 61850로 변환하여 전력구 상태 진단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를 확인하였다.

A. 실험 구성

전력구의 LSIS XGT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실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HMI

CPU Xeon E3-12te 25v5

RAM 8.00GB

구현언어 Java, C#

개발 프로그램 Visual Studio 2013

IED

OS Embedded real Time Linux

MAIN-MEMORY SDRAM 1GByte (DDR-3, 64bits)

LAN port 10/100M Ethernet with IEEE1588-V2

Source Code CISCO Libary

구현언어 C

[표 4-1]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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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실험 구성도

B. 실험 방법

수용하여야 할 PLC의 접점 상태값을 웹기반 전력구 운영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2] PLC 접점 상태데이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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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의 접점 상태데이터 감시는 접점 데이터 값이 CommInterface를 거쳐 Server

Gateway에 전달되고 해당 접점과 매핑된 Logical Node값을 갱신하며, 등록된 Report

설정에 따라 Logical Node 값을 Client Gateway에 전송된다. Logical Node에 매핑된

접점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RabbitMQ를 통하여 웹기반 전력구 상태 진단 시

스템에 알려주게 되며 메시지를 분석하여 접점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화면에

표시된다.

[그림 4-3] PLC 접점 제어데이터 프로세스

PLC의 제어데이터는 상태 진단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제어명령을 수신하면 해당

PLC 기기에 전달하여 적절한 제어가 수행되도록 제어결과를 전력구 상태 진단 시스템

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어명령은 RabbitMQ를 통하여 Client Gateway에 전송되며 이

는 Server Gateway 전송되고 CommInertface에 전달되며 접점을 제어하는 프로토콜과

연계되어 제어를 시행한다. 제어가 된 후 제어 접점 상태를 읽어와 Server Gateway는

제어값과 상태값을 비교하여 제어결과를 전달한다. 이는 다시 웹기반의 상태 진단 시

스템에 전달되어 제어결과를 화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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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험 결과

IEC 61850기반 시스템으로 데이터 통합을 위한 CommInterface 연계 소프트웨어를

구현 후 현재 운영 중인 상위 전력구 관리시스템인 상태 진단 시스템 HMI에서 시스

템 실험을 하였다. IEC 61850 통합 Gateway에서 PLC와의 통신을 실행하여 해당 PLC

현장제어장치와의 통신을 수행하여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상태

가 변경된 포인트 값을 매핑된 IEC 61850 Server의 Object 로 전달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4-4] PLC I/O List IEC 61850 연계 시험

PLC의 접점데이터가 CommInterface의 61850 엔지니어링을 통해 CID파일이 생성되

고 XML기반의 SCL이 생성되어 웹기반 상태 진단 시스템에서 데이터 연계됨을 확인

하였다. 연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포인트의 실시간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다. IEC

61850 Server의 상태값은 ‘Object Tree’ 화면에서 표시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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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포인트의 실시간 상태화면

IEC 61850 Object Tree가 표시되고 오브젝트 값과 매핑된 포인트 이름이 표시된다.

PLC 현장제어장치 기기의 상태값이 표시된 화면은 다음과 같으며. 편집모드에서의 화

면과 동일하지만 상태 값이 실시간으로 갱신된다.

[그림 4-6] PLC 현장제어장치 기기의 상태화면

실행모드에서는 IEC 61850 Client와 Server 간의 통신 프레임과 각각의 PLC 현장제

어장치 기기와의 통신 프레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IEC 61850 통합 Gateway의 통

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력구 정보가 만들어진 CID 파일을 상태 진단 시스템 WEB서

버 HMI에서 엔지니어링 작업을 통하여 전력구 PLC와 상태 진단 시스템과 연동시험

을 확인하였다. [그림 4-7]은 CID DB 매핑 작업 화면이며, IEC 61850 어드레스 규격

대로 정상적으로 매핑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CID DB 매핑 작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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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와의 연동정보인 상태 감시정보, 계측 감시정보, 제어에 대하여 실험을 한 결과

전력구 PLC와 상태 진단 시스템간 연동시험 결과를 아래 [표4-2]와 같이 얻을 수 있

었다.

실험항목

상태 감시정보

(DIGITAL INPUT)

현장 기기와의 PLC 통신 및 상태감시 확인

☞ 개발S/W 접속 → DI Point확인 후

상위시스템 단선도 화면 및 상태변화 확인

계측 감시정보

(ANALOG INPUT)

현장 기기와의 PLC 통신 및 계측상태 확인

☞ 개발S/W 접속 → AI Point확인 후

상위시스템 단선도 화면 및 계측 변화 확인

제어

(DIGITAL OUTPUT)

현장 기기와의 PLC 통신 및 연동/동작 확인

☞ 상위시스템에서 기기 선택 후 제어 및

상태 변화에 대한 결과 확인

[표 4-2] 전력구 PLC와 상태 진단 시스템 간 연동시험 내용

제시한 IEC 61850 CommInterface 소프트웨어 통신 연계 모듈을 활용한 방안이 기

존 전력구들의 PLC 제어장치와의 연계 시험 결과 상태, 계측 감시정보, 제어에 대한

PLC, Modbus 제어장치 접점 포인트 정보와 연계됨을 확인하였고, PLC의 종류별 어드

레스 정보만 맞추어 주면 Comminterface 소프트웨어 연계 모듈을 통해 IEC 61850 엔

지니어링을 통해 전력시스템간 통합을 위한 이 기종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345kV, 154kV T/L 구간 전력구 PLC는 디바이스 수의 차이만 있을 뿐 종류와 정보

는 거의 같으므로 PLC 기반의 제조사 프로토콜이 같다면 IEC 61850 어드레스의

DomainName만 설정해서 엔지니어링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PLC를 사용하는 전력

시스템에서 IEC 61850 기반 시스템으로 통합에 필요한 IEC 61850 연계에 대하여 설계

방안에 대한 방향적 제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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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송․변전 분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력계통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설비 감시진단 및 통합관리를 위해 통신 프로토콜의

국제 표준화를 계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시스템 통합 관리를 위해 이 기종간의 인터

페이스가 가능한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력구의 현장제어장치 PLC가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체 프로토콜을 유지함에 있어 지중 전력설비의 연계성 한계와 전력구를 통

합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기종 설비, 시스템들과의 연계 및 전력구들

을 통합운영 하기 위해선 국제표준의 IEC 61850 프로토콜과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력구에 운영 중인 PLC가 전력구 운영시스템인 상태 진단 시

스템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IEC 61850 변환을 위한 CommInterface라는 공통 Interface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조사별, 전력구별 상이한 PLC 기반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공통

인터페이스를 통해 매핑 작업을 하여 IEC 61850 표준에 맞게 구성하고 CID 파일을 생

성한 후 상태 진단 시스템의 Gateway와 통신 및 파일 전송 기능을 확인하였다. 한밭

전력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61850 통신 인터페이스 성능 실험을 확

인하였다. 또한, 시스템 통합 및 이 기종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설계 및 구현 방향성

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전력구 감시시스템을 IEC 61850 국제표준규격 기반의 소프트웨

어를 적용하여 전사 통합운영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전국 지중설비에 대한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계통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해 전력구 상태 진단 시스템에 기존

전력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PLC 기반의 제조사 프로토콜 방식을

IEC 61850 변환이 필요하고 송․변전 분야의 PD 및 DTS, 케이블 다기능 진단 시스템

등 전력구의 과학화 설비들도 IEC 61850 통신 연계를 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전력시스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PLC에서 IEC 61850 시스템으로 연계가 필요할 때 설계 제안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시

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다음 연구는 송․변전분야와 배전분야 시스

템이 통합되기 위한 프로토콜간의 연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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