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의 미래 트렌드 대응형 에너지 IDX 기술 개발 현황과 추후 방

향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ICBMS (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와 인

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등의 기술의 내재화를 통한 새로운 에

너지 기술의 방향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하기 위해 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자 하고 있다. 산업간·기술의 융복합을 절대절명의 가치, 목표

로 삼고 있다. 이처럼 모든 산업에 ICT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제는 내재화 (internalization) 관점에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한다. 단순한 기술의 적용 및 활용에서 벗어나 해

당 산업 및 기술 내의 하나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

러한 상황이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다보스 포럼 이후에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포럼 의장인 클라우드 슈밥 (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의 경제 변화상은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경제의 잠

재력의 발현이며, 사람, 사물, 데이터, 지능이 모두 연결되어 혁

신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핵심 경쟁력은 고도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설파한다.  경제/사회 

시스템과 주력산업들 간의 융합이 워낙 복잡다단한 상황이라, 

몇 가지 기술들과 몇몇의 시나리오로 깔끔하게 설명되지 못할 

것이다. 3차 산업혁명의 확장 정도로 치부하는 학자들도 있으

며,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의가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 차원에서 추

진하고 있는 관련 기반 기술개발에 대한 사례를 들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１)２)

II.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신산업

1. 4차 산업혁명과 IDX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 IoT),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s 

System : CP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 AI) 등이 주요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타산업에 결합돼 새로운 기

술과 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며,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유기체 생태계`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세상을 더욱더 지능화하고(초지능), 더욱더 촘촘하게 

긴밀히 연결하며(초연결), 더욱더 사실감 있게 구현되도록(초

실감) 만드는 기술적 혁명과 이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IDX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라 정의한다[1][2].

또한, IDX는 기존의 DX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국가·사회시

스템의 지능형 디지털 유기체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중장기적 Big Push３)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서는 지능정보 추진국들의 관련 정책 방향 및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다음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14대 IDX 추진분야를 도출한 

바 있다. 

１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연금(주요)사업,	제
로에너지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에너지	공유	네트워킹	기술개발	사업
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
성화를	위한	중개시스템	개발	및	BM	발굴	사업	[20161210200310]으로	
지원된	연구임.	

２			본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ETRI	초연결통신연구소	IoT연구본부의	
정연쾌,	김종원,	남홍순,	한진수,	최창식,	황태인,	유윤식	책임연구원과	
최문옥,	이지현,	정진두,	강신육,	구태연,	박소영,	허세완,	이정인	선임연
구원,	그리고	김태형,	최종우	연구원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３		‘Big	Push’란	성장이	정체되는	시점에서	기존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	또는	과감·도전적인	시도를	의미

이일우, 박완기, 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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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신산업

전 세계적 에너지 분야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 등의 당면문제 해결에 있어서 원자력 축

소 또는 폐쇄, 석탄의 축소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가

스와 재생에너지의 대폭적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래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제도,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독립형 전

력망으로 재생에너지·분산 에너지 자원 시장의 대표주자인 

마이크로그리드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는 유효·무효전력 제어 및 전력품질 보상 기술, PCS (Power 

Control System)·인버터 원격제어 및 감시 기술, 배전 계통연

계 및 단독운전 절체 기술, 자동발전제어 및 최적발전계획, 그

리고 IEC61850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자원 간 네트워크 게이트

웨이 기술 등이 그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간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아젠다와 에너

지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

차,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 : ESS),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

너지 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 8개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 중심, 서비스제공자 

중심의 사업과 과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보급/설치 사

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에 찍혀있으며, 에너지 수용가인 

소비자 측면에서의 에너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

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전력시장의 에너지 정보를 공유하고 전력 소

매업자 및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

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유틸리티 회사도 수급안정화를 위해 소

비자의 부하를 실시간 추적 예측하여 예비 용량을 확보하고 전

압과 주파수를 조정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화 솔루션을 보

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 분배(송배전)의 계통 시스템의 물리적 연결 뿐 

아니라 소비 부하의 연결과 정보 공유를 통해 에너지 시장 메커

니즘 기반에서 동작하는 유기체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러한 물리적 연결에 따라 최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과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융합의 목적, 에너지 4.0의 핵

심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에너지 IDX 기술

1. 에너지 IDX 기술개발 동향

본 절에서는 에너지 IDX를 실현하기 위한 초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기술개발 사례를 기술한다. 재생에너

지·분산 에너지 지원은 에너지 4.0의 핵심 요소이며, 분산자

원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구현과 분산자원 중개·거래 서비스 

실현이 주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재생에너지·분산자원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문

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ICBMS (IoT/Cloud/Big data/

Mobile/Security)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에너지 시스템에 내

재화되는 것이다. 

1.1  IoE (Internet of Energy)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 

핵심 기술

유틸리티 (한전)의 일방 전력 공급에서 벗어나 재생·분산자원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로의 급격 전환 중이며, 특히 4차 산업혁

명(초연결·초지능) 융합 에너지 ICT 공공인프라 망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이다. 세부적으로는 분산자원 연계형 개방

형 IoT 프레임워크 기술, 개별·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최적운영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 EMS) 

연동 기술, 실시간 분산 에너지자원 수집·제어·스위칭 edge 

IoT형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Remote Terminal Unit 

(IED·RTU) 기술과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유무선 네트워킹 

융합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1.1.1 분산자원 연계형 개방형 IoT 프레임워크 기술

다음 <그림 2>에서와 같이, 경량형 IoT 프로토콜 (Message 

Queueing Telemetry Transport : MQTT) 기반 분산자원 정

보 수집 및 제어 기술, Publish/Subscribe 메시징 메커니즘 기

반 개별 MG와 통합 MG간 메시징 기술, 분산자원 정보 개방을 

위한 Open API 기술 등으로 마이크로 IoT 프레임워크가 구성

된다. 또한, 홈, 건물, 산업단지, 커뮤니티 단위의 마이크로그리

드 에너지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구축하고, 시맨틱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지식처리 프레임워크 기술이 포함된다.

그림 1. 14대 IDX 추진분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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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개별/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최적운영 및 EMS 연동 기술

마이크로그리드는 지역별 에너지관리 시스템과 기 구축된 

Home/Building/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xEMS)

과의 연동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시장연동에 의한 

운영이 중요한 기술 요건이다. 자원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간 최적

의 유무선 네트워킹을 통해 초연결성 (hyper connectivity)을 확

보하고, 수급 스케쥴, 가용 분산자원 목록과 상태, 전력거래 목표

가격 등의 에너지 정보의 전달을 통해 지능형 엔진에서 이를 분석

하여 의사 결정하는 초지능 (hyper intelligence) 확보하게 된다. 

다음 <그림 3>에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간 최적화 기술 개념을 나

타내었다. 

1.1.3  실시간 분산 에너지자원 수집·제어·스위칭 edge IoT형 

IED/RTU 기술

분산 에너지 자원의 실시간 정보 수집, 제어, 스위칭을 위한 

종단 장치 기술로서, IoT 기반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 자원 

실시간 정보 수집·제어 기술, IEC61850 표준 에너지 프로파일 

기반의 정보 프로토콜 기술, 직류전력선통신 (Direct Current-

Power Line Communication : DC-PLC) 기반의 태양광 모듈

의 전압/전류 모니터링 및 발전 효율 관리 기술과 유무선 통합 

네트워킹 기술 지원 분산자원 모니터링·제어 IED·RTU 기술

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술의 구현을 통해 개발된 장치 형상을 

다음 <그림 4>에 나타내었다. 

1.1.4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유무선 네트워킹 융합 기술

기존의 서비스 음영 지역 해소와 분산자원의 세부 모니터

링을 위한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이다. IEEE802.15.4g Sub-

GHz 대역 무선 네트워크 기술 적용 분산자원 모니터링 기술, 

Sub-GHz 무선 네트워크에 차별화된 QoS 기능을 적용을 통한 

Security, QoS, Reliability, Availability (SQRA) 유무선 네트

워크 구축 기술, 직류 전력선통신 (DC-PLC) 유선 네트워크 기

술 및 Sub-GHz 무선 네트워크 기술 융합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기술과 4-Port 태양광 모듈 지원 DC-PLC 기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 5>에 정보 수집과 전달을 위한 Sub-GHz 대역의 RTU 

장치와 게이트웨이 장치를 나타내었다.

1.2  에너지 프로슈머 환경에서의 에너지 융통/거래 플랫폼 

기술 

재생에너지의 가격하락으로, 분산자원 보급 및 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계통 자원화

하고 시장·제도 설계 기반의 신사업 발굴, 그리고 유연한 에너

지 자원의 융통/거래를 위한 플랫폼 기술이다. 

1.2.1 분산 에너지 자원 중개시스템 기술

그림 2. IoT 기반 자원 수집/제어 프레임워크

그림 3.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간 최적화 기술

그림 4. 분산 에너지 자원 IED/RTU 장치

그림 5. Sub-GHz RTU 및 WiFi 게이트웨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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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환경에서 분산자원 (태양광발전)은 상계거래, 전력

수급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 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REC) 거래 등

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분산자원의 규

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자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원

의 계통자원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분산 에너지 자원 중개

시스템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산자원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계통자원화를 위한 에너지 프로슈머(E-프로슈머) 운영 최적 솔

루션의 확보, 다양한 분산전원의 거래 시장 진입을 위한 능동적 

통합운영·서비스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와 자원관리 

플랫폼 기반 신규 비즈니스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다음 <그림 6>에 소규모 분산 에너지 자원 중개시스템 구성

도를 나타내었다. 중개사업자 (aggregator) 들은 분산 에너지 

자원을 모아서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이익을 자원 제공자·보유

자들과 분배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인 예측가능성과 출력안정

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자원의 경제적 모니터링 및 제어 기

술, 다수·이종 분산 에너지 자원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최

적화 기술, 그리고 대규모 분산자원 운영시의 계통연계 협조 운

용 기법 등이 포함된다. 

1.2.2 에너지 프로슈머 기반 에너지 융통/거래 기술

에너지 프로슈머는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게 되고, 자가 소비이외의 잉여 에너지를 시장에 판

매하거나, 프로슈머 간 직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우선은 에너

지 중개 단순 모델로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이며, 중개

사업자가 개입하면서 자원을 모아서 (aggregator)의 집합발전

기/가상발전 (Virtual Power Plat : VPP)과 같은 적극적 프로

슈머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해외의 네덜란드 vandebron, 영국 

piclo, 미국 yeloha 등과 같이 에너지 직거래 모델도 등장하게 

된다. 

에너지 거래를 위한 플랫폼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ETRI

의 기술개발 사례들 들면 다음과 같다. 확장가능마크업언어 

(eXtensible Markeup Language : XML) 표준스키마 기반으

로 하는 에너지 거래 시장 참여자 간 프로토콜 기술과 에너지 

거래 마켓 시스템과 에너지 거래 시장 참여자 시스템 간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핵심 기능 컴포넌트로 구현이 된다. 에너지 수

요·공급 자원의 가격 및 스케쥴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정

보 모델링, 에너지 상품 교환 및 입찰·거래 관리 기술 (XML 

스키마 자동 분석·처리 기능 포함)이 포함된다. 

OASIS 에너지 시장 연동 교환 프로토콜 (Energy Market 

Information eXchange : EMIX) 1.0[3], WS-Calendar 1.0 

표준[4] 기반의 프로토콜 기술로 구현이 되었으며, EMIX는 에

너지 가격, 상품 정보 및 자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 모델 

표준으로서 수요자원 및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 시장에서 효과

적으로 에너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XML 표준 스키마를 제

공한다. 다음 <그림 7>에 표준 스키마 기반의 에너지 거래 마켓

과 에너지 거래 참여자 (판매자와 소비자) 간 서비스 사례를 나

타내었다. 시장 논리로 보면, 개인 간 거래, 계통연계 및 보조·

부가서비스, 도매시장 거래 등의 다양한 방안을 해결해 주는 솔

루션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스템 간 연결성이 

확보되고, 정보들이 공유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2. 에너지 IDX 기술개발 방향

에너지 IDX는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걸쳐 구현될 수 있을 것

이다. 첫 번째는 개별 에너지 시스템을 지능화하는 단계, 두 번

째는 지능화된 개별 시스템을 연결하여 통합 지능화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렇게 통합 지능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에너지 시

스템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단계, 네 번째는 지능화된 에너지 시

그림 6. 분산 에너지 자원 중개시스템 구성도

그림 7. 표준 스키마 기반 에너지 거래 프로토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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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경제·사회 시스템과 유기체화하는 발전 단계다.

앞에서 에너지 IDX를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개발 사례

를 소개하였다. 기술 라이프 사이클은‘데이터 수집 (IoT)-저장 

및 분석 (Cloud/Big Data)-가치창출 (AI)-최적화 (기술융합)’

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IDX 실현을 위한 기반 핵심 기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자 한다. 이는 에너지 시스템들 간 초연결성 보장 및 초지능 확

보를 위한 core enabler 기술이 될 것이며, 예측 (prediction), 

최적화 (optimization), 에너지 공유·거래 (transactive 

energy) 등의 특정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는 specific enabler 기

술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서비스 (emergent 

service)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2.1 에너지 트러스터 네트워킹 (trust networking) 기술

국내 유틸리티사업자의 전력 그리드망은 재경,중부, 남부의 

10Gbps 광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2.5Gbps 광전송장치

를 사용하고, 45Mbps 및 E1/T1 단위로 add/drop 시켜서 운영 

중이다. 지사와 지점을 단위로 지역 내에 광케이블을 활용한 링 

토폴로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무선망, 이동

통신망, 100Mbps급 이더넷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에너지 응용 서비스별 독립적인 통신 인프라 사용으로 

인한 통신망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전력품질, 고장점 추정, 고

장예측, 수요관리 등의 다양한 응용의 등장에 따라 응용 서비스

별 신뢰도 (QoS, Latency, Security 등) 보장이 필요하다. 보

호협조 (계통보호)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seamless 네트워크 

및 통신기술의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 등 소비자 영역의 에너지 시스템의 증

가와 인프라 구성으로 인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최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네트워크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계통, 시장, 소비자 시스템의 연결성 제공을 위한 최적

의 유무선 에너지 네트워킹 (예, Power Line Communication 

(PLC), ZigBee, Smart Utility Network (SUN)/Wi-SUN, 

Low Power Wide Area (LPWA) 등) 설계와 구축, 그리고, 트

러스터 (trust) 네트워크 기술이다.  

2.2 패킷 에너지 전송 (Packet Energy Transfer : PET) 기술

전기선을 통해 전기와 정보를 공급하는 기술로서 시간분할 방

식을 통해 주기적 에너지 공급과 정보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

술이다. 전력 공급 회선과 정보 전송 회선을 공유함으로써 비용

의 절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력선통신 (PLC) 기술이 

가지는 정보 손실을 극복할 수 있다. 다음 <그림 8>에 패킷 에

너지 전송 기술 개념에 대해 나타내었다. 기존의 PoE (Power 

over Ethernet) 기술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고, 전력 공급·차단을 반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 (demage)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의 다중화/역다중화 (Mux/Demux), 패킷화 등을 통해 새

로운 기법의 에너지 플로우를 만들어 갈수도 있을 것이다. 

2.3 수요 유연성 (Demand Flexibility) 기술

에너지 사용의 유연한 실시간 제어를 통해 부하 이전 (shift)

을 유도하여 외부 환경 (가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

이며, 기존의 수요반응 (Demand Response : DR)와의 차이점

은 유틸리티의 도매시장 시그널에 의한 인센티브 보상 중심의 

수요 관리 기술임에 비해, 수요 유연성 기술은 소비자가 지속적 

모니터링과 제어를 통해 직접적인 요금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다음 <그림 9>에 서비스 예를 나타내었다[5]. 스마트 

가전, 설비 등의 등장으로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소비자 부하의 소비 패턴/변화 분석 기술과 

자가 소유 에너지 공급 자원의 최적 제어 기술 등을 통한 서비

스 달성이 목표이다. 

2.4 인공지능-에너지 관리 시스템 (AI-EMS) 기술

홈에너지관리시스템 (HE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공장/산업단지 에너지관리 시스템 (FEMS) 그리고 커

뮤니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 (CEMS) 등과 같이 적용 도메인에 

그림 8. Packet Energy Transfer(PET) 기술개념

그림 9. 수요 유연성 기술 서비스 시나리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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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에너지 관리 기술이 개발되었다. 주로 계측·측정

을 통한 가전, 설비, 공정, 부하의 소비 모니터링에 집중되어 왔

다. 분석·진단, 예측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운영정

보 (track record) 확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조금 더 시일이 지

나면서 솔루션과 효과분석 (에너지 절감, 효율화 등)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과 입지규제 등의 법제도적인 문

제점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간헐적이고 제어 곤란

한 재생에너지·분산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통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급전유연성 저하의 문제, 에너지원의 믹스와 더불어 

경제성이 높은 분산자원 포트폴리오 구축 등의 재생에너지 불

확실성 완화를 위한 기술, 기존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한 계통협조 운영 기술 등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적 근간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될 것이며, 딥러닝 기반의 수요예측 기술, 분산 에너지 자원 발

전량 예측 기술 등에 대해서는 일부 기술의 구현이 진행되고 있

다. 그 사례를 다음 <그림 10>에 나타내었다[6].

개별 분산 에너지 자원들과 융복합 모델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교화된 최적화 솔루션,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된

다. 머신러닝 기반의 분산 에너지 자원 발전 예측 기술, 커뮤니

티 내 수요예측 기술, IoT 에지 분석·진단 기술, 데이터 테크

놀로지 (DT) 기반의 이상탐지 및 예지보전 기술 등이다.

 

  

2.5  블록체인 기반 프로슈머 간 에너지 융통/거래 (P2P 

Transactive Energy) 기술

단순한 보안, 인증으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에 더해서 플랫폼 

형태의 다양한 기술 적용과 개발이 예상된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Ethereum은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플랫

폼 상에서 다양한 분야의 Dapp 들을 개발 중에 있다[7]. 다음 

<그림 11>에서와 같이 ’17년 4월 현재 약 400여개의 프로젝트

가 작동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국내외에서 에너

지 거래 기술에 일부 도입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소규

모 건물을 대상으로 온도와 습도, 조도, 재실자율 등 실내 사용 

조건과 전력 소비량 데이터를 수집, 절감 효과 예측과 실제 절

감량을 측정해 절감 기여율에 따라 책정된 크레딧 (가상 화폐)

을 블록체인에 장부화한 후 거래 가능하도록 해주는 플랫폼 개

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IoT 국제표준화회의

인 ITU-T SG20 (IoT and its applications including smart 

cities and communities)에서 다음 <그림 12>와 같이 BoT 

(Blockchain of Things) 개념을 제안하면서, 상위 요구사항 등

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8].   

2.6 에너지 인포메틱스 (Informatics) 기술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실

질적 에너지 소비자의 참여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특유의 新에

그림 10. 뉴럴 네트워크과 퍼지 이론 기반 에너지 제어기

그림 11. Ethereum 기반의 각종 프로젝트

그림 12. IoT 참조모델상에서의 블록체인 프레임워크

58 | 정보와 통신

주제 | 차세대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에너지 IDX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



너지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9]. 다양하고 복잡한 에너지 시

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시스템의 복잡성·복합성

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제고, 에너지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에너지 SW 활용정책을 통해, 에너지 정

보 분석·예측·최적제어 기술 개발과 계통 신뢰도 향상 기술 

및 CPS기반의 에너지 가상화 기술,  에너지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 기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동 서비스 개

발 등을 통해 에너지 IDX 초기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계통 (생산, 분배, 변전 등)과 소비자 영역에는 

수 백에서 많게는 수 천 종류의 다양한 이종 시스템들 간 연동

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복잡계 시스템의 연동 표준 및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도 관과해서는 안될 분야이며, 

소비자 생활 영역 가까이 도입되는 분산자원/재생에너지의 안

전 기술도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IV. 결 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만 매몰되어 있고, 구체

적인 실행계획 (action plan)에 대한 제시가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ICT 중심의 기술적인 관점 만으로의 접근을 우려하는 

이도 있지만, 경제사적, 사회사적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변곡

점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고에서는 에너지 산업에서의 현황 분석과 에너지 IDX의 실현

에 대한 방향을 기술적 관점에서 몇 가지 기술하였다. 에너지 

시스템은 경제·사회 시스템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사회

상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게 될 것이며, 결국 에너지 정보 과학 

(Data Technology)과 네트워크 경제의 잠재력 발현으로 나타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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