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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수제도가 도입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분산형 그린 전력매매 시장을 설립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피크전력 억제 및 CO2 삭감효과,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 수급
의 안정적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현행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운영상의 개선과제로는 전력계통 안정
화 장치의 도입(송배전망의 광역적 운용이나 대형 축전지 도입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자국기술의 국제표준, 추진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성 강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그리드, 동일본대지진, 일본의 전력공급망, 실증프로젝트, 얼라이언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of Smart Grid policy in Japan and its problems while the 
interest in Smart Grid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March 2011 earthquake in East Jap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apan introduced the fixed price buying system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response to the 
power supply and demand problem caused by the 2011 earthquake in East Japan, and established a 
decentralized green electricity trading market in which electricity generated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is 
traded Smart Grid-related projects were implemented as a solution to solve energy crisis and environmental 
problems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we achieved visible results such as suppressing peak power, reducing 
CO2 emissions, and securing stable supply and demand of energy using renewable energy 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improvement of current Smart Grid policy operation in Japan and the introduction of 
stabilization system of power system,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f domestic technology related to 
smart grid, and support for strengthening security of smart grid.

Key Words : Smart Grid, Great East Japan Earthquake, Japan's energy supply-demand structure, Demonstration 
Project, Allian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5S1A5B8046893)

Received 1 May 2017, Revised 23 June 2017
Accepted 20 July 2017, Published 28 July 2017
Corresponding Author: Jum-Soon Lee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Email: chanelz@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변천과 개선방안 연구

4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Jul; 15(7): 41-53

1. 서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정보통신기술(IT)을 활

용해전력수급문제에대응하는차세대전력망을뜻한다.

이처럼 스마트그리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것은

2008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1)의일환으로스마트그리드관련사업에보조

금을 도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에서는 노후화된 전

력계통의고도화가원래목적이었지만, CO2 배출삭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자원 확보의 중요성 등

몇가지요인이원동력이되어스마트그리드가세계적으

로 각광받기 시작했다[1].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발생한동일본대지진 이후스

마트그리드산업이높은성장가능성과녹색산업의근간

으로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어 왔다. 2011년 「신재

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2012년 ７월「고정

가격매수제도」가시행되었다. 이들법안은안정적인수

익 보장에 따른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운용

비용 절감,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 저감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신재생에너지의보급이중시되는가장중요한

이유는환경부담이적은분산형에너지원이라는점이다.

기존의 전력시스템인 대규모 발전설비를 이용한 중앙집

중형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집중형 전력시

스템에소규모의분산형을더한전력망에 IT기술을접목

하여전력생산과소비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스마트

그리드에 높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그리드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94억 달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스마트그리드 투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은 세계 최대 스

마트미터 시장으로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2].

1) 그린뉴딜 정책이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 
창출 계획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향후 10년 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
고 기초연구와 인력 육성, 핵심기술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지역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의 도입 목

적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적인신재생에너지의보급및개발의중요성이강조되는

시대에정전빈도를줄이면서전력계통을어떻게안정적

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최

근들어규제완화에따른신규발전사업자의등장및가

정에서의 태양전지 설치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으로 발

전한 전력을 매전형태로 기존의 전력계통에 역조류하는

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 발전량이불안정한신재생에너

지원에서발생한전력사용이늘어나면전압이나주파수

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따라서전력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전력수급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도스마트그

리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또한스마트그리드의도입은전력계통의신뢰도향상,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및 유연

성제고, 신재생에너지원의사용확대, 새로운일자리창

출, 전력산업과타산업과의융합촉진, 에너지안보제고

등의여러장점을지니고있다. 이에일본정부는스마트

그리드관련실증프로젝트를통해세계에통용되는기술

을 추출하고, 일본의 고품질 전력공급 시스템의 해외 전

개를 위해 에너지 공급의 잠재적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실증프로젝트를실행해오고있으며, 축전지

개발및실용화지원, HEMS, BEMS 등을이용한건물에

너지 효율 제고, EV 대응 카셰어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스마트그리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IT를 활

용해 방대한 양의 전력수급에 관한 정보나 개인의 전력

사용에 대한 정보 등이 집약·활용된다. 스마트그리드가

대형화또는사회시스템에주입되면될수록사이버테러

등 방해행위의 대상이 되면서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에

심각한문제가초래될수있다. 일례로지난 2010년 스텍

스넷(Stuxnet)에 의해 이란의 핵 연료시설이 공격당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듀큐(Duqu), 플레임

(Flame) 등과같이국가주요기반시설대상의사이버공

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내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행 일

본의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우리나라의스마트그리드보급활성화를위한시사

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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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제3장

에서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 뒤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제4

장에서는 현행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

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내의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

로는高山(2010), World Economic Forum(2010), 馬渕·森

林(2011), 尹卿烈(2012), NEDO(2012), 李秀澈 외 4인

(2013) 등을 들 수 있다.

高山(2010)는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둘러싼 움

직임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전 발생이 적고 전력망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일본의경우단기과제로서 2020년까지약 2800만 kW의

태양광 발전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계통 안정

화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도입

시 해결해야 할 중기 과제로는 태양광 발전의 출력억제

방법 확립이나 계통안전화 대책비용 부담에서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들었다[3].

World Economic Forum(2010) 자료에따르면, 스마트

그리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요 요소로 ① 규제완

화및지원책(환경관련법률, 스마트미터의설치촉진책,

경기부양책등), ②새로운전력확보및보급(신재생에

너지와 분산전원의 확대, 배전망의 고도화 및 운영 개선

등), ③ 전력설비의 재정비 및 전력공급 신뢰성 제고, ④

에너지소비관리에관한고객니즈의충족, ⑤환경문제

의 해결책(피크 컷, 피크 시프트에 따른 소비삭감, CO2

삭감 등), ⑥ 기술진보 등을 꼽았다[4].

馬渕·森林(2011) 연구에서는 스마트그리드의 대표적

분야인스마트미터의도입및그에따른이해관계자들의

편익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미터는 홈게이

트웨이(Home Gateway)를 통해 홈 서버로 연결하는 방

식, 축전지를 배전 계통 측에 설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와 전력회사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 제공업체에

도요구하는틀로서수익의일부를전력회사로환원시키

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수요자에게

제공하는고부가가치서비스의창출이나수요자간공평

한 부담방법 모색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5].

尹卿烈(2012)은 일본 내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

실증 프로젝트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동 사업에 참

여한주체들간의연계활동동향을분석함으로써경쟁우

위를 가진 비즈니스모델로서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실증프로젝트 및 각

참여주체간연계활동의중요한특징으로는①스마트그

리드 산업 내에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이 형성되

어있는점, ②스마트그리드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

해서는다양한지원책을통해참여주체들의자발적인참

여를유도해야하는점, ③여러기술과의융합으로개발

된 신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의 실증을 통해 경영노하우

축적이 가능해지는 점, ④ 스마트그리드의 사업 전개에

있어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개발 및 이를 국제

표준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점 등을 꼽았다[6].

NEDO(2012)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스마트그

리드산업이녹색산업의근간으로서그중요성이강조되

는 가운데 스마트그리드를 둘러싼 과제로서 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활용한공급안정성확보, ②전력망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실현, ③ 환경산

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④ 여러 관련 기술과의 융

합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기회의창출, ⑤ CO2 배출삭

감을통한환경문제해결, ⑥ 2개이상의국가간전력망

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상호 공유하는 슈퍼그리드

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7].

李秀澈외 4인(2013) 연구에서는스마트그리드사업을

국가중점프로젝트로추진중인한국의상황에대해제

주도의 스마트그리드추진사례 분석을통해규명하였다.

한국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미래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육성하려는목표하에선진국및개도국들

과 국제 실증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K-MEG(Korea

Micro Energy Grid) 사업을 통해 미국, 러시아, 핀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상업용 빌딩, 교육시설, 산업용시

설 등에서 에너지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중에있다. 다만, 현재는빌딩이나공장등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도시, 농촌 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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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고려한세분화된전략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8].

한편,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이근호

(2010), 김현제·조성한(2011), 김현제·박찬국(2012), 홍성

혁(2013), 김지현 외 3인(2013), 유성민 외 2인(2014), 황

현배·정병수(2014), 강보선·이근호(2015), 정윤수 외 2인

(2016), 이성훈 외 2인(2016) 등이 대표적이다.

이근호(2010)는최근 IT와산업간융합에서발생하는

보안문제에 착목하여 M2M(Machine to Machine),

U-Healthcare,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등의 분야

에 대한 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

으로 임베디드 시스템 보안, 사용자 인증과 키관리 기법

에대한 IT융합보안등을제시하였다[9]. 유성민외 2인

(2014) 연구에서는 최근 스마트그리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보안위협 사례분석을 통해

이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스마트

그리드관련보안기술강화및보안인력확충, AMI 기기

보안(스마트미터, 데이터수집장치, AMI 서버 등) 강화,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10].

김현제·조성한(2011)은 스마트그리드 시장 활성화에

따른소비자보호방안에대해검토하였고, 그결과①유

연한 전기요금제도의 도입(계시(季時)별 요금제, 실시간

요금제등), ②요금체계의재정립(에너지, 부하, 시간대

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 ③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확대를 통한 소비자인식의 제고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11]. 또한홍성혁(2013)은 스마트그리드의구

축에 앞서 선행 단계인 보안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그리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

였다[12].

김현제·박찬국(2012)은 문헌분석 및 심층인터뷰 조사

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제주도의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경기활성화, 에너지 안보 강화, 전력소비 효율

화, 지속가능성 강화, 전력망 운영 효율 및 신뢰도 향상,

기업참여및시장활성화등이주요평가기준으로제시

되었다[13]. 김지현 외 3인(2013)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

트그리드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들로 ① 이해

관계자들의대립문제, ②실시간요금제도입에따른효

과 문제, ③ 소비자들의 수요반응 참여부족, ④ 스마트

그리드의비즈니스모델부재, ⑤스마트그리드거점지구

확산 문제 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

였다[14].

황현배·정병수(2014)는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건축물

의 전력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미터를 통해 개선된 자동역률제어시스템

과수요전력의제어방식을제안하였다[15]. 또한강보선·

이근호(2015)는 스마트그리드를구성하는핵심적요소인

마이크로그리드내의소수력발전에초점을맞추고아파

트나주택단지에서의소수력발전의활용가능성을검토

하였다[16]. 정윤수외 2인(2016) 연구에서는 최근전력

수급 문제로 인해 분산형 전원의 활용이 주목받는 가운

데 3차원기상수치모델을활용하여분산형전원의출력

을 예측하였다[17].

이성훈 외 2인(2016) 연구에서는 최근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인한교통, 환경, 서비스의비효율개선을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는 가운데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스마트 주차시스템 및 쓰레기통의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18].

3.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변천 및 
최근 동향 

3.1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전력과전력수급정보를

공급측과수요측간의양방향교환을통해전력을제어

하고에너지이용효율이높은도시공동체(Smart Community)

를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기존의 전력공급 시스템

의 완성도나 전력산업 체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각국

마다그개념은상이하다. 일반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의

본격도입을위해기존의중앙집중형전원과송배전망의

일체적인 운영에 더해 고속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

해 분산형 전원과 축전지, 수요 측의 정보 등을 통합 관

리함으로써 고효율, 고품질의 신뢰도가 높은 전력공급

시스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기후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는 자연에너지를 원자력이나 화력

등의대규모전원과연계해전력망을안정화시키는기술

로도 불리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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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10), “Towar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next generation energy
system”[19].

[Fig. 1] Conceptual diagram of smart grid

특히 최근에는 규제완화에 따른 신규 발전사업자의

등장 및 가정에서의 태양전지 설치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으로발전한전력을매전형태로기존의전력계통에역

조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발전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한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 전압

이나주파수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따라서 전력

사용현황을파악하고전력수급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

도스마트그리드의도입은필수적이다. 덧붙여스마트그

리드의 도입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 전력공급의 안

전성확보, 전력공급비용의절감, 최대부하감소, 소비자

의 선택폭 확대 및 유연성 제고,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

확대, 새로운일자리창출, 전력산업과타산업과의융합

촉진, 에너지안보제고등여러 가지장점을지니고있

다[20].

3.2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변천과정 및 특징
앞의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그리드는 송배

전망을 구성하는 전력설비에 더해 그것의 운용·제어를

지탱하는 정보통신기기, 전력 소비자의 수요반응 기기

등 전력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모든 설비를 포함한 거대

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크게 ①

수요의 스마트화(에너지 절약, 수요응답(전력 수요자가

전력 소비패턴을 인센티브 하에서 변경시키는 것) 등),

Categories America Europe Japan

Introduction
opportunity

- Infrastructure shortage of
power generation/transmission
equipment
- Power transmission congestion
frequent
- Large scale blackout
(August 2003)

- Massive introduc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 Large scale blackout
(November 2006)

- Post Kyoto Protocol
- Massive introduc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 Large scale power shutdown due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March 11, 2011)

Main purpose

- Peak demand reduction
- Fostering new information
industry by proactively
utilizing customer information
- Stable power supply capacity
enhancement

- Reduction of global warming gas
emissions

-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accompanying massive
introduc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 Stable power supply
capacity enhancement
- Reduction of global warming gas
emissions

- Educat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accompanying
massive introduc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 Maintaining stable power
supply capacity
- Reduction of global warming gas
emissions

Subject

- Distribution center position
including customers
- Micro grid

- Distribution system including
power transmission system
and customer separately
- Micro grid

- Distribution manager including
shipping charger and customer

Superior
technology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 Wind power generation
technology
- Solar power generation
technology
- Standardization technology

- Solar power generation
technology
- Energy saving technology
- Accumulation technology
- Monitoring and control
technology

Source: Y. Hayashi(2013), “Trends in smart grid in Japan”[21].

<Table 1> Comparison on smart grid in Japan, the US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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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③ 송배전망의 고도화로

대별할 수 있다[21].

이러한 스마트그리드의 목표는 국제적 환경문제인

CO2 삭감을목표로한저탄소사회의실현,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전력공급의 안정화,

지역경제활성화, 수출산업의육성등이며, 각국,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의 스마트그리드의 도입 계기 및 주목적

을 비교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상기 <Table 1>에나타낸바와같이, 먼저미국의경

우전력자유화가진점됨에따라막대한설비투자를필요

로 하는 전력 네트워크의 증강투자가 정체되고 정전 발

생 빈도가 높아졌다. 2003년 8월에 발생한 북미 지역 대

정전 사태는 도쿄전력의 전체 공급영역에 필적하는 약

6,000 만 kW(완전복구까지 2일이상소요)가정전되었으

며, 피해자 5,000만명, 피해액 50억달러에달하는등전

력 안정 공급능력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게다

가미국은향후견조한인구증가가예상되어전력수요

가계속늘어나는한편, 발전 및송배전설비투자가지연

되고 있어 이들 수요증가에 대응하면 서 공급 신뢰도를

유지하는 방책의 하나로 수요억제나 피크 컷에의 기대,

배전자동화 등 설비 고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

는상황이다. 이같은 배경하에 IT 기술을활용하여 수요

자의 전력소비를 직·간접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송전혼잡

을 해소하고 전력공급의 안전 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유럽의경우는 CO2 배출억제와에너지안전보

장의 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 촉진되었으

며, 특히 대규모 풍력발전의 계통연계가 급속히 이루어

졌다. 하지만풍황(風況)에 의한불규칙한풍력발전전력

이 대량으로 전력 네트워크 내로 유입되면서 전력 네트

워크 전체의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

에는 풍력발전의 출력이 예상치를 넘어선 것을 계기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의유럽 11개국에서대정전(약

1,700 만 kW의 정전이 2시간 지속)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유럽에서는전력의공급력확대와환경정책을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풍력발전의 대량 도입을 추진 중이며,

풍력발전의 감시 제어시스템의 고도화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기술개발을중심으로한안정적인공급을유지하려

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일본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배전자동화

나계통안정화장치등 IT기술이활용되어왔고, 특히설

비건설 및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져 높은 전력공급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CO2 배출 삭감이나 신산업

창출을목표로신재생에너지의도입확대목표를정하는

등환경적측면을고려한스마트그리드도입이추진되어

져 왔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신재생에너지

의 고정가격매수제도(Feed in Tariff)가 도입되는 등 제

도 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2).

4.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4.1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시장현황
일본에서는 2011년「신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3)」이

제정되고, 2012년에「고정가격매수제도4)」가 도입되었

다. 이들 법안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여 민간부문의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도입비용 절감, 사업의 불확

실성저감등을골자로하는정책으로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신재생에너지의보급을가장중시하는이유는

환경부담이적은분산형에너지원이라는점이다. 기존의

전력시스템인 대규모 발전설비에 의한 중앙집중형은 효

율적이지만, 만일의 사고 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집중형전력시스템에소규모의분산형을더한전

력망에 IT기술을접목하여전력생산과소비의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세계의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94억 달러에 달했다([Fig. 2] 참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전력시스템의 고도화

2) 2015년 기준으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29TWh로 
총 발전량(923TWh)의 14%를 차지했으며, 누적 설비용량 기
준으로 90.1GW로 세계 6위의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부
상하였다.　

3) 이 법률(2011년 8월 공표)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함으로
써 국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에너지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부하의 저감
에 역점을 두고 있다.      

4) 고정가격매수제도(FIT)란, 전기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의
한 전기를 일반 가격보다 높은 고정가격으로 장기간 구매하
는 제도를 말하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를 계기로 2012년 7월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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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목적으로배전자동화분야에 52억달러를투자함으로

써아시아태평양지역이 111억달러규모로세계최대스

마트그리드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으며, 한중일 3

국의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투자는 아시아지역 전체투자

의 97.4%를 차지하였다[22].

Sourc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6), “Q1 2016 Digital
Energy Market Outlook─A tale of three regions”[2].

[Fig. 2] Current status of smart grid investment in 
the world (2010-2015)

일본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전력 소매시장이 전면자

유화되어시장경쟁을통한전기요금인하및스마트그리

드에 기반한 신산업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신전력사업자(Power Producer and

Supplier)들의 전력소매시장진입을지원하기위해송전

망의 이용조건 완화 및 접속요금의　일부　인하, 고객이

기존전력회사와신전력사업자를동시에거래할수있는

부분공급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신전력

사업자수는 2013년 192개사에서 2015년 654개사로크게

늘어났으며, 현재는가스, 석유등에너지업종뿐만아니

라핸드폰이나케이블TV, 민영철도등도전력소매에참

여하고 있다.

4.2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현황
일본은경제산업성주도하에서요코하마(橫浜)시, 도

요타(豊田)시, 게이한나(京阪奈) 학연도시, 기타규슈(北

九州)시 등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스마트그리드 관련 실

증실험을 진행해 왔다.

2010년도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보조금(401.5억 엔), 가정

용 연료전지 도입 지원 보조금(67.7억 엔), 주택·건축물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도입 사업 보조금(76.9억엔), 축전

복합 시스템화 기술개발(43.4억 엔), 그린에너지 자동차

등도입촉진사업(137억엔),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개

발사업(11억엔), 신재생에너지등도입가속화지원보

조금(344.8억 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자 지원 보조

금(240.1억엔, NEDO 몫),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자지

원 보조금(30억 엔, 민간단체 몫)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예산은 1,350억 엔 규모에 달했다. 이 중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의도입, 에너지이용합리화등사업

자에 대한 보조금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23].

4.2.1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요코하마스마트시티프로젝트(YSCP)는 인구약 370

만 명 규모의 선진 도시 요코하마를 무대로「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요코하마형 솔루션」을 활용해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

까지 1인당 CO2 배출량을 2004년 실적의 60%로 삭감할

것을 목표로 세웠고, 중간 목표로는 2025년까지 최종 목

표의절반이상을달성함과동시에신재생에너지의비중

을 2004년 대비 10배 이상으로높이는것을목표로제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있어 2020년까지 1차 에너

지공급에서차지하는신재생에너지비중을 10%로늘리

는것을포함해지역내에서의대대적인태양광발전도

입등을통해 CO2 삭감, 둘째, 일반가구대상으로에너지

관리 시스템(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및 공동주택 적용 연료전지와 축전지 등을 조합한 에너

지관리, 셋째, 민간사업자를대상으로한에너지관리시

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의 도입, 빌

딩 전체의 에너지 제어와지역 간의 연계 강화, 넷째, 도

시폐열을 이용한 고온열 배관의 점검 및 조사, 지역냉난

방의 에너지 절감효과 검증, 차세대 지역냉난방 시스템

구축을위한열원네트워크정비, 다섯째, 가정용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에너지의 지산지소를 촉진하는 에

너지 기기의 운전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에너지 수

요예상치와실적치간의차이를 BEMS, HEMS 등의제

어를통해에너지낭비를줄이면서지역에너지관리시스

템과 대규모 네트워크와의 상호 보완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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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동프로젝트에는정부외에도시바, 메이덴샤, 파

나소닉, 도쿄전력, 도쿄가스, 닛산자동차등여러민간기

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정 및

빌딩에서의 에너지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대형 시설 6곳에서리튬이온배터리를활용해에

너지저장및이용효율을시험하는 BEMS 사업을통해

CO2 삭감 효과가 있었으며, 2013년에는 일반가구 1,9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HEMS 사업을 통해 최대 15.2%의

피크 컷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코하마시의 실증

실험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Fig. 3]과 같다.

Source: Yokohama City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 Headquarters
(2016),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 in the Environment
Future City Yokohama”[24].

[Fig. 3] YSCP Demonstration Project Overall Results

4.2.2 게이한나 에코시티(Eco-City) 사업
일본 교토부 남쪽에 위치하는 게이한나(京阪奈) 학연

도시는 대학·연구기관·많은 관련 기업들에 의해 형성되

었고, 특히 환경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의 집적이

급속도로이루어졌다. 게다가지리적으로도역사와문화

의도시인교토(京都), 나라(奈良), 상업도시인오사카(大

阪)가 위치하며, 천혜의지리적조건하에문화학술연구

시설과 주거 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을 형성해

새로운사회시스템실증실험필드로써유리한조건을갖

추고 있다.

특히본실증프로젝트에서는 CO2 배출최소화를실현

하는 지역 에너지관리 시스템(CEMS)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

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해 에코(Eco)가 지역주민들의 문화

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전기나 열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태양광 발전을 비롯

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EV 보급에 따른 교통인프라의

전화(電化) 촉진등지역에너지수급최적화를위한다양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3종

패키지(Community EMS, EV Charging Network, 또는

양자를포함한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를 구성해게이한

나지역에서검증을거친후해외로의전개를목표로하

고 있다[25].

Categories Contents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f regional energy management system

- Demonstration and demonstration of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energy
saving·CO2 reduction in houses(Doshisha Yamate region etc., buildings
(Keihanna Plaza, Doshisha University etc.) and EV charging(Gakken city)
- Developing and demonstrating energy management to network them, to
mutually complement the electric power system, to optimize energy supply
and demand throughout the region through control of local storage batteries,
demand response, etc.

Large scale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 Doshisha Yamate District(Kyotanabe-shi), Seika Temple Area(Seika Town),
In Kizu district(Kitsugawa city), large-scale introduc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etc in all blocks of the town "Eco-symbiosis housing“
(300 houses×3 districts=900 houses)

Transformation of lifestyle
- Raise energy conservation behavior and change lifestyle by giving eco points
according to visualization of energy consumption at home and energy saving
activit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In addition to establishing the "Keihinna Eco Cities Model" of the next
generation energy and social system, we will aim for international expansion
mainly in Asia, with the entire environmental future city "Keihanna Eco
City Model" as the export package

Source: Keihanna Eco Cities Next Generation Energy and Social System Demonstration Project Promotion Council(2014), “Keihanna
Eco City On the status of efforts of next generation energy and social system demonstration project”[25].

<Table 2> Overview of Keihanna Eco Cities Demonst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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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스마트그리드 관련 해외 공동프로젝트
또 다른 한편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자국기술을 활

용한 해외사업 전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미국뉴멕시코주에서의미일간스마트그리드실증

프로젝트이다. 동 사업은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인

NEDO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로스 알라모스)

등과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뉴멕시코주전체 5곳중 2

곳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하였다. 도시바, 교세라 등 일본

기업 31개사가 참여하였고, 총 사업비는 70억 엔에 달했

다. 실증실험의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대량 도입에 따른

발전량변동을에너지관리시스템에의해나트륨유황전

지와납축전지를연동제어하고, 마이크로그리드연계점

에서의 조류 제어를 실현하는 등의 성과를 내었다[26].

이외에도프랑스리옹시(재개발지역에서의에너지절

약컨셉빌딩, EV 카셰어링시스템, 에너지감사등), 스페

인말라가시(EV 충전인프라및 EV운전자대상　서비스

의 실증), 인도네시아(산업지구 내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전력품질 안정화 기술개발 실증) 등에서 공동 프로젝트

를 추진 중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스마트그리드

정책은 아래의 4가지 컨셉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제2의 인터넷)로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들을 잇는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사물

인터넷)이며, 에너지기기및정보네트워크가융합된시

스템이다. 둘째,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집중형 전

원, 분산형 전원, 축전지를 통합한 에너지시스템, 태양광

발전의 대량 도입을 지탱하는 에너지시스템, 그리고 에

너지운용에수요자도참여가능한시스템이다. 셋째, 새

Categories Contents

Los Alamos County,
New Mexico, USA
(2012.9∼2014)

- Demand The smart grid is demonstrated in a line that introduced 1 MW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to the distribution feeder of about 2 to 5 MW
scale. Specifically, the micro grid operation that can absorb and operate
fluctuations due to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using a storage battery of
1.8 MW scale, and the surplus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on the grid
side using the model smart house as housing level Demonstrated cooperative
operation of electric power system absorbed by storage battery

America
Hawaii State Maui
(2013.12∼2015)

- Using the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and the electric power system with
a total output of 72,000 kW installed in Maui Island, using IT, control of
distribution system and customer side load, EV Demonstration of operation
and charge control system

France Lyon City
(2013.10∼2015)

- It is positioned as the core project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 undertaken
by Gran Lyon and consists of four tasks.
First, we are building positive energy·building(PEB) which actively introduces
energy conservation and storage batteries, etc., which generates energy
exceeding the consumption in the building, second, EV utilizing solar power
generation conservation behavior of residents through "visualization" of energy
consumption in existing houses, fourthly, energy information gathered in the
first to third tasks Construction of a community management system(CMS)
that presents indicators for utilization in the entire region

Spain Malaga City
(2013.4∼2015)

- By building a platform that performs electricity management and information
cooperation with EV infrastructure such as EV management system and rapid
charging facility and by encouraging participant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ho recruited from a wide range of genres, encouraging behavioral change,
Demonstrated a technology to reduce the load on the electric power system by
mass charging of EV

Indonesia Java Island
(2014∼2016.2)

- Demonstrating the smart community related technologies as below, in order to
achieve both stabilization of power quality and low carbon society friendly to
the environment, targeting industrial parks. First, we are working on energy
quality stabilization technology high quality electricity supply by large capacity
UPS, voltage stabilization device, distribution automation, secondly energy
saving by introducing demand side management system by EMS based DSM,
Promotion of energy conservation by FEMS, Third, the underlying ICT
platform(high quality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loud infrastructure)

Source: Y. Furukawa(2014), “NEDO's Overseas Smart Communication Initiative Project”[26].

<Table 3> Promotion of overseas joint projects related to Smar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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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교통시스템으로축전기술을중핵으로에너지와교

통이 융합된 시스템, 자동차의 센서 네크워크화 된 시스

템, IT기술을 활용한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쾌적성과 에너지 절약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도시의 건

설이다. 넷째, 자연과의공생, 사람사이의연결을중시하

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축과 에너지 절약을 양립한 생활

공간으로서의 네트워크이다.

4.3 현행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4.3.1 피크전력 억제 및 CO2 삭감효과 실현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본은 국내 스마트그리드 실

증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추출하

고, 일본의 고품질 전력공급시스템의 해외 전개를 위해

에너지공급의 잠재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부터 순차적으

로 실증실험을 추진해 왔다.

일본 NEDO가 2015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기 언급된 4개 지역(요코하마, 도요타, 게이한나, 기타

규슈)에서 차별화된 스마트그리드 실증프로젝트를 통해

CO2 삭감 및 전력의 피크부하삭감,　HEMS, BEMS 등

을 이용한 건물에너지의 효율 제고, EV 대응 카셰어링

시스템 개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4.3.2 스마트그리드 관련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 확립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를

축적하는것이기술면에서중요하며, 대규모축전시스템

이 필요해진다. 미래의 성과는 축전지 기술개발의 진척

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기반으로 한 해외사업 전개

시 전력규격이 각 나라마다 달라 관련기술을 포함한 표

준화가 필요해진다. 전력 관련한 표준화는 여전히 미국

이 주도해 오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 하에

275개사(2016년 12월기준)에달하는일본기업　및　단체

가 스마트그리드 얼라이언스5)에 가입해 기술개발 활동

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현재 제정된 스마트그리드 관련 표준규격은 모두 39

종이며, 이 가운데 소비자분야와 관련된 표준규격은 11

종으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에너지관리 시스

템(EMS), 충전 시스템 등이 제정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국내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표준개발로는

AMI, EMS 등 인프라구축단계의표준개발이주를이루

며, 전기자동차(HEV, EV)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

한 표준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28].

4.3.3 스마트그리드의 보안성 강화 지원
기존의 전력망은 그 특성상 폐쇄적인 단독망으로 운

영되어 보안이크게 문제가되지 않았지만, IT기술이융

합됨에 따라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보안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일례로, 스마트미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영미계 전력회사들은 제3자와 연계해 HEMS, BEMS 등

기대되는 서비스의 전개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며, 전력

사용 데이터의 독자 처리나 독자 서비스의 제공이 중심

5) 스마트그리드 얼라이언스란, 스마트그리드 시장 선점을 위
한 전체 전략을 검토할 모체로서 민관 연계로 2010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경제산업성, NEDO, 가전, 가스, 정보
통신, 중전(重電), 개발업자 등이 주요 멤버로 참가하고 있다. 

Categories Contents

Yokohama Smart City Project
(YSCP)

- A demand response of large-scale commercial facilities and office
buildings achieves a peak cut of about 15%
- Development of storage battery SCADA that monitors and controls
consumer-side accumulator, colle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storage-demand adjustment battery, and cooperates with system

Toyota City Low Carbon Society System
Demonstration Project

- By providing services from EDMS, we achieved CO2 reduction of
about 15 to 25% compared with households

Keihanna Eco Cities Next Generation
Energy and Social System
Demonstration Project

- A demand response for 700 domestic customers achieved about
20% peaking cut

Kitakyushu Smart Community
Creation Project

- By providing dynamic pricing, we achieved a peak cut of 18 to
22% compared to households with general metered light contracts

Source: Japan Smart Community Alliance(2015), “Smart Community─Japanese Companies' Initiatives”[27].

<Table 4> Main achievements of smart grid demonst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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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에서 전력사용 데

이터의제3자에의제공이불명확하기때문에전력회사에

의한안전한사이트운용(자사내전력사용데이터취급

에만 한정)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본에서도 여러 지역에 걸쳐 스마트그리드 관

련 실증적 실험이 실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프라이버

시보호에관한미터등의사양설계역량이불충분한상

황이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보안기술 개발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제3자인증제도 등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스마트그리드환경에서의프라이버시보

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또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제3

자기관에 의한 인증, 정보제공, 소비자의 분쟁해결(알선,

조정, 중재) 시스템구축등도그해결책중하나일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스마트그리드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가운데일본의스

마트그리드정책의추진현황및문제점에대해살펴보았

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해졌다.

첫째, 일본에서는 2011년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전력

수급 문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매수제도

가도입되었고, 신재생에너지로생산된전력을거래하는

분산형 그린 전력매매 시장을 설립하는 등 에너지 위기

와환경문제를동시해결하는하나의솔루션으로서스마

트그리드 실증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

렀다.

둘째, 일본 정부는 2010년 6월 발표한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일본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실증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특히　

요코하마시, 도요타시, 게이한나 학연도시, 기타규슈시

등 4개지역에서차별화된스마트그리드실증프로젝트를

통해 피크전력억제및 CO2 삭감효과가있는것으로나

타났다. 또한 <Table 3>에 나타냈듯이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해 개방형 표준기술을 개발하는 등 스

마트그리드시스템의해외로의전개도적극추진해왔다.

그 결과 축전지 개발 및 실용화 지원, HEMS, BEMS을

이용한건물에너지효율제고, EV대응카셰어링시스템

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셋째, 이미본문에서언급했듯이일본에서는지역별로

차별화된스마트그리드정책을통해피크전력의감축및

CO2 삭감효과실현, 신재생에너지활용을통한에너지의　

안정적공급확보등의가시적성과를거두었다. 한편일

본형 스마트그리드의 본격 확산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의 도입(송배전망의 광역운용이나　

대형축전지 도입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자국기술의 국

제표준 추진, 스마트그리드의 보안성 강화 지원 등을 제

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를 계기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책이 본격 시행되었고, 이러한 스마트그리드 정책의

실질적 효과(전력시스템의 부하율 개선, 에너지이용 효

율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자국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비교

검토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

그리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

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본 내 스마트그리드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자료　부족으로 기존문헌 및 정책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현행 정책 운영상의 개선방안 도

출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추후연구에서는기도출된일본의스마트그리드

정책 활성화 방안을 객관적 수치를 활용해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비적 고찰로서 스마트그리드 사업

의 목적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력공급

의안정화, 지역경제활성화, 수출산업육성, 에너지안보

강화등사업평가기준의틀을제시한뒤, 심층인터뷰및

설문을 통해 이들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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