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대상 사업내역서

- 2015.01.01. : 1차년도 연구과제 착수
- 2015.12.15. : 차세대전력망 특별전문위원회(2015년 수행실적 평가)
- 2015.12.31. : 1차년도 연구과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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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2차년도 연구과제 착수
- 2016.01.08. : 한국전기연구원 최우수연구과제 선정

sschoi@keri.re.kr)
사 업 명

스마트 변전소 프로세스 버스 구현 및 응용기술 개발

- 2016.11.08. : 차세대전력망 특별전문위원회(2016년 수행실적 평가)
- 2016.12.31. : 2차년도 연구과제 종료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7.01.01. : 3차년도 연구과제 착수
- 2017.06.01.~ 08.31. : “스마트변전소 프로세스버스 구현기술 개발”

- 미래 지능형 전력망에 요구되는 풀-디지털(Full-Digital) 스마트
변전소 프로세스 버스 고신뢰 네트워크 기술은 전력설비들 간

단계 전환 기획연구
- 2017.11.07. : 차세대전력망 특별전문위원회(2017년 수행실적 평가)

복잡한 구리선 연결방식의 아날로그 변전소에서 광케이블 연결
방식의 디지털 변전소로 변환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변환기술임.

- 2017.12.31. : 3차년도 연구과제 종료
- 2017.12.04. : 연구업무심의회(2018년 2단계 사업 선정 심의)

본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해외 기술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세계최고 성능의 국산화 가능함. IEC 국제표준을 따르는 스마트

- 2017.12.30. : 한국전기연구원 KERI 대상 우수상 선정
- 2018.01.01. : 2단계 1차년도 연구과제 착수

변전소 프로세스버스 구현 및 응용을 목표로 실시간 대량의 원시
데이터의 디지털전송, 설비보호, 제어, 운영, 예방진단을 위한

- 2018.11.14. : 차세대전력망 특별전문위원회(2018년 수행실적 평가)
- 2018.12.31. : 1차년도 연구과제 종료

무지연 고장회복기능의 고가용성 네트워킹, 고정밀 시각동기화기술 등
풀-디지털변전소 프로세스버스 네트워크 관련 응용 플랫폼 기술 제공

- 2019.01.01. : 2차년도 연구과제 착수
- 2019.01.01.~ 2019.12.31 : 한전 디지털변전소 실증 (국내최초 전기연
연구성과물인 PRP/HSR 네트워크 실계통 변전소 고신뢰, 저비용 네트
워크 장치 적용)

○ 추진기간 : 2015.1.1 ~ 2020.12.3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2019.11.13.: 전력망본부 특별전문위원회(2019년 수행실적 평가)
- 2019.12.31. : 2차년도 연구과제 종료

○ 총사업비 : 8,439백만원
1단계
2015~2017
4,113백만원

2단계
2018~2020
4,325백만원

- 2020.01.01. : 3차년도 연구과제 착수
- 2020.01.01.~ 현재 : 한전 디지털변전소 실증 (장기간 연속운전 중)

합계
2015~2020(총6년)
8,439백만원

○ 최초 제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제안자 : 책임급 최성수

○ 주요 연구내용

- 최종 결재자 : 원 장 최규하

- 고가용성 이중화 데이터 전송모듈 및 장치 반도체 설계 및 구현
- 고정밀 시각동기화 통신 모듈 반도체 설계 및 구현
- PRP/HSR/PTP 통합 프로토콜 아키텍처 설계 및 장치 구현
- 스마트변전소 프로세스버스 구성장치 적용 기술 및 시뮬레이터 구축
- 지능형 디지털변전소 프로세스버스 고신뢰 네트워크 플랫폼 설계 및 구현
○ 추진경과
- 2014.06.01.~ 08.31. : “스마트변전소 Process bus 네트워크기술 개발”
기획연구
- 2014.11. : 연구업무심의회 개최 및 연구 과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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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자
사업수행자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관련자 및
업무분담

구분

내용)

본부장

김석주 책임급 2015.01.~2017.02.

대과제 총괄

본부장

윤재영 책임급 2017.03.~2018.12

대과제 총괄

본부장

이정호 책임급 2019.01.~현 재

대과제 총괄

성명

직급

참여기간

과제책임자 최성수 책임급 2015.01.~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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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및 시스템 설계, 구현,
검증 총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연구자

이원태 책임급 2015.01.~현 재

시뮬레이터 연구

연구자

김영선 책임급 2015.01.~현 재

시뮬레이터 구축 및 검증

연구자

오휘명 책임급 2015.01.~현 재 고가용성 이중화 상위 설계

연구자

이순우 책임급 2015.01.~현 재

연구자

강지명 선임급 2015.01.~현 재

연구자

김재문 선임급 2015.11.~2019.6

연구자

이효동

연구자

박창운

연구자

손상우

연구자

이주승 연구원 2019.11 ~현 재

연구
지원급
연구
지원급
연구
지원급

고정밀 시각동기화 설계
고정밀 시각동기화 S/W
개발
고가용성 이중화 설계

2018.10.~현 재

네트워크 H/W 구현

2018.10.~현 재

네트워크 S/W 구현

2018.10.~현 재

프로토콜 구현

- 스마트 변전소 프로세스 버스 모의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구현(H/W)
- IEC 61850 변전소 통신 보호 제어 구성 장치 기능 요소 구현(S/W)
○ 1Gbps급 전송속도, 무지연 고장회복, 1μs 이하 고정밀 시각동
기화 통신성능의 프로세스버스 네트워크 모듈 및 장치 개발
- PRP/HSR/PTP 프로토콜 통합 설계 (4-port지원 FPGA 칩셋 및
네트워크 보드 H/W, S/W 구현) 및 검증
○ 정상 및 고장상황아래 통신성능 평가용 시뮬레이터 설계 구현
- 데이터전송율, 프레임처리시간 및 고정밀시각동기 해외 선진사
제품들과의 성능 비교 테스트 수행시 대등 또는 세계최고 성능
결과 확보

프로세스버스 네트워크
설계

○ 관련 기업 및 학계 (산학연 협의체 구성)
- 세종대학교,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
- 한국전력공사(송변전운영처,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연구원), 비츠로테크,
비츠로이엠, 세니온, 제니스텍, 대웅전기공업, 에이투유정보통신
○ 고가용성 이중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사양 개발
- 프로세스 버스 통신시스템 H/W 사양 개발
- 프로세스 버스 통신시스템 구성장치별 모델링
- 아키텍처 레벨 프로세스 버스 통신시스템 시뮬레이터 개발
○ 고가용성 이중화 데이터 전송 시스템 회로 설계
- HSR 프로세스버스 통신 모듈 반도체 회로 IP 설계
- 디지털 회로 앞단 설계 (HDL Designer설계)
- Velilog HDL설계 및 Functional Test검증

추진실적
○ IEEE1588ed2 시각동기화 OC, TC 알고리듬 설계, 임베디드 S/W
개발 및 H/W 구현 (C 설계 및 2-port지원 Xilinx FPGA 칩구현)
○ 스마트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HSR 통신 모듈 개발
(HDL기반 반도체회로 IP)
○ PRP/HSR 프로세스 버스 통신 모듈 시작품 개발 (H/W)
- 끊김없는 고속 절체기능 구현 (1Gbps Optical SFP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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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변전소 프로세스버스 모의 네트워크 구축

○ 국제시험행사 참가(2건)를 통한 시제품의 우수성 증명 및 홍보
- 2017.08. : 연구결과 시제품의 ISPCS 2017 PlugFest(미국, 몬트레이),
국제정밀시각동기화 TEST참가 시연 성공
- 2017.10.: 연구결과 시제품의 UCAiug 2017 (미국, 뉴올리언스)
국제스마트그리드 IoP(상호공존성) TEST참가 시연 및 시험성공
○ 프로세스버스 지능형 전자장치 시스템 (MU-IED) 회로 설계
- 스마트변전소 프로세스버스 MU-IED 반도체 회로 IP 설계 및 구현
○ 중소기업 기술이전 (2018.01)
- HSR/PRP/PTP IP (네트리스트 회로), 총 1.65억원 (정액기술료),
3% (경상기술료)
○ 국내최초 프로세스버스 지능형 전자장치 시스템의 국제시험 성
공을 통한 시제품의 우수성 증명 및 홍보
- 2019.09.~2019.10: 연구결과 시제품 2종 (KRB200 및 KMU100)
- 국제시험 IEC61850 IoP(상호운용성) TEST UCAiug 2019 (미국,
샬롯) 참가 및 시험 통과(Pass)
○ 국내최초 디지털변전소 고신뢰 네트워크 실증 중
- 2019.01.01.~ 2020년 : 전기연 개발시제품 적용 한전 154kV 변전소
스테이션버스 보호, 제어 3개소
PRP/HSR/PTP 장치 24대 실증 성공

대상

프로세스버스

네트워크

- 실증결과, 통신적합성, 진보성, 안정성 및 신뢰성 실증테스트 성공(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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