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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터를 활용한 건축물의 전력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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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Power Energy Saving and Efficient Measures

in Buildings using the Smart-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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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건축물의 전력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전력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선된 자동역률제어시스템(APFC)을 제안하고, 수요전력의 억제(Demand Control)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는 스마트미터의 ICT 기술을 통하여 실시간 양방향으로 콘덴서 뱅킹과 차단기를 직접 제어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선된 APFC는 콘덴서 뱅킹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해 이종 용량의 콘덴서를 직병렬 혼합 결선하여 구성함으로
써 구축 비용을 최소화 한다. 상기 기능을 위해 Atmel사의 AVR465를 이용하여 PLC 및 Zigbee 통신기능을 갖는 스
마트미터를 설계하였다. 24시간 운영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테스트한 결과 역률은 95%이상을 유지하였고, 과보상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자동역률제어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최대전력감시제어, 전력에너지절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lement a power-saving and efficient measures in buildings using the 
smart-meter. In order to save electric power energy, We propose an improved automatic power-factor 
controller(APFC) and demand control measures. This is achieved by controlling directly circuit breakers and the 
capacitor bank feeders in real time via a two-way smart-meter's ICT skills. Improved APFC is minimizing 
installation costs by series-parallel connecting heterologous capacitors to form a more diverse capacitor banking 
and controlling using the smart-meter. In order to suppress the demand power, We have designed a smart-meter 
with communication functions using Atmel's AVR465 and tested an operated lodging building for 24-hours. As 
a result, We made sure to always retained more than 95% power factor and did not occur ove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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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세계 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규제와 더불

어 력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에

지 감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B-EMS와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한 활발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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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활성화 방안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1]. B-EMS는 

건축물 에 지 리 시스템의 약어로써 건축물의 종합

인 에 지 약과 효율 인 리  운 을 담당하는 시

스템이다. 하지만 B-EMS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 무 많아 형 건축물을 제외하고서는 경제성이 

떨어져 보 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2,3]. 한, 문 

인력의 부족과 표 화 미비, 기술수 의 취약  건물주

의 인식 부족 등 B-EMS의 활성화가 어려운 게 실이

다[4].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은 기존의 력망에 정보통신기

술(ICT)을 연계하여 력망의 신뢰성, 효율성, 안 성을 

향상시키고, 력의 생산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

으로 제어함으로서 에 지 효율을 최 화하려는 차세  

지능형 력망 기술이다[5]. 이를 통해 소비자  리자

에게 력사용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 반응(Demand 

response)을 유도하고, 력계통의 투자와 운 에 효율

화를 꾀하고 있다. B-EMS 역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하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며, 그 핵심 설비  하나가 바

로 스마트미터이다. 기 개발된 스마트미터의 경우 유효, 

무효 력량과 역률  최 력 등을 시간 별로 측정

하는 기본 기능과 력공 업체와 사용자에게 력 정보

를 제공하는 통신기능이 부가되어 있다. 재 보다 다양

한 정보 제공을 한 유무선 방식의 통신기능에 한 연

구  스마트미터를 통한 부가서비스를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의 구 을 앞당기

고 B-EMS의 활성화를 한 가장 기 인 방안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합한 스마트미터를 통한 력에 지 

감  효율 인 력에 지 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기와 같이 1장에서

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2장은 련연구로 건

축물의 력에 지 감 방안을 분석하고 이  본 논문

에서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는 역률 개선  수요 력 억

제 방식의 황  문제 에 하여 살펴본다. 한 건축

물의 력설비를 제어하고 리의 효율화를 이루기 한 

필수 인 장치로서 스마트미터를 소개하고 갖추어야할 

기능들에 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스마트미터를 통

한 개선된 자동역률제어 시스템과 수요 력의 제어 방식

을 제안하며, 효율 인 리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반 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한다. 한, 스마트미터

를 구 하여 그 테스트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결

론에 해 기술하고 향후 방향에 하여 서술한다.

2. 관련연구 

2.1 건축물의 전력에너지 절감 및 관리 현황

자연채 과 같은 건축학  요소와 신재생에 지의 도

입과 같은 분산 력 시스템  조명학 인 요소 등을 제

외하고 건축물에서 력에 지의 주된 낭비요인  리

의 문제 은 다음과 같다[6]. 

- 효율 기기구  램 의 사용 

- 기 력  불필요한 력의 사용

- 역률 부 합  최 수요 력 리의 부재

- 잘못된 시공  노후화에 따른 설 류의 발생

- 건물주의 설비비용 부담  인식 부족으로 인한 

력 리 시스템의 부재 등

상기 낭비요인을 해결하기 해서는 설비비용의 문제

과 운   리에 따른 경제 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의 력설비 도입

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에 지 낭비를 이며 

리  측면에서 효율화를 꾀하고 경제 인 운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기 요인  역률 개선 문제와 수요 력의 

억제 방안을 제안한다.

2.2 스마트미터의 개요 및 기능

스마트미터는 기존의 미터보다 좀 더 상세하게 력

에 지를 측정할 뿐 아니라, 원격 공 , 연결-차단 등의 

제어, 력 품질 모니터링, 원격 미터링(AMR)  력요

의 과 에 이르는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 양방향 통신

을 통하여 구 하는 지능형 기기이다[7].

이러한 스마트미터가 갖추어야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8].

첫째, 유효  무효 력의 계량  역률측정

둘째, 수용가내 력기기  차단기의 On-Off 제어

셋째,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력정보의 사용자  

리자 제공

넷째, 기타 원격검침, 정 감시, 고조 측정, 설 류

의 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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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스마트 미터는 기본 인 미터링 기능 이

외에 다양한 력 정보를 사용자와 리자에게 실시간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통신 매체의 역할과 더불어 각종 

력 설비  기기들을 제어하는 제어기의 역할까지 그 

기능이 매우 범  하다. 

2.3 최대 전력 감시제어(Demand Control)

최 력 감시제어란 수요자가 한국 력공사와 계약

한 최  계약 력의 일정값에 도달했을 때 력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  력이란 어느 일정기간 동안의 1시간 평균 력

이 최 인 력수요량을 말하고, 산정기간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최 력수요 등으로 구분하며, 요일별, 

계 별, 기후조건, 기타 력소비의 형태에 따라 시간

가 다르게 나타난다. 

재 한국 력공사에서는 력을 사용하는 수용가  

계약 력 100kW 이상 사용하는 고압 수용가에 징수되는 

요 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  12개월  겨울철(12, 1, 

2월분), 여름철(7, 8, 9월분)  검침 당월  가장 큰 최

수요 력(Peak)을 향후 1년간 기본요 으로 용하고 있

다[9]. 따라서 최 수요 력의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본요 의 증가로 인한 경제 인 손실이 발

생하게 된다.

디멘드 콘트롤러의 동작원리는 수요시한 15분 내에서 

주기 으로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측 력과 수요 시한 

종료 시 상 력을 연산하여 측 력이 설정된 목표

력의 Peak를 과할 것으로 상되어질 때 설정해 놓은 

부하차단 순 에 따라 측 력이 목표 력 이하가 되도

록 단계 으로 부하를 차단하여 Peak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이다[10].

[Fig. 1]은 재 주로 사용되는 최  수요 력 리 시

스템의 구성도로 측 력이 목표 력을 과할 경우 

리자에게 경고등으로 알려주고 설정된 로그램에 따라 

각 부하를 차단,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별도의 장

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비용의 능동 이며 효율

인 최 수요 력을 제어하기 해 건축물의 설계 시 옥

내 배선을 다양화하여 부하의 차단순 를 결정하고, 스마

트미터를 통한 자동 인 방법과 리자에 의한 선택  수

동 제어가 가능한 최 수요 력 리방안을 제시한다.

[Fig. 1] Demand controller configuration

2.4 자동역률제어장치(APFC)

력 수용가의 부분은 유도성 부하로써 지상역률로 

운 되고 있다. 역률이 개선된다면 부하 류가 감소하게 

되며 같은 설비로도 공 용량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 공

설비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부하의 증설이 가능해진다. 

력수용가의 부하 역률을 개선하면 그만큼 력회사에

서는 설비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력요 에 역

률에 한 할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 한국 력공

사에서는 역률 90%를 기 으로 이에 미달하면 력요

에 부족한 역률만큼의 패 티를 부과하고, 기  이상이 

유지되면 력요 을 경감해주고 있다[9]. 

역률개선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11]. 

- 력회사 측면

  · 력계통의 안정 운

  · 력 손실의 감소

  · 설비용량의 효율  운   투자비 경감

- 수용가 측면

  · 설비용량의 여유 증가로 부하의 증설 가능

  · 압강하의 경감

  · 력 손실의 경감 등

반면 역률이 과보상되어 진상역률이 될 경우 원

압의 상승, 변압기의 과열, 진상 무효 력에 의한 손실 발

생  기요 이 과 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역률개선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으로는 무효 력에 의한 

동 제어를 하는 콘덴서 뱅킹 방식의 자동역률개선 시스

템과 시간에 의한 타임 스 칭 제어방식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콘덴서 뱅킹방식의 경우 기 설비비용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의 력을 소비하는 공

장이나 형건축물에 주로 채용되고 있으며, [Fig.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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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자동역률개선 시스템에 한 회로도의 일례를 보여

다[12]. 

[Fig. 2] An example of automatic power factor 
controller's schematic

[Fig.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재 운 되고 있는 

콘덴서 뱅크의 설비 구조는 부하에 이종의 콘덴서 뱅크

를 병렬로 수개 연결하여 부하의 변동에 따라 정한 용

량의 콘덴서 뱅크를 스 칭 하는 방식이다. 한, 시간에 

따른 스 칭 방식의 경우 백화 이나 상업용 건축물처럼 

업시간에는 일정한 부하가 되고 업이 종료되면 무부

하가 되는 경우에 업시간이 되면 정용량의 콘덴서를 

스 칭하여 역률을 개선하고 종업시간이 되면 타임스

치에 의해 콘덴서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하가 

변동할 경우에 용이 곤란한 단 이 있다[13]. 즉, 업

시간 에 부하가 부하 이하가 되면 오히려 콘덴서에 

의한 진상역률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역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콘덴서 뱅크 구성시 직병렬 혼합 스 칭 결선을 통하여 

다양한 용량을 구 함으로써 변화하는 부하에 응하는 

APFC를 제안한다.

3. 스마트미터를 통한 절감 방안

건축물의 력에 지의 감  효율화를 하여 스

마트미터를 통한 수용가의 배 선  각종 기기를 on-off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 실시간 력

량을 측정하여 리자에게 데이터를 송하여 최 수요 

력의 발생을 방지하고, 무효 력량을 측정하여 콘덴서

의 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의 기능을 구 하기 해서는 각 수용가에서 스

마트미터를 심으로 하는 실시간 양방향 네트워크가 구

축되고 스마트차단기의 보   가 기기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체 력설

비 제어 개념도는 [Fig. 3]과 같다. 

[Fig. 3] Proposed block diagram of power facility 
controller through the smart meter

[Fig. 3]의 개념도와 같이 스마트미터는 통신 기능을 

통하여 계량된 력정보를 바탕으로 변압기 2차 측에 설

치된 콘덴서 뱅킹을 제어하여 자동으로 역률을 개선하고, 

다양화된 배 선의 스마트차단기를 제어하여 최 수요

력을 억제한다. 한, 리자는 스마트미터로부터 실시

간 력정보를 받아 리실의 PC를 통하여 모니터링하

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력설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3.1 최대수요전력 감시 제어 방안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미터를 통하여 다양화된 배 선

의 제어를 통하여 수요 력을 제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배 선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상시 원과 수시 원을 구

분하여 배선하는 방법이다. 즉, 항상 원이 켜져 있어야

하는 냉장고와 같은 상시 부하는 상시 원으로 배선하고 

상시 부하의 요도에 따라 배선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한, 사용시마다 원을 on-off하는 사무용 기기와 같은 

수시 부하는 수시 원으로 배선하고 수시 부하의 요도

에 따라 다양화 하는 방법이다. 

공용부하 역시 상시 배선과 수시 배선으로 나 고 부

하의 요도에 따라 배선을 다양화 하여 비상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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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마트미터를 통해 해당 배선 라인의 스마트차단기를 

리자에 의해 직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이

다. [Fig. 4]는 배 선의 다양화를 통한 디멘드 컨트롤러

의 개념도이다. 

[Fig. 4] Demand control system's block diagram
through diversification of distribution lines

[Fig. 4]의 개념도와 같이 부하의 용도에 따라 배 선

을 상시 원과 수시 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하는 

요도에 따라 다양화 한 후 스마트미터의 알고리즘에 

따라 최 수요 력 발생 시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한, 리자  사용자는 외부 망을 통하여 수동으로 배

선의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배 선의 다양화는 

비상상황 발생시 력제한의 우선순 를 리실에서 자

동 제어하는 목 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 많

은 배 선으로 구분할 경우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스마트

미터의 제어부가 복잡해지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력에 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 으로 정

한 배 선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배 선의 

다양화는 출퇴근시 사용자가 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

음으로 각종 기기에서 발생되는 기 력의 차단효과도 

기 할 수 있다.

3.2 개선된 APFC 방안

역률 개선을 통한 력에 지 감과 경제 인 효과를 

보기 해서는 변압기의 2차측에 설비용량에 당한 력

용 콘덴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콘덴서 뱅킹 구성 방식을 개선하기 해 내압이 

충분한 이종의 콘덴서 용량을 직병렬 혼합하여 구성하고, 

스마트미터를 통하여 직  제어하는 개선된 자동역률 제

어방식을 제안한다. 콘덴서 용량은 병렬 연결시 증가하지

만 직렬 연결시 용량이 작아진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다양한 용량의 콘덴서 뱅크를 구성할 수 있으므

로 보다 렴하게 설비 구축이 가능하다.

<Table 1>은 이종의 콘덴서 3개(10, 20, 30 Kvar)를 

사용했을 때, 기존 방식의 콘덴서 뱅크 용량과 제안하는 

직병렬 혼합 방식의 콘덴서 뱅크의 용량을 비교한 표이

다. 기존의 방식보다 경우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특히 작

은 용량의 콘덴서 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경부하나 무부

하 시 일반 인 부하는 역률이 증가하게 되며 용량의 

콘덴서가 필요하게 되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최소 콘덴서 

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부하에 근 할수록 진상역률

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직렬연결을 통하여 용량의 

콘덴서 뱅크를 구성할 수 있는 제시 방안은 경부하 시에 

보다 세 하게 역률제어를 할 수 있어 부하변동이 심할 

경우에 보다 효과 이다.

<Table 1> Comparison table of capacitor bank 
 (unit : Kvar)

Existing method Improved method

all off 0 0

1 connection 10, 20, 30 10, 20, 30

2 connection 30, 40, 50 6.7, 7.5, 12, 30, 40, 50 

3 connection 60 5.5, 8.4, 13.5, 15, 60

   

(a) Using 2 capacitors         (b) Using 3 capacitors   

[Fig. 5] Proposed series-parallel connecting 
         capacitor banking

[Fig. 5]는 개선된 콘덴서 뱅킹을 구 하는 스 칭 회

로도를 보여 다. [Fig. 5]의 a는 2 의 콘덴서를 직병렬 

구성한 회로도이며 지원가능한 뱅크용량은 5가지이고, b

는 3 의 콘덴서를 직병렬 구성한 회로도이며 지원가능

한 뱅크용량은 15가지가 된다. 

3.3 스마트미터의 설계 및 테스트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기능을 하여 Atmel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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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R465를 이용하여 스마트미터를 설계하 다[14].

[Fig. 6]은 스마트미터의 력측정부에 한 설계도이

며, 매 15분 간격으로 유효 력과 무효 력을 측정하고, 

역률을 측정하여 스마트미터의 메인 컨트롤부에 송한

다. 스마트미터는 계량된 력 정보를 바탕으로 역률제

어  각종 력설비를 제어하고, 리자  사용자에 실

시간으로 력정보를 제공한다.

[Fig. 6] Circuit design of Power measurement part

메인 컨트롤부는 스마트미터와 각종 기기간의 제어를 

해 유선통신방식으로 PLC 통신 모듈을 사용하 고, 무

선통신방식으로 Zigbee 모듈을 사용하 으며, 비상용 유

선통신방식으로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Fig. 7]은 통신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미터의 메인 컨트

롤러에 한 회로도이다. 부분 기기간의 통신은 재 

지능형 력량계의 통신기술로 표 화 되고 있는 PLC를 

통하여 제어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15]. 한, 스마트미

터와 스마트배선용 차단기  스마트 가 간의 통신을 

해 무선방식의 Zigbee 모듈을 사용하여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력설비 제어를 하여 구 한 

스마트미터를 수 용량이 450 kVA이고, 24시간 운 되

는 숙박 시설에 용하 으며, 역률은 15분 간격으로 계

량하고 일일 평균을 측정하 다. 개선된 APFC 구 을 

한 콘덴서 뱅킹의 구성은 [Fig. 5]의 a와 같이 2 의 콘

덴서를 직병렬 혼합 결선하여 용하 으며, 각 콘덴서 

용량은 10 Kvar와 15 Kvar로 구성하 다.

[Fig. 7] Main controller's circuit design of the 
Smart-meter

[Fig. 8]은 해당 숙박시설의 역률 개선  2014년 7월

과 개선된 APFC를 용한 2014년 8월의 일일 평균 역률

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다.

[Fig. 8] Comparision graph before and after 
         power-factor correction

해당 숙박시설에 용결과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

고, 역률 과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마트미터를 통하여 건축물의 력설비

를 경제 이고 보다 효율 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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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력에 지의 

감 요소에 해 살펴보고, 역률제어와 수요 력의 제어

를 하여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비용 구축방안을 제시

하 다

Atmel사의 AVR465를 이용하여 유무선 통신기능을 

갖는 스마트미터를 설계하고, 수 용량 450 kVA의 24시

간 운 되는 숙박 시설에 용하 다. 

실험결과, 해당 숙박시설의 역률은 95%이상을 유지

하 고, 역률 과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향후 네트웍 통신 기술의 표 화와 각종 제어기기  

가 제품들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지면 체 인 건축물

의 력에 지 약 시스템에 해서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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