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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현재 국제 표준 IEC61850은 Edition 2.0 이 발간되면서 기
존 Edition 1.0에서 불가했던 Live 시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IEC 61850
Edition 2.0을 따르는 장비를 외국 제조업체들과 국내 업체들은 개발 진
행 중이며, UCAIug는 IEC 61850 Ed2.0 표준 시험 절차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
이다.
본 논문에서는 Edition2.0이 적용된 IED를 시험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
고, TTCN-3를 이용하여 작성된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시험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1. 서    론

IEC61850은 IEC TC57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이 변전소 자동화 및 차세대 에너지 관리
자동화를 위해 제안한 국제 표준이다. IEC 61850에서 변전소를 이루는
모든 장비들을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로 표현 가능하며, 장
비 간 내외적 통신 프로토콜들을 정의하고 있다. 과거 Edition 1.0 기술
의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장비 및 시스템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개
별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전체적인 시스
템 간 연동 및 실제 상황 Live 시험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IEC 61850 Edition 2.0 표준이 개발되었고 Live 시험이 가능
한 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 세계 IED 제조기업들은
Edition 2.0이 적용된 장비와 서버를 개발하고 있다. UCAlug는 IEC
61850 Edition 2.0 표준 시험 절차서를 2013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UCAlug는 디지털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IED에 대해 적합성 시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EC 61850-10을 통해 개발된 IEC61850 server
소프트웨어와 IED 하드웨어의 적합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어 있지만, Live 상황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 응용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Live 상태에서 여러 IED 장비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에 맞
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은 기술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이며, 검증 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불안정성 및 사용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TTCN-3는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을 시험하는데 적합한 프레임 워크와
전용 언어를 제공해주어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테스트의 진행과정과 최종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
련의 과정을 모두 Log로 남기거나 그래프를 통해 진행 순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 TTCN-3를 이용해 시험 시스템
설계가 완료되면, 시험 시나리오는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유연하게 설
계할 수 있어 수정과 확장이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TTCN-3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험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시험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의 한시 과전류 검출 시나리오 차트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2장의
시나리오를 수행할 시험 시스템의 설계 와 결과를 보여주고, 최종시험
시나리오를 설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다룰 것이다.

2. 과전류 검출 시나리오

IEC618 Protection 기능을 가진 IED가 한시 과전류를 검출했을 때
차단기(Circuit Breaker)를 작동 시키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시험
환경은 전류를 측정하는 IED와 시험 대상인 보호 IED, 그리고 보호
IED와 연결되어 있는 차단기 제어 IED 3개로 구성을 가정한다. 한시 과
전류 보호(Instantaneous overcurrent ,PIOC) 기능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시 과전류 보호(Time overcurrent, PTOC)의 행동을 잠시 정지시켜
놓는다(Beh = off). 이후 PTOC에게 전달된 모든 메시지는 PTOC가 사
용하지 않는다. IED Merging Unit은 측정한 전류 값을 Sampled Value

에 담아 연결된 IED에게 전달하고, Sampled value를 전달받은 IED는
전달 받은 메시지의 Sim 값이 ‘false’인지 q는 normal인지 확인한 다음
과전류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과전류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무런 행동
도 하지 않고, 과전류라고 판단되면 PIOC는 Protection trip
conditioning(PTRC)에게 차단기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Trip Message를
전달한다. PTRC는 곧바로 XCBR이 있는 IED에게 차단기를 닫아야 한
다는 내용이 담긴 GOOSE(Generic object-oriented Event)message를 전
달한다.
대상 IED의 입출력 측면에서 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표1>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Sim 데이터 값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GOOSE나 Sampled Value를 받아
들여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그림1에 나온
Protection IED내부 인자들은 Sim이 true인 메시지를 전달받아도 사용
하지 않는다.

<그림 1> 과전류 보호 기능의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Flow Chart

 <표 1> IED Protection Input & output

3. TTCN-3

  TTCN-3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에서 제정한 표준 테스트 언어이다. TTCN-3는 상호운영성과 적합성을
시험하는데 적합한 프레임워크와 시험언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동차
와 스마트 그리드간 통신 V2G 통신 인터페이스 상호운영성 연구와[1],
eHealth information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시험 연구[2]에서 이용되었다.
TTCN-3은 대상과는 독립적으로 시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시험
시스템 설계자에게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3.1 TTCN-3 시험 시스템 아키텍처
TTCN-3 시험 시스템은 다음 <그림 2>와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
시험 시스템 사용자는 TTCN-3 시험 시스템 TM(Test Managemen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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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Test Loging)을 통해서 시험 시스템을 구동하거나 시험 과정을 기
록하게 할 수 있다. 시험 시나리오는 TTCN-3 전용 컴파일러를 거쳐
실행 가능한 형태, TE(Test Execution)으로 나오게 된다. 이 TE는
TTCN-3 인터프리터에 의해 실행된다. 시나리오가 실행될 때는 시험에
동반될 컴포넌트들을 CH(Component handling)가 제어한다. CD(Coding
and Decoding)를 통해 시험 시스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나 시험
시스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데이터를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다.
물론, 외부 코덱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나온 요소들은 TTCN-3
Control Interface(TCI)를 통해 TE와 연계 된다.
T시험 대상자 SUT는 System Adapter(SA)를 통해 시험 시스템과 통
신한다. 통신은 시험 시스템의 가상의 포트와 시험 대상자의 통신 인터
페이스나 포트가 연결됨을 의미한다. Platform Adapter(PA)는 TTCN-3
에게 타이머와 같이 사용 가능한 외부 기능을 제공해준다. 이 SA와 PA
는 TTCN-3 Runtime Interface를 통해 제공된다.

<그림 2> TTCN-3 Test System Architecture

   3.2 과전류 검출 시험 시스템
TTCN-3 시험 시스템은 시험 대상에게 실제 구동환경과 유사한 상

황을 제공해주기 위해 시험 시스템 내부에 객체들을 생성하고 시험 대
상과 통신한다. 내부 객체들은 생성 개수의 제한이 없으며, 원한다면 다
중 통신을 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시험
에서는 시험 대상과 통신할 객체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3>과
같이 시험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였다.
MTC는 Main test component로 자신 이외의 객체를 생성하거나 제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 시험을 위해 다른 객체를 생성하지만 다른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MTC가 직접 시험 대상자와 통신하여 시험을 진
행할 수도 있다. PTC는 Parallel test component로 MTC가 생성한 객
체들을 의미한다. PTC는 시험 대상자와 통신을 하는 주체로서 여러
PTC를 생성함으로써 다중 통신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PTC는 port라
는 가상 port interface를 선언함으로써 MTC와 다른 PTC 그리고 시험
대상자와 통신할 수 있다. PTC가 시험 대상자와 통신할 때는 PTC의
port interface가 System Adapter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수신한
다.
과전류 검출 시험 시스템에서 MTC는 test sheets에 따라 PTC를 제어
한다. PTC는 과전류 데이터를 생성하여 대상 IED에게 전달하고, 대상
IED가 전송한 GOOSE 메시지를 수신 받는다. PTC는 수신 받은 메시지
가 시나리오에 따라 수신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메시지인지 판단하여
그 결과를 MTC에게 전달한다. PTC에게 결과를 받은 MTC는 최종 결
과 Verdict을 내린다.

<그림 3> Test System Model

  3.3 과전류 검출 시험 
  시험에 앞서 대상 IED를 시험 상태로 조정해야한다. 과전류 검출 기
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LN PIOC와 PTOC의 Beh을 test/Blocked로,
sim을 true로 설정해야 한다. beh를 test/blocked으로 설정하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들의 q값이 test로 설정하게 되고, Output Signal을 내보내
지 않게 된다. 따라서 메시지는 교환하되, IED 외부로 Signal을 보내지
않는 상태가 된다.
과전류 검출 시험 시나리오는 다음 <그림4>와 같다. 전류 측정 데이터
Sampled Value 메시지의 sim이 false이거나 q가 normal인 경우 PIOC의
설정 값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PIOC에서 전달 받은 메시지를 무시하
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sim이 true이고 q가 test인 과전류 측정값은
PIOC가 전달 받아 과전류인지 점검한다. 이때 전달된 값은 과전류 이므
로 PIOC는 PTRC에게 차단기를 닫으라는 Trip을 전달하게 된다. PTRC
는 Trip을 전달 받고 곧바로 차단기를 닫는 GOOSE 메시지를 XCBR에
게 전달하게 된다. XCBR에게 전달된 GOOSE 메시지의 sim은 false이
고 q는 tes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im이 false로 설정된 XCBR은 이 메
시지를 받더라도 무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똑같은 GOOSE 메시지를
TTCN-3 시험 시스템이 전달받게 된다. 시험 시스템에서는 전달 받은
메시지의 sim과 q 값을 확인하고 GOOSE메시지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내용이 맞으면 최종적으로 시험 시나리오를 완수
한 것으로 결정 짓는다.

<그림 4> 과전류 보호 기능의 보호 상태를 나타내는 Flow Char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ive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험 시나리오를 수행
하는 TTCN-3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비록 Eidition 2.0이 적용된 IED 와
software와 연결해 실제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TTCN-3를 활
용하여 개별 IED에 대한 시험 시나리오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시스템
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차후 IED 제작 회사로부터
SCD 및 ICD파일을 얻는다면 실제 운용중인 IED들의 구성과 기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 다룬 구성을 설정에 맞게
변경하면 충분히 TTCN-3으로 시험 시나리오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논문의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면 더 나아가 전체 변전소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시스템과 시험 시나리오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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