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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DA RTU 상태이벤트 취득시간 정확도 개선

An Accuracy Improvement on Acquisition Time of SCADA RTU Status Event

이 주 헌*․이 상 †  

(Ju-Heon Lee․Sang-Joong Lee)

Abstract  -  SCADA RTU is a remote control unit equipped in substations for automatic operation of a power system.  

The RTU monitors and measures the operation status of remote substations to transmits the signals to upper SCADA 

system and receives control command signals from dispatch center to actuate corresponding apparatus.  The RTU 

receives the standard time from GPS receiver to synchronize the times for all devices and acquires the status event of 

power apparatus using DIM.  Without the time synchronization between GPS and RTU, stable operation of the power 

system and accurate analysis of the system fault are impossible due to the time error of SOE.  In this paper, a test is 

performed to identify if the operation time of SCADA RTU DIM coincides with the standard time. And we tried to find 

the reason of error, to minimize the time discrepancy.  Through this study, RTU operation time could be synchronized 

with the standard time within 10[㎳]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SO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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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력계통  자동화시스템

  력계통(Power System)이란 기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공 하는 일에 사용되는 모든 력설비, 즉 력을 생산하는 

발 설비, 력을 수송하는 송변 설비, 고객에게 기를 배

분하는 배 설비 등이 유기 으로 결합된 력시스템을 말

한다. 력 자동화시스템(Power Automation System)은 

규모ㆍ복잡화되고 있는 력계통의 효율  운 을 하여 

기의 생산ㆍ수송ㆍ 매의 각 분야를 독립 이면서 유기

으로 리하기 한 정보통신시스템이다. 력자동화시스템

은 력계통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첨단 설비로써 

고품질의 력을 안정 으로 공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

다. 우리나라 력공 계통은 한국 력거래소(KPX)의 앙

소, 한 (KEPCO) 본사의 송 계통운 센터, 송변 사

업소 단 의 지역 (분)소  배 사업소 단 의 배 운

센터로 계층화되어 운 되고 있다. 력자동화시스템도 발

계통의 EMS(에 지 리시스템 : Energy Management System), 

송변 계통의 SCADA(원격감시제어시스템 :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ystem), 배 계통의 DAS(배 자동화시

스템 : Distributed Automation System)로 구분하여 계층구조 

형태로 운 하고 있다[1]. 력계통  력자동화시스템의 기본 

계층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력공 계통  자동화시스템 계층 구조

Fig. 1 Power automation system & Layer Configuration

1.2 력자동화시스템  통신 로토콜

  력자동화시스템은 발ㆍ변 소나 배 선로에 시설된 

장단말장치(RTU)와 아날로그 는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미리 정의된 데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력설비를 운 한다. 자동화시스템과 장단말장치 간에는 

컴퓨터와 통신장치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송하고 제어하기 해 최 의 통신 로토콜을 사용한다. 

통신 로토콜(Protocol)이란 통신의 목 을 경제 으로 이

루기 해 설비 상호간에 미리 정한 약속이다[2]. 우리나라 

력자동화시스템은 DNP3 로토콜을 사용한다. DNP3는 

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산업을 해 설계된 산업표  

로토콜이다. 1990년 에 Westronic사에서 IEC60870-5에 

기 하여 개발하 으며, 1993년부터 DNP User Group을 구



Trans. KIEE. Vol. 62, No. 3, MAR, 2013

SCADA RTU 상태이벤트 취득시간 정확도 개선              333

성하여 리하고 있다. DNP3는 처음에는 특정업체 자동화

시스템용 통신 로토콜로 개발되었으나 로토콜 개방정책

으로 산업표 의 지 를 확보하 으며 재는 IEEE의 공

표 으로 발 하 다. [IEEE Std 1815TM-2010:IEEE Standard 

for Electric power Systems Communications – Distribution 

Network Protocol (DNP3)][3]. DNP3는 RTU/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와 마스터스테이션(제어센터) 사이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립하기 하여 개발된 개방형 

로토콜로써 구조가 간단하고 Physical Layer·Data-link 

Layer·Application Layer의 3계층 모델 Serial 통신기반 

로토콜로서 원격 감시·제어·측정(Supervisory․Control․

Data Acquisition)에 합하여  세계 으로 30% 이상의 

자동화 통신망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4]. DNP3 통신

로토콜의 기본 개념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DNP3 Communication Protocol 개요

Fig. 2 Overview of the DNP3 Communication Protocol

  KEPCO의 력자동화시스템에서 사용 인 통신 로토콜 

황은 아래 표와 같다[2].

표   1  력자동화시스템 통신 로토콜 황

Table 1 Present condition of Power automation system protocol

계통

분야
자동화시스템

내부 로토콜

(표 규격)

연계 통신

로토콜

발 자동화(EMS)
TCP/IP

 IEC61970
✳ DNP3 Serial

송변

송변 자동화(SCADAS)
TCP/IP

IEC61970
✳ DNP3 Serial/Ethernet

변 소자동화(SA)
TCP/IP

IEC61850
❋

IEC61850
❋

DNP3 Serial/Ethernet

배 배 자동화(DAS) TCP/IP DNP3 Serial

✳ IEC61970 :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통합운 환경을 통해 력망 

지능화 목 으로 제정한 국제표 으로 한국 력거래소 

주 으로 ’10년 10월 개발 완료한 한국형 에 지 리

시스템(K-EMS)과 한  강원지역본부 지역 소용 시

스템으로 구축 인 4세  SCADA시스템에 용 [5]

❋ IEC61850 : 변 소 자동화(Substation Automation)를 구 하기 

해 변 소 구성장치들에 특화되어 제정된 국제표

으로 한  산청변 소(경남), 풍동변 소(충북), 성산

변 소(제주)에 등에 시범 용되었으며, 2013년부

터 154kV 신설변 소에 본격 으로 도입 정 [5]

1.3.  SCADA시스템 개요

  SCADA시스템은, 변 소에 있는 각종 력설비에 한 

정보를 감시ㆍ계측하여 역지역단 의 (분)소 원

(給電員)에게 제공하며, 운 원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를 제

어하는 송변 계통 자동제어시스템으로써, KEPCO에서는 

보통 SCADA시스템이라고 부른다. SCADA시스템은 크게 

앙설비와 단말설비로 구성된다. 앙설비는 본사의 모든 

송 망 감시를 한 앙 SCADA시스템, 지역본부 단 의 

지역 소 SCADA시스템, 력처(소)단 의 지역 분소 

SCADA시스템이 있고, 단말설비는 변 소단 로 시설하는 

원격제어설비(RTU)가 있다[6].

그림 3 KEPCO SCADA시스템 구성도

Fig. 3 KEPCO SCADA System Configuration

1.4.  SCADA 원격제어설비 개요  시간동기화

  원격제어설비(RTU: Remote Terminal Unit)는 유ㆍ무인

변 소에 시설되어 력설비를 직  감시ㆍ제어  계측하

는 설비로써 상  SCADA시스템으로부터 송출되는 명령을 

수신한 뒤, 그 명령을 분석하여 력설비를 제어하고, 력

설비로부터 취득한 상태감시  계측정보를 상  SCADA시

스템으로 송출한다. RTU의 주요기능은 원격감시, 원격측정, 

원격제어, 설비 리, 통신수행, 시스템진단  시간동기화 등

이 있다[7].

  RTU는 앙처리장치로서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  

제어시스템  장처리장치와 통신을 장하는 주처리장치

(MPD: Main Processing Device), 장 력설비를 감시하

고 제어하는 장처리장치(FPD: Field Processing Device), 

력설비의 압, 류 등 각종 Meter값을 취득하는 지능형

계측장치(IAPD: Intelligent Analog Processing Device), 

GPS로부터 표 시간을 받아 RTU 모든 장치의 시간을 동

기화시키는 GPS수신기(GPS Time Sync.), 장설비와의 

기 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터미 장치(T/B: Terminal Block 

Device)  각 장치에 DC 원을 공 하는 원장치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FPD는 설비 동작 상태를 감시하기 한 

감시모듈(DIM: Digital Input Module)과 설비 조작을 한 

제어모듈(DOM: Digital Output Module)을 장치당 최  10

장까지 장착할 수 있다[8]. SCADA RTU의 일반 인 구성

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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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CADA RTU 시간동기화 방식

Table 2 SCADA RTU Time synchronization

방식
표 시간 

신호원
시간동기화 방법

소요

비용
정확도

①

MPU 

자체 

Clock

(RTU)

- 자체 MPU Clock을 기 으로 

RTU 모든 장치의 시간을 

동기화함

- RTU MPU Clock 오차로 

인한 시간오차 발생

음 낮음

②

GPS

수신기

(SCADA 

RTU) 

- RTU의 GPS수신기가 수신한 

시간을 기 으로 모든 

장치의 시간을 동기화함

- RTU마다 GPS수신기 설치

많음 높음

③

GPS

수신기

(SCADA 

시스템)

- SCADA시스템의 

GPS수신기가 수신한 시간을 

기 으로 수용된 모든 

RTU의 시간을 동기화함

- SCADA시스템과 RTU간 

데이터 송지연으로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간 간

그림 4 SCADA RTU 구성도

Fig. 4 SCADA RTU system Configuration

  RTU 시간동기화는 주처리장치(MPD) 내에 있는 

MPU(Main Processing Unit)가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GPS수신기(GPS Time Sync)로부터 표 시간을 수신하여 

MPD내 시간동기화 Task를 구동시켜 시간을 동기화시킨 후에 

내부 통신회선(RS-485 는 Ethernet)을 통해 FPD  IAPD

의 CPU에 시간데이터를 송하여 동기화한다. GPS수신기 시

간오차나 RTU 결함 는 통신 로토콜 이상 등의 문제로 시

간이 동기화되지 못해 RTU가 취득한 이벤트의 시간차이가 발

생한다면 력계통 운   고장 원인분석 작업에 지장을  

수 있다.  GPS수신기는 RTU외에도 변 소에 시설된 고장

기록장치(Fault Recorder), 보호계 장치(Protective Relay), 페

이 측정장치 (Phasor Measurement Unit) 등에 시간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한다. PMU는 일부 용량 원자력발 소와 주요 

345kV 변 소에 설치되어 시운 을 완료하 으며, 동기 상측

정을 통한 력계통 감시 로젝트를 통해 제주 력계통 

154kV 이상의 변 소  HVDC 변환소에 총14기의 PMU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으며(’10년 기 ), PMU 측정데이터는 

SCADA시스템이 취득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하

다[9]. PMU는 GPS 표 시간에 동기화된 Clock을 기 으로 

력선에 흐르는 상차를 수[㎲] 정 도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시간동기화가 필수 이다[10]. 따라서 

SCADA시스템  RTU는 항상 시간동기화(Time 

synchronization)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벤트 발생시간을 정확

하게 취득하여 력계통 운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8]. 본 논

문에서는 력설비의 실제 동작시간과 RTU가 취득한 이벤트 

시간이 상이(相異)한 고장 건에 하여 시간 불일치 원인을 찾

아 제거한 내용과, 시간동기화를 한 RTU 개선작업 내용을 

심으로 시간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2. 본  론

2.1. RTU 시간동기화 방식

  SCADA RTU가 시간을 동기화하는 방식에는 표 2와 같

이 3가지가 있다.

  SCADA RTU는 창기에는 ①방식으로 시간을 동기화하

으나 시간이 동기화된 이벤트 취득의 요성이 커지면서 

②방식으로 개선하 다. ②방식은 SCADA시스템에 시설된 

GPS수신기의 표 시간을 기 으로 1차 으로 SCADA시스

템 시간을 동기화한 후에 2차 으로 RTU 시간을 동기화한

다. RTU 시간동기화는 DNP3 통신 로토콜의 정해진 차

에 따라 주기 으로(보통 30∼60분) Time & Date 

synchronization 명령은 송출한다. RTU는 수신된 시간으로 

기 으로 MPU 시간을 변경하고, 정해진 통신 차에 따라 

하  장치와 시간을 맞춘다. SCADA시스템에는 보통 10∼

16 의 RTU가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 으로 시간동기

화 명령을 송하는데 시스템과 RTU 간 통신망 시간 데이

터 송지연으로 오차가 발생한다. SCADA시스템과 RTU간 

시간 동기화를 한 DNP3 통신 차는 아래와 같다[11].

【Time and Date Sync 명령 수행 절차】

RXD M→S DIR=1 PRM=1 FCB=0 FCV=1 DLFC:UDT LEN=19
     TH:LF43 AH:FL12 AFC=Write OBJ=32 VAR=01 
     QUAL=00:[0000] 8Bit Start Stop 
     [47 16 A2 D2 F1 00]Time and Date, S=00 E=00 
     05 64 13 D3 01 00 0A 00 60 50 
     EB CC 02 32 01 00 00 00 47 16 A2 D2 F1 00 49 98
     → Time & Date Sync 명령 전송
TXD M←S DIR=0 PRM=0 FCB=0 FCV=0 DLFC:ACK LEN=05
     05 64 05 00 0A 00 01 00 7F FD
TXD M←S DIR=0 PRM=1 FCB=0 FCV=0 DLFC:SNR LEN=10
     TH:LF03 AH:FL12 AFC=Response IIN:0000h
     05 64 0A 44 0A 00 01 00 3F 05 
     C3 CC 81 00 00 92 A4 
     → Time & Date Sync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Write했음

※ 시간: 0x00F1D2A21647 = 2002/11/30 01:49:16:231[ms]
   OBJ=32 VAR=01: Time & Date Sync(Request) 
   → 명령 전송주기: 30∼60분
   M : Master(SCADA System), S : Slave(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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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식의 문제 을 개선한 것이 RTU마다 GPS수신기를 설

치한 ③방식이며, SCADA시스템과 RTU간 시간 데이터 

송지연으로 인한 오차를 근본 으로 제거하 으며, 가장 정

확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2.2 GPS수신기 시간출력 형식

TOD출력포트

UTC

1PPS

TOD

10msec

RS-232

<±0.1msec(GPS locked)
<±1msec(Holdover, 24hrs)

TTL int 50Ω

2msec

그림 5 GPS수신기 출력 시간 형태

Fig. 5 GPS Clock Synchronization Timing Type

  GPS수신기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부터 수신

한 UTC( 정세계시 : Universal Time Coordinated time)를 

기 으로 1PPS(pulse per second), IRIG(Inter Range 

Instrumentation Croup), TOD(Time of Day) 등 다양한 시간

신호를 제공한다. 정 한 시간 동기화를 요구하는 자동화 시

스템에는  IRIG-B Time Code, NTP, IEEE1588 시간 로토

콜 등을 사용하는데 한 에서 사용하는 RTU는 시설비용 

감을 해 와 같은 시간동기화 로토콜은 지원하지 않는

다. 장에서 용 가능한 방식은 1PPS  TOD인데 당 1

개의 기 인 펄스를 발생하는 1PPS방식은 시간오차가 

1micro second 이하로 TOD 방식보다 정 도가 높지만 RTU

의 MPU 보드에서 1PPS가 제공하는 기 인 신호를 시간신

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다. 신에 TOD 방식은 

UTC 시간신호 기 으로 10[㎳]의 지연오차가 발생하는 단

이 있지만 GPS수신기에서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를 통해 RS-232C 규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장치 추가 없이 시간을 구 할 수 있

는 장  때문에 정 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자동화시스템

에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  RTU에 설치된 GPS수신기

도 TOD방식으로 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12].

2.3 RTU 시간동기화 차  원리

  SCADA RTU의 시간동기화 차는 SIO보드를 통하여 수

신한 GPS의 표 시간 데이터를 MPU가 처리하여 시간을 

설정한다. MPU는 CCU를 통하여 FPD와 통신하는데, 

RS485/HDLC로 통신하는 경우 MPU는 CCU를 통해 

Broadcast(동보) 통신으로 FPD/CPU에 시간 데이터를 송

하여 동기화하고, Ethernet/DNP로 통신하는 경우는 CCU 

없이 MPU가 개별통신으로 FPD/CPU에 시간 데이터를 

송하여 동기화한다. FPD/CPU는 시간 데이터를 수신하는 

즉시 VME BUS를 통해 각 DIM에 시간 데이터를 송한

다. FPD에는 최  10개의 DIM를 설치할 수 있다. 이론 으

로는 GPS수신기부터 SIO, MPU, FPD/CPU, DIM #1에서 

#10까지 모든 보드에서 측정한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8].

  RTU의 시간동기화 원리  차는 그림 6과 같다[13].

그림 6 RTU 시간동기 차  원리

Fig. 6 RTU time synchronization

2.4 COS와 SOE

  SCADA RTU의 원격감시는 장처리장치(FPD)의 감시모

듈(DIM)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차단기나 단로기같은 스 치 

개폐상태, 계 기 동작상태 등 각종 설비의 이원상태를 취득

하여 SCADA시스템에 제공하는 기능이다. RTU 감시모듈이 

장설비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는 원리는 그림 7과와 같다[8].

 

48VN

DIM(Digital Input Module) DIT (Digital Input Terminal)

< FIELD >< F P D >

AUX Relay

CB Stats

DS Stats

48VP

From. MPD' Power  Supply

48VN

Breaker

(감시전원)

F P D Field

그림 7 RTU 감시모듈(DIM)의 설비 감시 원리

Fig. 7 RTU DIM Supervisor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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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 T/B에서 감시용 전원으로 DC48VP 공급
 ▪ DC48VP 전압공급에 의한 DC 전류가 DI T/B와 FIELD간 

감시케이블 및 감시점점(Aux Relay)을 통해 순환하여 DIM 
Photo DIODE(+)측에 인가되면 Close 상태로 처리

 ▪ Photo DIODE(+)측에 미인가되면 Open 상태로 처리
 ▪ 현장 Aux Relay 점점 Open/Close 상태변화에 따른 이벤트 

경보를 주처리장치로 전송함

  SCADA 감시정보는 크게  COS(Change Of Status)와 

SOE(Sequence Of Event)로 나  수 있다. COS는 단순히 

감시 포인트의 상태의 변화가 발생(ON⇔OFF, Open⇔

Close) 하 음을 나타내며, SOE는 상태변화 정보와 함께 

[㎳] 단 로 이벤트 발생 시간을 취득하여 보고한다. 즉 

SOE는 시간이 동기화된 이벤트 데이터를 송하고, COS는 

상태정보만 송한다. RTU 감시모듈이 취득하여 보고하는 

상태정보(Event Data)의 가장 큰 차이는 동기화된 이벤트 

동작시간 처리여부이다[14].

  SCADA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태정보(Event)는 설비의 

二元(Open/Close, On/Off, 동작/복귀 등) 상태와 함께 동작

시간이 표시 된다. COS는 감시모듈이 취득한 상태정보를 

SCADA시스템이 수신하여 처리한 시간을 표시하는 반면, 

SOE는 RTU가 설비 이원상태 변화시 의 시간을 1/1000

[=1㎳]까지 측정하여 이벤트와 함께 송하고, SCADA시스

템은 이것을 COS와 구별하여 별도의 화면을 통해 운용자에

게 제공한다. SOE 데이터는 이벤트 발생시간을 RTU 시간

을 기 으로 취득하여 SCADA시스템에 제공하기 때문에 데

이터 송지연이나 시스템 장애 시에도 정확한 시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2]. SOE 데이터는 력계통 고장 발생시 

원인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력설비가 디지털화· 규

모화 되면서 그 요성  활용성도 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단, 상태 이벤트를 SOE로 처리하면 COS보다 시간데이터가 

1포인트당 6Byte씩 추가되기 때문에 통신트래픽이 크게 늘

어난다. 따라서 RTU 내부에서는 모든 포인트를 SOE로 처

리하나 SCADA시스템에는 요 포인트(Critical Point)만 

SOE 데이터로 송하여 처리한다[8].

COS와 SOE 이벤트 표시형태  특징은 아래와 같다[2].

□ COS 이벤트 정보 : Binary input Change Without Time

 2012/05/16 00:01:02  ☆☆  154 #1Sh.C 6179 CB      열림

 2012/05/16 00:01:05  ☆☆  154 #1Sh.C 6179 CB      열림

 2012/05/16 00:01:05  ☆☆  154 #1Sh.C 6179 CB      열림

  ① 설비 동작시간을 hh:mm:ss 형태로 표시함

  ② 표시시간은 SCADA시스템이 RTU로부터 받은 상태이

벤트를 처리한 시간

  ③ 데이터 송  처리시간 지연시 실제 동작시간과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음

  ④ COS로 이벤트를 처리하기 해서는 1포인트당 1Byte 

데이터 필요(COS, 1Byte/1Point)

  SCADA시스템이 RTU를 통해 장설비의 COS 이벤트를 

취득하는 DNP 통신 차는 아래와 같다[2].

【COS 이벤트 취득 절차】

RXD : [05][64][0B][C4][01][00][FE][FF][07][48][E2][CD][01][3C][03][06][36][CD]
(분석) Master에서 RTU로 Class2 Data(COS Event) Dump 요청
      [01] : Function Code Read → Master의 RTU 자료 취득
      [3C][03] : Class2 Data Dump Request
      [06] : Range → All Dump, Class1 Data(COS Event)를 보내 달라는 요청

TXD : 05 64 10 44 FE FF 01 00 4E DD F4 ED 81 00 00 02 01 17 01
      70 01 1A 4A
(분석) RTU에서 Master 요청에 응답하여 Class1 Data를 Master로 전송
      81 : Function Code → Response(응답)
      00 00 : IIN Byte → RTU 이상 없음
      02 01 : Object/Variation → COS Event 전송(Binary Input
              Change Without Time)
      17 : Range → 1Byte로 동작포인트 번호 및 
           1Byte로 이벤트 발생 수량 표시
      01 : 동작 횟수 → 1회
      70 : Dnp Index(Point Number)
          → 이벤트가 발생한 포인트 번호가 70(hex)번
      01 : COS 이벤트 상태 
          → 상태 Open, 포인트 On-line : 1Byte로 이벤트 상태만 표시

RXD : [05][64][08][C4][01][00][FE][FF][57][DB][E3][CD][00][60][AF]
(분석) Master에서 RTU로 정상적으로 이벤트를 수신했음을 통보
      [00] Application Confirm → COS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함

□ SOE 이벤트 정보 : Binary input Change With Time 

2012/05/16  00:01:03.347  ☆☆  154 #1Sh.C 6179 CB   열림

2012/05/16  07:01:42.947  ☆☆  154 #1Sh.C 6179 CB   닫힘

2012/05/16  08:23:23.872  ☆☆  154 #3Sh.C 6379 CB   닫힘

 ① 설비 동작시간을 hh:mm:ss.sss 형태로 표시

 ② 표시시간은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으로, RTU가 상태변화가 

일어난 시 의 시간을 취득하여 송함

 ③ 데이터 송  처리시간이 지연되어도 SCADA시스템은 

실제 동작시간을 표시할 수 있음

 ④ SOE로 이벤트를 처리하기 해서는 1포인트당 7Byte 

데이터 필요 (SOE, 7Byte/1Point)

  SCADA시스템이 RTU를 통해 장설비의 SOE 이벤트를 

취득하는 DNP 통신 차는 아래와 같다[2].

【SOE 이벤트 취득 절차】

RXD : [05][64][0B][C4][01][00][FE][FF][07][48][D1][CE][01][3C][02][06][2F][B2]
(분석) Master에서 RTU로 Class1 Data(SOE Event) Dump 요청
      [01] : Function Code Read → Master의 RTU 자료 취득
      [3C][02] : Class1 Data Dump Request
      [06] : Range → All Dump : Class1 Data(SOE Event)를 보내 달라는 요청

TXD:  05 64 16 44 FE FF 01 00 97 B6
      F5 EE 81 00 00 02 02 17 01 6F 81 D5 51 E1 F9 33 15 B4 01 A1 C9
(분석) 02 01 : Object/Variation 
             → SOE Event 전송(Binary Input Change With Time)
      17 : Range → 1Byte로 동작포인트 번호 및
           1Byte로 이벤트 발생 수량 표시
      01 : 동작 횟수 → 1회
      6F : Dnp Index(Point Number) 
           → 이벤트가 발생한 포인트 번호가 6F(hex)번
      81 : 6F(hex) 포인트 상태 → 상태 Close, 
           포인트 On-line : 1Byte로 이벤트 상태표시
      D5 51 E1 F9 33 01 : 6F(hex) 포인트 상태변화가 일어난 시간[ms]
      → 6Byte로 시간표시
      → 시간분석 0x0133F9E151D5 : 2011/12/01 13:47:32:898[ms]

※ SOE Time 표시 : 0x00000000(1970/01/01 00:00:00:000)부터
   0xFFFFFFFF(10889/05/28 05:30:45:120)까지 1[ms] 단위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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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54kV A-B #2T/L 고장 Event Record

Table 3 154kV A-B #2T/L fault event record

154kV A S/S
○○ M-RTU('04.4.)

동작
시간차

154kV B S/S
△△ M-RTU('03.7)

2011/03/17 
05:59:33.909
A-B#2T/L 단락주보호 
Trip 동작
2011/03/17 
05:59:33.920
A-B#2T/L 단락후비보호 
Trip 동작
2011/03/17 
05:59:33.985
154kV A-B#2T/L 637 
CB 열림
2011/03/17 
05:59:35.435
154kV A-B#2T/L 637 
CB 닫힘

402㎳

408㎳

466㎳

416㎳

2011/03/17 
05:59:34.311
A-B#2T/L 단락주보호 
Trip 동작
2011/03/17 
05:59:34.328
A-B#2T/L 단락후비보호 
Trip 동작
2011/03/17 
05:59:34.451
154kV A-B#2T/L 637 
CB 열림
2011/03/17 
05:59:35.851
154kV A-B#2T/L 637 
CB 담힘

2.5 SOE 취득 데이터 시간 불일치 사례

  ’11.3 17(목), 05:50경 154kV A-B#2T/L 송 철탑 No.17호

( 수) C상(상단) 조류배설물로 인한 아킹혼 섬락으로 차단

기가 동작하 다.

A S/S B S/S

A-B #1T/L

A-B #2T/L

Trip CB

그림 8 154kV A-B #2T/L 송 선로 고장

Fig. 8 Fault on 154kV A-B #2T/L

  SCADA RTU는 차단기 동작이벤트를 정상 으로 취득하

으나 양측 변 소의 차단기 동작 련 이벤트 시간을 확인

해 보니 최소 0.402sec(402㎳)에서부터 최  0.466sec[466㎳] 

차이가 발생하 다. 송 단에 해당하는 A변 소에서 취득한 

시간이 수 단에 해당하는 B변 소보다 평균 423[㎳] 정도 

빨랐다. 정상 인 보호제어 차에 의하면 양측 변 소는 동

시에 차단기가 개방되어야 하고, 계통보호 송장치 송지연

시간(PCM 류차동방식:4∼5㎳)  보호계 기, 차단기 동작

시간 등을 고려하여도 최  10[㎳] 이내에 차단되어야 한

다.[15-17]  154kV 변 소 차단기는 송 선로 고장시 “단

락주보호 Trip” 등 련 보호계 기 동작 후 3cycle[50㎳] 

이내에 차단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A변 소는 “단락후

비보호 Trip 동작” 후 65[㎳] 후에 차단기가 개방되었으며, 

B변 소는 “단락후비보호 Trip 동작” 후 123[㎳] 후에 차단

기가 개방되어 기 시간과 큰 차이가 발생하 다. 그리고 A

변 소와 B변 소 차단기 동작시간은 466[㎳] 차이가 발생

하 다. SOE 데이터는 력설비 동작시간을 1/1000 까지 

정확하게 취득하여 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정 인 력

계통 운   고속으로 동작하는 력설비의 고장원인 분

석에 활용하기 하여 용한 기능인데 시간오차가 발생하

면 그 활용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54kV 

A-B#2T/L 송 선로 고장에 따른 동작상태 이벤트를 취득

하여 서로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6 SOE 시간 정 도 측정

  154kV A-B#2T/L 고장 이벤트의 시간차 발생을 계기로 

SCADA RTU의 시간정 도를 측정하 다. RTU 시간은 

GPS 표 시간을 기 으로 모든 장치가 동기화되어야 하는

데, 결과 으로 SOE 데이터 취득시간과 장설비 동작시간

이 일치해야 한다. 시간일치 여부 시험은 이 부분에 을 

맞추고 시행하 다. RTU의 SOE 시간 정 도 측정시험을 

해 그림 9와 같이 구성하 다. 표 시간동기분배장치에서 표

시간을 발생하여 GPS수신기를 통해 MPU에 공 하고, 동

시에 력설비 감시포인트가 연결되는 DI T/B(Terminal 

Board)에 공 하 다. 표 시간동기분배장치는 정해진 시간에 

트리거(Trigger)를 발생하고 시간을 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간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간동기분배장치를 이용

하여 정주기(매1분 는 매5분) 0[㎳]에서 200[㎳]동안 펄스를 

DIM 터미  보드의 DIM 에 출력시키고, DIM 감시포인

트의 상태를 CLOSE/OPEN시켜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해당 이벤트의 발생 시간은 MPU보드의 콘솔에서 SOE 

Event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하 다. 시간오차는 CLOSE 이

벤트는 0[㎳], OPEN 이벤트는 200[㎳]를 입하여 계산하면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11]. SOE 시간 정 도 

측정시험은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7회를 실시하 다.

그림 9 RTU SOE 시간 정 도 측정시험 구성도

Fig. 9 RTU SOE time accuracy measurement

  KEPCO에서 운  인 RTU 형식은 10여 가지인데, 장에 

많이 사용하는 7개 회사의 제품 심으로 SOE 시간 정 도 

측정시험을 시행하 다. RTU별로 총 7회에 걸쳐 SOE 시간을 

측정하 는데, A사의 시간 측정 결과는 표 4와 같이 장(표

)시간보다 평균 393[㎳]정도 지연되었다. A사부터 G사까지 

총 7개 회사 RTU 에서 C사만 정상기 을 충족하 고, 나머

지 6개사는 보완이 필요하 다. 특히 B사는 평균 827[㎳]가 지

연되고, 이벤트시간을 취득하는 시 도 발생시 이 아닌 처리

시 으로 설정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7]. RTU 

제작 회사별로 종합한 SOE 시간 측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학회논문지 62권 3호 2013년 3월

338

표 4 RTU A사 SOE 시간측정 결과 (일시/장소 : ’12.3.15 /C사 공장)

Table 4 RTU SOE time measurement of A company

※ GPS연결(○) :GPS 표 시간으로 RTU 시간을 동기화시킴

   GPS비연결(X):MPU 자체 Clock으로 RTU 시간을 동기화시킴

표 5 RTU SOE 시간측정 결과종합(일시/장소 : ’12.3.15 /C사 공장)

Table 5 Summary of RTU SOE time measurement(improve. Before)

제작

회사

시험결과 지연시간(ms)
이벤트

시간

설정

시험결과1차 

평균

2차 

평균

3차 

평균

4차 

평균

5차 

평균

6차 

평균

7차 

평균

평균

종합

A사 29 15 540 569 582 635 384 393
발생

시

시간느림/

보완필요

B사 1015 1084 1153 171 315 970 1079 827
처리

시

시간느림/

보완불요

C사 8 6 3 7 5 3 6 5
발생

시

시간느림/

양호

D사 4 4 6 10 40 99 0 23
발생

시

시간느림/

보완필요

E사 4 4 -3 -8 14 4 18 5
처리

시

시간느림/

보완필요

F사 -7 -7 -8 -5 -7 -7 3 -5
처리

시

시간빠름/

보완필요

G사 -6 -4 -4 4 -13 -26 -7 -8
처리

시

시간빠름/

보완필요

 ※ 정  상 : SOE시간과 표 시간의 차이가 10[㎳] 이내로 

지연되고, 이벤트 시간설정이 발생시 인 경우

 ※ 비정상 : SOE시간이 표 시간보다 빠르거나 10[㎳] 이상 

지연되고, 이벤트 시간설정이 처리시 인 경우

  RTU가 이벤트 발생시간을 취득하는 시 은 발생  처

리시 이 있는데, 발생시 에서 시간을 취득해야 실제시간과 

일치한다[8].

    

발생시 처리시

그림 10 설비 고장의 발생시 과 처리시

Fig. 10 Time of occurrence and correction

▪ 전력설비 감시접점은 상태변화시 동작 접점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ON/OFF를 반복하는 채터링 현상발생

▪ RTU는 채터링 현상으로 설비동작 이벤트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DEBOUNCE TIME을 설정·운영

▪ DEBOUNCE TIME은 이벤트 발생 후 접점 안정 때까지 

기다린 후 데이터를 취득하는 지연시간(Delay Time)으로 

4∼64[㎳] 범위에서 조정가능

▪ 따라서 SOE 데이터 이벤트 발생시간 설정지점은 

DEBOUNCE TIME 경과 후 시간인 처리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에서 취득하여야 실제시간과 일치

2.7 SOE 시간 오차 발생 원인

  RTU의 SOE 데이터 시간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상태이

벤트 취득에 여하는 각 장치의 시간이 GPS 표 시간과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GPS수신기부터 감시모듈장치

(DIM)까지 시간데이터 지연으로 오차가 발생하 다. 회사별

로 조 씩의 차이는 있지만 반 으로 GPS수신기 ↔ SIO

보드는 수십[㎳], SIO↔MPU는 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MPD 내부에서 VME 방식으로 통신하는 MPU↔CCU 구간

은 수[㎳]의 지연오차가 발생하 다. MPD/CCU↔FPD/CPU 

구간은 제작사별, 통신방식별로 차이가 있지만 체로 수십

[㎳], FPD내부에서 VME 방식으로 통신하는 CPU↔DIM 구

간은 수[㎳], FPD/CPU와 FPD/CPU 구간은 수[㎳], 같은 

FPD 내부에서 DIM간에도 수[㎳]의 오차가 발생하 다. 

체 으로 DIM에서는 GPS시간보다 수∼수백[㎳] 정도 지연

되는데 F사  G사의 취득시간은 GPS시간보다 수[㎳] 빠른 

기 상이 발생하 다[7]. RTU 내부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하

는 원인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RTU 내부 시간오차 발생 원인

Table 6 Reason of time error inside RTU

번호
✴ 구 간

동기

방법

로

토콜

통신

주기

시간

지연
지연사유

1 GPS 수신기↔SIO RS-232C TOD 매 약20㎳
 TOD(Time Of 

Day) 지연

2 SIO↔MPU VME 내부통신 매 약20㎳
 VME 통신 지연, 

통신주기 지연

3

집합형 : 

MPU↔CCU

분산형 : 

MPU↔CCU

VME 내부통신 매 분 약3㎳

 VME 통신 지연

 MPU Task 

동작 기 지연

4, 4'

집합형:CCU↔FPD 

CPU#n

분산형:CCU↔FPD 

CPU#n

RS-485 HDLC 매 분 약30㎳  통신 시간 지연

 (broadcast 방식 

사용)Opti-LAN DNP 매30 약10㎳

5, 5'

FPD 

CPU#1↔DIM#1

FPD 

CPU#n↔DIM#n

VME 내부통신 매 분  약5㎳

 FPD CPU Task 

동작 기 지연

 VME 통신 지연

5↔5'
FPD CPU#1↔FPD 

CPU#n
- - -  약5㎳

 FPD CPU Task 

동작 기 지연

6, 6' DIM1 ↔ DIM10 VME 내부통신 -  약1㎳

 VME 통신 지연

 모듈간 샘 링 

오차(0.5㎳)

 ✴ 번호 : 「그림 6. RTU 시간동기 차  원리」의 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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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SOE 시간 정 도 개선

  RTU의 SOE 시간 정 도 개선작업은 가장 많은 시간오

차가 발생하는 A사, B사  SOE 이벤트 시간이 장설비 

동작시간보다 빠른 G사 RTU를 상으로 시행하 다. 재 

SCADA RTU는 GPS수신기에서 시간데이터를 받아 SIO→

MPU→CCU→FPD/CPU→DIM의 여러 단계를 거쳐 DIM시

간을 GPS시간에 맞추고 있다[8]. 따라서  DIM시간과 GPS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하기 해서는 GPS수신기에서 

출력되는 시간데이터를 DIM에 직  연결하여야 한다. 그러

나 이 방식은 물리 으로 불가능하여  력계통 운 에 지

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최소한의 시간오차(10㎳이내)

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12]. 특히 가장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 

MPU↔CCU 구간의 시간지연을 개선하기 해 RS-485/HDLC 

방식을 Optical Ethernet/DNP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십[㎳] 시

간지연을 단축할 수 있었다. 하드웨어 으로 지연시간을 보상

할 수 없는 구간은 소 트웨어 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시간지

연 보상을 해 MPU, CCU, SIO, FPD, DIM의 시간처리 련 

로그램을 모두 수정하 다. GPS수신기로부터 RS-232C 인

터페이스로 TOD 시간신호를 받아 VME BUS를 통해 MPU에 

송하는 SIO(Serial Input Output) Module의 시간 련 Task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12].

FOREVER
{
   taskDelay(nRefSleep / 
sysMainClockTick);

   for(nChanNum = 
0;nChanNum <
   MAX_SIO_PORT; 
nChanNum++)
   {
        
if(g_abyChanDest[nChanNum])
        {

      
SIOreceive(nChanNum);
        }
   }
}

FOREVER
{
   taskDelay(nRefSleep / 
sysMainClockTick);
   {
        
if(g_abyChanDest[nChanNum]
==1)
        {

      
SIOreceive(nChanNum);
        }
   }
}

TOD시간이 입력되는 SIO포트를 
찾기 위하여 Chanel Number 
0부터 7까지 순차적으로 
스캔한다. 예를 들어 스캔주기가 
5ms라면 최대 40ms(5ms×8ch)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TOD시간이 입력되는 
SIO포트를 특정포트로 
지정하면(예: ch1로 설정) 
Chanel Number 0부터 7까지 
스캔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대 
35ms가 단축될 수 있다.

  그래도 보상되지 않은 각 보드의 내부 Task Delay 시간

이 약 30∼40[ms] 발생하는데 RTU 동작에 향을 주지 않

는 범  내에서 MPU 보드에서 지연시간을 보상하여 시간

오차를 약 10[㎳] 이내로 여 처리할 수 있었다. 즉 1차

으로 각 보드에서 시간 련 로그램을 수정하고, 2차 으로 

MPU 보드에서 각 단계의 지연 시간을 보상하여 주면 GPS 

시간과 약 10[㎳]의 오차 범 에서 SOE 이벤트 시간을 처

리할 수 있다[7]. 개선 작업을 시행한 3개 회사 RTU 별로 

종합한 SOE 시간 측정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RTU SOE 시간측정 결과 종합(일시/장소 : ’12.03.24 

/ A사 RTU공장, ’12.7.4 / B사 RTU공장)

Table 7 Summary of RTU SOE time measurement

         (Improvement after)

제작

회사

시험결과 지연시간(ms)
이벤트

시간

설정

시험

결과1차

평균

2차

평균

3차 

평균

4차 

평균

5차 

평균

6차 

평균

7차 

평균

8차 

평균

평균

종합

A사 4 1 3 2 1 3 4 2 2
발생

시
양호

B사 7 6 6 9 7 7 6 8 7
발생

시
양호

G사 3 3 1 4 2 3 2 2 2
발생

시
양호

3. 결  론

  SCADA RTU는 GPS수신기의 시간정보를 기 으로 RTU 

내부시간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각 장치간 시간 차이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설비상태 변화시 취득한 이벤트의 시

간정보는 실제 설비 동작시간과 비교했을 때 시간정보가 동

일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력설비 운   고장분석에 지장

이 없는 범  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이상 인 경우는 

GPS 시간과 감시이벤트를 취득하는 감시모듈장치의 시간이 

동기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력설비 장에서 사용 인 

RTU는 내부구조, 시간동기화 방법, 사용 로토콜, 통신주

기 등 여러 제약 사항 때문에 수∼수십[㎳]의 시간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력설비 운   고장분석

에 지장이 없는 10[㎳]이내로 시간동기화의 목표를 세우고 

개선작업을 수행하여 A사  G사는 2[㎳]이내로, B사는 7

[㎳]이내로 시간동기화를 이룰 수 있었다.

  KEPCO는 본 시험 결과를 기 로 RTU의 GPS수신기와 

감시모듈장치 간 시간오차를 10[㎳] 이내로 맞추도록 기술규

격을 강화하 다. 궁극 으로 실시간 동기화 는 시간오차

를 1[㎳] 이내로 단축하여야 하는데 재 RTU가 사용하는 

시간동기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행 SCADA RTU에

서 시간오차를 1[㎳] 이내로 단축하려면 GPS수신기로부터 

오차가 많은 TOD신호 신에 1PPS신호를 수신하여 처리해

야 한다. 따라서 MPU에는 1PPS의 기 인 신호를 시간신

호로 변환하는 하드웨어장치가 추가되어야 하며, MPU와 감

시모듈간 T1 (1.544Mbps) 이상의 송속도로 양방향으로 

통신한다면 시간오차를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

나 하드웨어 장치  소 트웨어 작업의 증가로 시설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 정확도와 함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

는 산업 장에서는 용이 쉽지 않다.  재까지 SCADA 

RTU에서 취득하는 상태 이벤트(Status Event)는 수[㎳] 이

내의 높은 정확도(Accuracy)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를 통해서 개선한 10[㎳] 이내의 시간 정확도만으로도 

력설비를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다.

  향후 SCADA RTU에서 시간오차 1[㎳] 이내의 높은 정확

도를 요구한다면 시간동기화 로토콜 에서 IEEE1588 

(PTP: Precision Time Protocol)이나 NTP(Network Time 

Protocol) 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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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PTP)은 LAN 기반의 측정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하

는 시간동기화를 한 고정 도 시간 로토콜이다. 

IEEE1588(PTP)은 최근에 IEC61850 기반의 변 소 자동화

시스템에서 시간동기용 로토콜로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

면 IEC61850 통신서비스들을 수행하기 해서는 시간동기화

가 필수 인데 Bay 벨에서는 1[㎳], 로세스 벨에서는 

수[㎲]의 정 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TCP/IP 네트워크상

에서 사용하는 NTP 로토콜은 측정시스템과 NTP 서버와

의 거리에 따라 동기화되는 시간의 오차발생으로 수[㎳] 단

까지 밖에 시간동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IEEE1588 로토골은 TCP/IP 스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UDP 통신방식으로 동기화를 수행하며, 이론 으로 수[㎱] 

단 까지 동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력자동화시스템 시

각동기화에 IEEE1588(PTP)을 용한다면 시간오차를 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 게 

되면 SCADA시스템의 이벤트 취득시간 정확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력선에 흐르는 상차를 수[㎲] 정 도로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페이 측정장치 (Phasor Measurement 

Unit)에 GPS 표 시간에 동기화된 시간데이터를 제공함으

로써 PMU의 측정 데이터가 력계통의 정  해석  보호

제어를 한 기반을 제공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에서는 DNP 기반의 변 소자동화(Substation 

Automation)를 추진하다가 '05년 이후 IEC61850 기반 디지

털변 시스템 개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154kV  

변 소에 본격 으로 도입될 IEC61850 기반의 디지털 변

시스템은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를 통해 력계

통 운 정보를 취득하여 SA시스템에서 처리하고, GateWay

장치를 통해 SCADA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다. IEC61850 기

반 디지털변 시스템은 변 소 Bay 벨에서는 수[㎳]의 정

도가 필요하고, 최종 으로 구축될 Process 벨에서는 수

[㎲]의 정 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GPS수신장치와 력자동

화시스템 간의 시간동기화의 요성은 더 커지고 있으며, 이

번 연구를 통해 시행한 시간오차 단축  시간동기화 개선

작업은 앞으로 력계통을 안정 으로 운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TU  PMU을 통해 취득된 력계통 운 정보는 

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시킴으로써 력산업의 디지

털화, 지능화를 통하여 력소비자에게 효율 인 에 지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력망(Smart Grid) 시 에 안정

이고 경제 인 력공   효율 인 계통운 에 기여할 수 

있고, Smart Power Grid 구축에 요한 설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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