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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IEC60870 구조

<그림 3> - DNP3 구조

Abstract - 변 소 자동화를 한 로토콜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DNP와 유럽에서 시작한 IEC60970이 있다. 이는 7-80년 에 개발되어지
고 오랜기간 사용되어져왔다. 하지만 이는 해당 포인트 정보와 상태정보
를 가지는 단순한 기능만을 하고 있어 데이터를 표 함에 있어서 부족
한 부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으로 IEC61850 개발  발 이 
가속화 되어졌다. 이는 XML을 기반으로한 데이터 수/발신을 하며 좀 
더 유연하고 확장성이 좋은 통신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 기존 DB의 
데이터 역시 일반화되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CIM 구조를 채택하
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더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1. 서    론

 국내 변 소 자동화 로토콜은 IEC60870-5를 기반으로 하여 GE 
Harris사에서 개발한 DNP3를 수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KEPCO DNP 
1.0으로 수정하여 사용 이며 Serial통신이 기본이지만 Ethernet을 통한 
TCP/IP 에 DNP를 얹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실제 사용 인 변 소 자동화 로토콜인 IEC 60870-5계열
(-101,103,104)는 유럽을 심으로 서남아시다 등지에서 사용 이며, 
DNP는 미국 일본 국 호주 한국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기존 로토콜의 확장성, 유연성 부족으로, 재 IEC61850 표  
세계 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 진행 이며 큰 이슈로 올라와있다. 
IEC61850은 기기 심 인 로토콜이 아닌 엔지니어링 에서의 로
토콜로 무한한 확장성과 유연성이 보장된다. 한 CIM을 채택하여 시스
템을 모델링하여 이 확장성과 더불어 체계 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2. 본    론

  2.1 변전소 자동화 통신규격
 재 사용 인 변 소자동화 통신규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 개발되어지고 된 DNP계열과. 둘째로 유럽에
서 개발되어지고 된 IEC 60870-5계열이 있다. 이 로토콜은 비슷
한 시기에 개발되고 발 되왔으며 DNP가 IEC60870-5의 기본 모델을 
참조하여 개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능과 방식이 동소이하다.
 하지만 이 두 로토콜은 개발된지도 오래되었을 뿐더러 확장성과 유
연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기능 추가에 어려움을 격게 되었다. 이로인해 
좀 더 유연성있고 확장성있는 변 소자동화 로토콜을 해 IEC61850
이 시작되었으며 재 이는  세계 으로 개발 진행 이다. 
 그러면 여기서 언 한 DNP, IEC60870, IEC61850을 각각 살펴보자.

<그림 2> - 세계 프로토콜 사용 현황

  2.1.1 DNP3

 DNP3는 Link Layer, Transport Layer, Application Layer, User's 
Code까지 총 3개의 통신 이어 구조와 작동 코드 부분을 지니고 있다.
 이 각각의 이어는 OSI7 계층의 이
어를 축소화 시킨 것으로 Link Layer에
서는 물리  매체를 통해 연결을 하고 
에러를 검출하는 역할을 하며, 
Transport Layer에서는 큰 크기의 
임을 Link Layer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크기로 단편화하거나 단편화된 것을 합
쳐서 정산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한다. 
Application Layer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데이터인지를 별하
고 최상  User's Code에서 이를 처리
하여 사용자에서 그 정보가 보이게 된
다. 이러한 계층의 축소  통신 로세
스의 간소화는 일반 인 통신에서 사용
되는 복잡한 기능을 간소화 하고 사용
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여 좀 더 나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
 DNP3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
는데 RS-232를 통한 시리얼 통신을 비
롯해 일반 으로 사용 인 TCP/IP나 
UDP/IP를 통해 ethernet based인 어떠
한 매체와도 호환 가능하며, 재 국내 변 소에 RTU-FEP간 통신을 
Ehernet으로 교체하는 것이 활발히 진행 이다.

  2.1.2 IEC60870
 IEC60870-5는 part1~5까지에서 정의된 
Data Link Layer를 기반으로 하여 IEC 
60870-5-101(이하 IEC101), 103(이하 
IEC103), 104(이하 IEC104)의 로토콜
이 존재한다. DNP3와 다르게 2개의 
이어만이 존재하며, Link Layer는 
DNP3와 에러검출  연결의 유사한 기
능을 가지지만, 고정된 데이터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송수신 하며, 단편화과
정이 없어 확장성이 떨어진다.
 IEC101은 가장 기에 개발된 로토
콜로 Serial을 매체로 하여 작동하며 데
이터 취득이 주 목 이었다. 그리고 
IEC103은 101에 기기보호  제어를 추
가한 로토콜로 이 역시 RS-232 혹은 
RS-485 의 Serial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매체의 종속을 벗어나기 해 IEC104가 
개발되어졌으나 재 IEC103이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재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
며 유럽, 동, 남미, 서남아시아, 호주 일부에서 사용 되고 있다.

  2.1.3 IEC61850
 기존 DNP나 IEC60870은 하드웨어에 맞춰 설계가 되었다면 IEC61850
은 엔지니어링 에서 재해석 하고 설계된 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
다. 기존 DNP혹은 IEC60870의 경우 데이터가 포인트번호와 그에 따른 
필요 정보가 정해진 형식으로 패킷이 구성되고 보내지는 것이 기본이었
으며, 이 패킷의 구성은 하드웨어에 맞춰져있었다. 하지만 IEC61850은 
기본 설계에서 물리  기기들을 운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 인 모
델링을 하여 기기를 논리 으로 재 구성하고 데이터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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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IEC 61850 논리적 모델링 구조

 IEC61850의 통신 구조는 XML을 통한 통신 방식으로 확정성과 유연성
어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부하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막기
해 DataSet을 두어 미리 정의하고 데이터 덩어리를 하나의 패킷으로 

묶어 송수신 하는 기능을 더하 다.. 한 상  로토콜로 하 에 어떠
한 매체  로토콜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2 CIM

<그림 6>  - CIM Core 패키지 다이어그램

 Common Information Model은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계되어 있고 
객체로 정의되는지을 일반화한 공개 표  모델이다. CIM은 UML기반으
로 한 객체지향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모든 객체들 사이에는 
CIM Association을 통해 계성이 성립되어져있다. 이러한 CIM 모델은 
재 기기기 분야에 있어서 많은 기기들을 정의하 으며 재도 정의

되어지고 있다.  그림은 CIM의 여러 패키지  Core 패키지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2.3 CIM과 IEC61850과의 연계

<그림 7> - Physical View

 

IEC61850과 CIM 데이터 매핑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CIM은 UML을 기 로하여 수많은 상속, 연  계를 가지며 

XML을 통해 표 하며 유연한 Naming 체계를 가진다. 하지만 IEC 
61850은 Table형식으로 포함 계와 계층  구조를 가지며 규격화된 
Naming 체계를 가진다. 데이터의미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 연 성과 
매핑 규칙을 정의하는 것을 토 로 하여 리자는 이를 설정할 수 있으
며 실제 사용자는 이러한 작업과 독립 으로 각 장의 기기들을 조작
할 수 있다.
 IEC61850의 구조는 계층  구조를 지니며, 이를 통해 각 데이터의 논
리 인 치를 알 수 있게 되며, CIM에서는 각각의 상속 계를 통해 해
당 데이터가 속한 기기 정보  기기가 속해있는 설비명이나 지역까지
도 정의한다. 따라서 실제 값이 들어가는 치만 정의하며 CIM구조에 
넣게 되면 다음 구조도와 같이 IEC 61850의 실제 데이터와 그 논리 주
소를 통해 CIM 구조의 데이터 치를 악하고 그 값을 넣는 것으로 
간단히 보여  수 있다.
 하지만 각 기기의 정보는 매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를 들
어 3상 압을 측정한다고 할 때 각 상의 압과 상각까지 데이터가 
달되므로 이것만으로도 6가지의 정보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

터 구조를 그 로 받아 들이면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그림 8> - Topological View

 데이터 매핑을 해서는 서로의 데이터간의 UML에서 연 계를 정
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정보들의 연결을 정의해야 하므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최  연결 계
를 정의하면 기기들의 실제 연 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계통의 
체의 흐름을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통 분석  계
통 데이터 사용에 많은 이 을 가져오게 된다.

3. 결    론

 CIM 구조는 앞으로 력 시스템 리 시스템(EMS, SCADA,DAS)에
서 가져가야 할 데이터 구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IEC61850 한 력 
시스템 자동화를 해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이 둘을 동시에 진행하기 
해서는 이 둘의 데이터 매핑은 필수 인 사안이다. 이 둘은 논리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 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실제 운 하면서 
운 자로 하여  더 다양한 정보를 보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통 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실시간 계통 해석과 분석이 가능해짐을 의미하여 최 화 모
델을 통해 력 시스템의 최 화된 력 제어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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