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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정의 전력 사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력요금을 알림으로써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인 전력관리를 수행하는 수요반응 연동 홈 전력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시스템은 
수요반응 연동을 통한 사용자의 전력소비 패턴을 이용해 자발적인 전력관리를 하여 저 전력으로 유
지되며 응답시간을 줄였다. 또한 에너지 소모와 사용자의 전력 관리 요청의 반응 속도에 대한 실험

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며 
최대 수요량을 매해 갱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크 
전력 부하율 또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전력 부족 문
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여름에는 전력 수급에 차질

이 생겨 블랙아웃에 대비해 전력 사용량 규제가 이루

어졌으며,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사항으로 누진제 
완화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추진되었다 있다. 연료

비 연동제는 연료가격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전기요금

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전기 소
비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되는 주택용 전기 요금제도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나누어지며 사용량에 따라 6 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제를 사용한다. 피크 전력 부하율을 맞
추기 위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동적 
요금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동
적 요금제는 TOU(Time of Use), CPP(Critical Peak Price), 
RTP(Real Time Pricing)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크 전력을 감소 시기키 위해 다양

한 동적 전기 요금제 중 RTP 를 이용하여 기존의 전
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제어 시스템에 수요

반응을 포함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서
버에서 고지된 가격을 통해 각각의 전력 제어 모듈이 
보고하는 전체 전력 사용량으로 예상 전기요금을 산
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정 전력 제어를 한다. 

 

2. 관련 연구 

현재 연구 중인 대표적인 동적 전기 요금제도는 
TOU, CPP, RTP 등이 있다. [1]에서 보면 TOU 는 하루 
중 피크전력 부하율이 높은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

을 나누어서 다른 요금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CPP 는 
하루 중 피크전력 부하율이 높은 구간에서도 가장 높
은 구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하여 요금을 
부여 하는 제도 이다. 마지막으로 RTP 는 다른 요금

제에 비해 보다 세밀한 요금제도로 각각의 발전소에

서 책정하는 전력 생산 요금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

는 요금 제도 이다. 이때 각각의 발전소들은 발전 비
용 이외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가정까지 가는 
과정의 모든 비용을 계산 하여 최대 하루 전에서 한 
시간에 요금을 알려준다. 

<표 1> 동적 요금제 별 전기요금 절감 량 
 TOU CPP RTP 
$/month -1.69 -2.83 -5.47 
절감 율 -1.50% -2.60% -5.90% 
표[1]을 보게 되면 RTP 의 사용에서 가장 큰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동적 요금제 중 
RTP 는 생산과 생산에 대한 소비되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피크 전력 부하 량을 낮추어 전력사용량의 분산을 
이룰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높은 전기요금

이 부과되는 것을 줄 일수 있다. 이러한 RTP 요금제

도는 연료비연동제와 유사하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 241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력 사용자들의 전력 사용량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
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공급량 자체를 조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4]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사용자 
사용 전력량 파악을 위해서는 수요반응 시스템의 연
구가 필요하다.  

RTP 를 통한 고지된 실시간 전기요금을 이용해 사
용자는 고비용 구간에는 최대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

고 저비용 구간에 전력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 [5]에서는 가정 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재실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전력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
용자의 재실여부에 관련 없이 항상 사용 되어야 하는 
전력 사용이나 반대로 사용자가 있어도 필요성이 낮
은 전력사용에 대해 탄력적으로 전력 관리를 하는 시
스템이 필요하다. [4]에서는 여러 가지 검침기에 대한 
지그비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를 고려하고 
있다. 지그비 네트워크를 가정의 가전에 대해 실시간

으로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해당 가전의 필요

성에 따라 RTP 요금을 이용한 전력관리를 통해 피크

전력 부하율을 낮출 수 있고 전기요금 또한 줄일 수 
있다.  

그리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가정이나 빌딩의 전력 
사용량의 감소를 위해서는 수요반응을 이용하는 탄력

적인 전기요금 시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편 예정인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같은 실시간 수요 반응 전력관

리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부가적인 전력사용량이 증
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저 전력으로 유지 할 수 있으

며 불필요한 대기 전력과 RTP 요금에 따른 전력 사용

회피가 가능한 스마트한 홈 전력관리 시스템의 연구

가 필요하다. 
 
3. 시스템 구성 

3.1 제안 시스템 특징 
본 논문에서 제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시스템의 사

용 전력을 낮추기 위해 저 전력 MCU 를 이용하여 저 
전력으로 대기전력 제어 부를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능동적인 저 전력 통신을 위해 LPL(Low Power 
Listening) 기법을 사용한다. 이때 탄력적으로 응답 대
기 LPL Cycle 를 조절함으로써 필요한 전력량을 줄이

고 전력 제어에 대한 응답 시간을 줄인다.  

 
(그림 1) 탄력적인 LPL 

[그림 1]은 시간에 따른 모듈의 LPL 시 Wakeup 
Time Cycle 을 나타낸 것으로 시간에 따른 LPL Cycle
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전력사용량과 사용자 요
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LPL Cycle 을 변경하여 사용자

의 요청이 적거나 전력관리의 양이 적은 구간에는 
LPL Cycle 을 늘려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

을 줄인다. 이와 반대로 전력관리의 양이 많은 구간

에는 LPL Cycle 을 줄임으로 응답시간을 짧게 만들어 
실시간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항상 Active 상태로 유
지 하는 것은 빠른 응답 시간을 얻을 수 있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지만 그에 비해 사용전력량은 매우 크
다. 반대로 Wakeup Time Cycle 이 길다면 에너지소모

는 적지만 응답시간은 길어진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최적의 LPL Cycle 를 정하여 응답 시간은 
최소화하며 전력 사용량 또한 줄인다.  

 
3.2 제안 시스템 구조  

 
(그림 2) 시스템 구성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로 각 가전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 제어 모듈

인 POM(Power Outlet Module) 과 다수의 POM 을 관리

하는 HSM(Home Server Module)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POM 은 가전제품에 연결되어 해당 가전의 전
력 사용량을 파악한다. 이렇게 얻은 전력사용량 데이

터는 정기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으로 HSM 으로 수집되고 HSM 은 수집된 데이터를 
전력제어 DB 에 저장을 한다. HSM 은 소비전력에 따
라 사용자에게 경고를 하며 이때 소비전력에 따른 실
시간 요금을 고지 전력사용 회피시의 요금도 함께 알
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POM 에 연결되어 잇는 가
전사용을 제어를 하도록 한다. 또는 설정된 우선순위

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제어한다.   
 

3.2 구성 요소 
3.2.1 POM(Power Outlet Module) 
[그림 3]은 각각의 가전제품에 연결되는 전원제어 

모듈인 POM 의 Hardware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전원제어모듈은 전원제어를 위한 릴레이와 전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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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파악을 위한 전류센서와 MCU 인 CC430 으로 이
루어져 있다.  

POM 에서는 주기적으로 전류센서의 값을 확인하여 
현재 POM 사용 전력량을 확인한다. 전력량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P = VI 
 Energy = PT 

 
입력 전압 220v 에 대해서 전류 I 를 통해 사용전력

량 P 를 구하고 시간 T 를 곱하게 되면 POM 에서 사
용되는 전력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사용 전
력량을 POM 에서는 HSM 의 요청에 의해 주기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전송한다.  사용전력량의 
보고 이후에 HSM 의 요청에 따라 사용 전력을 차단

하거나 허가 한다. 
[그림 4]는 실제 구현된 시스템의 POM 의 모습이

다. 현재 2 개의 가전의 사용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3) 전원 제어 모듈 구조 

 
(그림 4) 전원 제어 모듈 

3.2.2 HSM(Home Server Module)  
[그림 5]은 POM 을 제어하는 HSM 의 Hardware 구조

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HSM 은 전력 제어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 

POM 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 전력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POM 에게 받은 
사용 전력량을 Server Database 에 저장한다. 각각의 
POM 의 사용전력량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거나 각각의 POM 의 가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POM
의 전력 사용에 대해 허가 하거나 차단한다.  

 
(그림 5) 홈 서버 모듈구조 

3.2.3 HMP(HSM Management Program) 
HMP 는 HSM 이 다수의 POM 에게 얻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PC application 이다.  

 
(그림 6) HSM Management Program 

 
3.3 시스템 Flow  
[그림 7]은 기본이 되는 POM 의 데이터 수집을 위

한 무선 통신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System Message Flow 

a. PCM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전류센서 값 파악 
b. HSM 정해진 주기에 따라 POM 에게 사용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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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청 
c. PCM 현재 사용전력 계산 후 HSM 에게 전송 
d. HSM 는 HMP 를 통해 현재 사용 전력량에 따

른 RTP 를 통한 고지금액 계산 
e. HMP 는 사용자에게 고지금액을 전송 
f. 사용자는 전력 사용 유지 또는 차단 명령을 

HMP 에게 전송 
g. HMP 는 HSM 를 통해 사용자의 명령을 POM

에게 전송 
h. POM 은 사용자에 명령에 따라 전력제어 상태 

변경 후 HSM 에게 변경결과 메시지 전송 
i. POM 의 상태변화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 

 
4. 실험 결과 

4.1 모듈 소모 에너지  
[그림 8]은 10 개의 POM 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모듈 소모 에너지 관찰 결과이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L Cycle 의 변화에 따라 
최대 1.8 배 소모 전류가 차이를 보인다. 
 

 
(그림 8) LPL Cycle 변화에 대한 시간 별 전류의 값 

4.2 데이터 수집 시간 
[그림 9]은 POM 수에 따른 HSM 에서 수요반응 데

이터를 수집시간 관찰결과이다. LPL Cycle 에 차이에 
따라서 최대 2 배까지 수집시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9) POM 의 수에 따른 LPL Cycle 변화에 대한 

데이터 수집 시간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탄력적인 저 전력 통신이 가능한 홈 
전력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의 전력 사용량으

로 RTP 전기요금으로 예상 고지금액을 사용자에게 실
시간으로 고지하는 사용자 선택기반 수요반응 연동 
홈 전력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정의 가전기기마다의 선택적 전력 제어를 통해 효
율적인 전력관리를 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절감 할 
수 있다. 이때 필요성이 낮은 전력사용을 전력 사용 
요금이 높은 피크전력 부하율이 높은 구간을 회피하

여 사용 하도록 유도 하여 자발적으로 피크전력을 낮
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류센서의 사용을 통산 전력 사용량 파악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는 보다 
신뢰성 높은 전력사용량을 파악을 하며 다양한 전력

사용 환경에 따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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