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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용 맞춤형 

전력피크 제어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daptive Home Power Peak-Cut Control System 

Using Power Line Communication

김 상 동*․박 지 호**․김 동 완†

(Sang-Dong Kim․Ji-Ho Park․Dong-Wan Kim)

Abstract - In this paper, adaptive home power peak-cut control system is developed using PLC. The developed scheme 

provides monitoring of power usage, power peak-cut control and additional function. In test bed, zone is presented by 

bedroom, living room, kitchen and bathroom. And individual load is presented by lighting, heater and fan in zone. In 

developed scheme, zone control is implemented by single PLC modem. And individual load control is implemented by key-map 

table. In addition, power peak-cut control system S/W, which can perform setting of power peak, power peak-cut control and 

monitoring of power usage.

Key Words : Power peak-cut, Power line communication, Key-map table, Adaptive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Tongmyong University, Korea 

E-mail : dongwan@tu.ac.kr

*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Tongmyong Univerity, Korea 

**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orea 

Received : September 3, 2015; Accepted : December 15, 2015

1. 서  론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

라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 달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망의 효율적 운용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고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성 및 편리성을 추구하는 

지능형 전력망 관련 기술이 주목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능형 전

력망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써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 

가치의 녹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1-4]. 또한, 산업통상자원

부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2년

까지 국내 전력소비 현황은 전력소비는 약 93[%] 증가하였으며, 

총 에너지소비는 약 38[%] 증가한 것으로 이는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이 1.0[%] 증가한 것에 반하여 연평균 5.3[%]의 전

력소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5]. 이에 따라 전력대란에 의

한 블랙아웃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능

형 수요관리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

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전력망기술 중 EMS(Energy Management 

System)는 최근 정부의 건물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IT기반의 ESCO 시범사업의 진행으

로 기존 건축물에서의 EMS 구축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의 활성

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능형 건물 에너지 관리 분야 시장은 수요

자인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의 사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표

준화된 기술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각 건물의 특징에 적합한 시

스템 구축 기술이 중요한 요소이다.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 시

장이 부상함에 따라 IT서비스업체 및 통신업체까지 에너지 절감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EMS 연

구개발 분야는 주로 건물 및 공장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용 EMS의 연구개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통산자

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기준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건물유형 별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국내 주택용 총 

에너지 사용량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용 및 특히 소규모 주택

용 EMS의 연구개발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6].

본 논문에서는 주택용 EMS인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소규모 주

택용 맞춤형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

된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은 전력량 모니터링 기능, 전력피크 제어

기능 및 기타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은 일반적인 소규

모 주택으로 존은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의 4개로, 개별부하는 

각 존별로 동일하게 조명, 히터 및 팬으로 구성한다. 기존에 다수

의 개별 전력선 통신모뎀을 이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인 비용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각 존별로 1개의 전력선 

통신모뎀을 이용하여 해당 존의 부하를 제어하며[7-9], 해당 존

의 개별부하는 키맵 테이블을 이용하여 제어한다. 또한, 단계별 

전력피크 설정 및 이에 따른 전력피크 제어의 수행과 존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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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별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그 값을 Display 하는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를 개발한다.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용 맞춤

형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은 전력량 모니터링 기능, 전력피크 제어

기능 및 기타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전력량 모니터링 기

능은 존별과 각각의 개별부하의 전력 사용량을 스마트 미터로부

터 전력선통신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한다. 전력피크 제어기능은 

수용가별로 맞춤형 전력피크의 설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맞춤형 

전력피크 설정 값에 따라 상, 중, 하의 3단계로 전력피크 제어

S/W에 의하여 제어를 수행한다. 

각 단계별 전력피크 제어를 위해서는 존별 또는 개별부하별로 

자동으로 부하를 제어하며, 존별로는 1개의 전력선통신 모뎀을 

이용하고 개별부하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키맵 테이블을 이

용하여 부하를 제어한다. 또한, 사용자가 수동으로 존별 또는 개

별부하별로 부하를 제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기능으로는 

총사용량, 존별 및 개별부하별로 전력 사용량을 Display 하는 기

능과 향후 통합 전력피크 관리기능 구현을 위한 DB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력피크 제어부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력피크 제어부의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power peak-cut control system

수용가별 맞춤형 전력피크 설정에 의한 단계별 전력피크 제어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사용자가 상, 중, 하 3단계로 전력피

크 값과 단계별 해당 존을 설정하면 스마트 미터로부터 현재 부

하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후 현재의 전력피크 단계를 판단하고 각 

단계별로 설정된 해당 존을 선택하여 해당 존 내의 개별부하를 

제어한다.

그림 3과 그림 4는 그림 2의 단계별 전력피크 제어알고리즘에 

의한 존과 개별 부하제어 개념도와 흐름도를 각각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은 기

존에 다수의 개별 전력선 통신모뎀을 이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인 

비용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림 3과 같이 각 존별로 1개의 

전력선 통신모뎀을 이용하여 해당 존의 부하를 제어하며, 해당 

존의 개별부하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 5의 키맵 테이블

을 이용하여 제어한다.

그림 2의 단계별 전력피크 제어알고리즘에 의하여 단계별 부

하제어 신호를 첫 번째 존의 전력선 통신모뎀이 수신하면 그림 

4와 같이 사용자가 미리 단계별로 설정한 해당 존을 확인한 후 

만약 일치한다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 5의 키맵 테이블

의 내부 ID를 확인하여 개별부하를 제어한다. 만약 현재의 단계

에서 첫 번째 존이 해당 존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력선 통신모

뎀은 단계별 부하제어 신호를 출력만 하고 개별부하 제어를 수행

하지 않으며, 이렇게 출력된 부하제어 신호는 두 번째 존의 전력

선 통신모뎀이 수신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단계

별 전력피크 제어를 수행한다.

               (a) 제어알고리즘

               (a) Control algorithm

             (b) 알고리즘 프로그램

              (b) Algorithm program

그림 2 단계별 전력피크 제어알고리즘

Fig. 2 Step-by-step power peak-cut control algorithm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용 맞춤

형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의 시제품은 그림 6과 같다. 일반적인 소

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존은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의 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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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으며, 각 존별로 1개의 전력선 통신모뎀과 개별부하는 

동일하게 조명, 히터 및 팬으로 구성하였다. 

외부로부터의 부하제어 신호는 각 존의 전력선 통신모뎀으로 

전달되고, 각 존별로 Ethernet To Serial 보드는 전력선 통신모

뎀의 TCP/IP 출력을 메인 컨트롤러의 RS-232와 인터페이스 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존/개별 부하제어 개념도

Fig. 3 Concept of zone/individual load control

그림 4 존/개별 부하제어 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zone/individual load control

L R1등1 R2등2 …. 주방등1 …. 화장실등1 ….

ID R1L1 R2L2 …. KL1 …. WL1 ….

S R1S1 R2S2 …. KS1 …. WS1 ….

M PN1 PN2 …. PN3 …. PN4 ….

on/off on off …. on …. off ….

그림 5 키맵 테이블

Fig. 5 Key-Map table

       (a) 시스템 구성도

       (a) Block diagram of developed system

      (b) 시스템 외형도

      (b) Configuration of developed system

           (c) 내부 결선도

           (c) Circuit of developed system

그림 6 시제품

Fig. 6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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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존별 개별부하를 직접 제어하는 메인 컨트롤러와 릴

레이 보드의 회로도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메인 컨트롤러의 사

양은 다음과 같다.

1) Power Spec: DC 5V~24V / 200mA(Max.)

2) Maximum Switching Power: 1,250VA, 150W

3) Maximum Switching Voltage: 250VAC / 30VDC

4) Maximum Switching Current: 5A

5) Surge Breakdown Voltage: 4,000V

6) Output: Relay 8-ch

7) Interface: GPIO 8-ch

8) Operating Temperature: -10~60℃

                (a) 메인 컨트롤러

                (a) Main controller

                  (b) 릴레이 보드

                  (b) Relay board

그림 7 메인 컨트롤러와 릴레이 보드의 회로도

Fig. 7 Circuit of main controller and relay board

전력량 모니터링 기능, 전력피크 제어기능 및 기타 부가기능을 

수행하는 전력피크 제어시스템 S/W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의 

전력피크 제어시스템 S/W는 단계별 전력피크 설정 및 이에 따른 

전력피크 제어의 수행과 존별, 개별부하별 전력사용량을 모니터

링 하고 그 값을 Display 하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전력피

크 제어시스템 S/W의 단계별 전력피크 설정에 따른 부하제어 신

호는 전력선 통신모뎀을 통하여 그림 6(a)의 각 존별 전력선 통

신모뎀으로 전달된다.

       (a) 단계별 전력피크 설정

       (a) Step-by-step setting of power peak

           (b)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b) Monitoring of power usage

             (c) 전력사용량 그래프

             (c) Graph of power usage

그림 8 전력피크 제어시스템 S/W

Fig. 8 S/W of power peak-cut control system

먼저 그림 8(a)는 단계별 전력피크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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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

      (a) S/W of power peak-cut control system

                 (b) 테스트 베드

                 (b) Test bed

그림 10 정상 상태

Fig. 10 Steady state

8(a)의 ①부분은 사용자가 상, 중, 하 3단계의 단계별 전력피크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전력피크 상 단계의 값이 설정되면 중 단계의 

값은 상 단계의 값 이상이 될 수 없으며, 하 단계의 값 역시 중 

단계의 값 이상이 될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그림 8(a)의 

②부분은 8(a)의 ①부분에서 설정된 상, 중, 하 3단계의 단계별 

전력피크 값에 따른 단계별 존 제어 설정으로 전력피크 상 단계 

시 제어 가능한 존이 중 단계 시 제어 가능한 존보다 많을 수 

없으며, 중 단계 시 제어 가능한 존 역시 하 단계 시 제어 가능

한 존보다 많을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8(b)는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으로 

그림 8(b)의 ①부분은 현재의 전체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여 

Display 하는 기능을, 그림 8(b)의 ②부분은 현재의 존별 전력사

용량을 모니터링 하여 Display 하는 기능을, 그리고 그림 8(b)의 

③부분은 해당 존의 개별부하의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 하여 

Display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그림 8(b)의 ④부분은 현재 

상태의 전력피크 단계를 모니터링 하여 Display 하며, 그림 8(b)

의 ⑤와 ⑥은 그림 8(a)의 단계별 전력피크 설정과 상관없이 사

용자가 존 및 개별부하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8(c)는 그림 8(b)의 존별 전력사용량을 그래

프로 Display 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림 8(c)

의 ①부분에서 그래프로 Display 하는 존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리고 그림 8(c)의 그래프는 그림 9와 같이 향후 통합 전력피크 

관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DB로 저장된다. 그림 9의 DB에는 존

별 전력사용량 뿐만 아니라 각 해당 존별 개별부하의 전력사용량

도 저장된다.

그림 9 전력사용량 DB

Fig. 9 DB of power usage

3. 성능 시험

본 논문에서 개발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용 맞춤

형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상, 중, 하 각 단계

별 전력피크 설정에 따른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성능 시험의 

조건인 상, 중, 하 각 단계별 전력피크 설정 값은 그림 8(a)와 동

일한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10은 전력피크의 단계가 정상인 상태로 모든 존의 부하

가 사용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10(a)의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에서는 각 존별 및 개별부하별 전력사용량과 전

체 전력사용량을 Display 하고 있다. 또한, 설정된 조건에 상관없

이 사용자는 원하는 존 또는 개별부하를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에서 임의로 off 할 수 있다.

그림 11은 전력피크 단계가 중인 상태로 그림 11(a)의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에서 전력피크 단계는 중을 표시하고 있으

며, 그림 8(a)의 조건에 따라 방과 거실의 모든 부하는 off 되고, 

주방과 화장실의 부하만 사용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설정

된 조건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그림 11(a)의 전력 피크 제어시스

템 S/W에서 현재 사용 중이지 않은 방과 거실 전체 또는 개별부

하를 on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주방과 화장실 전체 또는 개별부

하를 off 할 수 있다. 그림 11(a)의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에

서 모든 부하가 off 된 방과 거실의 표시 전력사용량은 off 되기 

직전까지의 전력사용량을 표시하는 것이며, 제작된 테스트 베드

의 각 존의 부하는 동일하게 조명, 히터, 팬으로 구성하였기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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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

      (a) S/W of power peak-cut control system

                (b) 테스트 베드

                (b) Test bed

그림 11 중 단계

Fig. 11 Middle step

존별 전력사용량은 동일하다.

그림 12는 전력피크 단계가 상인 상태로 그림 12(a)의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에서 전력피크 단계는 상을 표시하고 있으

며, 그림 8(a)의 조건에 따라 방, 거실, 주방의 모든 부하는 off 

되고, 화장실의 부하만 사용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설정된 

조건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그림 12(a)의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에서 현재 사용 중이지 않은 방, 거실 및 주방 전체 또는 개

별부하를 on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화장실 전체 또는 개별부하

를 off 할 수 있다. 그림 12(a)의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 역

시 모든 부하가 off 된 방과 거실 및 주방의 표시 전력사용량은 

off 되기 직전까지의 전력사용량을 표시하는 것이며, 제작된 테스

트 베드의 각 존의 부하는 동일하게 조명, 히터, 팬으로 구성하였

기에 각 존별 전력사용량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그림 13은 전력피크 단계가 상인 상태에서 존별 

전력사용량을 그래프로 Display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림 13의 ①은 방과 거실의 전력사용량을 그래프로 Display 하는 

것으로 전력피크 단계가 하에서 중 단계로 전환된 이후에는 모든 

부하가 off 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전력사용량 그래프가 상승하

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전력 피크 제어시스템 S/W

      (a) S/W of power peak-cut control system

                (b) 테스트 베드

                (b) Test bed

그림 12 상 단계

Fig. 12 High step

그림 13의 ②는 주방의 전력사용량을 그래프로 Display 하는 

것으로 전력피크 단계가 중 단계까지는 모든 부하가 on 상태이

었으나 전력피크 단계가 중에서 상 단계로 전환된 이후에는 모든 

부하가 off 상태이므로 더 이상 전력사용량 그래프가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의 ③은 화장실의 전력사용량을 그래프로 Display 하

는 것으로 전력피크 단계가 상인 상태에서도 그림 8(a)의 설정에 

따라 모든 부하가 on 상태이므로 전력사용량 그래프가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3의 ④

는 총 전력사용량으로 역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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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상 단계에서의 전력사용량 그래프

Fig. 13 Graph of power usage in high step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용 맞춤형 전

력피크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은 전력량 모니터링 기능, 전력피크 제어기능 및 기타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은 일반적인 소규모 주택으로 존

은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의 4개로, 개별부하는 각 존별로 동

일하게 조명, 히터 및 팬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에 다수의 개별 전

력선 통신모뎀을 이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인 비용증가 등을 개선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각 존별로 1개의 전력선 통신모뎀을 

이용하여 해당 존의 부하를 제어하였으며, 해당 존의 개별부하는 

키맵 테이블을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또한, 단계별 전력피크 설정 

및 이에 따른 전력피크 제어의 수행과 존별, 개별부하별 전력사

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그 값을 Display 하는 전력피크 제어시스

템 S/W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소규모 주택용 맞춤

형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상, 중, 하 각 단계별 전력피크 설정에 따른 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 각 전력피크 단계별로 전력피크 제어시스템의 정확한 동작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논문에서 개발된 전력피크 제어시

스템을 실제 소규모 주택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

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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