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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고속 메시지

Type 1A
트립. 송 속도는 등  P1 : 10 ms, 
등  P2/3 : 3 ms.

Type 2
간 속도 메시지 : 측정량 
송 시간 정의 없음

Type 3
속 메시지 : 매게 변수. 
송시간 : 500ms 미만

Type 4
원시 데이터 메시지 : Raw Data. 
송속도등  P1 : 10 ms

Type 5
일 송 기능 : 용량 일. 
송 시간 : 1000 ms 이상

Type 6 시간 동기화 메시지 : 시간 동기

IEC 61850용 IED의 시각 동기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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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재 많은 력계통용 보호제어 벤더들은 변 소 자동화 
국제표  로토콜인 IEC 61850을 용한 력 장비들을 개발하여 변
소에 용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장비들은 표 화된 IEC 61850 

로토콜을 용하여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 으며, 기존에 용되고 있
는 표 화된 기술들을 채택하고 있다. 변 소 장비들은 정 한 시간 
동기를 해서 표 화된 시각 동기 로토콜인 SNTP(Simple Network 
Time Protocol)나 NTP(Network Time Protocol)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EC 61850 로토콜을 용한 IED가 시각 동기 장치로부
터 시간 동기화되는 방안에 해 연구하 다. 

1. 서   론

  재 변 소 자동화의 국제표 의 흐름은 IEC 61850 로토콜로 
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로벌 력 제품의 벤더들과 
력시스템  장비들의 사용자들도 새로운 변 소의 개념들을 받아들이
고 차세  변 소를 해 력설비 반의 디지털화로 구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력계통 체를 ‘디지털 기반 네트워크’로 환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디지털 변전소 구성도

  IEC 61850 기반의 종합변 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변 소 내의 
많은 력기기들과 상  시스템간의 감시, 제어, 계측, 보호 등의 기능
들이 구 되는데 이때 정확한 정보 달을 해 시간의 동기화가 필요
하다. 특히, IEC 61850 통신 서비스들을 수행하기 해서는 시간의 동
기화가 필수 이다. 즉, IEC 61850에서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GOOSE, 
Reporting, SBO, MMS etc..)들에 시간 정보가 필요하다. 

  

<그림 2> IEC 61850에서 적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표 1> 메시지 타입과 해당 클래스

  
그림 1과 2에서 보듯이 디지털 변 소의 시스템의 시간 동기 모듈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용하고, IEC 61850에서 용된 
로토콜로는 SNTP(Simple Network Time Protocol)를 용하고 있

다.  

  1.1 GPS 개요
  GPS는 성항법장치(衛星航法裝置)라고도 하며 인공 성을 이용한 
범세계  치결정 체계로, 정확한 치를 알고 있는 성에서 발사한 
를 수신하여 측 까지의 소요시간을 측함으로써 측 의 

치를 구한다. GPS는 1970년  반부터 미국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60
억불의 산을 투자하여 만든 항법체계이다. 

            

<그림 3> GPS시스템 구성도

  GPS의 특징으로는 ① 정확한 3차원 치, 고도, 시간정보의 제공 ② 
 세계 으로 하루 24시간 연속 으로 서비스를 제공 ③ 수동 이며 

무제한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④ 어떤 기상조건에서도 사용이 가
능 ⑤ 간섭과 방해에 강하다는 을 들 수 있다.
  GPS의 시각 정보 달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에서 송된 데이터는 빛의 속도로 송된다. 이때, 일반 으로 
GPS 수신기에는 GPS 성의 보드상에 내장된 원자시계(2003 ~2005간 
새로운 성은 원자시계에서 세슘 시계로 체 용)보다는 정확도가 
낮은 수정시계가 장착되어 있다. 데이터의 송속도와 시간의 차이를 
알면 이동 거리를 알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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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성능 
등

정 도 
(ms)

용도

T1 ±1 이벤트의 시간 태그화

T2 ±0.1
교차  분산 동기검사 데이터의 시간 

태그화, 상  스 칭을 지원하기 한 시
간 태그

이동거리 = 빛의 속도(약 299,274km) × 지연시간

  따라서 정확한 시간을 해 지연시간의 최소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정확도가 높은 시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른 모든 측량 작
업과 마찬가지로 GPS 측량 역시 실 인 에러를 가진다. 더욱이 
GPS만의 고유 에러발생 요소도 내제하고 있다. 이러한 에러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시계 에러 
  성에는 정 한 원자시계가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시간 오차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 시계의 오차는 결국 
측 의 치결정 오차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② 부정확한 성 궤도 데이터
  GPS 성들은 정해진 궤도에서 조 씩은 이탈하여 항행하고 있다.
  ③ 수신기 자체 에러
  불행하게도 모든 GPS수신기는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수신기는 
아래와 같은 에러발생요소를 가지고 있다.
    - 수신기 내부의 잡음 발생
    - 수신기 내장 시계의 부정확
  ④ 측 에러
  GPS 신호는 라디오방송 를 통해 자신의 시간정보를 송한다. 라
디오 는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자. GPS 신호는 기로 이
진 여러 층들을 통과하여 지표에 도달한다. GPS 신호는 이런 층들

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달시간이 지연된다. 이런 신호의 도달 지연시
간은 성과 수신기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오차를 유발한다. 재는 
이러한 GPS의 에러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해 다양한 방법
들이 용되고 있다. Real Time Code(코드)과 Real Time Phase( 상)
을 해 치보정율(Position update rate)을 용하거나 이미 알고 있
는 하나의 고정국(a reference station)의 추가 신호를 입수하는 방법, 
이동식 기  사용 등의 많은 방법들이 추가로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 표  로토콜에서 시간동기를 해 사용
되는 SNTP(Simple Network Time Protocol) 로토콜을 용하여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의 시간 동기 기능을 구 하 을 경
우에 해 시험 오차와 시험 결과를 제시하 다. 

  1.2 SNTP/NTP 프로토콜 소개
  네트워크 시간 로토콜 NTP은 지정된 RFC-1305 [mil92] 사용하여 
컴퓨터 시계를 인터넷에서 동기화하도록 한다. NTP는 국가 인 시간
을 포 인 기계장치에 근하여 주 수를 공 하고 서 넷과 서 넷
피어에 각각 시간동기화를 조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부분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NTP는 특징이 
있는 동기화 서버와 네트워크 경로를 1~50(ms)까지 정확하게 공 한
다.  임의의 알고리즘으로 timekeeping 의 특성 등 몇몇의 불완 한 
동기화 원인을 해소하여 오늘날 인터넷의 요 부분은 msec의 정확성
을 달성하 다. msec는 복잡한 알고리즘 는 msec내에 응되는 기
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1 의 소수부까지 요구하지 않
는다. 간단한 로토콜의 시간 로토콜[Time protocol]은 이런 목 을 
해 사용한다. 이러한 로토콜은 보통 원격 로시 호출(RFC)이 포

함되어 있고 client가 서버에 시간과 날짜를 요구하면 약간의 지난 시
간(일반 으로 수msec 이내)을 기 으로 받게 된다. 
  NTP의 구조는 client와 서버를 넓은 범 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신
호가 늦어지는 단 이 있고, 기  시간을 제공하는 GPS 수신기의 단
선 는 성 데이터와의 교신 지연 등의 발생시 정확한 시간 데이터
의 제공이 어려운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해 SNTP 서버 내부에 기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클럭 소스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에 실제 으로 μsec을 순서 로 정확한 시간을 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2. 본    론

  2.1 IEC61850에서의 시간 동기 방안
  국제 표  로토콜인 IEC 61850에서는 데이터의 신속성과 정확성
을 해 많은 time stamp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기능별로 통신 속도
에 한 서로 다른 성능 요구사항을 정의하 고 필수 데이터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를 들면, 스테이션 벨에서의 정 도는 작업자에게 
동작 시간을 알려주기 한 수백 msec 정도이고, 베이 벨에서의 시
간 정 도는 이벤트의 타임 스탬핑을 해 수 msec의 정 도를 요구
한다. 로세스 벨의 머징 유닛에서는 측정된 아날로그 값의 동기화 
샘 링을 해 수 μsec의 정 도가 필요하다. 
  IEC 61850에서는 체 시스템에서 래되는 시간 정 도를 제외하
고는 동기화 메시지에 한 직 인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고 있지
만 표 2와 같은 ‘제어  보호 이벤트에 한 표  IED 동기화’ 요구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표 2> 제어 및 보호 이벤트에 관한 표준 IED 동기화

  이 메시지들은 체 시스템 동기화 때문에 거의 모든 인터페이스들
의 형 인 메시지들이다. 요구되는 시간 성능 등 은 지원되는 기능
성에 철 히 의존한다. 디지털 계기용 변성기의 동기화와 Sampled 
Value에 한 시간 성능은 더욱 높은 동기화를 요구하고 있다. 
  력시스템에서의 시간 동기 기능은 시스템 내부의 장치들을 동기화
하는데 사용된다. 정 한 시간 발생원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시간 서
버는 시간 마스터로서 행동한다. 동일한 형태의 두 번째 시간 서버는 
백업시간 마스터로서 동작하도록 정의될 수 있다. 시간은 일반 으로 
외부 발생원에 의해 제공된다. 시간 동기화는 두개의 하  작업으로 
구성된다.
 
- 시간 마스터 는 HMI를 통해 분산 노드의  시간을 설정. 이 
작업은 사용자 계층에서 응용 계층으로 시간을 맵핑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 분산 노드의 시계를 지속 으로 동기화한다. 요구된 높은 효율성을 
해 이 작업은 로토콜 스택(응용 계층과 연결 계층 사이)에 의해 

이미 제공된 수단을 통해 우선 으로 이루어진다. 

시작 기 은 시스템 시작시, 연속된 시간 메시지, HMI에 의한 변경 등
으로 시스템의 모든 장치의 시간은 필요한 정 도를 가지고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간 동기화는 동기화된 스 칭, 이벤트 리, 
데이터 맵핑, CT/VT 데이터 샘 링과 같은 기능에 사용되고 있다. 외
부 시간 공 원으로 GPS를 가장 일반 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SNTP(Simple Network Time Protocol) 는 NTP(Network Time 
Protocol) 로토콜을 용하고 있다.

  2.2 SNTP / NTP 적용  
  단일 네트워크 시간 로토콜인 SNTP(or NTP)를 통해 IED의 내부 
시계를 동기화한다. SNTP는 NTP가 궁극 인 성능을 구 하기 해 
RFC-1305는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SNTP는 재 는 이
의 특정 디자인인 NTP 설명서나 완성된 것에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  
  
  2.2.1 SNTP/NTP 서버 동작
  NTP(Network Time Protocol)란 네트워크상에 컴퓨터의 시간을 동
기화하도록 고안된 로토콜이다. 보통 시스템 내부에 RTC(Real Time 
Clock)을 사용하여 내부 으로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시간을 설
정하는 경우와 시스템 내부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동기화할 필요가 있다. 재 NTP version 4가 나왔으
며 SNTP은 RFC2030으로 표 화되었다. 이 에도 NTP version 3는 
1992년에 RFC1305로 표 화되었다. NTP 는 SNTP 클라이언트에서 
SNTP 서버가 동작하기 한 모델은 지속되지 않는 상태의 RFC 서버
이다. SNTP 서버는 첫 번째 바이트의 모든 헤더필드를 제외하는 것을 
무시하고, 확실한 필드는 수정하고 발신 메시지는 되돌아간다. SNTP 
서버는 믿을 수 있는 라디오 클럭과 같은 외부의 동기화 소스를 포함
하는 연결로 작동한다. 이 경우 서버는 항상 stratum - 1로 동작한다. 
  첫 번째 바이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이 표 은 VN(Version 
Number) 필드를 무시한다. 라이머리 서버 연결을 해 라디오 클럭 
기능은 LI(Leap indicator) 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그리고 Stratum 필
드는 하나로 응답받게 설정된다. 다른 방법으로 이 필드는 3 그리고 0
으로 각각 설정된다. 이러한 경우 VN 그리고 Poll 필드는 답장 메시지
(헤더)를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복사된다. 만약 이 모드의 필드가 3(클
라이언트)으로 설정되면, 그것은 4(서버) 응답으로 변화된다.(VN의 요
청의 Poll 필드는 3(client), 그리고 그것은 응답으로 4(Server)에 설정
된다.) 
  다른 방법으로 이 필드는 2(symmetric passive)로 설정된다. 
Stratum 필드는 지역시간의 최  에러를 반 하도록 설정된다. 실제
인 사례에 해 모든 것은 마이 스 숫자 의 요한 비트는 소수 의 
오른쪽으로 NTP 메시지형식으로 계산된다. 루트지연 그리고 루트분산 
필드는 라이머리서버를 0으로 설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루트 
분산은 최 로 상되는 에러를 주국 퍼런스 소스와 일치하는 값으
로 설정될 수 있다. 퍼런스 식별자는 의 표에서 나타나는 라이
머리 퍼런스를 가리키도록 설정된다. 만약 이 정보는 불확실하거나 
불특정하면 이 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타임 스탬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퍼런스 타임스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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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스탬 와의 계) 타임스탬  수신과 타임스탬 의 송 필드는 해
당서버에서 하루 종일의 시간으로 설정된다. 타임스탬 의 발원 필드
는 요청에 해 변화되지 않는 형태로 복사된다. 다음 테이블은 이러
한 작업에 해 간단하게 나타나 있다. 

<그림 4> NTP 프로토콜 구조

  2.2.2 SNTP를 통한 시간 동기
  IEC 61850 통신 모듈간 GOOSE 메시지와 상  Client와 MMS 메시
지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에서 Time synchronization server를 연결하여 
주기 으로 SNTP Server에서 time data를 송받도록 구성하 다. 
GPS와 연결한 NTP server로는 Meinberg사의 “LANTIME 
M300/GPS: NTP Time Server with integrated GPS radio clock”을 사
용하 다.  

<그림 5> NTP Server Test 구성도

  본 시험에서는 산업용 규격을 만족하는 SNTP/NTP 서버를 용하
고, Configuration S/W를 사용하여 재 송되는 time message를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Configuration Utility

  그림 5와 같은 테스트 구성도에서 시각 동기 결과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네트워크의 통신 부하량( 를 들어, Dummy GOOSE의 횟수등), 
GPS가 성으로부터의 시간 정보를 수신하는 시간  등을 달리하며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는 약 수msec의 지연시간으로 동기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IED #1에서의 시간 동기 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 인 IEC 61850 로토콜을 지원하는 IED에
서 MMS와 GOOSE 통신 에 SNTP(NTP) Time 서버로부터 시간 메
시지를 입력받아 시간을 설정하는 것을 확인하 다. 
  시각 동기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SNTP/NTP 로토콜을 용하
거나 IED에 GPS를 직  연결하여 시간 데이터를 수신하는 구성이 가
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 표 에서 기술된 SNTP 로토콜을 이용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IED의 시간 동기를 구 하 고, 정확하게 시간
이 동기되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에 추가 시험으로 시간 동기의 지
연  오류가 발생시 S/W의 외처리 방법과 통신 라인에 로드캐스
트 데이터 등으로 인해 부하가 많을 경우에 SNTP(or NTP)서버로부터 
송되는 시간 메시지의 최  지연시간에 한 처리 등에 해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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