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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NP 3.0 is the most widely used data communication 
protocol for electric power control systems.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lso uses DNP 3.0 as a data transmission protocol 
for the 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and the SCADA 
system of the transmmission system. But DNP 3.0 is one of the 
oldest industrial standard having many restrictions and there are many 
considerations for optimal design of DNP 3.0 network for the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1. 서    론

   DNP 3.0은 력자동화용 데이터 송 로토콜이다. 주로 직렬 
통신 는 IP 통신을 이용하며, 원격에 치한 컴퓨터와 로컬에 
치한 컴퓨터간의 데이터  제어 명령어의 송에 한 규칙을 
제공한다. 
   DNP 3.0은 개방된 로토콜이며 구조가 간단하여 국내 배
자동화시스템  송변 원방감시제어시스템 등에 채택되어 사용
되고 있다. 
   특히, 배 자동화시스템의 경우 FRTU(Feeder Remote Terminal 
Unit)의 Point Map List와 Implementation table이 표 화되어 있어 별
다른 설정 작업 없이도 간단하게 원격소를 구성할 수 있고 장 설비 
변경에 따른 주장치 측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어 DNP 3.0 로토콜 
사용에 따른 이 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배 자동화통신망의 경우 원격소장치가 주장치나 백본 
네트워크로부터 실제로 원거리에 치하게 되는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송수신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 경우 
트랜시버  송매체의 특징에 따라 DNP 3.0 애 리 이션 구 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발행할 수 있다.
   한 송변 원방감시제어시스템에 비해 하나의 콘트롤 센터가 리
하는 원격소장치의 수량이 많은 것도 Message Sequence나 스 쥴링 
구 에서 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2. DNP 3.0 프토토콜

  2.1 Network Elements
   DNP 3.0 로토콜은 상태 정보나 명령어 등이 Master와 
Outstation 간에 통신된다고 가정한다. Master는 콘트롤 센터에 
치한 컴퓨터를 일컫는 용어로 주장치를 의미하며 Outstation은 
장에 치한 컴퓨터를 말하며 FRTU(Feeder Remote Terminal 
Unit)와 같은 옥외 장치가 해당된다.  

[그림 1] DNP 3.0 Network Elements

  2.2 Databses
   Outstation device에는 Binary input data, Analog input data, 
Counter input data가 장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다. 
Master 역시 Outstation과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Outstation에 데이터 송을 요청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게 
된다.
   Binary input data는 2-state Device의 상태를 표시하며, 
Analog input data는  Outstation의 계측 는 계산에 의한 생성
된다. Counter input data는 계속 증가하는 값의 산치을 표시

한다.  
   한 Master는 Control Output 는 Analog Output data를 
송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Control Output data는 on-off 
는 trip-close 등의 포인트를 제어하며 Analog Output data는 
아날로그 set point 설정을 해 사용된다.

  2.3 Events classes
   DNP 3.0은 데이터를 Static data와 Event data로 구분한다. 
Static은 재 상태를 표시해 주는 데이터이다. Master는 하나의 
특정한 Static 는 체 Static 값의 송을 Outstation에 요청 
할 수 있다. 반면 Event는 어떤 요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표시해 
다. 상태 변화, 임계치 과, 변량의 순시치, 일시  값, 새로운 
유효값 등이 Event data에 해당한다.
   Event data는 Polling 는 Unsolicited Response에 의해 
Master에 달될 수 있다. 한 DNP 3.0 로토콜은 Outstation이 
Event에 타임 스탬 (Time stamp)를 첨가하여 보고할 수 있는 
Sequence of Event 기능을 제공하므로 Master는 Time 
Sequence Report를 생산할 수 있다. 
   시 한 Event data의 한 처리를 해 DNP 3.0은 Event를 
Class 1, Class 2, Class 3 등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한다. 처리의 
우선순 는 Class1>Class2>Class3 순이다. Class 1은 가장 우선 
순 가 높고, Class 2는 Class 3 보다 우선 순 가 높다. 3가지 
Class의 이벤트 데이터는 모두 스태틱(Static) 데이터 보다 우선 
순 가 높다. 스태틱(Static) 데이터는 우선 순 의 용을 받지 
않는 오 젝트인 Class 0로 지정되어 있다.

  2.4 Message Sequences
   기본 으로 Master는 Outstation으로 데이터의 송을 요청
(Request)하며 Outstation은 요청에 한 응답(Response)으로 요청한 
값을 되돌려 주는 방식(Polling)으로 동작한다.
   DNP 3.0에서 Outstation은 응답(Response)만 가능하다. 하지만 
긴 한 메시지의 송이 필요할 경우 Master의 요청(Request) 없이도 
Outstation이 응답할 수 있다. 이것을 Unsolicited Response라고 
한다. Unsolicited Response 메시지는 주로 Event data이다.
   DNP 로토콜에는 Outstation에서 Master로의 주기 인 보고 
기능이 없다. 이에 한 안으로 주기 으로 Outstation의 체 
Static data를 읽어오고 상시 Outstation의 Event를 Polling 하는 
방식(Polling Events)이 보편 으로 사용된다. 

[그림 2] Message Sequences

  2.5 Layering
   DNP 3.0은 OSI-3 layer 계층구조에 기반 하여 구성되어 있다. 
OSI-3 Layer를 EPA(Enhanced Performance Architecture)라고도 
부르며 Physical Layer, Link Layer, Application Layer 등으로 
구성된다. 
   Link Layer는 Addressing, Flow Control  Error Recovery를 
담당한다. DNP 3.0에서는 16비트의 주소공간을 이용하여 주장치와 
원격소장치들을 식별하며, 2종류의 Frame Count bit과 Data 
flow control bit을 이용하여 수신 버퍼 상태를 리한다. 한 
Link Layer에서 ARQ(Automatic Repeat Request) 방식의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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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기능을 제공한다. Error 발생은 매 16바이트의 데이터
마다 삽입되는 2바이트의 CRC 체크썸을 이용하며, Link Layer 
Confirmation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 낸다. 
   Application Layer는 Message fragmentation, Function Code 
Assignment, Indexing을 담당한다. Fragmentation은 Message를 
Link Layer가 달하기 당한 길이로 분리  재조립 하는 기능
이며 Function Code는 실제 Application에서 발생하는 유효한 동작을 
지정한다. Point와 Information을 연결해 주는 Indexing은 1바이트의 
Qualifier와 Range 바이트 는 포인트 번호를 이용하여 구 된다.

 

[그림 3] Enhanced Performance Architecture

3. DNP 3.0 최적 설계 고려 사항

  3.1 DNP Transmission over TCP/IP network
   DNP 3.0 로토콜이 권고하는 물리  인터페이스는 TIA-232이며 
종합배 자동화시스템에서도 원격소장치(FRTU)의 경우 TIA-232가 유일
하게 제공되는 통신 인터페이스이다. DNP 3.0은 역사 으로도 직렬 
포트를 이용한 Point-to-point Communication을 해 설계되었으나 
직렬포트는 30m 이상의 원거리 송시 신뢰도가 격히 낮아지는 
문제 이 있어 Voice band modem을 이용하여 송거리를 연장해 
운 하는 경우가 보편 이었다. 개는 용회선(Leased Line) 방식 
모뎀을 이용하게 되지만 교환망에 연결될 경우 Dial-up 방식 모뎀을 
이용하여 DNP 3.0 네트워크를 구 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  TCP/IP 네트워크의 발 으로 인해 LAN 는 
WAN을 경유하여 DNP 3.0 임을 송해야 할 필요성이 증
되었다. 
   TCP/IP는 4개의 계층을 가지며 종합배 자동화시스템의 경우 TCP/IP 
로토콜 스택 수송계층의 페이로드에 DNP 3.0 LPDU를 탑재하는 방식
으로 력자동화통신망을 구 하고 있다. 
   TCP/IP 로토콜 스택을 사용하는 DNP 3.0 네트워크에서의 권장 
물리  매체는 Ethernet이며, 일반 으로 TIA-232 인터페이스를 
Ethernet과 정합시키기 해 마스터측에 로토콜 컨버터가 삽입된다. 

   

[그림 4] DNP Transmission over TCP/IP Protocol Stack

   Ethernet을 물리  매체로 사용하는 TCP/IP 네트워크의 경우 개 
MTU가 1500Byte이므로 LPUP의 Oversizing에 의한 Fragmentation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구  방식은 EPA Layer에 의한 모든 장
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Link Layer에서 부담해야 할 Addressing, Flow 

Control  Error Detection 기능은 TCP/IP 로토콜 스택의 인터넷 계층 

는 수송계층이 담당하게 되며 Layer 구분에 의한 고장 구간의 식별은 
불가능하게 된다.

  3.2 DNP Transmission over TETRA Radio network
   디지털 TRS 시스템에는 TRS 모뎀의 TIA-232인터페이스를 
통해  FRTU(Feeder RTU)와  연결되며 주장치 측에서는 TETRA 
Gateway와 력IT연동서버를 경유하여 Ethernet 방식으로 주
장치와 연결된다.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방식의 
디지털 TRS방식은 Air interface에서 Addressing 제어를 해 
AT 커맨드를 이용하며 배 자동화시스템은 TIA-232를 PHY로, 
DNP 3.0을 MAC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TRS 네트워크 
경계에 로토콜 컨버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Link Layer가 달
하는 페이로드 길이에 추가 인 제약이 따름을 의미한다.

[그림 5] DNP Transmission over TETRA Radio network

  3.3 Estimating Optimal Transmitted data size
   Link Layer의 헤더는 10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다.  Transport 
Layer는 Application 메시지가 과다하게 길 때 이를 링크 이어가 
송하기에 당한 크기의 작은 패킷으로 분리하거나 결합해주는 
역할을 한다. DNP 3.0 로토콜의 트랜스포트 이어 기능은 실제 
Application 계층에서 이루어지므로 Transport Layer를 Pseudo 
transport layer라고도 부른다. 
   Transport Layer 메시지는 1바이트의 고정된 헤더를 가지며 
Transport Layer의 User Data의 최  크기는 249바이트이다.     
   Link Layer가 길이 필드가 지정할 수 있는 길이는 255바이트
인데 Link Layer 길이 필드에 포함되지 않는 Link Layer Heard 
Field인 Start Byte, Length, CRC 등 5바이트와 Transport Layer 
Header의 길이 1바이트를 빼면 249바이트가 된다.
   Application Layer는 Application Message의 크기가 249바이트
보다 크면 Transport Layer Header를 삽입하며 Fragment를 분리
한다. 즉, Application 메시지인 APDU의 크기는 249바이트 마다 
분리 되므로 긴 을 요하거나 빈번하게 송되는 데이터는 249 
바이트 미만의 크기로 제한하여 Multi-Frame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Estimating Optimal system capacity
   DNP 3.0 로토콜은 Link Layer에서 2바이트의 주소공간을 가진다. 
주소 공간상으로는 하나의 DNP 3.0 네트워크가 약 6만개 이상의 원격소 
장치를 가질 수 있지만 배 자동화시스템의 통신 트래픽은 Bursty한 특성을 
지니므로 Data 송 시간, Polling Event 주기  Event Data 처리 방법  
발생 빈도 등이 고려하여 하나의 Master당 원격소장치가 약 200개 이내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종합배 자동화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수용 용량 증 와 통신 
신뢰도 향상을 해 Polling Event 주기를 매체의 특성에 따라 용회선
과 교환회선에 해 다르게 지정하고, Link Layer Confirmation은 
Multi-Frame 발생시에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용하고 있다. 

4. 결   론

   DNP 3.0 로토콜은 세계 으로도 가장 리 사용되는 력자동화용 
데이터 송 로토콜임엔 틀림없다. 재 국내에서는 송변  원방감시
제어시스템, 배 자동화통신망에 DNP 3.0이 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기 구축된 DNP 3.0 네트워크가 배 계통 력 
제어시스템의 핵심으로 역할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원격소장치가 동일한 
포인트 정보를 가지는 배 자동화시스템에서는 DNP 3.0이 매우 효율 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DNP 3.0은 개발된 지 20년이 지난 오래된 로토콜로 
통신망 구조  송 매체에 민감하며 시스템 구  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배 자동화 네트워크 구축  시 이러한 제약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DNP V3.00 DATA LINK LAYER, DNP Users Group, 1998 
[2] Transproting DNP V3.00 over Local and Wide Area Networks, 
   Michael Thesing, DNP User Group, 1998
[3] DNP3 Protocol Primer, Ken Curtis, DNP Users Group,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