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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한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
균 5.2%의 감축을 의무화 한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2009년 11월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하는 등 국제적 감축 행
렬에 동참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42개월
간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
주 실증단지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단위 에너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
용하였고 이를 활용한 확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한전은 2014년 2월5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지사에서 국내 최
초의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설치를 완료하고 실제 생활환경에서 스마
트그리드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상용화하였다. 스마트그리
드 스테이션(Smart Grid Station)이란 건물내 전력․가스․물 등을 ICT
기반의 냉난방 운영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원(PV, WT 등), ESS, AMI,
EV충전기, 스마트장치, 전력자동화시스템과 융합하여 최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지역단위 스마트그리드 제어센터를 의미한다. 이 시스템이 적용
된 건물은 건물내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
을 갖추게 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차단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을 신속히 최적화 할 수 있다.

2. 본    론

  2.1 추진경위
한전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42개월간 제주도에서 시행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참여하였다.

실증
지역

제주도 동북부
구좌읍 일대

실증
규모

5개분야, 2개 변전소,
4개 배전선로, 고객 3천호

참여
기관

12개 컨소시엄
168개사 참여

실증
기간 ’09.12월～‘’13.5월(42개월)

소요
예산

총 2,465억원(정부 739억, KEPCO 239억, 민간 4,487억)

결과 AMI, EMS,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 등 153종 기술개발
수요반응관리, 전기차충전서비스 등 9개 사업모델 개발

<표 1>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현황

제주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의 시범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할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대상 등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였다. 실증기술 중 건물에너지관리에 관련된 기술을
중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구리지사에 시범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총 90일이
소요되었다. 이 후 2014년 5월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의 확대 구축을 결
정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계약전력 300㎾
이상의 판매사옥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총 104개소에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 29개소는 2014년에 추진하여 구축을 완료하였다.

  2.2 시스템 개요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의 전력망에 ICT 기술
을 접목하여 양방향으로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그리드”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나 건물
을 의미하는 “스테이션”의 합성어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가 제동되는
장소라는 뜻이다.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건물내 신재생발전원과 ESS 및
여러 가지 스마트기기를 ICT 융합하여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단
위 스마트그리드 제어센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에
는 다양한 센서장치와 기술, 운영시스템이 적용되었다.

  2.2.1 신재생발전원과 ESS
신재생발전원과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하여 경부하시간대에 전력을

충전 저장했다가 최대부하시간대에 방전하는 등 전력사용량과 최대수요
저감을 시행한다.

<그림 1> 신재생발전원을 연계하는 Hybrid PCS 적용 방법

PCS는 신재생발전원에서 발전된 전력과 배터리 충․방전 전력을 최적
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력제어장치이다. 또한 PCS는 EMS와 연
계하여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의 PMS(Power
Management System)에 8가지의 동작모드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상태 모드 설명

충전
최대 충전 태양광+계통전원으로 배터리 충전

태양광 단독 충전 태양광만으로 배터리 충전

방전

최대 방전 태양광+배터리로 소내 전력공급

PCS 출력고정 PCS출력을 고정하는 모드, 이때 태양광
출력에 따라 배터리 출력이 변동

배터리 출력유지 배터리 출력을 고정하여 출력하는 모드,
태양광 출력에 따라 PCS의 출력이 변동

태양광 단독 방전 태양광만으로 소내 전력공급

충/방전
배터리 충전유지 태양광 생산전력의 일부로 배터리 충전,

나머지 전력은 소내 공급

PCS 출력유지
태양광 생산전력의 일부를 소내 사용,
나머지 전력 배터리 충전

<표 2> PCS 운전모드

  2.2.2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운영시스템(SGSOS)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의 구성장치는 SGSOS에 의해 제어된다. 각

설비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서버에 저장되고 시인성이 높은 HMI(Human
Machine Interface)에 의해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건물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SGSOS는 수
집․저장된 값들을 분석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수요예측 어플리
케이션에 의해 미래의 에너지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에너지관리 스
케줄을 작성해서 에너지절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의 구성과 3단계 확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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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MS 운전 다이어그램

층별모니터링 조명제어

전력사용 현황 전력수급 제어

<표 3> SG스테이션 실제 운영화면

   2.2.3 스마트기기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에 적용된 스마트기기에는 스마트분전반과 조
명모듈, 스마트콘센트 등이 있으며, 전기설비의 모니터링과 조명 등의
제어를 수행한다. 특히, 스마트콘센트는 에너지낭비의 주범인 대기전력
차단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설비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고 있을 때 자동
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하여 전력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스마트 콘센트
콘센트 On/Off 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대기전력차단기능 내장(녹색 부분)

∙ 조명모듈
기존 조명설비 전원부에 설치하여
조명 On/Off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수행

∙ CT(Current Transformer)
분전반 개폐기 케이블에 설치되어
각 사무실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 다중전력메타
CT로부터 수집된 Analog 전류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

<표 4> 스마트기기와 기능

  2.3 기대효과
배터리 설치용량 산정시 과거 건물최대부하의 5%를 6시간동안 공급
할 수 있는 용량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은 건물
의 최대부하를 5%이상 저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간 최대부하의 저

감은 국가적으로 발전소,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의 건설을 지연시키
는 효과가 있다. 지식경제부 발간 2012년 수요관리사업 평가보고서에 따
르면, 신재생발전원 1㎾당 231,338원의 발송배전설비 투자회피가 가능하
며, 2014년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구축사업의 경우 환산시 연간 약 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총 104개소의 스
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이 완료되면 매년 연간 전력사용량 10GWh, 이산화
탄소 약 4,700 tCO2의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3> 기대효과

  2.4 3단계 확산 방안
한전은 자체 사옥을 대상으로 3단계의 확대 구축중이다. 1단계는 시번
사업과 본부단위를 대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서 14년 29개 사옥을 시행
하였다. 2단계는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계약전력 300㎾ 이상
사옥으로, 2015년에 약 149억원을 투자하여 7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한전 사옥외에도 기업체 2개, 공공기관 3개, 지방자치단
체 1개소 사옥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전국단위의 기반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외에 각각의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본사
에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통합운영센터의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한전은 본사에서 전국에 위치한
각각의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불필요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력수요관리 환경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스마트그
리드 스테이션 사업모델을 전국단위로 확산하여 스마트그리드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3. 결    론

한전은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개발하면서 빌딩 단위 전력사용량과
전력최대수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경제성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사업모
델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신재생발전원과 에너지저
장장치를 결합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PCS와
EMS를 독자 개발하였다.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의 시범구축 이후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구리지사 견학방문으로 이어져 2014년도에 25개국
1,3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2015년도 5월에는 국제 스마트그리드 협의체
인 ISGAN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가 주관하는 국
제 스마트그리드 기술평가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출품하여 우수상
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한전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개
발을 통해 관련 설비의 수요창출로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인프라 확충
및 시장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지능형 스마트그리드의 개발
과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도시단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
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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