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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환경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전과의 상계거래 체

결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관리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

정에서 발생하는 태양광패널의 잉여 전력량을 이웃과 거래하는 P2P(Peer to Peer)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

하는 방식을 통하여 각 가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에 대한 수요-공급량을 도출하고 균형거래가격을 결

정하여 참여자 간 합리적 에너리 관리가 가능하다. 

키워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블록체인(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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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한전과 

상계거래를 체결하고 있다. 상계거래는 전기요금 계산 시 월 부하 

사용량에서 월 태양광 발전량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2019년 국내 태양광시장 동향에 의하면 2019년 1분기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615MW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2GW 

이상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작년에 이어 

2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발 가능한 가정간 태양간 직거래의 모델로써 

블록체인 활용 태양광전력P2P 거래 환경을 구현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하여 향후 가정간,가정과 기업간 투명한 거래모델 

제시가 가능하다.

II. Preliminaries

블록체인은 신뢰를 담보하는 제 의 기관 없이도 네트워크 참여자들

이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 중 하나이다.블록체인은 블록 들이 해시값

(Block) (Hash))로 연결 되어 있고 블록에는 복수의 정보가 들어있다.

블록들은 시간별로 정렬되어 있고 개별 블록들은 이전 블록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블록을 변경하게 되면 다른 블록의 내용도 

다 변하게 되므로 체인이 길어질수록 블록의 신뢰도가 증가하게 

된다.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금융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정보 에너지 사용정보 등 목적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다.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서명과 해시함수를 이용하는데 

전자 서명은 디지털 서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전자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키와 공개키를 사용하고 해시함수는전자데이터를 

무작위로 정해진 길이의 문자열로 변환한 값이다. 이로인해 거래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경우 거래의 안정도와 신뢰성이 높아진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에너지에 대하여 블록

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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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너지 블록체인은 전력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에 자동적으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거래정보를 

분산원장에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Fig. 1. example of energy blockchain

에너지 블록체인의 사례는 미국 중국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에너지의 투명한 거래와 정확한 관리를 

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관리가 필요하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 P2P거래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분 내용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전력거래 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마이

크로 그리드 구축 필요, 모의환경을 

구축하여 거래 시뮬레이션 진행.

Equilibrium price

수요와 판매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확한 수식기반 균형가격

제시 필요, 균형가격 도출 진행.

equilibrium price는 수요-공급와 곡급곡선의 접점을 통하여 구하

였다.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변수 정의 변수 정의

E i 판매자i의 판매량 R buyn 구매자n의 이익

E
dem

j
구매자j의 수요량 E n, con

구매자 n의 월 전력

소비량

Ns 총 판매자수 E n, buy
구매자 n의 P2P거

래 구매량

Nb 총 구매자수 P eq
P2P거래의 균형가

격

ϵ
수요,공급그래

프의 곡률
R total

판매자 집단의 총 

수입

P n
누진n단계의 전

력량 요금
R m 판매자m의 수입

J original

P2P거래에 참여

하지 않았을 때

의 비용

J P2P
P2P거래에 참여했

을 때의 비용

Table 1. Variable of equilibrium price

공급 곡선은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량이 늘어나는 특성을 

지닌 우상향 그래프이며 아래와 같이 지수함수로 나타냈다.

= 
   ( x축 범위 :  ≤  ≤  , y축 범위 : 

 ≤  ≤ )로 일반적인 공급 그래프지만 그래프의 범위를 누진재 

요금 2~3단계 사이로 제한하여 전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이때        ,   

ln 
이다.

수요 곡선은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량이 줄어드는 특성을 

지닌 우하향 그래프이며 아래와 같이 지수함수로 나타냈다. 역시 

범위를 제한하여 전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x축 범위 : ≤  ≤ 

 , 축 범위 

:  ≤  ≤ )

이때   


,   


 


이다.

이 두 그래프를 python의  fsolve 함수를 하용하여 equilibrium 

price를 구하였다.

구매자 이익도출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or 

or     

    

누진제 3단계구간(450kWh초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or

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전기요금 계산 식이고  는 거래에 

참여하였을 때 전기요금 식이다.

2단계처럼 낮추어 주기에 2단계식에서 p2p거래에 참여하였을 때 

산 전력만큼이 식에 더해졌다. 이 둘의 차이를 통해 전력구매자의 

이득을 구한다.

판매자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파이썬을 통해 구현한 equilibrium price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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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quilibrium price

IV.Conclusions

신재생 에너지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P2P거래를 제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균형가격과 equilibrium price에 대한 효율적 도출식을 제시하였다. 

향후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한 실제 모델로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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