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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비 무선 통신기반의 피크전력 제어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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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electricity consump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se days, an urgent. need exists to minimize consumption through 
smart and intelligent ways in order to prevent a future energy crisis. For this purpose,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peak pow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quired. As the number of appliances and consumer electrical devices increase, power 
consumption in unit business tends to grow. Generally, electricity consumption can be minimized using a peak power 
management system capable of. effectively controlling the load power by continuously monitoring the power. In this work, a 
peak power management system which consists of arduino microprocessor equipped with ethernet and Zigbee shield is present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cheme, laboratory-scale experiments a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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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그비 기반의 피크전력 제어시스템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ZigBee based peak power control system.

I. 서론

피크전력이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단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최대전력 사용량을 의미하며 이

는 다음해의 전기요금의 기본료로 책정되며 사용량과 합산

되어 매월 전기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피크 전력을 체계적

으로 관리한다면 전기요금을 최대 30%까지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피크전력을 관리하는 제어기

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피크전력 제어기란 피크

전력(최대사용전력)을 관리하기 위해 목표량을 설정한 후, 
이 목표 전력을 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력의 사용을 자동

으로 제어하여 피크전력 관리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

여 기본 전기요금의 절약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피크전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그비 무선통신기반의 

피크전력 제어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제안된 피크전력 제어기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단위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지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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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피크전력 제어장치를 개발하고자 하며 제안된 시스

템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제안된 시스템은 크게 다수의 지그비 단말과 하나의 지

그비 코디네이터로 구성된다. 다수의 지그비 단말은 에어

컨, 모터 및 전등 등과 같은 부하에 연결되어 해당 부하에

서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소비전력을 지그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의 지그비 코디네이터에 전송하

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그비 코디네이터는 다수의 지그비 

단말로부터 전송된 소비전력을 수합하여 체계적인 피크전

력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4].
지그비 기반의 피크전력 제어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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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그비 단말

지그비 단말은 해당 부하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측정하여 

원격의 지그비 코디네이터로 전송하는 기능과 부하의 조절

을 위해 지그비 코디네이터로부터의 명령에 따라 해당 부

하를 ON/OFF 시킬 수 있는 릴레이 모듈로 구성된다. 본 연

구에서는 지그비 단말의 구성을 위해 Arduino UNO, 지그비 

쉴드, 전류센서 및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구성 블록

도 및 사용된 부품의 사양을 나타내면 그림 2 및 표 1과 

같다.

그림 2. 지그비 단말의 구성도.
Fig. 2.  Configuration of ZigBee terminal device.

표 1. 지그비 단말의 구성요소.
Table 1. Components of ZigBee terminal device.

Arduino UNO

· Microcontroller : ATmega328 
· Operating Voltage : 5V 
· Input Voltage (recommended):

7-12V 
· Input Voltage (limits) : 6-20V 
· Digital I/O Pins : 14

(of which 6 provide PWM output) 
· Analog Input Pins : 6

Xbee Shield

· 아두이노(Arduino)보드와 호환되
는 적층 구조 인터페이스 지원

· 3.3V 에 최고 500mA를 제공
· XBee 모듈 장착으로 Zigbee
무선 통신 가능

· BTBee 모듈 장착으로 블루투스
무선 통신 가능

AC Current Sensor
TA12-100

· Ratio : 1000:1 
· Input Current : 0-5A 
· Output Current : 0-2.5mA 
· Sample Resistance : 200 
· Sampling Voltage : 1V 
· Nonlinear Scale : <=0.3% 
· WorkingFrequency : 20Hz-20KHz 

IS Shield

· 2 mechanical relays with photo
coupled circuit 

· 2 MOS switch with internal power
supply 

· Xbee, nRF24l02, RF315/433M
module wireless interface 

· Arduino AD pins 3 PINs interface
breakout for Sensor module
(Electronic Brick) 

2. 지그비 코디네이터

지그비 코디네이터에는 사업장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

의 측정을 위한 전자식 적산전력계, 다수의 지그비 단말로

부터 전송된 부하전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지그비 인터페이

스 및 인터넷을 통해 원격에서 접속을 가능케 하는 TCP/IP 
인터페이스가 장착된다. 또한 설정된 피크 전력량에 기반하

여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위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그비 코디네이터의 구성을 위해 

Arduino Mega, Ethernet shield, 지그비 쉴드 등이 사용되었

으며 구성 블록도 및 사용된 부품의 사양은 그림 3 및 표 

2와 같다.
3. 웹 서버 시스템

웹 서버 시스템의 주된 기능은 웹 페이지를 클라이언트

로 전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그비 코디네이터 측

그림 3. 지그비 코디네이터의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ZigBee coordinator.

표 2. 지그비 코디네이터의 구성요소.
Table 2. Components of ZigBee coordinator.

3상 적산전력계
(NJ34-212-THI)

· 상,선식 : 3P 4W
· 정격전압 : 220/380V
· 정격전류 : 120(30)A
· 오차등급 : 1.0Class
· 계기정수 : 유효–500pulse/kWh,
무효-500pulse/kVarh

Ethernet Shield

· Requires an Arduino board
(not included)

· Operating voltage 5V
(supplied from the Arduino Board)

· Ethernet Controller: W5100 with
internal 16K buffer

· Connection speed: 10/100Mb

Arduino Mega2560

· Microcontroller : ATmega2560 
· Operating Voltage : 5V 
· Input Voltage : 7-12V 
· Input Voltage (limits) : 6-20V 
· Digital I/O Pins : 54

(of which 15 provide PWM output) 
· Analog Input Pins : 16

Xbee Shield

· 아두이노(Arduino)보드와 호환되는
적층 구조 인터페이스 지원

· 3.3V 에 최고 500mA를 제공
· XBee 모듈 장착으로 Zigbee 무선
통신 가능

· BTBee 모듈 장착으로 블루투스
무선 통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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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당 전력 소비 장치에 대한 TIF.
Table 3. TIF of corresponding power consumption devices.

IFi PCRi TIFi

Station1 1 0.2 0.2
Station2 0.8 0.5 0.4
Station3 0.2 0.4 0.08

그림 5. 피크 전력 제어 알고리즘.
Fig. 5. Peak power control algorithm.

그림 4. 웹 서버 시스템 구성.
Fig. 4. Configuration of web server system.

에 아두이노 Ethernet Shield를 이용하여 웹서버를 구성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두이노 Ethernet Shield는 아두이노와 적층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Micro-SD 소켓이 내장되어 있어 Micro-SD 카드

를 사용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SD 카드는 지그비 코디

네이터측 아두이노에서 수신 받은 다수의 지그비 단말 데

이터를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정

보로 사용된다. 웹 서버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구성된다.
웹 서버를 통한 웹 페이지에서는 각각의 지그비 단말기

에서 사용하는 소비 전력과 단말기 전체의 소비전력 값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4. 피크전력 제어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피크전력 제어 알고리즘은 단위사업

장에 설치되어 전력을 소비하는 해당 전력장치의 전력소비 

총합이 설정된 피크 전력 값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의 효율

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중요도가 낮은 전력장

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단위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 소비 장치의 

중요도(IF: Importance Factor)와 설정된 피크전력에서 해당 

전력 소비 장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 사용비율(PCR: 
Power Consumption Ratio)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크 전력을 관리하고자 한다.
IFi 는 해당 전력장치의 중요도를 의미하며 이는 관리자

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0~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식 (1)과 

같이 설정된다.

0 < IFi < 1 (1)

여기서 IFi 는 i-번째 전력장치의 중요도이다.
또한 i번째 전력장치에서 현재 소비되고 있는 전력의 사

용비율 PCRi 는 식 (2)와 같이 0~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된다.

0 < PCRi < 1 (2)

따라서 i번째의 전력소비 장치에 대한 통합 중요도(TIF: 
Total Importance Factor)는 식 (3)과 같이 식 (1)과 식 (2)의 

곱으로 정의될 수 있다.

TIFi = IFi * PCRi (3)

제안된 피크전력 제어 알고리즘은 매 순간 해당 전력장

치의 TIFi 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장 낮은 TIF를 갖는 

전력장치를 OFF 함으로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력이 설정

된 피크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설명을 위해 세 개의 전력소비 장치로 구성된 단위사업

장을 가정하였을 경우, IF, PCR 및 TIF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총합이 피크전력보다 

크게 되었을 경우에는 TIF가 낮은 순서대로 전력의 사용이 

중지되어 한다. 그러나 전력사용의 중지로 인해 사용 중인 

전력이 피크전력보다 작게 된다면 다시 중지된 전력 소비 

장치를 ON 시키게 되므로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반복적인 

전력 소비 장치의 ON/OFF 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크전력의 10%에 해당하는 전

력을 설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이 이 범위에 존재할 

경우, 전력 소비 장치의 ON/OFF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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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그비 단말.
Fig. 6. ZigBee terminal.

그림 7. 지그비 코디네이터.
Fig. 7. ZigBee coordinator.

그림 8. 웹 모니터링 화면.
Fig. 8. Web monitoring screen.

피크전력 제어는 제안된 피크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그림 5의 플로우차트와 같이 수행된다. 플로우 차트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피크전력을 설정한 후, 다수

의 지그비 단말에서 사용하는 소비전력을 지그비 코디네이

터에서 수합하여 설정된 피크전력과 현재 사용 중인 소비

전력을 비교한다. 만약 설정된 피크전력보다 현재 사용 중

인 소비 전력이 크다면 피크전력 알고리즘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그비 단말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차단하며, 설정된 

피크전력보다 현재 사용 중인 소비 전력이 작다면 지그비 

단말에서의 전력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III. 적용 실험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그비 기반의 피크전력 제어기의 

유용성확인을 위한 실험 장비를 구성하였다.
1. 지그비 단말

지그비 단말은 그림 6과 같이 Arduino UNO, 지그비 모

듈, Relay 모듈 및 전류센서로 구성되었으며, 아두이노 

UNO는 전류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한 부하의 전류 값을 입

력받는 역할을 하며, 적층된 지그비 모듈과 Relay 모듈은 

측정된 전력 값을 지그비 코디네이터로 전송하는 역할과 

지그비 코디네이터로부터의 명령을 받아 해당 부하를 

ON/OFF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지그비 단말을 사용하였으며, 부하로는 각각 청소기, 컴퓨

터 본체, 모니터 및 전기 히터를 사용하였다.
2. 지그비 코디네이터

지그비 코디네이터는 사업장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측정과 다수의 지그비 단말로부터의 전송된 부하전력을 받

아들이는 역할 및 지그비 단말의 부하 연결을 끊어줄 수 

있는 명령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전자

식 전력량계로부터 소비되는 전력 값과 지그비 단말로부터

의 컴퓨터 본체, 청소기, 모니터 및 전기 히터의 소비 전력 

값을 입력 받기 위해 Arduino Mega2560과 지그비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웹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Ethernet Shield를 사용하였다. 
3. 웹 서버 시스템

지그비 코디네이터는 부하에 연결된 네 개의 지그비 단

말기로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력을 무선으로 받아들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클라

이언트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클라이언트에서 모니터링 

되는 전력 사용량을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하늘색선은 청소기의 소비전력, 검정색선은 

컴퓨터 본체의 소비 전력, 연두색 선은 모니터의 소비 전

력, 주황색선은 전기 히터의 소비 전력, 보라색선은 전체 

소비 전력을 나타낸다. 또한 A지점은 전체 전력 사용량이 

설정한 피크 전력 값을 초과했을 경우를 나타내고, B지점

은 부하를 하나 차단한 상태에서 전체 전력 사용량이 설정

된 피크 전력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를 나타낸다. 
4. 제안된 시스템의 피크전력 관리 성능

제안된 시스템의 피크전력 관리 성능은 그림 8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위의 그림에서 Data1, Data2, Data3, Data4는 각각의 

부하에서 사용하는 소비전력을 나타내며, Data5은 전체 부

하의 소비전력 합을 나타낸다. 
2) 제안된 시스템의 피크전력 관리의 성능 확인을 위해 

Data2의 전원은 꺼두었다가 A지점에서 Data2를 동작시켰을 

경우, A지점에서 한차례 설정된 피크 전력보다 높은 전력

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크전력 제어 알

고리즘에 의해서 중요도가 낮은 전력장치를 선택하여 부하

를 차단한다. 그림 8에서는 피크 전력 제어 알고리즘에 의

해서 Data1의 부하를 차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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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의 과정이 수행된 후, Data1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

고 사용전력이 설정된 피크전력의 90%이상을 사용하고 있

으므로, 어떠한 전력 장치도 다시 작동시키지 않는다. 
4) B지점에는 다시 Data2의 전력장치 사용을 중지하였을 

경우이다. Data2의 전력장치 사용을 중지한다면 전력사용량

이 설정된 피크전력량의 90%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이때는 

차단되어있는 부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그비 단말

기에 명령을 내린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지그비 단말과 하나의 지그비 코

디네이터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피크 전력 관리가 가능한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지그비 단말에 부하를 연결하여 사용해 봄으로써 제안된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추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소

용량 계약 전력을 사용하는 소규모 공장 및 상가에서 저가

용으로 사용가능한 첨두부하 관리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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