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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1850 통신에서의 전송 지연시간 개선을 위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real-time embedded systems for reducing the transmission delay 
latency in IEC 61850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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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Doo Cho․Seung-Hwa Kang․Sang-Hee Kang․Soon-Ryul Nam)

Abstract - Depend on delay latency rule for message transmission defined in IEC 61850 standard, the fastest message 

has to be transferred within 3us. This paper suggests how to structure the real time message transmit test environment 

of IEC 61850 and develope how to securing IEC 61850 communication performance based on IEC 61850 by measuring 

delay latency of message transfer on embeded linu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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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변 자동화 시스템은 IT 시스템과 통신 인 라의 

결합이 이슈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화된 력 감시제어 시스템으로서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그에 따라 통신 국제 규격인 IEC 61850을 표 으

로 하는 Agent IED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IEC 61850 표  규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

호운용성 확보  서비스구 에 한 기능을 만족하기 해 

IED 성능 테스트가 요시되며 련 업계 시장도  확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IED에서는 

GOOSE 메시지 송시간이 IEC 61850 표  규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 실시간 운 체제 

용을 통한 GOOSE 메시지 송 시간 개선이 요구되고 있

다. 본 논문은 GOOSE 메시지 송시간 단축을 한 실시

간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의 용과 리 스 커 의 최 화

에 따른 통신성능 모의 시스템을 구성하 고, 실시간 성능 

측정을 해 Cyclictest라는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

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 다. 한 IEC 61850 

기반 GOOSE 메시지의 송시간 측정을 하여 RTDS의 

GTNET 카드와 FALINUX사의 S3C6410보드를 이용한 IED 

통신성능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GOOSE 메시지 송 시 소

요되는 Loop back delay time에 한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서 IEC 61850 기반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이 

용된 통신보드를 개발하 다. 

2. GOOSE 메시지 통신 성능 

IED는 상호간의 통신을 해 Manufacturing Message 

Specification (MMS), Generic Object-Oriented Substation 

Event (GOOSE) 메시지  Sampled Value (SMV)의 세 가

지 통신 규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에서 트립신호, 차단기 

상태정보 등 실시간 메시지 송에서는 GOOSE 메시지가 

사용된다. GOOSE 메시지는 IEC 61850 표  규약에 의해서 

실시간 데이터 송을 한 엄격한 시간 제약을 만족해야 

한다. IEC 61850 표  규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GOOSE 메

시지 최  송 지연시간은 표 1과 같다[1].

      

표 1 IEC 61850 표  규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GOOSE  

   메시지의 최  송 지연시간

Table 1 Maximum delay latency for GOOSE message       

defined in IEC 61850 standard

하지만 기존의 IED 성능으로는 IEC 61850 표  규약에 

합한 GOOSE 메시지 송속도를 만족하기 어렵다. IEC 

61850 통신을 구 하기 한 IED의 운 체제는 일반 으로 

임베디드 리 스를 많이 용한다. 임베디드 리 스는 실시

간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시간 제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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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IEC 61850 표  규약에 만족하는 GOOSE 메시지 

최  송 지연시간을 구 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IED의 GOOSE 메시

지 실시간 송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리 스 커 에 실

시간 패치인 PREEMPT-RT를 용하여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하 다. 

2.1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GOOSE 메시지에 요구되는 최  송 지연시간을 만족

하기 해서는 정확한 동작시간을 제공하는 실시간성이 보

장되어야 하며 이를 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용을 

해서 기존 시스템에 PREEMPT-RT를 패치 하 다. 

PREEMPT-RT는 경성 실시간 시스템(Hard Real-time 

System)으로써 실시간 나노커  혹은 마이크로 커  상에

서 리 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행시간을 측 

가능하도록 만들기 하여 선 형 커 과 인터럽트 지연의 

최소화, 고정  타이머, 실시간 동기화 기법 등이 제공된다

[3]. 이러한 PREEMPT-RT의 용에 따른 실시간 운 체제

는 고정  타이머와 연계되어 보다 정 한 동작과 로세스

의 시스템 호출을 통한 선 이 가능해 기존의 동작시간 보

다 정확한 동작시간을 보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EEMPT-RT를 용한 실시간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기존의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과 응답 지연

시간에 한 결과를 비교하여 실시간 성능 향상을 검증하

다[4]. 

그림 1 실시간 시스템 용에 따른 성능 향상

Fig. 1 Performance improvement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Real-time System.

2.1.1 Cyclictest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응답 

지연시간 측정

임베디드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을 측정하기 해서 

Cyclictest를 이용한 시스템 응답 지연시간 측정을 하 다

[5]. Cyclictest는 응용 로그램 수 에서 CPU를 강제 으로 

호출 하는 주기 인 이벤트를 이용하여 실시간 태스크에 

한 응답 지연시간을 측정하며, 각종 라미터를 수정하여 다

양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러한 성능 측정 방법은 실시간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실시간 성능을 일

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2.6.29 리 스 

커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과 동일한 버 의 커 에 

PREEMPT-RT를 용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 각각 

Cyclictest 응용 로그램을 용하여 응답 지연시간을 측정

하 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정리하 다.

표 2 Cyclictest를 이용한 응답 지연시간 측정 결과

Table 2 Measurement results of responsive delay latency    

using Cyclictest

Min[μs] Avg[μs] Max[μs]

Original 217 232 594

PREEMPT_RT 382 417 1690

표 2는 하나의 태스크가 3000회 이상 반복 으로 루 를 

수행했을 때, Min은 가장 작은 응답 지연시간, Max는 가장 

큰 응답 지연시간, Avg는 평균 인 응답 지연시간을 나타내

고 있다.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PREEMPT-RT 패

치 용 의 시스템과 패치 용 후의 시스템은 평균 응답 

지연시간에서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하 으며, Max와 Min에

서도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응답 지연시간 차이로 시스템

이 태스크를 수행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2 Cyclictest를 이용한 응답 지연시간 측정값의 분포 

Fig. 2 Measurement distribution of responsive delay latency 

using Cyclictest 

그림 2는 Cyclictest를 10회 이상 반복 으로 수행했을 때 

시스템의 평균 인 응답 지연시간을 나타내는 그래 이다. 

반복 인  응답 지연시간 측정을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 인 

동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은색 선은 기존 시스템의 응답

지연시간 분포도이며, 분홍색 선은 PREEMPT-RT가 패치된 

시스템의 응답 지연시간 분포도이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에

는 불규칙 인 응답 지연시간으로 인해서 일정하지 않은 시

스템 동작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PREEMPT-RT가 

패치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일정한 응답 지연시간을 나타내

어 안정 으로 시스템이 동작하 다. 따라서 Cyclictest를 이

용한 기존의 시스템과 실시간 시스템의 응답 지연시간을 비

교함으로써 PREEMPT-RT 패치에 따른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IEC 61850 실시간 시험 환경 구축

IEC 61850 표  규약에 따른 주요 서비스를 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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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트립신호, 상태정보 등의 송을 한 통신 구 뿐만 

아니라 이에 한 시험 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IEC 61850 기반 통신보드  RTDS로 구 된 시험 환

경을 구축하 다. 통신보드는 FALINUX사의 상용보드인 A 

RM11 로세서 코어를 MCU로 사용하는 S3C6410보드를 

이용하 고 운 체제로는 커  2.6.29 기반의 임베디드 리

스를 사용하 다. 실시간 임베디드 리 스 개발을 한 작

업환경으로는 Ubuntu 10.04를 사용하 으며 컴 일러는 

Arm–generic–linux-gnueabi-gcc를 이용하 다. 한 SIS 

CO사의 MMS-EASE Lite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IEC 618 

50 통신기능을 개발하 으며 RTDS의 GTNET과 연동하여 

IEC 61850 실시간 시험 환경을 구축하 다. 

그림 3 IEC 61850 실시간 시험 환경

Fig. 3 Real-time testing environment for IEC 61850 

RTDS의 GTNET은 GSE, Sample Value, DNP, PMU, 

PLAYBACK 등 다양한 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으며  

RTDS의 실시간 계통 모의와 연동하여 실시간 통신 시험을 

할 수 있으며 빠른 데이터 송을 제공하여 통신 시험 시 

시스템에 미치는 향이 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통신보드와 RTDS의 GTNET을 Ethernet switch

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폐루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GTNET과 통신보드 사이의 신속하고 효율 인 

Publisher-Subscriber 통신 시험을 수행하 다[4].

2.2.1 IEC 61850 상호운용성 시험

상호운용성은 력회사, 장비 공 자  표 화 기구들의 

공통 인 목표이다. IEC 61850 표  규격은 이러한 상호운

용성을 보장해주는 표 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IEC 61850 기반 IED가 주

고받는 통신 메시지의 분석을 통한 상호운용성 시험은 매우 

요하다. IEC 61850 기반 IED는 SCL(Substation Configur 

ation Description Language)을 통해서 동기화 시킬 수 있

다. SCL은 IED 는 변 소 체에 한 구성을 어떻게 기

술할 것인지에 한 기 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은 

시스템의 효율 인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제작

사의 장비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이다[6]. 

따라서 다른 기기 간의 설명과 계를 나타내는 XML 기반

의 SCL 일을 사용하여 RTDS의 GTNET과 통신보드간의 

엔지니어링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험 환경을 구축하 다.

 

그림 4 SCL을 이용한 통신보드와 GTNET의 상호운용성 확보 

Fig. 4 Interoperability securement of the communication 

board and GTNET using SCL files 

GTNET은 다른 기기들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해

서 SCD 일을 이용한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 GTNET의

SCD 일과 통신보드의 SCL 일을 이용한 맵핑 작업을 

수행하여 Publisher와 Subscriber 상호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GTNET과 통신보드의 상호운용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RTDS의 GTNET을 이용한 상호운용성 시험

Fig. 5 Interoperability test using GTNET of RTDS

 

맵핑 작업이 완료되면 그림 5와 같이 RTDS의 RSCAD를 

이용하여 GOOSE 메시지의 Publisher-Subscriber 시험을 

한 모델링을 구성한다. 그림 5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은 GOOSE 메시지의 Publisher를 수행하는 모듈을 나타내

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Subscriber를 수행하는 모듈

로서 GTNET과 연계되도록 구성된다. 한 모델링 하단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RTDS 타이머를 이용하여 

GOOSE 메시지 송시간을 측정하는 모듈을 나타낸다. 

RTDS 타이머는 Publisher가 GOOSE 메시지를 송하는 순

간 시작하고 Subscriber가 통신보드에서 송하는 GOOSE 

메시지를 수신하는 순간 정지하도록 동작한다. 따라서 

GTNET을 기반으로 하는 RTDS 모의를 통해 GOOSE 메시

지 송 지연시간에 한 측정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RTDS의 GTNET과 통신보드를 사용하여 GOOSE 메시

지에 한 송시험을 수행하 으며,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

할 수 있는 MMS-Ethereal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GOOSE 메시지를 캡처 하 다. 이와 같이 캡처된  G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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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분석을 통해 GTNET과 통신보드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림 6 MMS-Ethereal을 이용한 GTNET과 통신보드의 

GOOSE 메시지 캡처

Fig. 6 GTNET and communication board GOOSE message 

Capture

2.3 송 지연시간 측정 실험  결과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RSCAD의 모델링을 이

용하여 타이머가 시작하는 순간 GTNET의 Publisher가 

GOOSE 메시지를 송하도록 하고, GTNET의 Subscriber

는 통신보드의 Publisher가 송하는 GOOSE 메시지를 수

신하는 순간 타이머를 멈추도록 구성하 다. 이와는 반 로 

통신보드에서는 Subscriber가 GTNET의 Publisher가 송신하

는 GOOSE 메시지를 수신하는 순간 통신보드의 Publisher가 

GOOSE 메시지를 곧바로 송신하도록 구성하 다. 따라서 

RTDS의 타이머에서 측정되는 시간은 GTNET의 Publisher

가 GOOSE 메시지를 송하는 순간부터 GTNET의 

Subscriber가 통신보드에서 송하는 GOOSE 메시지를 수

신하는 순간까지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하게 통신보드의 소

요시간은 통신보드의 Subscriber가 GTNET의 Publisher에

서 송하는 GOOSE 메시지를 수신하는 순간부터 통신보드

의 Publisher가 GOOSE 메시지를 송하는 순간까지의 시간

을 나타내며, 이는 MMS-Ethereal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

하다. RTDS의 타이머에서 측정되는 시간과 MMS-Ethereal

에서 측정 되는 시간을 수집해서 체시간을 각각의 구성요

소가 갖는 송 지연시간으로 분석하 다.

 

그림 7 시간지연의 정의

Fig. 7 Definition of delay latency

구성요소는 통신보드에서 소요되는 시간 와 이블  

이더넷 스 치에서 소요되는 시간  , GTNET에서 소요되

는 시간 이 되는데, 이블  이더넷 스 치에서 소요되

는 시간은 극히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다. 표 3과 표 4는 

각각 기존 시스템과 실시간 시스템에 해  RTDS의 

GTNET을 이용한 시험환경을 용하여 측정한 GOOSE 메

시지 송 지연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기존 시스템에 해 측정한 GOOSE 메시지 송 

지연시간

Table 3 Delay latency of GOOSE message for the existing 

system 

타이머 
측정시간

[ms]

통신보드 
소요시간

[ms]

GTNET
소요시간

[ms]
1 35.10 34.42 0.67
2 37.25 36.59 0.65
3 36.80 36.12 0.67
4 36.95 36.27 0.67
5 36.05 35.38 0.66
6 35.95 35.33 0.61
7 36.10 35.39 0.71
8 35.80 35.11 0.69
9 37.70 36.95 0.74
10 35.30 34.58 0.71

평균 36.30 35.61 0.68

표 4 실시간 시스템에 해 측정한 GOOSE 메시지 송  

지연시간

Table 4 Delay latency of GOOSE message for the real-time 

system 

타이머 
측정시간

[ms]

통신보드 
소요시간

[ms]

GTNET
소요시간

[ms]
1 3.15 2.44 0.70
2 2.40 1.66 0.73
3 2.75 1.99 0.75
4 1.75 1.04 0.70
5 2.50 1.74 0.75
6 2.85 2.21 0.63
7 2.60 1.83 0.76
8 3.00 2.10 0.89
9 2.70 1.99 0.70
10 2.21 1.53 0.67

평균 2.59 1.85 0.73

기존 시스템에 한 측정 결과인 표 3에 따르면 RTDS 

타이머에서 측정된 지연시간은 평균 36.30ms로서 GOOSE 

메시지를 Publish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과 Subscribe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을 때, GOOSE 

메시지 송 지연시간은 평균 18.15ms가 된다. 통신보드가 

GOOSE 메시지를 Subscribe  Publish하기 해 소요하는 

약 35.61ms의 시간지연으로 인해서 IEC 61850 표  규정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실시간 

시스템 측정 결과인 표 4에 따르면 RTDS 타이머에서 측정

된 지연시간은 평균 2.59ms로서 표 3에서의 정의와 동일하

게 GOOSE 메시지를 Publish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과 

Subscribe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을 

때 GOOSE 메시지 송시간은 평균 1.28ms가 된다. 한 

통신보드가 GOOSE 메시지를 Subscribe  Publish 하기

한 소요시간이 1.85ms로 개선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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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0 표  규정을 만족하는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

능을 검증하 다. 

 

3. 결  론

본 논문은 IEC 61850 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GOOSE 메시지 송 지연시간을 만족할 수 있는 통신 랫

폼을 구축하기 해서 PREEMPT-RT 패치를 용한 실시

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 하 으며, RTDS의 GTNET을 

이용한 IEC 61850 기반 IED의 통신 시험환경을 구축하 다. 

기존의 통신보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시간 문제 을 개

선시키기 해서 기존의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에 PREEM 

PT-RT 패치를 용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 하

고, Cyclictest 응용 로그램을 이용한 응답 지연시간 분석

을 통해서 실시간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 응답 

지연시간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RTDS

의 GTNET을 이용한 실시간 시험환경을 용하여 GTNET

과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의 GOOSE 메시지 최  송 지

연시간이 IEC 61850 표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3ms 이

내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RTDS의 

실시간 계통모의 기능과 GTNET의 IEC 61850 통신 기능을 

통합하여 IEC 61850 기반 실시간 IED의 종합성능 시험환경

을 구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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