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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 따라 개인도 자유롭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사용자간 전력거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 그리드로 이루어진 지역구
내에서의 개인 사용자간 거래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전력거래 플랫폼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마이크로 그리드로 이루어진 지역구 내에서의 블록체인 기반 전력 거래의
요소, 과정, 구조를 소개 및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력 거래의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 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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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Purpose
As renewable energy develops, individuals will be able to produce electricity .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electricity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is

increasing. This standard defines the power trading platform using a blockchain
that is suitable for the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 consumers in the microgird
region and defines the requirements .

2 Summary
This standard introduces and analyzes the elements, processes and structures of
blockchain-based power trading.
This standard deals with electric power trading in the region made up of micro
grids. Through this, the requirements of blockchain based power transaction are
derived.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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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 요구사항
(Requirements for blockchain based energy trading platform)
1 적용 범위
현재 전력거래는 사업자와 개인 사용자 간의 거래가 주를 이룬다. 친환경에너지의 개발에
따라 개인 사용자도 전력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로 묶인 지역구 내에서의 전력거래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개인 간 전력거래가 금지되어있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세대 간 직접거래가 가능한 전력거래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사업을 계획하며 개인 간 전력거래가 상용화될 추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를 시도하는 기업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본 표준은 개인 사용자간 거래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지역구내
에서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2 인용 표준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해당 사항 없음’

4 약어
DSO
ESS

Distributed System Operator
Energy Storage System

5 블록체인 기반 전력 거래 플랫폼 정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어 개인도 자유롭게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개인 사용자간 전력거래 플랫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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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 플랫폼은 전기를 단순히 공급만 받는 것이 아닌, 전기를
생산하고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거래 가격은 일정 시간 당 발생하는
수요 및 공급량에 의해 정해진다. 전력거래 플랫폼은 마이크로그리드로 묶여진 지역구내
에서 개인이 생산한 잉여전력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사용자간 전력이동을 통해
자원 활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한 지역구
내에서의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한다. 마이크로그리드 내의 노드들은 에너지의 송전
및 배전을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서 하며 스마트미터 및 ESS와 같은 시설도 필수적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 제3 신뢰기관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결한다.
전력거래 플랫폼에는 마이크로그리드로 이루어진 전력망을 관리하는 DSO노드, 전력을
구매 하는 컨슈머 노드, 전력을 판매하는 프로슈머노드가 있다. 전체 거래 플랫폼 구조는
다음과 같다. DSO노드는 전력망 관리자로서 마이크로그리드를 관리한다. 이 때 직접적
으로 거래에 참여하진 않고 중개자노드가 되어 거래의 진행, 스마트컨트랙트의 실행을
하도록 한다.

(그림 5-1)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 구조

전자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중지불의 문제는 소유권을 발행하여 해결한다. 각
컨슈머 노드와 프로슈머 노드는 판매등록, 구매, 판매한 전력에 관한 소유권을 부여 받는다.
소유권에 시간, 전력의 상태, 전력량 등을 기록하고 거래 시 소유권을 거래 한 후 소유권을
바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중 지불을 방지한다.

6 블록체인 기반 전력 거래 플랫폼 시나리오
전력거래시나리오 네트워크 생성 및 참여, 전력 판매량 등록, 수요·공급 취합, 거래 단계로
나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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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 시나리오
⦁네트워크 생성 및 참여
DSO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지역구 내의 프로슈머 및
컨슈머 노드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이후 DSO 노드는 전력거래 계약 및 알고리즘이
작성된 스마트컨트랙트를 트랜잭션으로 전송하여 기록한다. 모든 참여노드는 해당트랜
잭션을 참조하여 전력거래를 진행한다. DSO 노드는 자체적으로 전력망 관리 및 블록
체인에 참여하기 위한 디바이스를 보유하여야 하며 프로슈머 노드와 컨슈머 노드는
스마트미터를 디바이스로 하여 블록체인에 참여한다. 전력 거래는 라운드별로 실행되며
각 라운드동안의 거래요청은 해당라운드에서만 거래가능하다. 또한 라운드는 병렬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전력 량 등록
프로슈머노드는 자신이 생산한 전력중 잉여전력에 대해서 개인이 생산한 전력을 마이크로
그리드에 주입하고 해당하는 전력을

주입했다는 사실을 블록체인 메시지 프로토콜

(예)위스퍼)를 통하여 DSO에게 전송한다. DSO 노드가 메시지와 주입된 전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면 트랜잭션을 통하여 소유권을 업데이트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이를
통하여 프로슈머노드는 그리드내의 전력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는다.
⦁수요·공급 취합
DSO노드가 전력거래 라운드 시작을 알린다. 그러면 각 컨슈머와 프로슈머 노드는
DSO노드가 스마트 컨트랙트 함수를 통해 설정한 시간(△t) 동안 구매할 전력량, 판매할
전력량을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을 통하여 전송한다. 지정된 △t가 지나서 전송된
구매 및 판매 요청은 거절되어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구매
및 판매 요청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전력 거래
지정된 △t동안에 발생한 총 공급량과 수요량을 바탕으로 해당 라운드의 거래 가격을 정
한다. 거래 가격은 최댓값과 최솟값을 갖고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비율, 차 등을 이용
하여 구한다. 공급량과 수요량의 비율을 통하여 공급량과 수요량을 매칭시키고, 매칭
결과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나리오내의 모든 트랙잭션 및 과정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수정이 불가해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고 모든 참여 노드들은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다. 전자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중지불문제는 스마트컨트랙트 내의 소유권을 발행해 해결한다. 전력에 대한
소유권을 발행하고 그 소유권을 주고받으며 검증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중지불 문제를 방지
한다. 또한 지정된 시간 △t 동안을 하나의 라운드로 보고 각 라운드내의 구매와 판매
요청은 라운드 내에서만 교환한다. 각 라운드는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컨슈머와
프로슈머는 자신이 구매, 판매 하고자 하는 라운드에 참여하여 전력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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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록체인 기반 전력 거래 플랫폼 요구사항
7.1 네트워크
- DSO 노드는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프로슈머 노드와 컨슈머 노드에게
제공해야 한다.
- 블록체인의 메시지 프로토콜(예)위스퍼)을 제공해야 한다.
- 플랫폼은 전력거래에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를 컨슈머 노드와 프로슈머
노드에 제공해야 한다.
7.2 서비스
- 소유권 발행은 프로슈머 노드의 전력 판매 등록 량과 일치하여야한다.
- 스마트컨트랙트는 전력거래의 모든 과정을 모든 참여노드에게 이벤트 기능을 이용하여
알려야한다.
- 플랫폼에는 전력거래에 통용되는 전자화폐가 있어야한다.
- 플랫폼은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통해 모델링된 거래 가격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7.3 디바이스
- DSO 노드는 거래 내용 검증을 위해서 일정 량(예) 10라운드) 이상의 거래 데이터를
온체인에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한다.
- DSO 노드는 전체 거래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하여 보관하여야한다.
- DSO 노드는 블록생성을 위한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한다.
- 프로슈머 노드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프로슈머와 컨슈머 노드는 전력을 계측할수 있는 스마트 미터가 있어야한다.
- 컨슈머 노드는 전력 저장시설이 있어야한다.
- 각 노드의 스마트미터는 블록체인에 참여하기 위한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한다.
7.4 플랫폼
- 플랫폼은 지정된 시간(△t) 동안의 수요공급취합을 완료해야한다.
- 프로슈머 노드와 컨슈머 노드는 지정된 시간(△t) 동안 판매 및 구매 요청을 완료해야
한다.
- 스마트미터는 블록체인과 지속적으로 상호모니터링을 통해 전력량을 기록해야한다.
7.5 보안
- 블록체인에 마이크로그리드와 연결된 사용자만이 참여 가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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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은 참여 노드(컨슈머,프로슈머)의 등록과 인증기능을 제공해야한다.
- 플랫폼은 전력거래에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를 컨슈머 노드와 프로슈머
노드에 제공해야 한다.
- 전체 거래내역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열람 가능해야한다.
- 블록체인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블록체인에 기록 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어야
한다.
- 거래 가격에 대한 모델링 식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이미 구매한 전력은 소유권이 변경되어 되팔지 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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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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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2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시험인증 관련 사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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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3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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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4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참고 문헌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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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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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6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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