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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은 원거리에 있는 설비를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DNP3.0(Distributed Network Protocol)은
SCADA 시스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DNP3.0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분산 환경에서 대규모 SCADA 시스템 간에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DDS(Data
Distribution Service)와 같은 미션 크리티컬한 실시간 미들웨어
와의 연계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DNP3.0과 DDS를 연계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플랫폼에 관한 것이다.
Abstract

1. 서

2.1 DNP3.0 실시간 게이트웨이 플랫폼

제안된 게이트웨이 플랫폼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i)
DNP3.0 Master, ii) CR(Cross-Mapping), iii) DDS Pub/Sub 등
크게 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된다.

론

DNP 3.0은 1990년 IEC875-5에 기초하여 DNP1.0/2.0이 개발
되었고, 1993년 DNP3 Basic 4 문서가 발표되면서, DNP User
Group이 결성되었으며, 현재 산업계의 사실상의 표준으로서 전
기, 석유, 가스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OSI 7 계층 모델
에서 3가지 계층(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및 응용 계층)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응용 계층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데
이터 형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객체(object)를 기반으로 하고, 데
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클래스(class) 및 객체의 변화를 폴링
(polling) 하는 몇 가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
리 계층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RS-232/RS-485 또는 TCP/IP가 제공되고 있다[1].
DDS는 Pub/Sub 통신 구조를 기반으로, 22가지의 정도의 기
본적인 네트워크 제어 QoS(Quality-of-Servce)를 제공하는 실시
간 미들웨어다. 다음 그림 1은 DDS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낸다
[2][3][4].

<그림 2> 게이트웨이 플랫폼 전체 시스템 구조
2.1.1 CR Layer

CR Layer은 DNP3.0 Slave Object를 UML로 모델링하여
DDS Pub/Sub 코드을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A 툴을 사
용하여 DTM으로 전달된 DNP3.0 Object 구조 및 데이터 형식
을 CIM 모델링을 통하여 IDL을 생성한 후, Codegenerator를 이
용 DDS Pub/Sub 코드를 생성한다. 그림 3은 DNP3.0 Switch
Object(Analog Input)를 CIM UML로 모델링 후 IDL을 생성하
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 DDS 프로토콜 스택

본 논문은 DNP3.0 슬레이브로부터 전달된 프로토콜을 DDS로
변환하여, DDS 참가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DNP3.0-to-DDS 프
로토콜 변환 기능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에 관한 것이
다. DNP3.0 슬레이브는 TWM(TriangleMicroWorks)사의
DTM(Distributed Test Manager)을 사용하였다. 또한 게이트웨
이는 DNP3.0 마스터 SCL(TWM사), DDS 미들웨어(RTI사
Connext 6.1) 및 Sparx사의 EA를 사용하여 구현했다[4][5][6].
2. 본

<그림 3> DNP3.0 Object IDL 변환 과정
2.1.2 DNP3.0-DDS 프로토콜 변환

DNP3.0-DDS 프로토콜 변환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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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NP3.0-DDS 프로토콜 변환 과정

<그림 6> DNP3.0 Master-Slave 프로토콜 흐름도

IPC PDU(Protocol Data Unit)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
을 제공한다.
Ÿ Opject Num : DNP3.0 Slave Object Number
Ÿ Ver : RTI, Vortex OpenSplice, OpenDDS
Ÿ Op : Payload 개수
Ÿ Len : Payload Length
Ÿ Payload : Flag와 DNP3.0 Slave Object Value
2.2 게이트웨이 기능 검증

그림 5는 게이트웨이의 기능 검증을 위한 Test-bed를 나타낸
다.

<그림 7> DDS Subscriber 수신 DNP3.0 Object 정보
3. 결

<그림 5> Test-bed 구성도

검증을 위한 데이터 전달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Ÿ DNP3.0 Master가 DNP3.0 Slave에 7 Switches Object
Data Read Request
Ÿ DNP3.0 Slave의 Data Read Response
Ÿ DNP3.0 Master가 DDS Publisher로 DNP3.0 Object 데이
터를 포함한 IPC PDU 생성 후 UDP 소켓으로 전송
Ÿ DDS Publisher가 IPC PDU 수신 후 DNP3.0 Object 데이
터 추출하고, DDS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UDP 기반
RTPS 메시지 발행
Ÿ DDS Subscriber가 RTPS 메시지 수신
그림 6은 DNP3.0 Master에서 Analog Input Read Request를
전송한 후에 Analog Input Read Response를 수신한 것에 대한
것이고, 그림 7은 RTI Publisher에서 전달한 Topic을
Subscriber가 수신한 것이다. 그림 7을 보면 DNP3.0 Slave에서
수신한 정보를 DDS Subscriber가 수신한 것을 알 수 있다.

론

본 논문은 DDS 기반 DNP3.0 DDS 게이트웨이 플랫폼에 대
한 것이다. 제안된 게이트웨이는 DNP3.0 Object를 EA Tool을
사용해 CIM기반 모델링 한 후 IDL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IDL
로 Codegenerator를 이용해 Pub/Sub 코드를 생성하였다. 본 논
문을 통해 DNP3.0 기반의 분산된 다수의 배전자동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DTM을 RTDS와 한전 FRTU로 교체하고, DNP3.0 Object 데이
터를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하
고, 웹에서 DDS 데이터 버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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