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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increasing integrity of VLSI, the 
BIST(Built-In Self Test) is used as an  effective method to 
test chips. Generally the pseudo-random test pattern 
generation is used for BIST. But it requires too many test 
patterns when there exist random resistant faults. Therefore 
we propose a mixed test scheme which applies to the circuit 
under test, a deterministic test sequence followed by a 
pseudo-random one. This scheme allows the maximum fault 
coverage detection to be achieved, furthermore the silicon area 
overhead of the mixed hardware generator can be reduced.

1. 서    론

  IEC61850 표 은 변 소 자동화를 해 용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기술 인 사항과 요구사항들을 정의한 국제 표 이다. 2002
년 1월에 트 3과 트4가 국제 표 으로 제정되었고, 2005년 5
월에 트 10이 마지막으로 제표 으로 제정되어 표 의 모든 
세부 트가 국제표 (IS)으로 인정되었다. 2005년 이후,  세계 
부분의 변 소에 IEC61850 표 이 용되고 있고, 주요 제작사
들도 IEC61850 기반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을 한 표 으로 제정되었지만, 곧 발간될 표 의 
2차 개정 에서는 용 범 를 변 소내에서 력 시스템 반
으로 확장하고 있다. IEC61850 표 은 변 소를 비롯한 력 시
스템의 자동화  통신 시스템을 한 용되어야 하는 필수
인 표 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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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장된 자체 테스트 구조

  Gateway 장치는 기존 SCADA 시스템과 IEC61850 기반의 시
스템 사이를 연계하는 장치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Gateway 장
치를 개발하기 한 기능 요구사항을 비롯한 여러 주요 고려사
항을 제시한다.

2. 본    론

  한 의 경우, 기존 SCADA 시스템은 RTU(Remote Terminal 
Unit) 장치와 SCADA HOST 장치로 구성되고, 두 시스템간의 
통신은 KEPCO DNP 1.0에 기반하고 있다. RTU 장치는 변 소
내의 모든 감시/제어/계측 포인트를 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의 SCADA 시스템에 IEC61850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 
Gateway 장치는 RTU와 SCADA HOST 사이에 치하는 것이 
유지/ 리의 복잡성 측면이나 향후의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당
하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언 되는 Gateway 장치의 시스템에
서의 치를 보여 다.
  Gateway 장치는 기본 으로 IEC61850 기반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와 IEC61850에서 정의된 통신 방식으로 정보
를 송/수신 해야 한다. IED와의 통신 능력은 Gateway의 가장 기
본 인 기능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IED와 연계하기 한 
여러 통신 기능에 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IED 연계와 더불
어, Gateway 장치는 RTU와 SCADA HOST와 연계되어야 한다.  
  IEC61850 표 이 용되더라도 RTU나 SCADA HOST 장치
의 기능  운 인 측면이 수정될 수는 없다는 가정에서 

Gateway 장치의 가장 큰 역할은 RTU  SCADA HOST 장치
와의 연계이다. Gateway는 RTU와 연계시에는 SCADA HOST
처럼 동작해야 하고, SCADA HOST와 연계시에는 RTU처럼 동
작해야한다. Gateway 장치의 구 을 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
인 측면과 더불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기술 /운
인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아래는 IEC61850 기반의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을 한 
Gateway 장치에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한다.

<그림 2> Gateway 장치를 포함한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구조

  2.1 IEC61850 연계
IEC61850 국제 표 은 IED  시스템의 구성에 한 내용을 
기술하기 한 SCL(Substation Configuration description 
Language) 구성 일을 정의하고 있다. SCL 일은 IED 연계에 
필요한 통신  정보/서비스 구성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Gateway 장치는 SCL 일을 Import하여 IED와 통신하기 한 
환경  DB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IEC61850 표 의 트 8에서는 정보/서비스에 한 구 을 정
의하고 있다. 즉,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송/수신할 것인지에 
한 정의를 하고 있다. Gateway는 IED와 연계하기 해서는 표
문서 트8에 정의된 통신 서비스를 구 해야 한다.

  2.2 SCADA 연계 (KEPCO DNP 1.0 지원)
한 의 SCADA 시스템은 DNP 3.0 표 을 일부 수정한 
KEPCO DNP 1.0 통신 로토콜을 사용한다. DNP 3.0 표 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KEPCO DNP 1.0에서 추가  변형한 정
의들은 반드시 구 되어야 한다. Gateway 장치는 기존 시스템의 
추가 인 수정 없이 호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통신 로토콜을 지원해야 한다.
  RTU와 SCADA HOST로 구성된 SCADA 시스템의 연계는 
무인변 소와 같은 환경에서는 매우 요하다. RTU와 연계시에
는 SCADA HOST처럼 동작하고, SCADA HOST와의 연계시에
는 RTU처럼 동작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

  2.3 프로토콜간 데이터/서비스 매핑
  Gateway 장치는 RTU  IED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통합하여 
장하고, 통합된 정보는 SCADA HOST 혹은 HMI로 제공될수 
있다. RTU와 SCADA HOST와의 연계는 동일한 통신 로토콜
을 사용하지만, IED는 IEC61850 기반의 통신 로토콜을 사용한
다. IEC61850에서의 정보와 기존 SCADA HOST로 제공되는 정
보 사이에는 통신 로토콜 매핑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
신 로토콜 매핑은 데이터와 통신 서비스 모두에 해당한다. 서
로 다른 로토콜의 매핑이 완벽하게 호환될 수는 없지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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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제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 한 매핑되어야 한다.

  2.3.1 데이터 매핑
    IEC61850 표 에서의 정보 모델을 SCADA HOST에서 사용
되는 DNP 정보 모델로 변환해야 한다. IEC61850의 최하  정보
에 해당하는 데이터 애트리뷰트(stVal, istMag, mag, q, t)를 
DNP 데이터로 히 변환해야 한다.

  2.3.2 통신 서비스 매핑
    DNP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통신 서비스는 Polling 서비
스, Unsolicited Response 서비스, 그리고 Control 서비스이다. 
Polling은 재의 데이터 값을 요청/응답하는 서비스이고, 
Unsolicited Response는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Control 서비스는 설비를 제어하기 한 서비스이다. DNP의 
Polling 서비스는 IEC61850의 Read 서비스에, Unsolicited 서비스
는 IEC61850의 Report 서비스에, Control 서비스는 IEC61850의 
Write 서비스에 매핑될 수 있다. 
   Gateway 장치는 IED로부터 Report 서비스를 통한 메시지를 
수신받으면, 이를 Unsolicited Response 서비스로 SCADA 
HOST 장치에 제공해야 한다. SCADA HOST 장치로부터 
SBO(Select Before Operation) 제어 명령을 수신하면, 이를 
Write 서비스를 이용하여 IED로 송해야 한다.

  2.4 기존 시스템의 운영절차 지원
  한 의 RTU와 SCADA HOST 장치는 이 으로 연결되어 있
으며, 이러한 이 화 구조에서의 운 정책을 수립하여 운 하고 
있다. Gateway 장치는 단순히 기존 시스템의 통신 로토콜 뿐
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운  정책을 철 하게 수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운 정책은 력회사(Customer)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해서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그림 3>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구조

  그림 3은 기존 SCADA 시스템과 연계하기 한 Gateway 장
치의 구성도이다. RTU와 SCADA HOST 장치가 이 으로 연계
되고 있었기 때문에, SCADA HOST 장치와 연계하기 한 
Gateway 장치도 이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의 장애에 
비할 수 있도록 각 Gateway 장치는 RTU와도 이 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SCADA HOST 장치와 연계되는 Gateway 장치들은 RTU의 
이 화된 MPU와 같이 동작되고, 각 Gateway 장치들은 SCADA 
HOST처럼 RTU와 기존의 이 화 정책을 수하여 운 되어야 
한다.  

  2.5 기타
  Gateway 장치에서 구동되는 통신 소 트웨어는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로토콜)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통신 인터
페이스간 데이터  서비스 매핑과 같은 엔지니어링이 수반된다.  
  이러한 엔지니어링을 하기 한 설정 로그램은 사용자 지향
인 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유지/ 리에 효율 인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무 복잡한 구성은 사용자와 엔
지니어에게 혼동을 가져다  수 있고, 무 간단한 구성은 능동
인 시스템 구성을 제약할 수 있다. 
  시스템의 장애나 성능을 평가하기 해 Gateway 장치의 각 
통신 인터페이스는 통신 내역을 일의 형태로 장하는 통신 
로그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의 확장을 해 산업용 통신 로토콜로 사용되는 

IEC60870, OPC, MODBUS와 같은 통신 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변 소 내의 HMI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Gateway 장치는 산업용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PC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기본 으로 Fan-less 시스템을 용하고, 데이터의 
Integration을 한 당한 용량과 메모리를 구비해야 한다.

3. 결    론

   본 논문은 IEC61850 변 소 자동화 시스템에 용되어야 하
는 Gateway 장치에 한 구성  기능 요구사항을 제시하 다.  
   Target system에 해당하는 RTU, SCADA HOST, IEDs에 
한 통신 기능은 Gateway 장치에 기본 으로 구 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IEC61850 기반의 IED 연계가 첫 번째 목표가 되겠지
만, 기존 시스템과 IEC61850 시스템이 공존하는 하이 리드 구조
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 인 
측면에서의 차나 정책들을 어떻게 Customizing 할 것인지가 
가장 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언
되지 않았지만, IEC61850 표 으로 인해 추가되는 시스템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와 운 인 정
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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