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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에 대해 서술한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이들 중 많은 부분은 에너지 생산, 소비, 전달 단계에서 사용하는 장비 자체의

효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ICT 적용은 획일화된 연구 방향에서 벗어나 기존

에 고려 대상이 아니던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은 대량의 에너지 및 환경 데이터 연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관성이 불분명하던 데이터 간의 경향성을 찾아내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 절감 방안 모색에 도움

이 되며,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본고는 에너지 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빅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실제기업및프로젝트사례들을소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주요용어: 빅데이터, 사례조사, 에너지, 융합, 정보통신기술.

1. 서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지난 몇 세기에 걸쳐 논란이 되어왔다.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래 전 세계적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 일로를 걸어왔다. U.S. En-

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에서발간한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2013)에따

르면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1990년 400 quadrillion (4 × 1017) BTU에서 2010년 524 quadrillion

BTU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 30년간 820 quadrillion BTU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40년까지의에너지사용량증가의 85%는비OECD 국가에서일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

으며, 그 원인으로는 OECD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도달한 반면 비OECD 국가들은 경제

적성장과인구수증가의여지가남아있다는점이지목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각종 발전소의 설립으로 이어졌

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제외한 기존의 화력,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생산 과정에

서 부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방사능 오염 물질 생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신재생 발전 설

비 역시도 발전소 설립을 위한 환경 파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발전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따르게

되는 환경 오염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외부 비용 (external cost)이라고 정의한다. G8 R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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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각 발전 방식에 따르는 외부 비용을 유럽의 경우에 대해 정리하였다.

Dincer (1999)는 에너지 사용 및 공급에 따르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오염에 의한 비용 부과의 예로는 Bu와 Jeong (2011)이 분석 연구를 수행했던 온실가

스 발생에 의한 탄소배출권 가격 등이 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은 절감량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감소 측

면이외에도환경오염과같은다양한사회비용측면에서직간접적인경제적이득을제공할수있다.

경제적측면에서에너지사용량의증가는산유국과비산유국, 선진국과개발도상국등다양한사회간

의 경제적 및 에너지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Dincer (2000)는 기존의 연구를 인용해 25%의 인구

가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75%를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5%의 에너지만으로 생활을 지속해야하

는 75%의 인구에 있어 에너지 절감 기술은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도 삶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

이다.

본고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nfor-

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융합에대해서술한다. 에너지기술과 ICT의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은 생산 (supply)과 소비 (demand)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생산 및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기

반 접근은 기존에 연관성이 불분명하던 데이터 간의 경향성을 찾아 에너지 절감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

며, 나아가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로이어질수있다.

본고에서는 성공적으로 에너지 기술과 ICT를 융합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당 사례에서 제공하는 빅

데이터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의 2절에서는 에너지 기술 분야에

서의기존연구방향과 ICT와의융합연구방향에대해서술한다. 이어 3절에서는에너지 ICT 융합연

구의 대표적 사례들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에너지 ICT 융합 연구에 의한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설

명하고, 이어 5절에서 관련 사례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2. 에너지 ICT 융합

2.1. 기존 연구 방향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있어 발생 가능한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

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어왔다. 많은 연구 방안들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 소비, 전달하는 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과 전기전자공학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분야에서 이루어졌

다.

에너지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산 (발전), 전달 (송배전), 소비의 세 단

계를 거치게 된다. 각 단계에서는 각종 기계적/전기적 장비들이 도입되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다. 장비의 효율 향상을 통해 생산, 소비, 전달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일반적인연구방향이다.

한 예로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는 Table

2.1과같다.

Table 2.1 Electricity transmission step from the supply side to the demand side (case of a residential building)

Type Supply Transmission/ Distribution Demand

Facilities

Thermal power palnt
Transformer

HVAC

Windmill Refrigerator

Water turbine
Power line

Electronics

Photovoltaic cell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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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에서는 화력, 풍력, 수력, 태양광 등 다양한 발전 설비가 사용된다. 각 설비의 발전 효율

은 화력 발전의 경우 30 50%, 풍력 97%, 수력 85 95%, 태양광 15 25% 정도인 것으로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2014)에의해조사되었다. 이중효율이낮으면서도가장많이사

용되고 있는 화력 발전의 경우 긴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론적 한계로 인해

효율향상이지연되고있다.

송배전 단계에서는 전선을 통한 송전 및 변전소에서의 변전이 수행된다. 해당 단계에서의 송배전손

실율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oss rate)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The World Bank Group

(2015)의정리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를비롯한선진국의경우 10% 미만으로낮은수치를나타낸다.

사용자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단계에서는 각 가정에 존재하는 냉난방공조설비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조명설비, 각종 가전제품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해당 단계에서의

에너지효율은다양한가전제품의종류만큼이나다양한수준을나타낸다.

일반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예시처럼, 기존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설비 효율 증대 연구는 일

정 부분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에너

지기술과정보통신기술간의융합연구가수행되고있다.

2.2. 에너지 ICT 융합 연구

기존의획일화된에너지기술연구방향에서벗어나, 새로운분야에서의에너지절감방안을도출해내

기위하여정보통신기술이사용되고있다.

ICT라는 약자로 표기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기술

(communication technology; CT)을 합친 용어이다.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두 기술의 융합을 나타내

는 용어는 Corey (1983)의 저서 등 1980년대 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80년대 후반에 들어 점

차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해당 용어의 약자는 1989년 Castell (1989)에 의해 IACT라고 제시되기

도 하였으나, 동 시기부터 Freeman (1989) 등에 의해 제시된 ICT라는 약자가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

다. ICT라는 용어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Stevenson (1997)의 영국 학교에 대한 ICT 적용 리포트이

며, 2000년대 들어 영국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1999)에서 국가 교육 과정에

ICT를반영하면서유명해졌다.

정보통신기술은 IT에가까운기술이나, 정보의생산및응용에중점을둔 IT에비해 CT 측면에서정

보의 전달 역시도 강조하고 있다.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센서 및 각종 장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

스및서버, 전달하기위한네트워크프로토콜및미들웨어등이 ICT의주연구분야에포함된다.

에너지 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은 기존의 정체되어있던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서로 다른 건물 및 장비간의 에너지

거래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의 공급 및 수요 예측을 통한 효과적인 에

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

양한부분에서의에너지절감을목표로하는것이가능하다.

3. 에너지 ICT 융합 사례

3.1.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SG)는 에너지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대표적 사례이다. 기존의 전

력망에 IT와 CT를결합하는것으로전력공급자 (supplier)와소비자 (consumer)간정보를수집및교

환하고, 최적화된전력공급및소비수행을그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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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대 후반 AC 전력망이 건설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전력망에서 공급하는 전력 용량은 점차

증가되어왔다. 대부분의 전력 사용량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집중된데 반하여, 발전소들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발전 원료의 공급이 용이한 채굴지역이나 댐 주위에 자리하게 되었다. 발전소와 수요

지역 간의 거리 문제로 인하여 전력망의 역할은 점차 중대해진 한편, 장거리로 인한 정보 전달의 어려움

을극복하고수요및공급정보를교환할수있는방법론이대두되었다.

전력망에서 전달되는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용가에서의 전력 사용량이

다. 요금 부과를 위해 각 사용자의 전력 사용량이 측정되며, 전체 생산량을 상위하는 수요에 의한 정전

(blackout)을방지하기위하여시간대별다른요금제가도입되었다.

Farhangi (2010)가 서술하였듯이 전력망에서의 전체 에너지 소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전력망에서의 정보 전달은 수용가에서 발전소로의 일방 전달이며, 이마저도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다. 전력 생산업체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전력 부족은 곧 지역적 혹은 전국적인 정전으로 이어진

다. 정전 방지를 위해 발전 업체들은 예상되는 피크 전력에 추가적으로 예비 전력을 생산하는 한편, 피

크 전력 사용량이 발생하는 낮 시간 동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전력 요금 차등을 도입

하고 있다. 시간에 따른 전력 요금 차이는 분명 피크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데 있어 효과가 있으나, 실시

간양방향정보전달이이루어지지않는현상황에서는세분화가어렵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전력 사용량의 증가는 전력 사용량 감소를 위한 발전 업체들의 노력으로 이어졌

으며, 이는 곧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전력망에서의

IT와 CT 적용의두부분으로나눌수있다.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수용가에서 생산자 방향으로 전력 사용량이 전달되어야 하며, 실시

간 전력 생산량 및 총 사용량에 따른 실시간 요금이 적용되어 수용가로 전달되어야 한다. 수용가와 생

산자 사이의 실시간 통신을 위하여 CT에 기초한 미터링 장치들이 개발되었다. 앞서 언급된 Farhangi

(2010)가 서술한 것처럼, 과거 사용되던 기계 장치 기반 미터링 장치는 수용가의 실시간 전력 사용량

을 생산량을 생산자에게 전달 가능한 자동화 미터링 장치 (automated meter reading; AMR) 장치로

변경되었으며, 양방향 통신과 제어가 가능한 발전된 검침 인프라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IT를통한스마트그리드의역할은 Cecati 등 (2010)의리뷰논문에서확인할수있다. ICT를적용하

여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취합하고 전력망의 제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에 불가능하던 다양한 기능들

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자동화의 주요 기능으로 반응형 전

력 조정, 비상 상황에 대한 분산 발전, 네트워크 재배치, 시스템 복구, 수요 측면 관리, 고장 및 안정성

진단등을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는 조사 기관에 따라 BNEF (2013) 자료에서 2018년

$25.2 billion, Frost와 Sullivan (2011) 자료에서 2017년 $125.15 billion 등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경우 KSGI (2012) 자료에서 2016년 9.67조원에해당하는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국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대표 사례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주도 스

마트그리드실증단지가 존재한다. 해당 사업의 요약 정보는 KSGI (2012) 자료에 서술되어 있으며, 스

마트그리드 내 5개 연구 분야에서 사업화를 목표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종 보급사업과

2015년부터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통해다양한서비스모델발굴과신서비스창출을시도하고있다.

3.2.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EMS)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사용량 절감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건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BEMS, 공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FEMS, 캠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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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할경우 CEMS 등 xEMS 형식의약자를사용한다.

xEMS 중기본에해당하는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는

건물 관리에 ICT 기술을 적용한 관리 및 제어 솔루션이다. EIA (2013)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상업

및 주거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건물 분야의 에너지 소비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에너지 낭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건물 분야에서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각 건물에는 관리자가 존재하나, 숙련되

지 않은 관리자의 지식으로는 건물 내 설비 제어에 한계가 존재한다. 관리자의 판단에서 벗어나 시스템

적으로 건물 분야의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자동

화된건물제어를가능하게하는건물자동제어시스템 (Building Automation System)과한층더나아

가수집한데이터에대한분석까지수행해주는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주로삼고있다.

BEMS라는 용어는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산하의 Energy in Buildings and Commu-

nities (EBC) Programme에서 1987 88년 발간한 EBC (1987) Annex 16과 EBC (1988) Annex 17에

서공식적으로사용하면서널리알려지게되었다. 해당 Annex 들에대한보완이 1990년대초까지이루

어지는한편, EBC (1991) Annex 25, EBC (2001) Annex 40, EBC (2008) Annex 53 등에서직간접적

인후속연구가이루어졌다.

BEMS의 주요 기능은 대상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집 정보에

대한 분석, 실시간 제어 수행이다. 이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고장 요인 확인 및

사용자에게유용한데이터를제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Navigant Research (2015)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BEMS 시장은 2015년 $2.4 billion에서 2024년

$10.8 billion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하니웰, 지멘스나, 존슨컨트롤, 슈나이더 등의 유

수 기업들이 xEMS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 주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

서도 xEMS 시장의 성장에 맞춰 삼성물산, LG CNS, 포스코ICT, SK텔레콤, KT 등 많은 기업과 한

국전자통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소들이 xEMS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 경우 최근 20년간 특허 출원 및 논문 게재에 있어 세계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Figure 3.1은

2015년까지출원된전세계 xEMS 특허수를출원기업별로묶은히스토그램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은 GE에이어세계 2위수준을차지하고있다.

Figure 3.1 World xEMS patent histogram (∼2015)



1146 Jongwoo Choi · Il Woo Lee

3.3.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은 가전제품, 전자기기, 자동차, 스마트홈 등 다양한 사물

(thing)들의 네트워크 연결을 의미한다. 통신기술의 발전, 센서 모듈의 소형화 및 저전력화, 통신 시장

의 성장과 사용자 부담 비용 감소 등은 네트워크의 발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으며, IoT의 보급으로 이

어지는계기가되었다.

Gubbi 등 (2013)의 연구에 따르면 IoT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99년 Ashton의 발표이

다. Ashton (2009)은 2009년 RFID 저널기고문에서그사실을밝혔으며, 당시에는공급체인 (supply

chain)을설명하기위해해당용어를사용하였으나이후많은발전이이루어졌다고서술하였다.

현재의 IoT에 대한 설명은 Atzori 등 (2010)의 연구에 잘 서술되어있다. 인터넷 관점에서의 사물

인터넷은 각 사물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프로토콜 (internet protocol; IP)를 규정하고 총합

하여 사물 웹 (Web of things; WoT)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물 관점에서의 사물인터넷은 각 사물

에 RFID, Wifi, Bluetooth 등의 통신 모듈을 포함시켜 기존 독립적으로 작동하던 사물 간 인터넷 연

결 작동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관점과 사물 관점에서의 사물인터넷 융합은 만물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 IoE)을가능하게하고각사물간의통신을목적으로한다.

인터넷 관점과 사물 관점의 사물인터넷이 통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정보기술 중점의 의미론

(semantic) 관점에서의 사물인터넷은 많은 사물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

고있다. 효과적인사물인터넷의구축은각사물간의연동작동을가능하게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사

람의생활을편리하게만드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사물인터넷 적용은 앞서 설명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이 해당된다.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장치들을 통신망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제어에 반

영하여효과적인관리를수행할수있다.

Google (2014)의 경우 2014년 1월 사물인터넷 벤쳐기업인 네스트랩 (Nest Labs) 인수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3.2 billion이라는 인수 금액은 모토로라에 이어 두 번째

로 큰 인수 금액으로, 구글이 사물인터넷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

다. 네스트랩에서 개발한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는 센서와 Wifi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 기반 온도

조절 장치이다. 사용자는 네트워크 기반에서 원격으로 보일러 작동 온도를 조정 가능하며, 온도와 보일

러 사용 내역은 해당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달된다. 온도 조절 장치는 사용자의 조작 수행 패턴을

학습하고초기데이터적산기간이후에는학습한패턴에기반하여자동적으로집안온도조절을수행한

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온도 조절을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도 쾌적한 난방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Nest Labs (2014)는 같은 해 6월 외부 사용자들에게 개발 플랫폼을 공개하는 것으로

외부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홈 플랫폼과 생태계는 구글의 새로운 비

즈니스모델로자리잡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에너지 ICT 융합 빅데이터 서비스

4.1.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관리 도구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빅데이터의 정의는 문헌 및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내려져 하나로 정의

하기어려우며, 다만대량의데이터와그관리기술이라는사항만이공통점을이루고있다.

빅데이터의 정의 중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Laney (2001)가 2001년 주장한 3V 모델이다. 해

당 모델은 급격한 데이터 증가 속도 (velocity), 대용량 데이터 (volume),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vari-

ety)라는 3V를 빅데이터의 기본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Laney (2012)는 이후 빅데이터를 의사 결정,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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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이해,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분석기법이 필요한 대용량, 빠른 증가속도, 높은 다양성을

갖는 데이터라고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놓았다. 이 3V 모델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이나, 정확

성 (veracity), 가치 (value), 유효성 (validity), 가시성 (visibility)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켜 nV 모

델로설명하기도한다.

빅데이터의 기반인 3V에 대한 정의가 2001년에 나온데 비해, 해당 기술이 유망하다고 전망되기 시

작한 것은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최근의 일이다. Kim과 Cho (2013)는 빅데이터에 대한 급격한 관심

의 원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효율적인 저장 및 분석 기술의 발전, 기술격차의 감소로 인해 치열

해진 경쟁을 들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 생산 및 수집이 가능해졌으며, Hadoop이나

NoSQL 같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통계학에서 사용하던 방법론을 기존의 빅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 기술

의 발전은 다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통계학적 기법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술경쟁이 치열해진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기존의 기업 간 기술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기술 격차

의 감소로 인해 작은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경쟁 상황에서 각 기업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은 점

차늘어나게되었고, 이에빅데이터기술이각광받게되었다.

빅데이터의세계적시장규모에대해서는많은보고서가발간되어있으나, 빅데이터에대한정확한정

의가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그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Forbes (2014)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

사 기관인 IDC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시장이 2015년 $125 billion에 도달

할것으로예측하였다.

빅데이터는 분명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미래 유망 기술이나, 그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기업체들이 별다른 전문성 없이도 빅데이터를 지

원한다고 나서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해도 수집할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는빅데이터를통한이익창출이어려워주의를요한다.

빅데이터를분석하는방식은수집된전체데이터를한번에분석하는배치분석방식과실시간으로수

집되는데이터에대한실시간분석의두방식이존재한다.

4.2. 배치 분석

텍스트 마이닝으로 대표되는 배치 (batch) 분석 방식은 정해진 분량의 데이터를 각종 통계 기법을 활

용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이후 분석하는 배치 분석 방식은 분석

할데이터의크기가정해져있으며실시간성이보장되지않아도되는경우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배치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는 하둡 (Hadoop)이다. Ghemawat 등 (2003)이

공개한구글의파일시스템논문을바탕으로개발된하둡은아파치라이센스를따르는오픈소스분산컴

퓨팅프레임워크및파일시스템으로서전세계적으로빅데이터분석에있어가장널리사용되고있다.

하둡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Hadoop Distribution File System; HDFS)을 사용하여 서버 각 노

드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 및 복사본 생성을 수행한다.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Dean과 Ghemawat

(2008)이 공개한 Map-Reduce 방식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분산 컴퓨팅을 수행한다. 하둡을 효과

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데이터분석로직을 Map-Reduce 형식에맞춰개발할필요가있다.

하둡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Amazon, Dell, IBM, Cloudera 등이 있다. 이 중 Cloudera

(2015)와 IBM (2015)의 경우 각각 하둡 기반으로 만든 자체 플랫폼을 사용하여 기업 소비자들에게 빅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Opwer / Vestas가 해당 각 플랫폼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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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시간 분석

서버를운영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로그데이터에대한분석을수행하고자할경우, 실시간으로증가

하는 데이터의 양이 문제가 된다.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배치 분석으로 분석하려고 할 경우 분

석 시점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전체에 대한 배치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종료 시점

에서 다시 분석 시간 동안 추가된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배치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

러한 방식으로는 원활한 실시간성을 보장받기가 어려우며, 기존의 Hadoop 위주의 배치 분석이 아닌 실

시간분석방식이연구되었다.

실시간 분석 방식은 먼저 기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배치 분석을 수행해 기본 분석 로직을 만들고,

해당 로직을 사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배치 분석 방식에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이후 분석을 수행하는 순서와 대

조적이다. 분석 로직의 정확도를 위해 분석 기간 중에 특정 주기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배치 분석 및 새

로운분석로직생성이반복된다.

실시간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배치 분석에 있어서의 하둡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시간 분석을 위해 스톰 (Strom), 스파크 (Spark) 등 다양한 소프트웨

어 플랫폼들이 개발되어 각기 다른 업체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분석 플랫폼의 한 예인 스톰

(Strom)의 경우 실시간 하둡이라고도 지칭되며,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스트림 프로세싱,

Complex Event Processing (CEP)을 지원하여 새로운 데이터 입력 즉시 실시간 전처리, 계산, 패턴분

석을 수행한다. Storm (2015)을 사용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스톰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의 모체가 된 기

업을인수한트위터, 야후, 알리바바, 그루폰등이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Accenture (2015)에서 연구 목적으로 스톰을 활용한 바 있으며, 스마트미터 측정

데이터를해당플랫폼을통해분석하였다.

5. 에너지 ICT 융합 빅데이터 서비스 사례

5.1. Pachube

Pachube는 런던의 건축가 Usman Hasque (2015)에 의해 개발된 IoT 플랫폼이다. Haque Design +

Research Ltd의 CEO인 Haque는 2008년 Pachube의초기버젼을공개한이래 2010년부터서비스를시

작하였다.

Pachube라는이름의의미는각종장비를연결하여사용하기위한입출력단자및접속단자를모아놓

은하드웨어 patch bay (patch panel)에서온것으로, 발음역시도패치베이라고발음한다.

Pachube의슬로건은 ‘Connecting environments, patching the planet’으로, patch bay가각종장치

를서로연결시키는것처럼사람들을사물과연결시키겠다는뜻을담고있다.

사람과 장비,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IoT를 연결해주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표방한 Pachube는

2011년 7월 LogMeIn 사에 $15 million에 인수되었으며, 이후 이름을 COSM으로 변경하였다가 최종

적으로는 Xively (2015)로 변경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Xively (2014) 플랫폼은 2014년 GSMA Mobile

World Congress에서 모바일을 위한 최고의 클라우드 기반 기술로 선정되었다.Pachube는 에너지 산

업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 세계에서 수집된 센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환경

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 산업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고급화가 가능하다. Xively로

변경된 이후에는 전 세계에 7개의 데이터센터를 두고 310 million 개의 장비, 55 million의 사용자, 1

million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약 1 trillion 개의 데이터 연결을 처리하고 있다.

Figure 5.1은 Xively가 LogMeIn 사의 Gravity플랫폼에통합되어운영되는형태에대한모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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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LogMeIn Gravity platform with Xively

LogMeIn 사에인수된 Pachube는 LogMeIn의플랫폼인 Gravity 하에서핵심기술로운용되고있다.

웹 서비스보다는 상용 장비 및 Arduino, Rasberry Pi 등의 오픈소스 플랫폼 연동을 위한 각종 API 지

원을 중점으로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장치 및 센서를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으로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개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REST 및 Socket 통신 API를제공한다.

Pachube의 IoT 기반 사용자 참여 예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고 당시 개인들이 측

정한 방사능 데이터들을 Pachube 기반으로 취합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 서비스되는 한편, 공유 데이터

를위치기반어플리케이션과연동한방사능지도 (http://japan.failedrobot.com/)가작성되기도했다.

Figure 5.2에 나타난 일본 내 방사능 지도는 2015년 현재 해당 URL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페이

지이다. Pachube가 LogMeIn 사에 인수되며 서비스를 변경하고, 일본 내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현재는 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지도 프로젝트는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불러일으킨 IoT 프로젝트라는점에서그의의를갖는다.

Figure 5.2 Pachube based Japna geigermap



1150 Jongwoo Choi · Il Woo Lee

현재에는 Xively와 연동할 수 있는 IoT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LogMeIn 사의 Gravity 플랫폼을

통해에너지사용량모니터링, 알람, 제어등다양한빅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2. General Electric

2001년 Jeffrey R. Immelt 회장이취임한이후 GE는기존의사업다각화전략에서전문분야인제조

업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여기서의 제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GE가 제조하

는 기기들에서 수집된 정보를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하는 IoT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제조업이

다.

가스 시추 과정에서의 1% 비용 절감은 전체에서 $90 billion의 비용 절감에 해당한다. 에너지와 비

용을 많이 소비하는 분야에서는 1%의 절감이라 하더라도 전체에 큰 영향으로 미치며, GE에서는 이를

‘The power of one percent’라통칭한다. Figure 5.3은이를그래픽으로나타낸 GE의설명자료이다.

GE에서는 자사가 개발하는 대형 장비 (big machine)에 빅데이터 및 IoT를 적용해 1%의 절감과 그

에따르는실제큰절감량을이루어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에너지 및 비용 측면에서의 절감을 위하여 GE에서는 자사에서 제조하는 각종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

여정보를수집하며, 이에대해산업 IoT (Industrial IoT)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GE에서 산업 IoT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대형 장비에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비행기 엔진 데이터 분

석이다. Kasibhotla와 Lad (2014)의 발표에 따르면 한 번의 비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은 1TB 수

준이다. GE는 제트엔진 내 센서 측정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빅데이터 모델

과엔진에삽입한 IoT 센서데이터를통해비행중실시간으로비행기엔진의에너지효율향상및고장

진단을수행하는것이가능하다.산업 IoT의성공을위하여 GE는미국통신사 AT&T (2015)와협업중

이며, 스마트그리드등다양한에너지분야에서의혁신을목표로하고있다.

Figure 5.3 GE: The power of one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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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Vestas

Vestas는 전세계 풍력발전기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덴마크의 기업이다. 설치 이후 위치 변경

이 불가능한 풍력발전기의 특성상 일반적인 경우 설치 위치 결정에 1주일 이상의 기간과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요구된다.

Vestas는 풍력발전기 위치 선정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IBM (2011)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2.5에서 2.8PB에 해당하는 바람 정보 데이터 및 전세계 기상정보, 산림지도 등을 고

려하여빅데이터기반의풍력발전기설치위치선정분석을수행하고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발전기 위치 선정은 기존 1주일 이상 걸리던 기간을 10시간 이내로 단축하였으

며, 이에 발전기 터빈 유지보수 시기 결정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등 점차 활용 방안을 늘려나가

고있다.

Figure 5.4는 Knorr (2012)에서서술한 Vestas 빅데이터분석에대한설명이다.

Figure 5.4 Vestas big data based analysis

6. 결론

본고에서는 에너지 기술에서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ICT)과의 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서술하였다. 에너지 기술과 ICT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

으며, 선진국들의일부기업들은해당서비스를차세대성장동력원으로삼거나실제비즈니스모델로활

용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빅데이터 서비스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IoT 플랫폼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는 많은 사용자 및 개발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

며, 에너지절감및효율화를이루기위한서비스들이속속등장하고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나 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국가연구사업 등 에너지 분야에

ICT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선진화를 추구하

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가 더 활성화되어하며, 이를 통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야할 필

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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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convergence of the energy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hich helps to consume less energy effectively.

While a lot of researches have done against the increase of world energy usage, most

of them focus on the efficiency of energy supply, transfer, and consumption equipment.

Applying the ICT to decrease energy usage could help to find energy saving factors

in the new field that has not been considered as a valuable one before. The big data

service with the energy technology and ICT convergence enables correlation analyses

of large sets of energy and environmental data. Finding a data tendency with a big

data service helps to develop energy saving policies. Furthermore, it could make a

further step to develop a new business model. This paper introduces the real cases of

the company and project that provides a big data service with the IC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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