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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The data-mapping model is designed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the gateway configuration tool is 

developed for generating meta-data based on XML Schema. this paper is mostly concerned with the design and 

realization of gateway system for the interoperable data communication between  a legacy protocol device and IEC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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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오늘날 스마트그리드의 데이터서비스는 디지털변 소 규격인 

IEC61850과 기존 력망에서 사용되어 온 IEC60870-5-101/ 

103/104  DNP3.0 통신 로토콜 간 상호운용이 가능하도

록 요구되고 있다[1].

IEC61850 디지털 변 소는 MMS(Manufacturing Messaging 

Specification)  고속 이벤트(GOOSE) 통신 로토콜을 사

용하는 스테이션 버스와 샘  값(SAV) 통신 로토콜을 사

용하는 로세스 버스로 표 화되어 있다[4-9]. 지 까지 주

로 력 유틸리티에서 사용하는 IEC60870 혹은 DNP3.0 원

격통신장치(RTU)와 같은 기존 마스터 장치들이 IEC61850 

스테이션버스의 베이 벨 장치들과 정보교환이 요구되고 있

고[10,11], 공통데이터클래스(CDC)기반의 데이터모델을 사용

하는 IEC61850 변 소와 기존 IEC 60870-5-101 /IEC 

60870-5-104 는 DNP3.0 규격을 사용하여 역통신망

(WAN)에서 제어센터 간의 실시간 정보교환 필요하다[2-3]. 

는 IEC61850기반 변 소와 IEC61970 공통정보모델(CIM)

기반의 제어센터 간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신재생에 지로 

분류되는 수력, 풍력, 분산 원 그리고 자산 리용 상태감

시진단 설비와 같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Modbus 로토콜과  

IEC61850기반의 변 소나 스마트 그리드의 양방향 력 계

통에 연계하기 하여 실시간 데이터 변환과 정보교환이 요

구된다[12-13]. 에서 언 한 역에서 IEC61850 표 을 지

원하는 다용도 게이트웨이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스키마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 그리드에 합한 IEC61850 공통데

이터클래스기반 로토콜 게이트웨이 매핑 모델을 제시하고, 

편리성을 제공하기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 스테이

션 게이트웨이 구성 편집 도구를 개발하고, 데이터 속성을 

이용한 매핑 알고리즘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는 게이트

웨이시스템을 구 하 다.

 2 . 스마트그리드에서 IEC61 850 표 화 동향

최근 스마트그리드로 속하게 진행되면서 스마트그리드 

략그룹(SG3)은 IEC 스마트 그리드 표 화 로드맵을 발표

하 다[1]. 

구분 표 명 상태

IEC61850-3 일반 인 요구사항 IS

IEC61850-5 통신 요구사항 IS

IEC61850-6 유틸리티 컨피그 이션 언어 IS

IEC61850-7-1 기본 통신 구조 - 원리와 모델 IS

IEC61850-7-2 기본 통신 구조 - ACSI IS

IEC61850-7-3 기본 통신 구조 - CDC IS

IEC61850-7-4 기본 통신 구조 - LN IS

IEC61850-8-1 통신서비스 맵핑 - MMS IS

IEC61850-9-2 통신서비스 멥핑 - SV IS

IEC61850-10 호환성 시험 IS

IEC61850-7-410 수력 LN IS

IEC61850-7-420 분산 원 LN FDIS

IEC61850-80-1 IEC61850과 IEC61870 CDC맵핑 FDIS

IEC61850-90-1 변 소간 통신 FDIS

IEC61850-90-2 변 소와 제어센터간 통신 CD

IEC61850-90-3 상태감시  진단 CD

IEC61850-90-4 변 소 네트워크 구조 CD

IEC61850-90-5 싱크로페이 CD

표   1  IEC61850 련 표 화 활동

Table 1  IEC61850 Standard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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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드맵은 재 IEC61850 표 에서 스마트그리드로 진

행하는데 추가하여야 할 표 을 정의하고 있다. 표 1은 

2005년에 채택된 IEC61850 Ed1 표 이 변 소 자동화뿐만 

아니라, 수력  풍력 같은 력 유틸리티에 범 하게 확

 용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Ed2 표 이 발

표되고 있다. 

유틸리티용 IEC61850 표  네트워크 계층 구조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의 네트워크 계층 구조는 변 소 벨에서 

기존 IEC 60870-5-103/101/104 표  로토콜과 IEEE 1815 

DNP3.0 표  로토콜 그리고 새로운 IEC61850 표  로

토콜이 혼재하고 있다. 

그림 1  IEC 61850 통신 네트워크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IEC 61850 Communication Network

 3 . IEC61 850 변 자동화 용

재 력분야에는 IEC61850을 기반으로 한 표 을 제공

하는 지능형 자 장치(IED), 원격단말장치 (RTU) 는 스

테이션 제어기(Station Controller)를 이용하여 IEC61850변

소 자동화 구축 시 엔지니어링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

다.

1) 변 소의 계통 단선도를 작성한다.

2) IEC61850 스테이션 버스와 연결되는 베이 벨 기능에 

따라 지능형 자장치(IED)를 선택한다. IED는 측정용, 보호

용, 감시용, 제어용,  기타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

3) IEC61850 스테이션 버스와 연결되는 베이 벨의 기능

에 따라 사용할 논리노드(Logical Node)를 구분한다. 용도별 

논리노드는 IEC 61850-7-4를 참조한다.

4) IEC61850 통신서비스 따라 스테이션 버스 벨 디바

이스와 통신을 연결한다. 즉 변 소내의 스테이션 버스 

벨 통신, 로세스버스 벨 통신, 변 소간 통신, 변 소와 

제어센터 사이 통신 등. 

재 IEC61850 변 소에서 게이트웨이가 요구되는 역

은 아래와 같다. 

1) 베이 벨의 IEC61850-5-103 혹은 DNP3.0 지원 기존 

장치는 IEC 61850 스테이션 버스 연결용 IEC61850 서버 게

이트웨이가 요구된다.

2) 신재생에 지 분야의 Modbus 혹은 DNP3.0 지원 분산 

원 장치는 IEC 61850 스테이션 버스 연결용 IEC61850 서

버 게이트웨이가 요구된다. 

3) IEC61850 스테이션 버스와 IEC60870-101/104 혹은 

DNP3.0 로토콜을 지원하는 제어 센터 간 통신에 

IEC61850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가 요구된다.

4) IEC61850 스테이션 버스와 IEC61850 로토콜을 지원

하는 IEC61970 공통정보모델기반 제어센터 간의 통신용 

IEC61850 록시 게이트웨이가 요구된다.

IEC61850 변 소에 게이트웨이가 용 가능한 범 를 표

시한 변 소 네트워크 계층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IEC61850 변 소 네트워크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IEC61850 Substation Network

  4 . IEC61 850 변 소용 게이트웨이

디지털 변 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로토콜을 용하려면 

게이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공하여야 한다.

1) IEC61850 MMS  고속이벤트(GOOSE)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IEC60870-5-101/103/104, DNP3.0  Modbus와 

같은 다양한 로토콜을 IEC61850 공통데이터클래스 로토

콜로 변환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IEC61850 서버 기능, IEC61850 클라이언트 기능  

IEC61850 록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력 유틸리티에 용되는 시스템은 IEC61850-3 표

에 합한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3  IEC61850 게이트웨이 소 트웨어 기능 구조 

Fig. 3 Functional Software Architecture of IEC61850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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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유틸리티에서 요구되는 기능  1), 2), 3)항 부분은 

소 트웨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4)항 부분은 하드웨어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이트웨이 구성모듈, 로토콜 변환모듈, 

매핑 로 일 처리모듈, 데이터 로세서  실시간 데이터

베이스와 IEC61850 통신 서비스모듈로 구성되는 소 트웨어

를 그림 3과 같이 구 하 다.

게이트웨이 구성모듈은 메타데이터 편집 기능과 각종 시

스템 진단 유틸리티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 편집기능 만을 상세하게 연구하 다.

4 .1  게이트웨이 메타데이터 편집 도구

지 까지 변 소에 용하는 변 소 구성 언어(SCL) 편

집 도구는 IEC61850 표 에서 정의한 데이터 클래스 기반으

로 작성하는 범용 XML 편집기 혹은 그래픽 기반 편집기가 

있으나, 게이트웨이 메타데이터 편집도구는  별도로 존재하

지 않았다. 따라서 변 소 내의 기존장비와 IEC61850 통신, 

IEC61850기반 보호계 기와 통신, 기존제어센터와 통신  

IEC61970기반 제어센터와 통신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IEC61850 표  XML 스키마 규칙에 따라 통신 로

토콜 메타 데이터(CPMD)와 통신 로토콜 데이터 매핑 메

타데이터(CPDMD)를 생성하는 편집도구가 요구된다. 

개발한 편집도구는 XML 스키마 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통신서비스 기능을 정의한 통신 로토콜 정보

일과 통신 데이터 변환  데이터 업데이트 기능을 정의

한 로토콜 데이터 매핑 정보 일을 쉽게 편집할 수 있도

록 제공한다.

이 메타데이터 편집도구에서 편집 가능한 정보 일은 

IEC61850 서버용 표  XML 스키마 일, 기존 표  

IEC60870-5-101/103/104 로토콜용 XML 스키마 일, 기

존 IEEE1815 DNP3 로토콜용 XML 스키마 일과 기존 

산업용 de-facto 표 인 Modbus 로토콜용 XML스키마 

일을 자동 생성 가능하며, 이 정보 일  표 으로 정의

된  IEC61850 표  XML 스키마 일은  IED_XML.icd, 

SCL_XML.scd 일이고, 나머지 통신 로토콜 일정보는 

XML 스키마 정의에 따라 독자 으로 설계한 로토콜.xml 

일을 생성하 다. IEC61850 표 에서 정의한 SCL(변 소

구성설명언어) 일 정보 흐름 기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IEC61850 정보흐름의 기 모델 

Fig. 4  Reference model of IEC61850 information flow

지능형 자 장치 명세서(ICD) 혹은 시스템 구성 명세서

(SCD) 편집기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IEC61850 XML 일용 ICD 구성 편집기 

Fig. 5 ICD configuration Editor of IEC61850 XML File 

기본 으로 IEC61850 표 은 력유틸리티의 물리장치를 

가상화된 논리노드(LN)로 정의하며, 1개의 서버에 다수의 

논리장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1개의 논리장치에는 LLN0, 

LPHD   XCBR과 같은 논리노드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논리노드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IEC61850-7-3 공통데이터클

래스(CDC)에 정의된 상태 정보, 측정량 정보, 제어가능 정

보, 제어가능 아날로그 정보, 상태 설정 값, 아날로그 설정  

값  설명 정보를 사용하며, 이 공통데이터클래스는 기본

으로 값(value), 리티(quality)  시간스탬 (TimeStamp) 

속성과 기타 옵션 데이터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데이

터 속성은 2진형(Boolean), 열거형(Enumerate), 정수형

(INT8/INT16/INT32/INT64 등), 실수형(Float32/Double64), 

문자열(String)과 같은 속성을 정의하고 있다. 

한 IEC61850-80-1 표 은 변 소 벨에서 IEC61850 

클라이언트와 IEC60870-5-101/104 슬래이  사이에 그림 6

과 같이 공통데이터클래스(CDC)의 stVal, q, t 속성 데이터 

형과 ASDU TI1 데이터 형을 일  일(Peer to Peer) 데이

터 매핑 규칙을 정의하여, 변 소와 제어센터 간 통신 로

토콜 데이터 호환성을 제공하 다. 즉 그림 7과 같이 매핑 

되어 있다.

그림 6 IEC61850-80-1 매핑구조

Fig. 6 Mapping architecture of IEC618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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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61850 CDC 와 ASDU TI와 지원되지 않는 
매핑 (Edition 2)

IEC60870-5-101/104 와 CDC 지원되지 않는 매핑 
(2006 Version)

CURVE Setting curve TI 2 Single point information with time tag

DPL Device name plate TI 4 Double point information with time tag

LPL Logical node name plate TI 6 Step position information with time tag

CSD Curve shape description TI 8 Bitstring of 32 bit with time tag

SAV Sampled value TI 9 Measured value, normalized value

ENS Enumerated status TI 10 Measured value, normalized value with time tag

HST Histogram TI 12 Measured value, scaled value with time tag

ENC Controllable enumerated status TI 14 Measured value, SFP with time tag

BAC Binary controlled analog process value TI 16 Integrated totals with time tag

ENG Enumerated status setting TI 17 Event of protection equipment with time tag

ORG Object reference setting TI 18 Packet start event of protection equipment with time tag

TSG time setting group TI 19 Packet output information of protection equipment with time tag

CUG Currency setting group TI 20 Packet single point information with status change detection

VSG Visible string setting TI 21 Measured value, normalized value without quality descriptor

TI 34 Measured value, normalized value with time CP56Time2a

TI 38 Event of protection equipment with time CP56Time2a

TI 48 Set point command, normalized value

TI 51 Bitsring of 32bit

TI 61 Set point command, normalized value with time tag CP56Time2a

TI 64 Bitstring 32 bit with time tag CP56Time2a

IEC61850 Time stamp 구조  IEC60870-5-101/104 Time Tag 구조
UTC YYYY-MM-DDThh:mm:ssTZD CP56Time2a yy-mm-dd (dow) hh:mm:ss.ms 

time tag 0 ~ 2**48 까지  count

IEC61850 CDC data attribute 와 IEC60870-5-101/104 ASDU TI 데이터 매핑 방안
*비고)IEC61850-80-1 데이터 매핑 방법은 Peer to Peer Data type

Ex) Boolean to Boolean, INT32 to INT32,  Float32 to Float32, UTC to Same type CP56Time2a

따라서 데이터 형 변환 과 Time Stamp 변환 기능을 이용하면 100% 확장성을 보장함

Ex) Boolean to Boolean, INT32 to (형변환) INT8, INT16, INT64, FLOAT32 to FLOAT64, UTC to (형변환) Time Tag

표   2  IEC61850-80-1 CDC와 IEC60870 ASDU간 지원 되지 않는 데이터형

Table 2  Not supported data type between IEC61850-80-1 CDC and IEC60870 ASDU

표 2와 같이 공통데이터클래스(CDC)와 ASDU간 데이터

매핑이 안 되는 경우는 데이터 형 혹은 타임스탬  형이 다

른 경우에 발생하 다. 즉 IEC61850-80-1 표 규격은 일  

일 매핑방식은 제한 인 범 에서 호환성을 제공한다.

IEC61850 CDC 속성

 SPS: Boolean

 INS: INT32

 MV: INT32

      Float32

 SPC: .

IEC60870-5-101/104 속성

TI 1, 30 : Boolean

TI 7, 11, 33, 35 : INT32

TI 11, 35 : INT32

TI 13, 36 : Float32

TI 1, ........      

그림 7  IEC61850-80-1 데이터형 일  일 매핑

Fig. 7 Peer to Peer Mapping of IEC61850-80-1 Data type

표 2의 *비고에 언 하 듯이 일  일 데이터매핑 구조

에서 형 변환기능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5종류의 데이터 

형으로 분리하 다.

 Boolean형 Peer to Peer :

Boolean Data

 INT형 Peer to (형변환) Peer : 

형 변환은 INT8/INT8U/INT16/INT 

16U/INT32/INT32U/INT64/INT64U 

FLOAT형 Peer to (형변환) Peer :

형 변환은 Float32, Float64

INTtoFLOAT형 INT to (형변환) Float

Time형 Peer to (형변환) Peer :

형 변환은 UTC, MMS UTC(time tag), 

CP56Time2a

String형 Peer to (형변환) Peer :

형 변환은 VisibleString255, UNICOD- 

EString255, OCTETString255

분리된 같은 종류의 데이터 형 사이에 자유롭게 데이터 

형 변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형 변환, 타임스탬  변

환 그리고 String 변환 기능을 용하여 다른 로토콜 사

이에도 용 가능하도록 그림 8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8 유틸리티 로토콜 간 형 변환 데이터 매핑구조

Fig. 8 Peer to Peer Mapping of type translation between 

utility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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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 데이터 매핑 정보 일은 IEC60870-5-101 

/103/104 표 과 IEC61850-7-3 공통정보모델을 기본으로 작

성된  IEC61850-80-1 표 모델에서 형 변환 기능을 추가하

여, 의 설명과 같이 로토콜 사이에 호환성 확보가 편리

하도록 설계 하 으며, 리티와 타임스탬 가  없는 일부 

기존 로토콜은 데이터 서비스 시  기 으로 데이터 정보

를 추가하도록 보완하 다.

매핑 규칙에 따라 분리된 데이터는 시작지 의 클라이언트

(마스터) 통신채 , 노드정보, 순번정보 와 목 지인 서버(슬

이 ) 통신 채 , 노드정보, 순번정보 포함하는 XML 스키

마기반 데이터 매핑 정보 일 생성 도구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게이트웨이 데이터 매핑 생성 도구 

Fig. 9 Tool of gateway data mapping generation 

4 .2  통 신   변환  매 핑  로 일  처리부 

매핑 로 일 처리부는 일 시스템에 장되어있는 

XML 스키마기반 통신 로토콜 정보 일과 로토콜 데이

터 매핑 정보 일을 로드하여 XML Parser( 서)에서 문장 

분석  데이터 분리 작업을 실시하고 시스템 런 타임 환경

에 합한 실시간 공유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4 .3  게이트웨이 로 토 콜  변환  

IEC61850 MMS 통신 서비스는 고속 실시간 데이터 처리

가 용이하고, 한 로토콜은 OSI 7 계층과 TCP 호환 통

신 로 일에서 사용가능하고, 시스템 측면에서는 앙 집

 구조와 분산 구조에서 사용 합성 때문에 력 유틸리

티용 표 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IEC61850-8-1 MMS 통

신서비스와 IEC6150-9-1/2 통신 서비스 스택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 0 IEC 61850의 MMS 로토콜 스택 구조

Fig. 1 0 Architecture of MMS protocol stack of IEC61850

MMS구조는 IEC61850-7-2 표 에서 정의한 추상화 통신 

서비스 인터페이스(ACSI)의 서버/클라이언트 통신 서비스, 

샘 링 통신 서비스, 고속 이벤트통신 서비스  타임 동기

화 서비스와 같은 1  1 매핑 구조를 제공한다.  스테이션 

버스에 연결되는 게이트웨이는 MMS 서버/클라이언트 통신 

서비스 와 고속 이벤트 통신 방식을 사용하며, 로세스 버

스에 사용하는 샘 링 통신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 게이트웨이는 IEC61850-7-2 정의된 논리노드 클래스 모

델, 데이터 객체 클래스 모델, 리포트 블록, 제어 모델, 일 

송수신 모델 과 고속 이벤트 통신(GOOSE)을 지원한다. 게

이트웨이는 IEC61850 통신 서비스를 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베이 벨에 있는 IEC61850 지능형 자 장

치의 서버와 통신 채 을 확립하고, IEC61850-7-2규격의 데

이터 객체 클래스 모델 서비스와 리포트 블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송수신 명령을 사용하여 획득한 실시간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서버의 리포트 블록

은 클라이언트에서 설정한 정보에 따라 이벤트성 정보와 주

기성 데이터를 송신한다.  변 소의 스테이션버스에 연결된 

서버간 트립과 같은 고속이벤트 정보는 멀티 스트 방식으

로 통신한다. 제어정보의 통신방식은 기존 DNP3.0 는 

IEC60870-5-101/103/104 로토콜에서 제공하는 신뢰성기반 

통신을 제공하고, 추가로 보안 기능 있는 통신서비스를 제공

한다. 

4 .4  데이터 로 세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이터 

로세서는 데이터 매핑 규칙에 따라 정의된 속성 정보에 

따라 주기성 정보와 이벤트성 정보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처

리한다. 

설정된 시간 주기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통신하는 주기

성 정보는 클라이언트(마스터) 서비스 요청에 따라 수신된 

정보이거나 DNP3.0 로토콜의 이벤트성(unsolicited) 통신

과 IEC61850 주기성 리포트에서 수신한 데이터들이다. 반면 

IEC61850 이벤트 리포트 혹은 고속이벤트 서비스, IEC60870 

이벤트 서비스, DNP3.0 이벤트 서비스는 이벤트가 발생되는 

즉시 변환된 정보만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로세서는 이벤트 정보를 수

신한 클라이언트(마스터)부터 이벤트 발생 정보와 래그 

정보를 동시에 수신하여, 목 지의 통신 변환 모듈에게 이벤

트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신뢰성을 요구하는 제어 정보는 통신 노드 사이에 1-

-1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즉 제어센터에서 요청한 제어명

령은 게이트웨이와 베이 벨 IED를 통하여, 차단기 같은 구

동 장치를 구동하고, 작동 결과를 수신하여 정상 인 작동여

부를 단한다. 력 유틸리티 분야에서 통상 으로 사용하

는 선택 후 조작 명령 방식은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

서 단계별 시간 지연 요소를 최 으로 구성하여 시간 과

(Timeout)에 의한 조작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모리 상

주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하여 실시간성을 보완하

다. 선택 후 조작(SBO) 제어 명령시 스의 시간지연요소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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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선택 후 조작 제어 명령 시간지연  

Fig. 1 1 Time delay of select before operation command

5. 게이트웨이 시험 결과

개발한 변 소용 게이트웨이 구성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각 통신 로토콜 정보 일과 로토콜 데이터 매핑 정보

일을 XML 스키마기반 일로 생성하여, 리 스 OS기반 변

소용 게이트웨이시스템에 용하여, 기존 Modbus/DNP3.0 

/IEC60870-103 로토콜과 IEC61850 로토콜 사이에 데이

터 호환성 확보  실시간성을 시 하 다. 

시 한 시스템 구성은 그림 12와 같으며, 시스템 결과를 

IEC61850 스테이션 제어기 디버거  데이터 로깅 일로 

그림 13과 같이 확인하 다.

그림 1 2  시험용 시스템 구성  

Fig. 1 2  System configuration of gateway test

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발한 게이트웨이에서는 기

존의 통신 로토콜(Modbus, DNP3.0, IEC 60870)와 IEC 

61850을 정확히 변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3  시험 결과  

Fig. 1 3  Testing result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C 61850 기반 변 소에서 기존 

legacy(DNP3.0, IEC60870, Modbus 로토콜을 용한) 

SCADA 시스템 혹은 원격단말장치(RTU)간  정보교환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게이트웨이에 해 언 하 다. 게

이트웨이에는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데이터 매핑 알고리즘 

설계, 사용자 데이터 매핑 편집 도구의 설계와 구   게이

트웨이 각 기능별 소 트웨어 구조 부분을 설명하 다. 개

발한 게이트웨이의 성능검증을 한 시험시스템을 구성하고 

시험결과 정확히 정보교환을 수행함을 입증하 다.

향후 스마트 그리드 망에서 요구되는 분산처리용 사용자 

로직처리 기능과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추가 개발 보완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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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orking 멤버분  제니스텍 직원에게 감사 드립

니다.

참  고  문   헌

[1] NIST Framework and Roadmap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Standards Release 1.0(Draft),   

http://collaborate.nist.gov/twiki-sggrid/bin/view/_Smar

tGridInterimRoadmap/PAP12DNP361850.

[2] Yonghui Yi, Yi Jia Cao, “AN IEC61850 Universal 

Gateway Based on Metadata Modeling,” IEEE Trans. 

on VLSI Systems, 2007.

[3] T.S. Sidhu, P.K. Gangadharan, “Control and 

Automation of Power System Substation using 

IEC61850 Communication[C],” 2005 IEEE Conference 

on Control Application, Toronto, Canada, August 

28-31, 2005:1331-1336.

[4] IEC61850-6. “Configuration description language for 

communication in electrical substations related to 



기학회논문지 60권 7호 2011년 7월

1330

IEDs,” IS Ed1: 2004-03.

[5] IEC61850-7-1. “Basic Communication structure - 

Principles and models,” IS Ed1: 2003-05.

[6] IEC61850-7-2. “Basic Communication structure - 

Abstruct communication service interface(ACSI),” IS 

Ed1: 2003-05.

[7] IEC61850-7-3. “Basic Communication structure - 

Common data classes,” IS Ed1: 2003-05.

[8] IEC61850-8-1. “Specific communication service 

mapping(SCSM) - Mappings to MMS,” IS Ed1: 

2004-05.

[9] IEC61850-80-1. “Guideline to exchange information from 

a CDC based data model using IEC60870-5-101/104,” 

FDIS: 2010-05.

[10] IEC60780-5-xxx, "Telecontrol Equipment And System 

Part 5. Transmission Protocols Section 103 Companion 

Standard for the Infromation Interface of Protection 

Equipment[S].1999

[11] IEEE 1815-2010, DNP3.0. “www.dnp.org,”.

[12] Modbus. “www.modbus.org/tech.php,”.

[13] IEC61970-301. “Energy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EMS-API), Part 301 - 

Common Information Model(CIM),” 2005.

[14] NISTIR 7628. “Guidelines for Smart Grid Cyber 

Security : Vol.1,2,3,"  August 2010.

   자   소   개

윤 석 열 (尹 錫 烈)

운  제어계측공학 박사과정 수료

포스콘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제니스텍 표이사 

WG10 IEC61850 원 

IEc61850-90-3 표 기술연구회 원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