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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도메인 스마트그리드 ICT 기술

요 약

글로벌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고갈 문제가 全 지구적 이슈로 부

각됨에 따라 다양한 그린 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존 주력 기술분야와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

을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그

리드 기술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탄생한 기술 분야이며, 녹색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기술 개발 성과 실증과 비즈니

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시작되었던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사업도 금년 5월을 기점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스마트그

리드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소비자 도메인에서의 다양한 에너

지관리 솔루션 구축 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

으나 표준화 기반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컨소시엄 간

의 시스템 연동이 어려운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그리드는 보다 강건하고 신뢰성 있는 전력시스

템의 현대화 및 지능화를 위하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

며, 전력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양방향 전력 및 정보의 실시간 

교환 특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1년 9/15 순환정전 사

태는 전력공급 정책과 더불어 전력 소비자에 대한 관리 기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소비자 분야를 중심으

로 한 스마트그리드 ICT 기술에 대하여 일부 주요 사항을 발

췌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그리드의 전

체적인 현황, 소비자 도메인에서의 스마트그리드 요소기술 및 

ICT 기술의 핵심이 되는 소비자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통신 기

술을 중심으로 소비자 도메인 ICT 기술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

자 한다. 

Ⅰ. 서 론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선포한 이래 

2009년 무렵 본격적인 국내 논의를 거쳐 시작된 국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2030년 “세계 최초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

축”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전문가 및 산업체 들

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전

력·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할 목적으로 기술

개발 성과 실증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정부에서 추진

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사업이다. 이러한 제주 스

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사업도 금년 2013년 5월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제주 실증단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하여 5개의 도

메인 즉,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송,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지

능형 전력망 및 지능형 전력시장로 구분되어 사업이 추진되었

다. 이를 통해서 향후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확실한 킬러 어플리

케이션을 발굴하고, 아울러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야는 지능형 소비자 도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추진에서도 가장 

많은 컨소시엄인 4개의 컨소시엄(SK텔레콤, KT, LG전자, 한

전)에 96개 기업 및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1].

현재, 전력 에너지원에 대한 청결성, 제어 및 사용의 편의성으

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전력에너지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

그림 1.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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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평균 소비 증가율을 능가하는 소비추세

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력 소비의 증가는 단

순한 전력 사용량 증가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 측면

에서도 그 변동 폭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

라에서는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전력 수급 불

안정에 대한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하였으며, 기존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대처가 단순한 전력공급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국제협

약 준수를 위해서 도입되고 있는 생산측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의 도입의 증가는 공급 측면에서도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의 불

안정성의 증가는 전력수급 균형이라는 문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지능형 소비자 도메인에서의 스마트그리

드 환경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ICT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

후 보다 발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성취해 

나갈 ICT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

는 간단히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어

서 소비자 도메인에서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ICT 

기술을 살펴보고자 소비자 도메인 스마트그리드 요소기술 및 

소비자 도메인의 통신 인프라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스마트그리드 현황

1. 국가 정책 현황

정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기술 분야로 여기고 정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반영하듯 2010년에는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이 마련되어 발표되었으며, 2011년 11월에 지능형전력

망 촉진법이 제정·시행되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였다. 또한, 2013년 5월에 제주 스마

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 추진

을 위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이 2012년 7월에 발표

되어[2] 향후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발표를 통하여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제2기 국민발전소 건설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상가 및 빌딩 등에 스마트계량기(AMI),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구축하여 전기사용 절감과 전력피크 절감을 유도

하고, 스마트계량기 및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분산된 수

요 감축을 모아 피크수요를 절감하는 지능형 수요관리를 도입

하고, 이를 확산하여 국민발전소 건설에 적극 동참하게 할 예정

이라고 한다. 아울러, 2016년까지 스마트계량기,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충전기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7대 광역경제권별

로 거점도시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계량기를 2016년까지 전체 고객의 50%(약 1,000만

호)에 보급하여 전기절감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함

• 중대형 에너지저장장치는 2012년 시범보급을 거쳐 2016년

까지 20만kWh(10만가구 피크사용량)를 보급할 계획

•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연계하여 2012년 공공

부문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충전기 15만기 설치

• 업계 및 지자체 수요조사, 사업모델 콘테스트 등을 통해 거

점도시 추진계획을 마련(2013년 초)하여 2016년까지 7개 

거점도시를 구축

또한, 요금제 다양화, 전력시장의 단계적 개방, 지능형 서비

스사업자 육성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신규 사업자

를 육성할 계획이다[2].

2. 국가 표준화 현황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특징을 설명할 때, 다양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System of Systems) 기

술이라고 한다. 이렇듯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그 구성요소가 매

우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기존 각 부분에서 사용되

었던 기존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기술들

이 추가되는 형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의 특성상 무

엇보다도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스템,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추진이 무

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표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표준개발 계획을 수

립해 제주 실증사업과 전국적 사업 확산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프레임워크의 구축과 핵심표준을 개발하기 위하

여 표준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프레임워크는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 간, 서비스 간 상호 연동을 위해 필요

한 표준 기초문서로서, 2012년 3월에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프

레임워크 버전 1.0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제주 실증사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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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될 스마트그리드 거점 도시 구축을 위해서 표준화에 대

한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3].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내 표

준화 추진을 위하여 9개의 도메인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소비자 측면에서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작업을 위한 소

비자 도메인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Customer)도메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표준문서 작업을 위한 

PT(Project Team)들이 운영되고 있다[4]. 특히, 가정용 에너

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출발하여 스마트

그리드 기술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그린홈PT”와 스마트그리드 

기술 분야에서 출발하여 홈 환경에서의 에너지관리 분야를 그 

표준화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는 “HEMS PT”간의 표준화 지향 

방향이 겹쳐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 그 업무 조정 및 협력을 모

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SGIP(Smart Grid Interoperability Panel)을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표준화 추진은 표준화 추진의 우선 실행

항목(PAP, Priority Action Plan)으로 삼았던 22개의 PAP중 

9개가 완료되고, 현재 13개의 PAP가 액티브 상태이다. 이러한 

액티브 상태인 PAP중 상당수가 소비자 도메인에서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며, 이들은 주로 스마트그리드 소비자들

의 전력 및 정보의 양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과 연

계되어 있는 내용들이다[5].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소비자 분

야에 대한 표준화 추진은 주로 IEC의 PC118(Smart Grid 

User Interface) 및 ISO/IEC JTC1 SC25(Home electronics 

System)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SO/IEC JTC1 SC25

에서는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응용 모델에 대한 표준의 한 부

분으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에 대한 응용 모델(ISO/IEC 14067-3, Model of a demand-

response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HES)을 국제표준

으로 이미 제정(2012년 7월)하여 발표하였다[6].  

ISO/IEC JTC1 SC25에 의해 제정된 15067-3 표준에 따르면, 

홈 환경에서는 일반 가전기기 및 지능형 가전기기 등이 포함되

는 부하 영역과 전력 생산과 저장을 포함하는 분산자원에 대한 

부분 및 에너지 정보 획득을 위한 센서 및 미터링 기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홈 환경에서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리 기능을 담당할 “HES(Home Electronics System) 에너지 

관리 에이전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댁내에서의 전력 미

터링 및 제어 정보에 대한 전달 체계는 홈 환경에서 사용되는 

홈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이다. 

이 표준에서는 수요반응을 위한 홈 환경에서의 전력 부하, 생

산 및 저장 장치에 대한 제어 모델을 위하여 직접부하제어와 간

접부하제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 스마트그리드 표준화포럼 조직도

표 1. SGIP의 PAP 현황[5]

Closed PAPs Active PAPs

# 내용 # 내용

0
Meter	Upgradeability	

Standard
2 Wireless	Comm.

1 Role	of	IP 5 Standard	Meter	Data	Profiles

3
Common	Price	Comm.	

Model
7
Electric	Storage	

Interconnection	Guidelines

4
Common	Schedule	Comm.	

Mechanism
8
CIM	for	Distribution	Grid	

Management

6 CSM	for	Meter	Data	Tables 9 Standard	DR	and	DER	Signals

10
Standard	Energy	Energy	

Usage	Info.
12
Mapping	IEEE1815	to	IEC	

61850

11 Electric	Transportation 14 T&D	Power	Systems	Mapping

13
Harmonization	IEEE	C37.118	

w/	IEC61850
15 Power	Line	Communications

18
SEP	1.x	to	SEP	2	Transition,	

Coexistence
16 Wind	Plant	Communications

17 Facility	SG	Info.	Standard

19 Wholesale	Demand	Response

20 Green	Button	ESPI	Evolution

21 Weather	Information

그림 3. HES 에너지 관리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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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SO/IEC 15067-3 표준의 DR 제어 방법

구분 세부구분 비고

직접부하	

제어
-

•	유틸리티에	의한	소비자	디바이스

의	직접	부하	제어

간접부하	

제어

•	가격	및	이벤트	발생에	의한	제어	

방식

•	직접적인	부하제어는	수행하지	못

하고,	디바이스의	동작에	대한	소비

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

호	보냄

로컬	부하제어

•	소비자	영역에	있는	수신자에게	가

격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가	소비

자	부하를	제어하는	방식

분산	부하제어

•	직접부하제어	방식과	로컬	부하제

어	방식을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유

연성을	부여하는	제어	방식

•	홈	내	소비자	디바이스에	직접	가격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과	댁내	에너

지	관리	에이전트(EMA)에게	가격신

호를	전달한	후	EMA가	부하를	제

어하게	하는	2	가지	방식이	사용될	

수	있음

IEC의 PC118 표준화 위원회는 스마트그리드의 사용자 측면

인 스마트 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인더스트

리, 수요반응, 분산전원, 전기자동차 등과 관련된 표준화 추진

을 목적으로 2011년 만들어졌다. 주요 표준화 영역은 수요반응

에 있어서의 정보 교환에 대한 사항 및 소비자 측에서의 장비 

또는 시스템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

급한 ISO/IEC JTC1 SC25(Home Electronics System)를 포함

하여 TC57(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분야), TC13(전

기에너지 측정, 장치 및 부하 제어), TC100(오디오,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TC64(전기 설비 및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 분야), TC69(전기자동차 및 산업용 전기 트럭 분야) 등에

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표준화 작업 추진을 하고 있어 각 위원회 

간의 표준화 업무 중복 회피 및 협력을 위한 업무 조정이 필요

한 상황이다[7].

Ⅲ. 소비자 도메인 스마트그리드 요소 기술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전력분야에 ICT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전력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지능화된 방향으로 발전

하고, 이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정화

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건한(robust) 전력시스

템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력과 정보의 양방향 

흐름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

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

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측면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AMI(Automatic 

Metering Infrastructure),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및 x2G(Home/Building/Vehicle to Grid) 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1.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기술

AMI란 전력 유틸리티 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양방향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프라 기술로서, 기존 단방향으로 전력 

소비량 정보 측정인, 자동화된 미터링에 머물던 것을 양방향 정

보화 네트워크로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이 가능하

게 하는 인프라 기술이다[8][9]. 

 AMI는 정보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환경에서 사용

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을 주기적으로 계측하며, 소비자 측의 전

력 소비량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정보를 AMI 관리를 위한 응용

서버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소비자 측의 전력 소

비량에 대한 정보는 전력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

되며 전력시스템의 상황에 따른 필요한 소비자 측 제어 및 관

리에 대한 정보를 양방향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비자 측으

로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AMI 시스템 구성을 위한 정보화 네

트워크의 구성은 그 구성 위치 및 영역에 따라 <그림 4>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소비자 내부의 네트워크인 HAN(Home Area 

Network), 여러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전달하기 위한 

NAN(Neighborhood Area Network) 및 공중 광역망으로 구

성되는 WAN(Wide Area Network)로 구분하여 구성되는 구조

를 갖는다. 

Home area network (HAN) 

소비자 환경 내에서의 로컬 전력 생산, 전력 저장, 전력 소비 

및 제어·미터링 기능을 연계하는 통신 네트워크로서, 가정 내 

그림 4.  AMI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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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전의 제어 및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네트워

크이다. 기존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선을 통

신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통신기술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시리얼 통신 네트워크 및 이더

넷 네트워크 기술 등 유선 네트워크와 더불어 무선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영역

의 ZigBee 및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의 WiFi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선으로는 ZigBee가 유선

으로는 PLC 기술이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주로 사용되

었으나, 최근에는 신뢰성과 통신 속도를 향상시킨 SUN(Smart 

Utility Network) 기술이 많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Neighborhood area network (NAN) 

전력 유틸리티 회사의 정보통신 인프라에 직접 연계되는 AMI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로서, 인프라 구축 방법에 따라 이 구간에

서도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 구

간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도 유선으로는 전력선 통신인 PLC 망

과 LAN(Local Area Network) 기술이 동시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는 CDMA, WiBro와 같은 공용 이

동통신기술과 IEEE 802.11s WiFi매쉬 등의 무선 매쉬 네트워

크 기술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 HAN 영역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IEEE 802.15.4g 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SUN 기술인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기술을 표준화하

고 있다.

Wide area network (WAN)

전력설비의 종단과 다양한 집중기들이 연계된 통신네트워크

이며, 종종 공공 유선 또는 무선 이동통신기술이 이용된다. 또

한 독점적 유선 기술, 광대역 전력선 또는 전용의 광케이블, 무

선기술, 종단간 다중 WiFi mesh를 포함하는 무선 기술이 이용

될 수 있다.

본 고 에서는 소비자 단의 스마트그리드 ICT 기술에 대하여 논

하는 내용이므로 이어질 4장에서는 HAN 기술 영역에서 활용되

는 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2.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기술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소개된 후 여러 관련 시범사업이 추진되

었고, 이러한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기술로 

언급되는 것이 AMI 기술과 함께 수요반응(DR)에 대한 사항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수

요반응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더 크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존 

대수용가 위주의 수요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전반에 걸

치는 수요관리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서는 수요반응을 전기

소비자가 전기소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시간대별 전기요

금제도 등의 유인 동기에 반응하여 자신의 평상시 전기사용 소비

패턴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요반응 서

비스를 통하여 전력 유틸리티 회사는 예비력의 부족 등 전력계통 

신뢰도 저하나 시장가격 급등이 예상될 때 피크전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전력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개선과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수요

반응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가격 기반의 수요반응과 인센티브 

기반의 수요반응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된 수요반응 기술을 개발하여 

전력시스템 및 소비자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추세이며, 자동화

된 수요반응을 위한 표준 규격으로는 현재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OpenADR (Open Automated Demand Response) 

기술로서, 이 자동화된 수요반응 기술은 AMI 인프라 위에서 동

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의 구현 개념이나, 서비스 사업

자의 구현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OpenADR 1.0은 2009년에 LBNL/CEC에 의해 공식적으

로 만들어져 여러 상용화 사업에 적용되어 빌딩 분야를 중심

으로 실증한 바가 있으며, OpenADR 2.0은 NIST의 스마트그

리드 PAP에 포함되어 가격, 데이터 모델, 통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및 제어 정책 등이 포함확장되어 OASIS EI(energy 

Interoperation) 기술 위원회에서 검토되어 표준 OpenADR 프

로파일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리텔레콤과 벽

산에서 OpenADR의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10]. 

3. 에너지 관리 시스템(xEMS)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영역에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시스템 기술이 바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이다.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은 그 적용 대상에 따라 가정에 적용되

는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빌딩에 적용

되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산업체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으로 구분되어 일컬어지고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력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모니터

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도메인에서 사용

되는 부하 장치에 대한 전력에너지 소비량을 제어하는 방식으

로 구성된다.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은 전력 정보의 

양방향 흐름을 활용하여 수요반응과 연계되어 에너지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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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며, 단순한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뿐

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의 로컬 전력 생산 및 전력 저장 장치와 

연계되어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에너지 관리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Ⅳ. 소비자 도메인 통신 인프라 기술

1. 전력선 통신(PLC) 기술

전력선 통신 기술은 전력선을 매체로 사용하는 통신기술로

서 전력시스템 분야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통신기술 중의 하

나이다. 전력선 통신은 기존 널리 알려진 PRIME(PoweRLine 

Intelligent Metering Evolution), G3-PLC와 최근 표준화 양

대 축인 G.hnem 및 IEEE1901.2가 있다.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전력선 통신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12].

• 1Mbps alks의 전송 속도

• 높은 신뢰성

• 낮은 전력 소모

• AMI 전력미터의 전송 거리

• 높은 보안성

• 10개(시외)~400개(도심)의 네트워크 규모

• 낮은 복잡도

• 각 지역 규제에 맞는 전자파 적합성

전력선 통신 기술에는 광대역(Broad Band)와 협대역

(Narrow Band)의 두 가지가 있으나 스마트그리드의 상기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협대역 전력선 통신 기술이 적합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협대역 전력선 통신 기술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협대역 전력선 통신(NB-PLC, Narrow 

PLC)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제 1세대

로 분류되는 단일 캐리어 또는 이중 캐리어 방식의 PSK(Phase 

Shift Keying), FSK(Frequency Shift Keying) 기술을 사용

하며, 전송속도는 수 kbps를 지원한다. 대표적인 기술 규격은 

IEC61334로서 이 규격을 지원하는 PLC 통신 기술은 전송속

도는 2.4kbps이고, FEC(Forward Error correction)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며 변조방식은 FSK를 사용한다. 제 2세대로 분

류되는 기술은 주파수 효율성 및 통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

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전송속도로 100kbps까지 지원할 수 있

다. 이에 해당하는 기술규격으로는 PRIME과 G3-PLC가 포

함된다. 이 두 기술 규격에서는 FEC, 인터리빙 및 다양한 채

널 코딩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 3세대에 해당

하는 기술은 2010년 1월 ITU-T에서 표준화가 시작된 PRIME

과 G3-PLC의 특징을 포함하는 G.hnem 표준화 프로젝트이

며, 이를 통해 2011년 12월 물리층에 대한 표준인 G.9955와 

MAC(Medium Access Control) 표준인 G.99576 표준이 완성

되어 발표되었다. IEEE에서는 G3-PLC 기술을 상위 주파수 대

역까지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표준 규격들을 포함하면서 향상

된 기술을 추가하는 표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종 

규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12].

 

2. IEEE802.15.4(WPAN) 기술

IEEE 표준인 802.15.4는 무선 개인 통신망을 위한 표준 규

격으로서 기본적인 하위 네트워크 계층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

토콜이다. 주로 센서 네트워크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

콜이며, 이에 대한 요구조건에 따라 장치간의 저가격 및 저속

도 유비쿼터스 통신을 지향하여 탄생한 프로토콜 규격이다. 갖

추고 있는 인프라가 없어도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치끼

리 저전력 및 저가격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한

다. 통신 거리는 대략 10미터 이내의 거리를 고려하고 있으며, 

통신 속도는 250kbps 정도의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IEEE 

802.15.4 표준 규격에서는 물리 계층과 MAC 계층을 정의하

고 있으며, 저속도 무선 개인 통신망을 위한 표준이다. IEEE 

802.15.4의 PHY 및 MAC 계층의 프로토콜 위에 주로 ZigBee 

프로토콜 스택이 탑재되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IEEE 802.15.4에 들어간 중요한 특징들로는 리얼 타임 응용에 

적합하도록 타임 슬롯(guarantee time slot)을 예약하는 기능, 

CSMA/CA를 이용한 패킷 충돌 회피, 보안성 있는 통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13].

IEEE802.15.4에서는 3가지 주파수 대역인, 2.4GHz(2400~ 

24835MHz) 대역, 868MHz(868~868.6MHz)대역 및 

915MHz(902~928MHz)대역이 사용되고 있다.

IEEE802.15.4 표준 규격을 사용하는 장치들은 개념적으로 단

순한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상호 통신하며, 네트워크 계층의 정

그림 5. 홈에너지관리시스템 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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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에 기반하고 있

다. IEEE802.15.4 표준에서는 하위 계층(물리층, MAC층)에 대

해서만 정의하고 있으며, 상위 계층과의 상호 작용을 염두에 두

고 그것을 정의하고 있으나 프로토콜 사용자는 컨버전스 서브

레이어를 통해 MAC에 접근하는 IEEE802.2 LLC(Logical Link 

Control) 부 계층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3. 지그비(ZigBee) 기술

지그비 통신 기술은 ZigBee Alliance에서 만들어낸 표준 규격

으로 저전력, 저가격, 사용의 용이성을 가진 근거리 무선센서네

트워크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2003년 IEEE 802.15.4 워

킹그룹에서 표준화된 PHY/MAC 기술을 기반으로 상위 프로토

콜 응용을 규격화한 기술이다. 지그비 통신기술이 사용하는 주

파수 대역은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전송

거리는 10~75미터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4].

표 3. 지그비 통신 기술의 주파수 대역

지역/국가 주파수 대역

미국 915	MHz	ISM	Band	(40	kbps),CFR47	part	15

유럽 868	MHz	(20	kbps),	EN	300	440

일본 2.4	GHz	(250	kbps),	ARIB	STD-T-66

한국 현재	ZigBee	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연구	중

4. SUN(Smart Utility Network) 기술

통신거리, 전송속도, 음영 지역 및 메시 라우팅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지그비 기술로는 스마트그리드 AMR/AMI 

분야에서의 통신 인프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SUN 기술은 전력 유틸리티 사업자들의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AMR/AMI 사업 확장 추진 및 유틸리티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멀티 홉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틸리티 서비스 관리를 위한 무

선 네트워크 기술의 필요에 따라 탄생한 기술이다. IEEE 802.15

에서는 Task Group 4g를 구성하여 NAN 영역과 HAN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SUN 물리 층 표준 규격을 만들었다[15].

SUN 통신 기술은 전송방식에 따라 MR-FSK, MR-O-

QPSK, MR-OFDM 3개 그룹으로 통합되어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표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MR은 다양한 데이터 전송율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Multi-Rate과 다양한 지역에 적합

한 시스템 규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Multi-Region의 의미를 포

함하고 있다. MR-FSK PHY는 전송신호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

송 전력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며, MR-O-QPSK PHY는 

현재 IEEE 802.15.4-2006 O-QPSK PHY와 그 특징을 공유

할 수 있어 설계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 MR-OFDM 

PHY는 열악한 무선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과 상대

적으로 고속인 전송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MR-FSK SUN 표준 

• 저속/저전력 시스템 지향적 MR-FSK SUN 표준

• Mandatory 데이터 전송률/대역폭: 각 주파수 대역별 

4.8Kbps~50Kbps/12.5KHz~200KHz 

• 저전력화: 성능 향상 블록(Data whitening, Channel 

Code, Interleaver)을 선택사항으로 규정

MR-OFDM SUN 표준

• 고속·고신뢰 시스템 지향적 MR-OFDM SUN 표준

• 데이터 전송률/대역폭: 50Kbps~800Kbps/200KHz~ 

1.2MHz

• 고신뢰성: 다중경로 채널에 강인한 OFDM 기술, 채널 코딩 

등 성능 향상 블록

MR-OFDM SUN 표준 

• 고속·고신뢰 시스템 지향적 MR-OFDM SUN 표준

• 데이터 전송률/대역폭: 50Kbps~800Kbps/200KHz~ 

1.2MHz 

• 고신뢰성: 다중경로 채널에 강인한 OFDM 기술, 채널 코딩 

등 성능 향상 블록

Ⅴ. 결 론

초기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념 정립, 확보된 기술의 시범 적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 시기를 거쳐 이제 본격적인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적용을 위한 시점에 진입하고 있다. 소비자 

분야는 전력 사업자가 주도가 되는 전력 시스템 즉, 전력 계통과

는 달리 ICT 분야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 파악되고 있으며, ICT 기술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를 창출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그림6.  SUN 표준 프로토콜 표준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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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15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전력 에너지 문제는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과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9/15 순환정전 사태는 신뢰성있

는 전력 시스템 구축 및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 

정책과 더불어 소비자 측의 수요관리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명

백하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소비

자 도메인 차원에서의 ICT 기술 기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정부에서는 2012년 7월에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기본계획에는 전력 공급 및 소비의 변동성·가

변성 확대에 따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이 아직 마련

되지 못해 실제 정부 R&D로 추진을 위한 원동력 부족한 상황

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전력 소비자 기술 개발 및 보급 미흡

에 따른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다양성 부족으로 스마트 에너지 

비즈니스 추진 환경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정책 추진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체계

적인 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자 단의 에너지 효

율화 추진 및 장기적 비전 확보를 위한 ICT 인프라 기술의 추진 

및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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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1994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2007년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1994년~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 연구원/ 

팀장

2009년~ 201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린IT 전문

위원

관심분야:   스마트그리드, 그린/에너지IT, 홈네트워크, 

유무선통신기술

박�완�기

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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