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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산업분야는 스마트그리드 표 체계  고도화된 정보
통신 인 라의 도입과 분산 력 등에 한 신기술 도입에 의해서 격
한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 미국과 EU에서는 세계시장을 겨냥해
서 스마트그리드의 국제표 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제3세계에서는 력
설비 시장의 지속  성장이 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제 경쟁
력 확보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K-Grid 구성을 한 연구가 진
행 이다. K-Grid 시험평가를 해서는 력체계의 운 망과 별개의 
시험망 구성이 필요하며, 그 시험망을 통한 검증을 해 시험망내 표
규격의 통신환경의 설계  기능검증은 매우 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
에서는 K-Grid 시험평가망 구성이후 평가를 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Component의 설계과정 의 일부인 MMS 기반의 Node간 통신 환경구
성  기능검증을 한 연구결과에 해 설명한다.

1. 서    론1)

 력IT란 기존의 아날로그 기기가 주종인 력 산업에 IT기술을 목
하여 실시간 통신을 통해 운 . 제어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화 
기기  시스템을 말하며, 최근 IT 기술의 속한 발 으로 종래 통 
산업으로 인식되던 력 산업에 새로운 신과 발 기회 두되고 있다.  
력기기와 IT기술의 융합 등 변하고 있는 기술 환경에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소 트웨어와 하드
웨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3].

 력 기술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 으며 특
히 리,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측정, 보
호, 제어 부분의 다양한 통신을 통합하는데 많은 심을 가져 왔다.  이
러한 요구는 복잡한 변 소 는 발 소 자동화 시스템에서 다기능의 
IED의 통합에 한 표  로토콜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IEC 61850은 
제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UCA 2.0의 데이터 모델과 통신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제정되었다. 재 변 소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구조
는 차 으로 IEC 61850 규격에 합한 구조와 로토콜을 따르게 될 
것이므로 IEC 61850 기반의 시스템 규격화  시험 평가는 필수 이다. 
변 자동화의 규격이 IEC61850으로 단일화가 되는 과정의 가장 큰 변화
는 IED가 서로 통신을 통한 화가 가능해지고,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별도의 장치가 없이 운용이 가능한 상호운용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 디지털 제어 기반의 차세  변 소 자동화 시스템 구 을 한 기
능  환경 요구사항을 토 로 Architecture를 선정하여, 각 구성요소에 
한 기술규격이 수립되었다[2]. 국내의 경우 구축 사례가 거의 없어, 통

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차  방법이 없으므
로 이에 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시험 평가망의 구성은 K-Grid 시스템
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K-Grid 
시험평가망 주요구성요소의 규격화된 통신환경  기능검증 활용을 목
으로 MMS 기반 통신환경을 구성하고 통신테스트를 통해 그에 한 
기능을 검증하 다.  

2. 본    론

  2.1 MMS의 정의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한 통신망의 국제  표 인 MAP의 응용계층 
규약인 MMS는 Manufacturing Message Specification의 약자로서, 통신
망으로 연결된 자동화기기와 컴퓨터 응용 로그램 간에 실시간 데이터
와 감시제어정보를 교환하기 한 국제 표 의 메시지 교환 규약이다. 
MMS는 실행되는 응용기능의 종류나 기기의 개발자에 계없이 표
인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한다. MMS는 국제표 으로서 ISO9506으
로 지정되어 TC184( Technical Committee Number 18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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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서 공동으로 리
되고 있다. MM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각종의 자동화기기와 응용 
로그램 그리고 여러 산업 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모두 만족하기

에 충분하다. 를 들어, MMS의 Read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의 기기 
는 응용 로그램에서 다른 자동화기기 는 응용 로그램에 있는 데

이터(variable)를 읽을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자동화 기기가 PLC( 로
그램형 로직 제어기,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이건 로 이거나 
사용하는 서비스와 그 방법은 항상 일정하다. 따라서, 응용될 수 있는 
산업분야는 고장경보, 에 지 리, 력분산 제어, 안테나제어, 유기화학, 
우주항공 등 다양하다. MAP은 ISO의 OSI7 Layer를 용하여 다수기업
의 이종 기기간에 표 이고도 용이한 속을 구 하도록 하 다. 
MMS는 MAP의 제7계측에서 사용하는 응용계층 로토콜로서 생산자
동화 기기간의 추상 인 기기의 모델을 통하여 기기의 구 방법과는 상
없는 다양하고 수  높은 서비스를 일 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달 규약이다[6]. 표. 1은 MMS on TCP/IP의 통신망 구조
와 다른 통신망 구조와의 비교를 나타낸다.

  <표 1> MMS on TCP/IP의 통신망 구조와 다른 통신망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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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IEC 61850 표준의 구조
 IEC 61850 표 은 변 소, 엔지니어링, 데이터 모델, 통신 솔루션  
합성 테스트에 련된 일반  요구사항들에 한 내용을 포함하며, 표
의 모든 트는 공식 인 IEC 표 으로써 제정되었다. IEC 61850 표
에는 14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0개의 주요 트로 구성되

어 있다. 이 표 은 개방형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필요
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변 소 자동화 설비의 기능을 기술하
는 것 외에 IEC 61850은 기능간의 통신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통신을 
구 함에 있어 많은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서 제조업자들은 다양한 시장
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해 기능과 기스템 구성을 용할 수 있다. 트 
1에서 4는 일반 인 소개와 기본 요구사항에 해 다루고 있고, 트 5
는 변 소 자동화 시스템의 기본 인 요구사항에 해 다루고 있으며 
변 소 구성언어에 하여 트 6에 명시되어 있다. 트 5를 기반으로 
트 7은 데이터 모델과 통신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에 한 통신 
정의를 내포한다. 트 8과 9는 트 7의 정의들에 하여 실제 통신 네
트워크로의 매핑에 하여 다루고 있다[4]. 특히 트 8-1은 SCSM 의 
MMS over Ethernet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MMS 통신 로
일, 비 MMS 통신 로 일, 사용 인 MMS 객체, 련 Object등의 속
성  상세 내용을 설명하므로 Node간 통신 환경 구성에 참조 가능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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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ystem  - Microsoft windows XP

Development Tools
 - MS Visual Studio 6.0/2005
 - Rational Rose 2002

Libraries
 - MMS-EASE Lite 801-001
 - WinPcap : The Windows Packet Capture Library
 - Expat XML Parser Library

Test Tools
 - Wireshark : Network Protocol Analyzer
 - MMS Object Explorer

  2.3 MMS 기반의 통신환경 구성
 MMS 기반의 통신 로그램 개발 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검증 을 
해서 먼  개발환경 구성이 필요하다. 우선 개발용 OS는 Windows 
환경이며, 그 에 다양한 개발용 Tool을 설치 는 설정하고 각종 
Library들의 활용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개발이후의 기능은 테
스트 Tool을 통해 검증하 다. 

  <표 2> 개발환경 구성

 개발환경 구성 후 MMS 기반 통신환경 다음과 같은 Flow로 진행된다.  
 ‘MMS Object Configuration File’ 이라는 XML 기반의 MMS 객체 설
정 일을 통해 데이터를 등록한다. 이 정보는 foundry라는 내부 유틸을 
통해 해석되고 응용 로그램과의 연동을 해 데이터에 한 각종 정
보를 갖는 헤더 일을 생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MMS 데이터를 설정
한다. 그리고 ‘Configuration File for Lean-T Stack'이라는 XML 기반
의 네트워크 설정 일을 통해 각 로토콜 Layer의 정보를 구성한다. 
응용 로그램에서는 이 일을 이용해 MMS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한
다. 네트워크의 물리  구성은 최종 TCP/IP를 통해, 두  이상의 
System을 Node로 이용하여, Client와 Server의 계를 설정한다. 이 과
정에서의 Node 구성은 Switch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뿐 아니라, 원격의 
Web Server 혹은 Client와의 연동구성도 가능하다.

  2.3.1 MMS 기반의 통신을 위한 Client/Server 
 MMS-EASE Lite를 이용해서 MMS 로토콜 통신 테스트를 한 서
버 어 리 이션을 설정할 수 있다. Server는 미리 정의된 네트워크 설
정정보(osicfg.xml)를 통해 네트워크 통신을 비하고 Client의 속을 
기다린다. Client의 속시 속정보를 출력하고 Client에게 데이터 객체 
정보를 제공한다. Client는 미리 정의된 네트워크 설정정보를 가져오고, 
지정된 ARName  기조건 값들로 MVL(MMS-Virtual Lite) API를 
통해 Server에 속한다. 서버와의 연결이 이루어지면 Client의 서비스
를 실행하며, 지정된 리포  서비스에서는 노드의 치정보(Path)와 객
체명을 통해 데이터에 근하고 Client측에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림 1
은 Client-Server간의 통신 흐름을 설명한다.

<그림 1> MMS Client/Server 통신 흐름도

 이미 설명한 통신 흐름도에 따라 MMS 기반의 Client와 Server 로그
램을 개발하 으며, 그림 2는 개발된 Server, Client의 GUI 환경을 보여
다. 여기에 사용된 시 데이터는 발 설비의 일부정보를 발취하여 사
용하 다. 두 의 System을 Node로 구성하여 Server, Client 역할에 따
라 정보를 주고받게 되며, MMS Client 로그램의 ‘연결’ 버튼을 르
면 서버에 연결하기 한 Client 로세서가 생성되고, Server가 구동되
고 있을 경우 Server에 속하여 데이터를 읽어온 후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

<그림 2> MMS Server/Client 프로그램

  2.3.2 MMS 기반의 통신기능 검증 
 MMS 로토콜을 이용한 통신 테스트를 확인하기 해서 네트워크 분
석기  Wireshark를 이용한다. Wireshark는 수많은 로토콜을 지원하
는 네트워크 로토콜 분석기로 산업  교육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988년 ‘Gerald Combs’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후로 Ethereal 이란 
이름의 오 소스 로젝트로 진행되어오다가 2006년 Wireshark로 로
젝트 이름이 변경되었다. 우선 MMS 기반의 네트워크 통신 테스트 진
행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하며, 편리한 확인을 해 Filter에 통신할 
Host IP를 지정하여 캡처를 실행한다. 그리고 캡처된 내을을 통해, 정상
인 통신여부와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네트워크 
분석기를 통해 MMS 패킷을 캡처한 화면으로 각 로토콜의 정보와 
MMS 로토콜 포맷의 데이터 정보를 나타낸다.

<그림 3>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MMS 패킷 캡처

3. 결    론

 K-Grid 시험평가를 한 Component 설계를 해서는 먼  IED Node
들을 포함한 Sub-System 구성요소간의 네트워크  상  운 시스템과
의 상호 통신 그리고 각 Grid 간의 물리 인 네트워크 구성이 선행되어
야 한다. 그러나 력 설비와 같은 기반시설은 한번 구축되고 나면, 추
가 인 구성이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서 근마  용이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신 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 한데로 변 소 자동
화 시스템을 포함한 력IT의 통신은 국제표  규격에 맞게 진화될 것
이 상되므로, 시험평가용 Component도 그에 따른 설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MS 기반의 통신 환경을 한 로그램 개
발내용과 통신결과의 검증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최종 Component 
개발 결과의 간 과정으로 추후 국제 산업용 통신규격의 K-Grid 시험
평가를 한 통신 환경 구 한 선행 연구로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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