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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005년 유틸리티 산업분야 국제표  규약으로서 
IEC61850이 발표된 이후, 변 소 자동화 시스템 설계   구 을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 유럽시장을 
심으로 IEC61850 규약과 호환되는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다양한 구 사례를 통해 그 용가능성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변 소 자동화의 기본 통신규약으로서 IEC61850이 
도입될 경우,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운용 인 수많은 력설비 
감시/제어 시스템  상  제어센터와의 통신 호환성 문제가 발
생되며, 향후, IEC61850 기반의 디지털변 소 확  용에 장애
요인으로 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해 IEC61850 기반의 변 소자동화 용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력설비 감시/제어 시스템과의 호환성 제공은 물론, 변 소 내의 
IEC61850 IED들과 상 제어센터 내의 송변  SCADA 시스템 
간 통신  상호운 성을 제공한다. 한, 시스템의 가용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한 이 화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1. 서    론

변 소 자동화는 최근 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가장 심이 고조
되고 있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의 하나이다. 최근 력
계통운 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변 설비 운
정보를 보다 능률 이고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변 자동화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력설비 간 상
호운 성을 지원하기 한 표 화 요구 한 증가하고 있다[1].
IEC61850은 기존의 Hardwire로 송되던 각종 변 설비에 

한 감시․계측․제어 정보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정
의하고, 정의된 정보를 교환하기 한 통신 메커니즘  XML 
기반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제시한 변 소 자동화 련 
국제표 이다. IEC61850 기반의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은 설비 
간의 상호운 성 보장  변 설비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설비
의 고장 측과 최 이용이 가능하여 유럽을 심으로 다양한 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에 발표될 IEC61850 
2nd Edition을 기 으로 그 용분야가 유틸리티 분야로 확 되
는 추세이다.[2,3]
그러나, 변 소 자동화의 기본 통신규약으로서 IEC61850이 도

입될 경우,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운용 인 수많은 력설비 감
시․제어 시스템  상  제어센터와의 통신 호환성 문제가 발
생되며, 향후, IEC61850 기반의 디지털변 소 확  용에 장애
요인으로 두되고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IEC61850 기반의 변 소자동화 용 게이트웨이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2. 시스템 설계 및 구현

  2.1 시스템 구성 및 주요 모듈
  제안된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DNP와 IEC61850 데이터를 해당 
로토콜에 맞게 제공하며 재 게이트웨이의 상태를 Log File에 
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DNP, IEC61850 
로토콜 메시지의 송수신을 한 통신채 과 각종 데이터를 
장하기 한 메모리 Database, 게이트웨이 서버의 상태감시/ 리 
 이 화 서비스를 한 리(Manager)모듈, 게이트웨이 서버
의 환경설정  매핑정보 등록을 한 Gateway Configuration 
Tool, 장된 Log에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Log 
Viewer로 구성된다. [그림 1]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기본 구성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Gateway 시스템 구성도

  2.1.1 통신채널
  통신채 은 DNP 통신모듈과 IEC61850 통신모듈로 구성된다. 
IEC61850 통신모듈은 디지털변 소 내부의 IEC61850 IED와의 
통신을 담하는 모듈로서 메모리 Database 내의 Mapping 
Table을 참조해 IEC61850 IED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한 후 메모
리 Database의 Data Table에 장한다. 그리고 Mapping DB에 
등록된 데이터  쓰기 가능한 포인트의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해당 IED로 데이터를 달한다.
DNP 통신모듈은 DNP Slave 모듈과 DNP Master 모듈로 구

성된다. DNP Slave 모듈은 SCADA 호스트와의 DNP 통신을 처
리하기 한 모듈로서 메모리 Database의 Data Table에 장된 
데이터를 SCADA 호스트에 제공하고 SCADA 호스트에서 송신
한 데이터를 Data Table에 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DNP 
Master 모듈은 게이트웨이와 기존 RTU간의 DNP 통신을 담
하는 모듈로서, RTU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해 Data Table에 장
하고 Data Table의 갱신된 데이터를 RTU로 달한다.

  2.1.2 Gateway Manager
게이트웨이 리 모듈인 Gateway Manager는 모든 통신모

듈의 통신환경설정과 동작 상태를 제어하고 게이트웨이의 상
태정보를 Log File에 기록한다. 한, 이 화 기능 지원을 한 
시각정보  이벤트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행 인 게이
트웨이 시스템의 감시를 한 실시간 로그 출력 기능  탑재
된 통신모듈을 통해 취득되는 각종 계측/상태/제어 데이터들에 
한 실시간 감시기능도 제공한다.
Gateway Manager 시작 시 환경설정 일을 로드하여 

Data Table과 Mapping DB를 생성하고 물리 인 통신환경을 
설정하여 통신모듈을 실행시킨다. 각 통신모듈이 정상 으로 
실행된 후 통신모듈의 실행상태와 게이트웨이 서버 시스템의 
하드웨어 리소스 유율  통신포트 상태를 주기 으로 검사
하여 운 자 화면에 디스 이 하며, Log File에도 장하게 
된다. 장된 Log File은 Log View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스템 동작상태 검을 한 로그분석 목 으로 활용된다.

  2.1.3 Gateway Configuration Tool
Gateway Configuration Tool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환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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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사용자 편의의 GUI 환경을 제공하며, XML 기반의 
IEC61850 SCL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편의의 환경설정을 위해 
ICD(IED Configuration Description), SCD(Substation 
Configuration Description) 로드 기능 및 IED 제조사에 특화된 
다양한 환경설정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한 On-Line 환경설정 기
능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프로토콜 매핑 관계 생성 시 
마우스의 Drag-and-Drop 동작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매핑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4 이중화 메커니즘
제안된 이 화 메커니즘은 각각 Active 모드와 Standby 모드

로 동작하는 2 의 게이트웨이 서버(Gateway A, Gateway B)에 
의한 유기 인 동작으로 구 된다. Active 모드로 동작하는 
Gateway A의 경우, SCADA, RTU, IEC61850 IED로부터 달되
는 모든 메시지를 처리하고, 해당되는 응답메시지를 송한다. 
Standby 모드로 동작하는 Gateway B의 경우에도 Gateway A와 
동일한 메시지를 수신하며, 이벤트 메시지 처리에 한 주기 인 
Sync 메시지 교환을 통해 게이트웨이 A와 B는 완 한 State 
Consistency 유지가 가능하다. 한, Gateway A와 B는 주기
인 Health_check 메시지 교환을 통해 상  시스템의 건 성을 
검하며, 결함발생 시 체(Switch-Over) 여부를 단하게 된
다.

  2.2 시스템 구현
  2.2.1 구현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된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Windows XP Pro 
환경에서 C/C++, C# 언어로 개발되었다. DNP  IEC61850 로
토콜 련 메시지 송/수신 모듈 구 을 해 Triangle Micro 
Works 사의 DNP3 Stack Library (version 3.0), SISCO 사의 
MMS-EASE Lite(version 5.06)를 각각 사용하 다. 표 1은 제안
된 시스템의 H/W  S/W 구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구 분 구  환경

개발 서버 Intel Core2 2.4 GHz, 2G RAM

개발 언어 C/C++, C#

개발 툴 MS Visual Studio 2008

통신 로토콜 스택
DNP3 Stack Lib.(ver 3.0, TMW)
MMS-EASE Lite(ver 5.06, SISCO)

운 체제 Windows XP Pro (SP3)

<표 1> 시스템 구현 환경

  2.2.2 구현결과
그림2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메인 리모듈인 Gateway Manager의 

실행화면을 시하고 있다. 실행화면을 통해, 시스템의 채  연결 상태, 
시스템 리소스 유율, 연계 상 시스템(IEC61850 IED, RTU)의 각종 
상태/계측데이터에 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로그정보에 한 확인
이 가능하다. 

<그림 2> Gateway Manager 실행화면 

그림3은 제안된 시스템의 환경설정기능을 제공하는 Gateway 
Configuration Tool의 실행화면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해 
Drag-and-Drop 방식의 로토콜 매핑 계 설정기능, On-Line 환경설정 
기능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설정 결과는 XML 형식으로 변환되어 
서버 시스템으로 달된다. 그림4는 Log Viewer의 실행화면을 시하고 
있다. 게이트웨이 서버시스템에 장된 각종 로그메시지의 로드  분석
기능을 통해 사고발생시 시스템 동작상황에 한 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3> Gateway Configuration Tool 실행화면

 

<그림 4> Log Viwer 실행화면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DNP 기반의 변 자동화 시스템과 
IEC61850 기반의 변 자동화 시스템이 혼재된 운  환경에서 변
소 내부에 설치된 IEC61850 기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DNP 기반 력감시․제어 시스템과 상  제어센터
의 SCADA 호스트 시스템 간 계측․감시․제어 메시지 교환을 
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상  SCADA 호스트 시스템과 변 소 내부의 력설비 간 

메시지 달을 해, IEC61850 통신모듈  DNP 통신모듈을 내
장한 통신채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상태  통신채  감시, 
처리 인 데이터에 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제공하는 Gateway 
Manager, 사용자 편의의 환경설정기능을 제공하는 XML 기반의 
Configuration Tool을 설계하고 구 하 다. 한, 제안된 시스템
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한 이 화 메커니즘 설계  
구 을 통해 각종 H/W, S/W 결함 발생 시에도 단 없는 서비
스를 지원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써 디지털변 소 환경을 모의하는 테스트베

드 구축을 통해 구 된 시스템의 기능  성능을 검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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