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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에서의 이더넷 활용기술 

: Field Area Network 분야

요 약

전력산업은 오랫동안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를 안

정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신

기후체제 출범 이후에는 에너지산업의 혁신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폐쇄

망으로 운영되던 전력망을 개방형, 양방향 통신망으로 업그레

이드를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더넷 기술이 있다. 이더넷 

기술은 높은 확장성으로 전력망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하

지만 안정성, 신뢰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

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력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

시키기 위한 이더넷 활용기술 및 활용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에너지 산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증

가, 식량공급 위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기존의 안

정적 수급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측면에서 벗어나 에너지 신

산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크게 주거분야, 전력분야, 수송분야, 산업분

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전력분야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

산 및 그리드의 업그레이드, 차세대 송배전망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과 같은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 지원

을 목표로 하고 있다[1].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력산업의 전 단계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ICT 기술과의 융합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력망의 운영방식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압과 주파

수를 현장에서 제어하는 기능에서부터 전국의 발전소 및 변전

소의 상황을 감시하는 중앙제어 시스템으로 각 장치에 대하여 

SCADA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전력망은 국가 기반 중

요 시설로서 통상적인 인터넷 기반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폐쇄

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해 기존 시스템간의 상호호

환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자가발전 시스템에 

의한 전력 재 판매, 현장의 장치와 변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

터링, 원격제어 등 새로운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지원하는데에

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력시스템에서는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표준화된 단일 프로토콜을 선정했다. 또한 다양한 형

식의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공통적인 데이터 형식과 저장방법

을 통일했다. 그리고 데이터 전달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정하여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2].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더넷 기술이 존재한다. 이더넷 기

술은 기존 네트워크 기술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확장성이 높은 

네트워크 연결성을 지원함으로서 전력시스템의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는 다음처럼 구성된다. 본론에서는 전력망의 특징 및 요

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력통신망에 적용 가능한 이

더넷 통신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이더넷을 이용한 전력통신망 

적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전력통신망 진화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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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전력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력망의 구조와 특

성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더넷 기술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전력통신망의 발전현황

전력통신망은 전력회사의 고유업무인 전기의 생산, 유통, 판매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전력계통보호 및 사고

예방, 사고의 조기 복구와 사고파급의 극소화, 고품질의 안정된 

전력공급,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

고 전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IT 융합화 형태

로 진화해 오고 있다. 즉, 발전, 송변전, 배전을 포함한 전력망

에 ICT기술을 접목하는 전력통신망 모델이 <그림 1>에서와 같이 

정립된 것이다[3].

통신망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산업용 이더넷 기술은 유기

적인 데이터 연계, 높은 내구성 및 안정성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전력정보서비스 특성에 따른 고속전송, 신뢰성, 보안 

등의 전력통신망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공통점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력망에서의 이더넷 활용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전력통신망 요구사항

전력시스템은 고품질의 전력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수송, 공급을 

목표로 다양한 전력설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력생산은 

남부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장거리 수송이 

필수적이며,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다종의 전력설비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력통신망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N(Home 

Area Network) - NAN(Neighborhood Area Network) - 

FAN(Field Area Network) - WAN(Wide Area Network) 으

로 구성된다. 가정의 전력량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HAN이 존재하며, 각 가정에서 발생한 전력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NAN, 전력의 수송을 목

표로 송전-변전-배전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FAN, 전체 네트

워크를 총괄하는 WAN으로 구성된다. 

HAN과 NAN에서는 비교적 데이터 크기가 작은 전력사용정

보 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전력의 네트워크 기술(예. Zigbee, 

PLC, Wi-Fi 등)이 활용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FAN의 경우, 

전력설비 감시, 설비 또는 회선 사고 시 제어를 위해 신속한  데

이터 전달을 목표로 운영되는 통신망으로서 고속의 정보전송과 

함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전력시스템에서는 <표 1>

과 같이 실시간성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4].

3. 전력망(FAN)에서의 이더넷 활용기술

가. IEC61850

기존의 전력통신망에서는 ModBus, DNP3 등의 프로토콜과 

그림 2. 전력망에서의 계층 모델

그림 3. 전력망 구성도[출처 : http://www.nist.gov]

표 1. 전력망 통신 요구사항

Communicating

Partners 

Application 

Recovery Time

Recovery Delay of 

Communication 

SCADA	to	IED,	client-Server 800ms 400ms	

IED	to	IED	interlocking	 12ms 4ms	

IED	to	IED,	reverse	blocking	 12ms 4ms	

Protection	trip	excluding	Bus	

Bar	protection	
8ms 4ms	

Bus	Bar	protection	 <	1ms	 0ms

Sampled	values	
<	2	consecutive	

samples	
0ms

SA	to	SA 10ms 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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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85, RS-422 등의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직렬통신방식으

로 점대점 또는 멀티드롭 형태로 통신망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방형 형태의 망구조로의 진화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는 더 이상 전력망의 요구사항인 실시간성, 상호운영성을 만족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IEC TC57에서는 전력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보호계통 및 제

어기능 등 전력시스템 전반의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신망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IEC61850 표준을 제정하였다. IEC61850

은 전력 및 에너지 전달에 관련된 3,000여개의 object를 정의

하고, logical node를 이용, logical device를 구성하여 전력시

스템을 모델링화 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관점에서의 정보

일원화를 통해 서로 상이한 제조사간의 장비간 높은 수준의 상

호호환성을 제공하였다[5]. 정보모델링을 토대로, 정보전송을 

할 경우 기존에 널리 알려진 TCP/IP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

할 수 있게 하였으나, TCP/IP와 같이 3 way handshake를 맺

는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 전력망에서 요구하는 실시간성을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에 전력시스템

에서는 <그림 4>와 같이 파일전송, 실시간성을 요하지 않는 데

이터는 TCP/IP 형태로 전송하며, 실시간성의 정보전달을 요구

하는 데이터는 TCP/IP 기반이 아닌 TCP/IP 레이어 하단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는 이를 GSE(Generic 

Substation Events) 메시지라 일컫는다.

GSE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이더넷 기반에서 실시간 트래픽 

전송을 위한 peer-to-peer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event 데이터를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전달하

도록 한다. 또한 자동 재전송기능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메시지 종류에 따라, GOOSE(Generic Object Oriented Sub-

station Events) 또는 보다 간단한 GSSE(Generic Substation 

State Events), SV(Sampled Values)로 구분되어 전송된다.

나. HSR(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

전력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중인 장비들

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 즉 전력시스템은 항상 올바른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신망에서 서비스 기술 또는 장비 선택 시 

장애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이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복구시간이 매우 짧아야 한다.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하

기 위하여 장비와 망 수준에서의 redundancy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비율을 감소시키는 방안과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빠른 복

구를 위해 자동화된 복구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복구의 방법으로는 크게 보호절체(Protection Switch-

ing)와 복구(Restora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호절체는 

노드간에 미리 필요한 경로와 대역폭을 설정하여 망의 장애 발

생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복구는 

장애 발생 후에 망의 이용 가능한 모든 경로와 용량을 이용하여 

중단된 서비스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방법이다. 이를 구현

하는 대표적인 기술로서 IEEE 802.17 RPR(Resilient Pack-

et Ring), ITU.T G.8032 ERP(Ethernet Ring Protection), 

IEC62439 HSR(High availability Seamless Redundancy) 등

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상기의 기

술을 채용할 시 고려되는 주요한 성능지표로는 전체적인 복구

시간이 있다. 복구시간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허용하

는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력시스템에서는 <표 1>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ms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

통신망에서 보호절체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RPR, ERP를 

전력망에 적용하는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HSR의 경우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HSR은 기본적으로 SEN(Switch End Node), RedBox 및 

QuadBox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를 토대로 싱글링, 멀티링 

구조와 일반적인 이더넷 스위칭 노드들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그림 4. IEC61850 Profiles

표 2. 보호절체 기술 비교

RPR ERP HSR

Standard IEEE	802.17 ITU-T	G.8032 IEC	62439

Recovery	Time 50ms 50ms 0ms

Data	Loss	
보호절체	완료	전	손

실발생

보호절체	완료	

전	손실발생
No	Loss

Topology Single	Ring Multi-Ring Multi-Ring

이중화 Card	이중화만	가능 Dual	homing Dual	homing

기존	MAC	호환성
별도의	MAC	Chip	

필요
기존	MAC	활용 기존	MAC	활용

지원	노드	수 256개 16개 Not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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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 기술을 이용, 데이터전송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림 5>에서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를 HSR Frame의 

형태로 변형한 후, HSR 링 네트워크를 통하여 양 방향으로 정

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때 HSR 링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프

레임들은 EtherType 0x88FB로 구분되며 소스 MAC 주소와 

시퀀스 번호를 포함하는 HSR Tag를 포함한다. 이 HSR Tag는 

중복된 프레임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후 목적지 노드는 

에러가 없을 경우 동일한 두 개의 프레임을 각각의 포트로부터 

받아들이고, 이어서 HSR 태그를 삭제하고 처음으로 받은 프레

임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며 중복된 프레임은 폐기한다. 이를 

통해 노드 또는 망 장애 발생시에도 별도의 보호절체를 수행하

지 않고도 패킷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므로 보호절체를 

위한 별도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보

호절체 시 발생될 수 있는 지연 및 패킷 손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7][8]. 

다.  Time Sync

전력망은 상용망과 달리 시간정보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전체 계통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사고

에 의한 긴급 상황 대체와 같은 경우 통신 메시지가 최대한 빠

른 시간에 전달되고 동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실제

로, 2003년 8월 미국 동부 해안 지역의 정전사태는 정확한 시

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좋은 예이다. 정전사태에 대한 

조사는 이벤트들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주요 관심사는 전체 전력 시스템의 다운에까지 이어지

게 된 결정적인 이벤트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조사 결과 국

가 표준 시간에 정밀하게 동기화된 매우 적은 양의 자료와 방대

한 이벤트들로 인해 정확한 사고원인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시스템 분석뿐만 아니라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도 내부 시간 정보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

한 문제로 인식되었다[9]. 따라서 전력시스템에서는 변전소마

다 GPS를 통한 기준 시각정보를 수신받고, IRIG 통신을 이용

한 장치별 시간동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후 변전소별 

독자적으로 구축되던 시간동기기술은 디지털변전소의 도입, 변

전소 – 변전소간 보호협조체계 강화, SCADA 망 확대로 인해 

운영센터 – 변전소 네트워크를 통해 일원화 하는 개념으로 진

화하고 있다.

시각동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위성을 이용하는 방

식(GPS)과 별도의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1pps, 

IRIG-B),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NTP, 

IEEE1588)으로 구분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GPS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시간동기를 구축할 수 있는 반면, 구축하고

자 하는 모든 단말에 GPS 를 설치해야 하고 실내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1pps 및 IRIG-B의 경우에는 단말간 시각동기화를 구축

하기 위해서 별도의 케이블을 갖춰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

에 비해 NTP 및 IEEE 1588은 통신망이 구축된 환경에서는 네

트워크를 통해 시간정보 취득이 용이하다. 그러나 NTP의 경우 

전력망에 적용하기에는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IEEE 1588은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된 장치들을 1

㎲ 미만 단위로 정밀하게 동기화 될 수 있도록 정의한 프로토콜

이며, 멀티캐스팅을 지원하는 이더넷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현

이 가능함에 따라 전력시스템에 적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전력망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림 5. HSR 통신방식 및 프레임 구조

표 3. 시간동기화 기술 비교

IEEE 

1588
NTP GPS 1PPS IRIG-B

정확도 Sub-us Few-ms Sub-us Sub-us Sub-us

통신

방식
Network Internet Satellite

Dedi

cated

Dedi

cated

구성

방법

Master	&	

Slave

Client	&	

Server

Client	&	

Server
-

Client	&	

Server

동기화	

간격
~	2sec ~	수	분 ~	1	sec - -

지연

보정
Yes Yes Yes - -

프로

토콜

UDP/IP	

Multicast

UDP/

IP	Unicas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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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동기화 기술이다[6][10].

IEEE 1588의 설계방식은 보내고 받은 타임스탬프 정보 사이의 

시각동기화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메시지 전송에서 유발되는 지

연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슬레이브 클럭과 마

스터 클럭을 동기화하여 트리거 및 이벤트 타임 스탬프가 모든 

장치에서 같은 타임 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IEEE 1588은 시각동기를 위해 시각 차이(time of day 

offset)와 전달 지연(propagation delay)이라는 측정값을 사용

한다. 전달 지연 측정 방법에는 end-to-end 지연 측정 방법과 

peer-to-peer 지연 측정 방법이 있다. 

IEEE 1588 구성요소에는 PTP 동작 모드와 네트워크 내의 위

치를 기준으로 Ordinary clock, Boundary clock, End-to-

end transparent clock, Peer-to-peer transparent clock 모

드가 있다.

<그림 6>은 PTP 프로토콜에서 시간 동기화를 위한 메시지 교

환 순서를 보여준다. 동기화를 위해 교환되는 메시지는 SYNC, 

Follow_up, Delay_Request, Delay_Response와 같은 네 가

지 종류가 있으며, 메시지 교환은 일정한 비율로 반복적으로 이

루어진다. 위의 그림에서 필수적인 메시지로는 SYNC, Delay_

Request 메시지인 반면, Follow_up메시지는 선택사항이다. 

마스터 노드에 의해서 생성된 타임스탬핑 정보는 SYNC (혹은 

Follow_up)와 Delay_Response 메시지의 데이터 필드에 저장

되어 슬레이브 노드로 전송된다. 네 개의 타임스탬핑 정보를 기

반으로 슬레이브 노드는 마스터 노드와의 시간차를 계산하고 

계산된 값을 바탕으로 마스터 노드와 동기화시킨다. 시간차 θ
는 다음처럼 계산된다.

여기에서 T � 은 SYNC 메시지 전송 시간, T � 는 SYNC 메시지 

수신 시간, T � 은 Delay_Request 메시지 전송 시간, 그리고 T � 
는 Delay_Request 메시지 수신 시간이다.

4. 이더넷 기술의 전력망 적용방안

디지털변전소의 확대, 4세대 SCADA 시스템 도입, 신재생에

너지 보급 및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따라 전력망은 크게 변화하

고 있다. 따라서 통신망에 대한 요구사항도 더 까다롭게 강화되

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력망이 저속의  단순한 정보 전송이 가

능한 수준에서 만족했다면 앞으로의 서비스에서는 고속의 실시

간 전송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대폭 향상된 통신품질을 제공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신용량을 증

대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뛰어넘어야 한다. 즉,  전력

망의 특성상 일상적 상황은 물론 문제 상황에서도 항상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놓고 보면 통신망 용량을 

일반 상용통신처럼 100Mbps에서 1Gbps로 확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FAN 통신망은 선로 회선사고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도 대비

책을 갖고 관련 지능화 서비스에 동일한 성능을 제공함과 동시

에 신뢰성 향상 및 안정된 성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더 나아가 디지털변전소, 디지털변전소 – 디지털변전소 연

계, SCADA 통신망 연계 등 전체적인 통신망 연계가 필요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FAN 통신망은 앞서 언급된 이더넷 활용기술

을 이용하여 <그림 7>과 같이 진화될 예정이다[11]. 

우선적으로 변전소 내부를 볼 것 같으면, 기존 계전기는 

IEC61850기술의 도입으로 IED(Intelligent Electric Device) 

형태로 전면 교체됨에 따라 기기간 통신방식도 기존 구리선에

서 이더넷 통신망으로 변경중에 있다. 특히 IEC61850에서 정의

된 다양한 설비정보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통신망은 1Gbps의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표 1>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회선사고에 따른 정보손실 예방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Station Bus에서는 Ring기반의 HSR기술,  Process Bus에서는 

PRP 기술을 이용, Mesh 형태의 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변전소와 디지털변전소간 통신망 구축시에는 

IEC61850-90-2 표준을 토대로 상시 5ms 통신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기 위해, Ring형태의 이중화 회선을 구성하며, 보호절체 

기술로는 기존의 50ms 보호절체 기술대신 HSR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trip 정보를 인접 변전소

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존의 TDM 전송방식을 TDMoIP 이더넷 

기술과 접목하여 보호절체 기술을 구현할 예정이다.

SCADA 통신망의 경우, IEC61850 및 IEC61970을 기반으로 

하는 4세대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대용량의 정보전송이 요

그림 6. IEEE1588 동작절차

θ =
( T �   ̶   T� )  ̶  ( T �   ̶  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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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있어, 기존의 TDM 통신망을 이더넷 기반의 통신망으

로 변경중에 있으며,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용하

고자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을 토대로 8

개의 파장을 이용, Ring 형태의 이더넷 망으로 구축할 계획이

다. 더 나아가 변전소별로 구축되던 GPS 기반 시간동기에서 

변화하여 운영센터의 GrandMaster를 중심으로 각 변전소별 

Transparent Clock 및 Slave Clock을 운영함으로서 일원화된 

시간동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전력망의 신뢰성 및 안정성

을 확보하고자 한다[9][10]. 

Ⅲ. 결 론 

전력통신망은 전기의 생산에서 수송 및 판매에 이르는 전력계

통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통신망이다. 일반 상용

통신망과는 다르게 어떠한 재해 및 돌발사고시에도 완벽히 동작

할 수 있는 안정성 및 신뢰성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

근 에너지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전력분야의 서비스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점진적 개선이 아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의 중심에는 이더넷 기술이 위치하고 있다.

이더넷 기술은 경제적이며, 확장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

으나, 전력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전력분야에서는 이더넷 기술을 토

대로 실시간 정보전송을 위한 GSE 전송기법(IEC 61850), Tag 

추가를 이용한 양방향 전송기술(HSR), 시간동기화 기법 등을 

이용하여 전력망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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