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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문

표준의 목적1.

본 표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댁내 환경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로서 에너지 관리를

위한 파워 그리드와 홈네트워크 의 연동 모델에 대하여 정의한(HAN, Home Area Network)

다.

주요 내용 요약2.

본 표준의 주요 내용은 댁내 환경에서의 전기 에너지 관리를 지원하는 파워 그리드와

과의 연동 모델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본 표준에서는 파워 그리드와 의 연HAN . , HAN

동을 지원하기 위해 홈 네트워크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에 대하여

언급하고 연동을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아울러 본 표준에서 기술하는 연동. ,

모델을 기반으로 스마트 홈 전기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동 모델의 구조에 대

하여 기술한다.

본 표준 문서에서 기술하는 구조 및 요구 사항은 현재의 홈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보다 향상된 댁내 에너지 관리 서비스 및 그 서비스들의 특징은 댁내 홈네트워크,

구조 및 서비스 구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본 표준 문서에서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파워 그리드와 과의 연동을 위한 기능 구조HAN

� 댁내 에너지 관리 및 향상된 댁내 전기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동 구성 요

소

� 파워 그리드와 과의 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 사항HAN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3.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연동 표준 모델은 댁내에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도입하Grid-HAN

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성요소 연동을 위한 기능 구조 및 연동 모델을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의한다.

본 표준을 통하여 댁내에 성공적으로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하기 위하여 홈네트워크 기

술 을 기반으로 댁내 전력 에너지 관리 서비스 및 스마트 에(HAN, Home Area Network)

너지 정보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정보 장치가 포함된 향상된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댁내에서 사용되는 전력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구 온난화에 의한 탄소배출

저감의 국가적 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본 표준에 의하여 파워 그리드 및 홈네트워크 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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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구조 구성요소 및 요구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댁내 전력의 낭비를 방지,

하고 산업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다.

참조 표준 권고4. ( )

국외표 준 권고4.1 ( )

해당 사항 없음-

국내 표준4.2

해당 사항 없음-

참조 표준 권고 과의 비교5. ( )

참조 표준 권고 과의 관련성5.1 ( )

해당 사항 없음-

참조한 표준 권고 과 본 표준의 비교표5.2 ( )

해당 사항 없음-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6.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TA .

적합 인증 관련 사항7.

적합 인증 대상 여부7.1

시험 인증의 대상에 포함 안됨-

시험표준제정여부 해당 시험표준번호7.2 (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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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이력8.

판 수 제 개정일․ 제 개정 내역․
제 판1 2010. 12.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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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defines interconnecting model between power grid and home

network(HAN, Home Area Network) to provide energy management service into

home environment.

2. The Summary of Contents

The contents of this standard includes interwork model between power grid and

home area network to provide electrical energy management in home environment.

In advance, the requirements of the home area network to support the interwork in

described. And, the components required to support the interwork between power

grid and home area network are specified. Finally, the architecture model to

provide smart home energy management based on the model is described.

The requirement and architecture model described in this standard is based on

current home network technology. The advanced in-home energy management

servi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s could be implemented using the

interwork architecture and service framework.

In summary, this standard includes as following contents.

Requirements for the functions to support interworking between the power grid•

and home area network

Functional architectures for the interworking between power grid and home area•

network (Grid-HAN Interworking)

Interworking components for the smart home energy management and the•

advanced home electrical energy services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Power Grid-HAN Interworking Model for Energy Management",

defines requirement, components for interwork model between power grid and

home area network and architecture and interwork model to introduce smart grid

into home environment. This standard aim to provide advanced smart grid energy

service containing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EMS), service, energy

information service, renewable energy and energy information device based on

home area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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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above technology, we can minimize home energy usage, then

contribute to help reducing the carbon exposure from energy over-using. We

desire to helo in solving the global climate change problem.

4. The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None

4.2 Domestic Standards

- None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 None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 None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The Objec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7.2 The Standards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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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10.12.22.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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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를 위한 파워 그리드 연동 표준 모델-HAN

Power Grid-HAN Interworking Model for Energy Management

1. 개요

그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연동의 개념( 1-1) Grid-HAN

본 표준에서는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워

그리드와 홈네트워크 와의 연동을 위한 모델을 정의한다 본 표(HAN, Home Area Network) .

준에서는 파워 그리드와 과의 연동을 위해 요구되는 세부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정의HAN

하고 그 구성요소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 요구 사항 및 기능적 요구 사항에 대하여 기

술한다 그림 은 본 표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파. ( 1-1) IP

워 그리드와 의 연동 모델을 개념적으로 표현한다 그림 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에HAN . ( 1-1)

너지 관리 서비스 에너지 정보 서비스 에너지 거래 서비스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한, , ,

서비스 및 에너지 공유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할 미래 서비스는 네IP

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파워 그리드와 홈네트워크의 융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표준의 범위

본 표준에서는 디지털 홈 환경에서 전력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워 그

리드와 이 연동하기 위한 모델을 정의한다 본 표준에서는 파워 그리드 연동을HAN . -HAN

위한 모델에서의 구성 요소 및 연동을 위한 기능적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의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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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에서는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연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 전력 에너지 서

비스의 발전적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연동 모델의 구조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표준에서 정의되는 파워 그리드 연동 구조 및 요구 사항은 현재의 홈네트워크-HAN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고도화된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 및 그 특징들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홈 네트워크 및 서비스 구조에서 제공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본 표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표준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파워 그리드와 홈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기능적 구조(HAN)ㅇ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 및 고도화된 디지털 홈 전력 에너지 서비스를 위한 연ㅇ

동 구성 요소

파워 그리드와 홈네트워크 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적 요구 사항ㅇ

3. 참조 문헌

[ITU-T H.622.1] ITU-T Recommendation H.622.1 (2008), Architectur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home networks supporting IPTV

services

http://itu.int/T-REC-H.622.1

[ITU-T H.622] ITU-T Recommendation H.622 (2008), A generic home

network architecture with support for multimedia services

<http://itu.int/T-REC-H.622>

[ITU-T X.1111] Recommendation ITU-T X.1111 (2007), Framework of security

technologies for home network.

[HGI] HGI (2006), Home Gateway Technical Requirements: Release 1.

http://www.homegatewayinitiative.org/publis/HGI_V1.0.pdf

[ZigBee SEP] ZigBee Smart Energy Profile Specification (2008)

[SAE J2847-1] Communication between Plug-in vehicles and the utility grid

(2010)

[ITU-T Y.1251] General architecture model for interworking (2002)

[NIST SP 1108] NIST Framework and Roadmap for Smart Grid Interoperability

Standards, Release 1.0 (2010)

4.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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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 미터링 인프라(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전력 미터링 인터라는 수용가 단에서의 전력 미터링 수용가와 전기 가스 수도, , ,

유틸리티 사업자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 간의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의 수집 및 서비스 제,

공자가 이용 가능토록 하는 정보화 작업을 포함한 관리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총

괄적인 측정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등의 총괄적인 인프라 기술을 의미한다, .

홈네트워크(HAN : Home Area Network)

홈네트워크 은 수용가 단에 존재하는 디바이스들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용가(HAN)

내에 포함된 에너지 관련 네트워크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디지털 홈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용가내에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서비스 인프라를 포

함한다 홈네트워크 자체는 외부 수용가들과의 연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웨.

이 브리지 및 인터페이스 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수용가들과 통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

다.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ESI : Energy Service Interface)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는 홈네트워크 디바이스들과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보(ESI)

안성을 갖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에너지 관리 및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이러한 장비들은 홈네트워크 디바이스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진단 및 감시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

파워 그리드 또는 스마트 그리드(Grid or Smart Grid)

파워 그리드 또는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력 품질을 고도ㅡ

화하고 전력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력 시스템에 기술을 부가하, IT

는 새로운 개념의 융합 기술이다IT .

홈 그리드(Home Grid)

홈 그리드는 홈 영역에서의 전력 시스템을 말한다 홈 그리드는 디지털 홈 환경에서 전력.

에 대한 분배 및 제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홈 영역에서의 통신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전력 시스템 자체에 대한 내용만을 의미한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홈 또는 수용가 내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디비이스들의 전력 소비를 지능화하고 이를 통하여 전력 소비에 대한 효율성 및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 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전력 흐름에 대.

한 제어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 및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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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홈 수용가의 관점에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

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전력 에너지에 대한 전달 전력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사. ,

용 전력 에너지에 대한 거래 및 전력 저장 및 복구를 통한 제공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어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즉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수용가 홈 환경에서 사. ,

용되는 전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다.

연동 모델(Interworking Model)

본 표준에서 기술되고 있는 연동 모델은 가정 환경에서의 전력 에너지의 효율성 안정성,

을 증대시키고 파워 그리드와 홈네트워크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위한

구조 및 서비스 모델을 말한다.

5. 약어

본 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약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DR Demand Response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ESI Energy Service Interface

ESP Energy Service Profile

EV Electrical Vehicle

HAN Home Area Network

HEMS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G Home Gateway

HS Home Server

IHD In Home Display

IPTV Internet Protocol TV

IT Information Technology

MMI/HMI Man-Machine Interface/Human-Machine Interface

PCT Programmable communicating thermostat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PSU Power Supply Unit

RTP Real Time Pricing

STB Set-top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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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워 그리드 연동을 위한 요구 사항-HAN

그림 연동 모델( 6-1) Grid-HAN

그림 은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파워 그리드 및 통신 홈네트워크 의 연동 모( 6-1) ( )

델을 보여준다 본 표준에서 기술하는 연동 모델은 파워 그리드 및 통신 네트워크의 개의. 2

계층적 구조로 구성된다.

홈네트워크에서 파워 그리드 즉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모든 디바이스는 제어 정보 관리, ,

정보 미터링 정보 모니터링 정보 상태 정보 및 가격 정보와 같은 하나 이상의 통신 인터, , ,

페이스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 연동 요구 사항6.1

본 표준에서 보여주는 파워 그리드 홈네트워크 연동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HAN)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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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요금 관련 서비스⦁
에너지 관리 서비스⦁
홈 그리드 알람 서비스⦁
수용가 가전 기기 동작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수용가 가전 기기 관리 서비스⦁
에너지 정보 서비스⦁
리뉴어블 시스템 관리 서비스⦁
수용가 전력 저장 및 저장 장치 관리 서비스⦁
전력 분배 서비스⦁
전력 거래 서비스⦁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력 미터링 서비스⦁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력 제어 서비스⦁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모니터링 서비스⦁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
수용가 에너지 상태 표시 서비스⦁
개인 휴대 단말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

네트워크 연동 요구 사항6.2

본 표준에서 제공하는 파워 그리드 연동 모델은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연동 기능-HAN

및 요구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홈 서비스를 위한 파워 그리( 6-1) ,⦁
드 및 홈네트워크 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는 것

이 요구된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를 위한 모든 정보들은 상기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
가능하여야 한다.

파워 그리드 연동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에 사용되어지는 통-HAN⦁
신 데이터 구조 및 프로토콜은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파워 그리드 연동 모델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가격 수요반응 제어 등-HAN AMI , ,⦁
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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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그리드 연동 모델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유틸리티에 알람 보고-HAN AMI , ,⦁
미터링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파워 그리드 연동 모델은 리뉴어블 시스템을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HAN⦁
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파워 그리드 연동 모델은 전력 저장 시스템을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해 인터페-HAN⦁
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파워 그리드 연동 모델은 전기 자동차 시스템을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한 인터-HAN⦁
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파워 그리드 연동 개념적 구조-HAN

그림 을 기반으로한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적 구조( 7-1) HAN

홈네트워크 기술은 이제 점점 보편화되어 가정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홈 서비스들은 홈네트.

워크 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 내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많은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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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홈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은 홈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7-1)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개념들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된다.

유틸리티 네트워크

유틸리티 네트워크는 가정환경의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파워 그리드 시스템이다 이러한 유틸리티 네트워크는 스마트 미터와.

수용가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홈 사용자의 전력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홈 그리드

홈 그리드는 홈 환경에서 전력 분배 및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이다 홈 그.

리드는 홈 환경에서의 전력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것만을 의미한다 홈 영역에서의 전력 시.

스템을 위한 제어 및 관리 기능은 홈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을 통해 교환되는 정

보의 활용을 통해 처리된다.

스마트 미터

스마트 미터는 전력 유틸리티의 수요반응 정보를 바탕으로 홈 사용자의 전력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수용가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이다 그러나 스마트.

미터 자체가 직접적으로 각 수용가 가전 기기를 제어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정책에 따라

추천되는 기능은 아니다 각 수용가 가전 기기에 대한 제어 및 관리를 위해서는 홈게이트.

웨이 또는 홈서버와 같은 홈네트워크 장비들의 제어 및 관리 기능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

능과의 연동을 통해 홈 수용가의 가전 기기에 대한 제어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저장 및 배터리 관리 장치 및-Energy Storage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인 그리드 즉 유틸리티 사업자의 실시간 가격 정보에 효율적으로

수용가가 반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장치이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구. ,

간에서는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력 에너지를 저장하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

격의 구간에서는 저장된 전력 에너지를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복원하여 외부 유틸리티

즉 메인 그리드로부터의 전력 에너지 대신 수용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동적, .

인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제어 및 관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러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홈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제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서버 기능은 홈 서버 및 홈게이트웨이의 역할로서 추천되

는 기능으로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가정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팅 디바이스들이다.

스마트 리뉴어블

스마트 리뉴어블은 홈 환경에서 사용되는 소규모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다 생산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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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가정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잉. ,

여 전력이 발생할 경우 외부 메인 그리드 즉 유틸리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직, .

류 교류 변환을 포함한 전력 공급 장치 은 홈 그리드 환경에 연/ (PSU, Power Supply Unit)

결되는 장치들이다 이러한 전력 공급 장치 들은 홈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홈 에너.

지 관리 서비에 의하여 관리 및 제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능화된 리뉴어블 기능을 제.

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이 전력 에너지의 소비 장치인 동시에(Plug-in EV)

전력 에너지에 대한 공급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두 가능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시스템

이다 전기 자동차는 내부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홈 에너지 관리 시스.

템에 의해 제어 및 관리가 필요한 동작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활용 계획 및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반영하여 제어 및 관리되어야 한다.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 기기( )

홈 어플라이언스는 홈 환경에서 전력 에너지에 대한 소비기능을 갖는 에너지 디바이스이

다 홈 어플라이언트는 스마트 홈 어플라이언스와 레거시 홈 어플라이언스로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 홈 어플라이언스는 전력 미터링 및 통신 기능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

바이스를 의미하고 레거시 홈 어플라이언스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외부적으로,

별도의 미터링 및 통신 기능을 도입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에 연동될 수 있는 디바이스이

다 이러한 미터링 및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각 홈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제어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홈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 제어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인홈 디스플레이 가정용 표시 장치( , IHD: In Home Display))

가정용 정보 표시 장치는 전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가정용 정보 표시 장치를 활용하여 소비자는 선택적으.

로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스마트 그리드 디바이스들에 대한 제어 기HAN

능을 수행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제어 및 사용 정보는 홈네트워크의 통신 시스템을 기반.

으로 하여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이다.

홈서버(HS, Hoem Server)

홈서버 시스템은 디지털 홈 환경에서 모든 디지털 홈서비스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홈네트

워크 시스템의 중심 디바이스이다 그러므로 홈서버 시스템은 본 표준에서 언급되는 홈.

에너지 관리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홈게이트웨이(HG, Home Gateway)

홈게이트웨이 시스템은 다수의 다양한 홈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외부 액세스 망에 연결하



정보통신단체표준 국문표준( )

TTAK.KO-04.0127- 10 -

기 위한 네트워크 디바이스이다 홈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선 네트워크 및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홈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외부 공중의 인터넷 도메인에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므로 에

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디바이스이다(ESI) .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ESI, Energy Service Interface)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에너지 정보에 대한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가정용 디바이스이다 이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보안성이 있어야 하며 홈. ,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전력 유틸리티 회사 또는 전력 에너지 서비스 포털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홈네트워크(HAN, Home Area Network)

홈네트워크 기술은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홈의 네트워크 서비스(IP)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기술이다 홈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유선.

네트워크 및 무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인 이더넷 기술 전력선 통신 기술 의 무선랜 기술IEE 802.3 , , IEEE802.11 WIFi , IEE

및 지그비 기술이 사용된다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 및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802.15.4 .

와 같은 파워 그리드 관련 에너지 서비스들은 이러한 홈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기술이다.

전력 센서

전력 미터링 센서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 홈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홈 에너지 소비 디바이

스들의 개별 전력 에너지 소비 및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니터링 디

바이스이다 전력 미터링 기능을 갖지 않는 레거시 홈 어플라이언스에 이러한 미터링 센.

서 기능이 부가되어 미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지능화된 어플라이언스로 동작할

수 있다 전력 미터링 센서 정보는 스마트 홈 에너지 서비스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그림( 7-1)은 본 표준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파워 그리드 연동을 위한 기능적 구- HAN

조를 보여준다 파워 그리드 연동을 위한 기능적 도메인은 다음과 같이 가지의 구. -HAN 5

능 구성 요소로 구분된다.

외부 광역 공중 파워 그리드 및 네트워크IP⦁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ESI, Energy Service Interface)⦁
에너지 디바이스MMI(Man-Machine Interface)⦁
에너지 디바이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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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광역 공중 파워 그리드 및 네트워크IP

각 홈 에너지 서비스 소비자는 외부 공중의 파워 그리드로부터의 전력 공급 서비스 및 에

너지 서비스 포털 시스템으로부터의 에너지 정보 포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림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에너지 서비스 포털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인터넷 서비스4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다 네트워크 기반의 에너지 서비스는 사용한 전력 소. IP

비에 대한 과금 사용하고 남은 잉여 전력 에너지에 대한 거래 서비스 효율적인 에너지, ,

사용을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및 에너지 서비스 포털 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에너지 정보 서비스로 구성된다.

외부 광역 공중 파워 그리드 및 네트워크 영역은 크게 전력 파워를 공급하기 위한 파IP

워시스템과 정보 네트워킹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잇다IP .

그림( 7-2)파워 그리드 연동을 위한 기능 구조-HAN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홈네트워크 디바이스들과 전력 공급 회사 또는 기반의 에IP

너지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서 보안성이 있게 상호 연동하게 하는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

및 다양한 에너지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디바이스를 의미하나 스마트 미터 홈서버 홈게. , ,

이트웨 월패드 및 셋톱 박스 등이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장치로 활용 가능 장치들이,

다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장치들은 원격 부하 제어 모니터링 분산 전원의 제어 가. , , ,

정용 수용가 전력 소비량 표시 장치 전력 미터 장치가 아닌 다른 미터링 장치의 정보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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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및 디지털 홈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 등에 대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장치는 장비의 진단 및 감시 홈네트워크 디바이스들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데이터 흐름을 저장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에너지 디바이스MMI

에너지 디바이스는 정보의 표시 제어 선택 관리 검증 등의 홈 전력 에너지 서비MMI , , , ,

스들을 통해 소비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가정용 정보 표시.

장치 스마트 미터 월 패드 터미널 등이 에너지 디바이스로 권고된다(IHD), , , IPTV MMI .

에너지 디바이스

에너지 디바이스는 전기 에너지 소비 전기 에너지 소비 제어 전기 소비량에 대한 모니, ,

터링 전기 에너지의 저장 및 저장된 에너지의 복원을 통한 공급 기능 등을 담당하는 모,

든 최종단의 디바이스를 일컫는다 에너지 디바이스로서는 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권.

고될 수 있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는 가정의 에너지 소비자에게 기반의 홈네트워크IP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들을 의미한다 다양하고 새.

롭게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 서비스는 실시간 가격 정책 및 스마트 에너지 디바이스 그리

고 스마트 리뉴어블 장치 및 저장 장치와의 연동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

며 이러한 장치들은 기반의 통신 시스템 기술 및 프로토콜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IP

다.

8. 파워 그리드 연동 구성 요소-HAN

본 장에서는 파워 그리드 연동을 위한 구성 요소에 대하여 기술한다-HAN .

물리적 파워 그리드 연동 구성 요소8.1 -HAN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스마트 미터는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전력 유틸리티 사업자와 각 수용가 가정 사이에서 총

괄적인 가구별 전력 사용량에 대한 미터링 기능 및 수요 반응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당하

는 디바이스이다 스마트 미터는 장비에 대한 인증 절차 등록 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등. ,

록 절차 등의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스마트 미터는 양방향의 전.

력 흐름에 대한 미터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양방향 전력,

에너지의 흐름 제어는 사용자 정채 및 실시간 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홈 에너지 관리 시스

템을 통해 제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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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서버EMS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의 목적은 전력 소비자 및 공급자의 양쪽 모든 측면에서의 새로운 에

너지 서비스 경제적인 전력의 생산 및 공급 효율적인 에너지의 소비 기능을 제공하기, ,

위한 시스템 기술이다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와 같은 기능들은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서버 에 의하여 제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구현에 따라 홈 에너지 관리(EMS) .

서버 기능은 홈게이트웨이 홈서버 월 패드 스마트 미터 셋톱 박스 등과 같은 컴퓨팅, , , ,

기능을 갖는 다양한 장치들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가정용 정보 표시 장치

가정용 정보 표시 장치 는(In-Home Display, IHD) AMI(Advanced Metering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치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전력 소비량을 추적하고Infrastructure) , ,

유틸리티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에너지 소.

비 및 실시간 과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 기능,

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 메시지는 스마트 에너지 프로파일에 의해 전달된다. IHD .

스마트 어플라이언스 가전 기기( )

스마트 어플라이언스 즉 가전 기기는 홈 환경에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이다 가, .

전 기기는 스마트 가전 기기와 기존 레거시 가전 기기로 구분할 수 있다 스마트 가전 기.

기는 전력 소비량에 대한 미터링 기능 및 통신 기능을 내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이

다.

레거시 어플라이언스 가전 기기( )

스마트 어플라이언스 즉 가전 기기는 홈 환경에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이다 가, .

전 기기는 스마트 가전 기기와 기존 레거시 가전 기기로 구분할 수 있다 레거시 가전 기.

기는 전력 소비량에 대한 미터링 기능 및 통신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가전 기기

이다.

고정형 에너지 저장 장치

고정형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인 그리드로부터의 실시간 과금 정보 체계에 소비자가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실시간 전력 요금에 반응하여 전력을 저장하거나 공급하. ,

는 기능을 제어함으로써 실시간 과금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동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한 제어 및 관리 기능은 홈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홈 에너지 관리 시스

템 즉 서버 시스템의 제어하에 베터리 저장 장치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BMS) .

모바일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자동차( )

모바일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기 자동차를 일컫는다 전기 자동차는 고정형 에너지.

저장 장치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과금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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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력 저장 또는 공급 기능이 제어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제어 및 관리 기능은 홈.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커미셔닝 등록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리뉴어블 전력 생산 장치 분산형 발전-

리뉴어블 전력 생산 장치 즉 분산형 발전 장치는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기능을,

제공한다 분산전원 장치는 안정된 전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변환 기능을. . DC-to-AC

포함 인버터 기능을 제공하는 전력 공급 장치 는 는 홈 그리, (PSU, Power Supply Unit) )

드에 연결된다 는 홈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홈 에너지 관리 서버에 의해 제. PSU

어되고 관리된다 분산 전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연동.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가능한 통신형 온도 조절기-PCT

프로그램 가능한 통신형 온도 조절기(PCT, Programmable Communicating Thermostat)

는 홈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가정용 온도조절장치이다 정보. PCT

는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모니터링된다 이 정보는 스마트 에너지 프로파일을.

통하여 전달된다.

부하제어 장치

부하제어 장치 는 유무선 통신기능을 기반으로 임의의 전력소비 가전 기기(Load Control)

에 의한 전력 부하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부하제어 장치는 수요 반응 및 부하 제어.

이벤트를 수신하여 처리한다.

홈네트워크 디바이스

홈네트워크 디바이스는 기반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 홈 서비스를 제IP

공하는 디바이스이다 홈네트워크 디바이스는 기반의 통신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한다. IP .

미터링 센서 장치

미터링 센서 장치는 가전 기기와 같이 각 홈 에너지 소비 장치의 상세한 전력 소비를 관

리할 수 있는 센서 장치이다 미터링 센서로부터의 정보는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프로파.

일을 기반으로 전달된다.

홈게이트웨이

홈게이트웨이는 홈 환경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장치들을 외부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

도록 하는 장치이다 홈게이트웨이는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ESI, Energy Service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Interface) .

인터페이스 디바이스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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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홈네트워크 장치들과 외부의 전력 공급사 또는 기반의 에IP

너지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서 보안성을 갖는 상호 연동성을 가지고 에너지 관리 기능과

지능화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장치는 원격 부하 제어 분산 전원에 대. ESI ,

한 모니터링 및 제어 통합된 홈 에너지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홈네트워, .

크 디바이스들과의 통신기능을 통해 인증 및 정보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 휴대 디바이스

개인 휴대 디바이스는 기반의 무선 네트워킹 기능을 통하여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를IP

제공하는 장치이다 개인 휴대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은 또는. WIFI 3G/4G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정보에 대한 접근 기능을 제공한다WCDM/WiBro .

기능적 파워 그리드 연동 구성 요소8.2 -HAN

유틸리티 홈 서비스8.2.1 -

수용가 미터링

디지털 홈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수용가의 전력 소비 기기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여 관리

하는 것이 권고된다 측정된 전력 소비량은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가 미터링은 과금을.

위해 사용되는 미터링과 에너지 관리 기능 및 전력 거래 및 전력 공유 기능을 포함AMI

하는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 기기에 대한 상세한 전력 미터링을

제공하기 위한 서브 미터링의 두 가지 미터링 방식이 제공된다.

수요 반응

수요 반응은 주요 기간에 수용가 디바이스의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시장의 가격에 반응하

여 전력 소비를 소비자가 줄일 수 있도록 전력 에너지의 공급 조건에 반응하여 소비자의

전력 소비를 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방법과 유사하다 수요 반응은 소비자로 하여금 저.

력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전력를 위한 최대 수요를 줄이도록 하는 소비자 동,

기부여 방식의 제어 방법이다 수용 반응에는 비상 상황 수요 반응과 경제적 개념의 수요.

반응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경제적이 측면에서의 수요 반응은 유틸리티 사업자로 하여.

금 매일매일의 시스템의 최대 수요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디지털 홈 환경에서 수.

요 반응 서비스는 스마트 미터 시스템과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

비스이다.

부하 제어

부하 제어는 수요 반응 메시지를 기반으로 피크 부하 시간 구간 동안 에너지 사용을 줄이

게 하는 효과가 있는 기능이다 부하 제어 신호는 홈 전력 에너지 소비 기기들을 제어하.

기 위하여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바이스들에게 보내져야 한다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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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정보

수요 반응 부하 제어 및 에너지 관리 서비스와 같은 대부분의 홈 에너지 서비스는 실시,

간 요금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유틸리티 사업자와 스마트.

미터 또는 유틸리티 사업자와 에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 간의 요금 정보를 통해 선택(ESI)

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격 정보들은 기반의 에너지 서비스 사업제에. IP

의한 실시간 요금 정보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

경우는 실시간 가격 정보는 유틸리티 사업자로부터의 실시간 요금 정보를 기본으로 제공

되는 것이 권고 된다.

메시지 전달(Messaging)

다양한 메시지들이 유틸리티로부터 특정 수용가들에게 또는 특정 수용가 그룹의 소비자들

에게 전달된다 그러한 동작들이 유틸리티 사업자들에 의해 홈네트워크 디바이스들에게.

문자 형태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요반응 메시지 가격 정보 과금 서비스와 같은 것. , ,

들은 이러한 메시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스마트 에.

너지 프로파일의 형태로 전달되어져야 한다.

과금

과금 정보 메시지는 메시지의 타입에 따라 개별 디바이스들 또는 개별 디바이스의 그룹별

로 또는 개별 수용가 또는 개별 수용가의 그룹별로 보내질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 홈 서비스8.2.2 -

본 표준에서 언급하는 에너지 관리는 홈을 포함한 수용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전달 및

스마트 전력 소비기기에 대한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물리적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에너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그 자체는 에너지 정보 데.

이터를 수집하고 수용가 홈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홈서버 홈게이트웨이. , ,

셋톱박스 월 패드와 같은 가정에 설치된 하드웨어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

될 수 있다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정보는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에너지. IP

서비스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에너지 정보는 에너지 저장 상태 에너지소비 디바이스에 의해 소비된 전력 에너지의 양, ,

스마트 리뉴어블 장치에 의해 생산된 전력 에너지의 양 및 그 스마트 리뉴어블 장치의 상

태 및 제어 및 관리를 위한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 정보들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수용가로부터 또는 수용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본 표준에서는 스마트 리뉴어블 및 전력 저장 장치의 제어 및 관리를 통하여 수용가들에

게 지능화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자 한다 디지털 홈 환경에서 전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의한 스마트 리뉴어블 및 전력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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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대한 관리는 홈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표준 작성 공헌자

표준 번호 : TTAK.KO-04.0127

이 표준의 제 개정 및 발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헌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위원회 및 직위
연락처

등(E-mail )
소속사

과제 제안

박완기 위원PG214 wkpark@etri.re.kr ETRI

이일우 위원PG214 ilwoo@etri.re.kr ETRI

김형수 위원PG214 hans9@kt.com KT

문경덕 위원장PG214 kdmoon@etri.re.kr ETRI

표준 초안 제출

박완기 위원PG214 wkpark@etri.re.kr ETRI

이일우 위원PG214 ilwoo@etri.re.kr ETRI

김형수 위원PG214 hans9@kt.com KT

문경덕 의장PG214 kdmoon@etri.re.kr ETRI

표준 초안 검토

문경덕 의장PG214 kdmoon@etri.re.kr ETRI

외 프로젝트그룹 위원

표준안 심의

민경선 전송통신 기술위원회 의장 minks808@paran.com KTCS

외 기술위원회 위원

사무국 담당

박정식 - jspark@tta.or.kr TTA

이혜진 - hjlee@tta.or.kr TTA



정보통신단체표준 국문표준( )

에너지 관리를 위한 파워 그리드 연동 표준 모델-HAN

(Power Grid-HAN Interworking Model for Energy Management)

발행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발행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463-824, 267-2

Tel : 031-724-0114, Fax : 031-724-0019

발행일 : 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