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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용량화, 개방화 되어 감에 따라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을 보다 효율

으로 운용․ 리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는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조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들 간의 통신 네트워크 방식 등에 국제 표  규격을 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90년  후반까

지 국내 력 자동화 통신 로토콜로 많이 사용되었던 HARRIS-6000 로토콜과 국제 표  규격에 따

라 개발된 DNP(Distributed Network Protocol)3.0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효율 으로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 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서론1)

  오늘날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이 용량화, 다

양화, 개방화 되어 감에 따라 시스템에 한 사용자

의 요구 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

템을 합리 이고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범용 운 체제와 시스템 구조, 통신 네트

워크 방식에 국제 표  규격이 용되어야 한다. 90

년 까지 국내의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던 

통신 로토콜은(ex. HARRIS - 6000) OSI(Open 

Systems Interconnect) Model을 참조하여 개발된 것이 

아니라, 각 회사별로 독자 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

문에 고비용 문제와 타 회사의 장치와의 호환성 문

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

은 표 화된 로토콜을 사용한다. 표  로토콜을 

사용한다면 여러 공 자가 생산한 장비를 하나의 네

트워크상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장비들 간의 호

※ 본 논문은 력산업연구개발 탁연구비로 수행되었음.

환성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편리성

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여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시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했

던 HARRIS-6000 로토콜과 OSI Model을 참조하여 

투명성과 확장성, 호환성을 지원하도록 개발된 표

력 로토콜인 DNP(Distributed Network Protocol) 

3.0을 비교하고 DNP 3.0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산

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을 효율 으로 설계하고 운

용․ 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DNP 

3.0과  HARRIS-6000 로토콜을 비교하여 3장에서

는 DNP 3.0의 특징에 해서 기술하고 4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HARRIS-6000와 DNP 3.0의 비교

  90년  후반까지만 해도 국내 력 자동화 시스템

에서는 HARRIS-6000 로토콜을 사용하 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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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ARRIS-6000 로토콜 메시지 형식 

한국 력공사에서 DNP 3.0을 자동화 시스템의 로

토콜로 선정하면서, 국내 력자동화 로토콜 시장

을 잠식하 다. 

  HARRIS-6000 로토콜의 메시지 형식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원격소장치(RTU : 

Remote Terminal Unit)의 주소를 나타내는 RTU 

ADDRESS, 명령어에 해당하는 OP(Operation Code) 

CODE, 명령어 코드에 따라 추가되는 EXTENSION 

DATA, 그리고 데이터의 에러를 확인하기 한 

LRC(Longitudinal Redundancy Check)로 구성되며, 

각 필드는 1byte의 크기를 갖는다.

  (그림 1)의 RTU ADDRESS 필드에서 7번째 비트 

값이 1이면 메시지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머

지 6비트는 주소를 나타내는데 000000H와 111111H

를 제외한 62개의 주소를 표  할 수 있다. OP 

CODE 필드에서 1~6비트는 OPERATION CODE를 

나타낸다. Mater는 OPERATION CODE를 사용해서 

Slave로부터 데이터를 송받거나, Slave를 제어하

고 감시한다. OP CODE EXTENSION 필드는 특정 

OP CODE에 의해 추가되는 필드로 7번째 비트 값

이 0이면 OP CODE가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데이

터를 보내기 해서는 이 필드를 사용한다. LRC 필

드에서 1~6비트는 데이터의 에러를 검사하기 해 

사용한다. 

  (그림 2)는 DNP 3.0 Model의 계층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DNP 3.0은 OSI Model을 참조하여 세 개

(Application layer, Data Link layer, Physical layer)

의 layer로 구성된 EPA(Enhanced Performance 

Architecture)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간에 Pseudo 

Transport layer를 추가하여 IEC document 

8702-5-1에 의해 정의된 frame size(16bytes)보다 

더 큰 메시지 크기로(255bytes) 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segmentation 하

고 reassemble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일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그림 2) DNP 3.0 계층구조 

  

  

  HARRIS-6000 로토콜은 단일 layer에서 모든 

기능을 처리하기 때문에 구 이 복잡하고 투명성

(Transparency)을 보장 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

한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최  1byte이므로 송 효율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한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 

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없으므로 데이터에 

한 신뢰성이 낮다. 하지만 DNP 3.0은 체 로

토콜의 처리 과정을 layer별로 분리시킴으로써, 각 

layer 사이에 투명성(Transparency)을 보장 할 수 

있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구 하기 쉽다. 한 표  

로토콜이므로 다른 장비와의 호환성도 뛰어나다. 

그리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최  

256bytes이므로, 송 효율이 높다.  

   

<표 1> HARRIS-6000 로토콜과 DNP 3.0의 

명령어 처리 형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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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NP 3.0 로토콜 스택

(그림 3) DNP 3.0을 이용한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통신 차

 

  <표 1>에서는 HARRIS-6000 로토콜과 DNP 

3.0의 명령어의 형식을 비교했다. 를 들어, “디지

털 입력 포인트의 상태 값의 변화여부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라는 명령을 처리할 때, HARRIS-6000 

로토콜은 STATUS CHECK ONLY(SCC)메시지와 

STATUS CHANGE DUMP(SCD)메시지를 연속해

서 두 번에 걸쳐 보내야 한다. 하지만 DNP 3.0의 

경우 해당 명령을 처리하기 한 데이터 오 젝트를 

사용하여 “Obj 02, var2 (Binary Input Change 

without Time" 형태로 한 번에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을 처리하기 한 비용과 처리 시

간을 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감시 제어 

시스템은 Master가 Slave의 동작을 감시하기 해 주

기 으로 이벤트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Polling 

Protocol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은 불필요한 통

신망의 사용을 증가시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래

했다. 하지만 DNP 3.0에서는 Slave가 주기 으로 자

신의 상태를 보고하는 Event Polling 방식이나, Slave

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Master에게 문제를 보고하기 

한 Unsolicited Response Polling 방식 등이 존재하

기 때문에 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지 까지 HARRIS-6000 로토콜과 DNP 3.0의 비

교를 통하여 HARRIS-6000 로토콜의 문제 과 

DNP 3.0의 장 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DNP 3.0

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DNP 3.0의 특징

  표 인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인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는 하나

의 앙제어장치에 다수의 RTU가 연결되어 있고, 

각 RTU에도 다수의 IED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DNP 3.0은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구

성하고 있는 앙제어장치(SCADA Server)와 RTU, 

RTU와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간의 통신

을 해 개발된 표  통신 로토콜이다. 제어 시스

템에서 DNP 3.0을 이용한 통신 차는 (그림 3)과 

같다. 앙제어장치의 DNP Master가 IED로 데이터

를 송신하려면, 목 지 IED와 연결되어 있는 RTU

의 DNP Slave로 송을 해야 한다. 데이터를 수신

한 RTU의 DNP Slave는 데이터를 RTU 내부의 

DNP Master에게 송신하고, 최종 으로 RTU DNP 

Master가 해당 IED에게 데이터를 송신하게 된다. 

DNP Slave가 DNP Master에게 데이터를 송하는 

경우에는 의 과정을 반 로 수행하면 된다.

  자동화 표  통신 로토콜은 라우 기능이 필요 

없으므로 OSI Model을 단순화 시킨 구조를 갖는다. 

DNP 3.0 경우 Physical layer, Data Link layer, 

Application layer로 구성되며 송 효율을 높이기 

해 Pseudo Transport layer를 추가하 다. DNP 

3.0은 다른 표  통신 로토콜처럼 각 layer마다 

임 형식이 정의되어 있다. Master나 Slave의 각 

layer사이에서는 SDU(Service Data Unit)형태의 데

이터를 물리 으로 송․수신하고, Master와 Slave의 

동일 layer간에는 SDU와 PCI(Protocol Control 

Information)를 연결시켜 만든 PDU(Protocol Data 

Unit)형태의 데이터를 논리 으로 송․수신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5)와 같이 Application layer의 임 형식

인 APDU는 APCI와 ASDU로 구성된다. APCI는 

APDU에서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ASDU의 내

용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 ASDU

는 APDU에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내

부는 다시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기 한 

DUI(Data Unit Identifier)부분과 실제 데이터에 해

당하는 IO(Information Objects)부분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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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PDU 형식

있다.  DNP 3.0의 Application layer에서는 Request 

는 Response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ASDU의 

Data 필드에 데이터 오 젝트 형태로 장해 달

한다. DNP 3.0의 데이터 오 젝트 라이 러리를 사

용하면 응용 로그램을 쉽게 구 할 수 있고, 호환

성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

이 필요한 경우에도 쉽게 기능을 추가 할 수 있으므

로 확장성도 뛰어나다. 

4. 결론

  지 까지 HARRIS-6000 로토콜과 DNP 3.0을 

비교해보고, DNP 3.0의 특징에 해 살펴보았다. 오

늘날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요

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HARRIS-6000과 같

은 비표  통신 로토콜의 사용은 확장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DNP 3.0과 같은 

표  통신 로토콜이 개발되었다. 재 DNP 3.0은 

국내의 한국 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의 표  통신 로토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각국의 많은 Vendor들의 산업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과 련되어, 기존 

에 만들어진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국가 긴  재난망

(TETRA - Terrestrial Trunked Radio)과 DNP 3.0

을 이용하여 확장시키는 연구가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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