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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포럼(국문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 따라 개인도 자유롭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사용자간 전력거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표준은 마이크로그리드로 이루어진
지역구 내에서의 개인 사용자간 거래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력거래 프레임워크를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력거래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들의 잉여 전력 거래가 이루어진다. 거래의
보안성/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거래 프레임워크 개요, 구조와 전력거래 과정을 정의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해당사항 없음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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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work for energy trading using a blockchain
that is suitable for the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 consumers in the microgird
region.

2 Summary
In

blockchain

based

energy

trading

network,

participants’s

surplus

energy

transactions are made.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reliability of the transaction,
the structure and process for the energy transaction framework are defined.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one
(*국문 서문의 3.1항 부분을 작성하되, 필요 시 3.2항의 비교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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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서비스 프레임워크
(Service Framework for Blockchain based Energy Trading)

1 적용 범위
현재의 전력거래는 전력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전력거래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전력거래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KT 등이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간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역시 블록
체인을 결합한 전력플랫폼 현실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해외에서도 네덜란드의
반데브론, 독일의 소넨 커뮤니티, 호주의 파워렛저 등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전력거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표준의 개인 사용자 간의 거래에 적합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력거래 프레임워크를
설명한다. 이러한 표준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 간 전력거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2 인용 표준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해당 사항 없음

4 약어
DSO

Distributed System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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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서비스 개요
개인과 개인 간의 전력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전력거래를 위한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거래의 경우, 단일 취약점에 의한 해킹
문제, 과도한 사용자 개입의 필요 등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블록체인은 신뢰성 있는 중앙 기관이 필요하지 않고, 한번 기록된 데이터의 변경이 불가능
하다. 또한, 보안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기존보다 더욱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분산형 저장을 통해 데이터 공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 계약을 프로그램화 한 스마트 콘트랙트[2]를 활용하여 중개자의
역할이 최소화된 자율적인 거래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를
전력거래 서비스에 적용한다.

6 프레임워크 구조
(그림6-1)은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구조도를 보여준다.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에는 프로슈머, 컨슈머, DSO(Distributed System Operator)[1]가 참여
한다. 프로슈머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합쳐진 단어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사람
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들은 잉여 전력을 마이크로그리드내에서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며
전기 생산 및 저장 시설, 전력 계측용 스마트미터 등을 가지고 있다. 컨슈머는 거래에서
구매자 역할을 하며, 전력 저장 시설과 스마트미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DSO에 의해
생성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전력거래를 진행한다. DSO는 전체 전력망을 관리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성, 전력 확인, 검증 및 거래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거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보관한다.
(그림 6-1)은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구조를 보여준다.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거래에는 프로슈머, 컨슈머, DSO가 참여한다. 전력거래동안 일어나는 요청과
변화들은 트랜잭션을 통해 전송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실선으로, 전력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점선으로 표현된다. 거래동안 프로
슈머와 컨슈머는 각각 블록체인 참여, 전력량 등록, 구매 및 판매 요청 등을 위한 트랜잭션을
전송한다. DSO는 소유권 업데이트, 요청 검증 및 취합 등을 위한 트랜잭션 전송과 전력
공급과 같은 전력망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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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구조도

전력거래 참여자 및 역할
· DSO
-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성 및 관리
- 전력 거래를 위한 스마트 콘트랙트 기록 및 제공
- 전력망 관리 : 전력량 확인 및 전력 공급
- 거래 진행 : 구매 및 판매 요청 검증 및 취합
- 전체 전력망 관리 : 전력량 확인, 전력 공급 검증 및 거래 진행 역할 수행
· 프로슈머
- 전력생산, 전력 판매 및 구매, 생산 및 저장 시설, 전력 계측용 스마트미터 등을
가지고 있음
- 전력량 등록을 위해 전력 주입 후, 메시지 프로토콜을 통해 DSO에 전송
- 전송받은 메시지를 DSO가 검증한 후, 소유권 업데이트
· 컨슈머
- 전력구매, 전력 저장 시설과 스마트미터를 가지고 있음
- 전력 구매 요청을 위해, 구매한 전력량을 스마트 콘트랙트 트랜잭션을 통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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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레임워크 절차
7.1 전력거래 절차
(그림 7-1)는 전력거래 절차를 보여준다. 전력거래에는 DSO, 프로슈머, 컨슈머가 참여하며
네트워크 생성 및 참여, 전력량 등록, 수요 공급 취합, 대금 지불 및 전력 공급 4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세부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7-1) 전력거래 절차
7.2 네트워크 생성 및 참여

(그림 7-2) 네트워크 생성 및 참여
(1)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생성된다. 이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DSO가 생성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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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거래를 원하는 컨슈머와 프로슈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
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를 제한 및 관리 할 수 있다.
(3) 또한, DSO는 전력거래와 관련된 스마트 콘트랙트를 트랜잭션으로 전송하여 블록체
인상에 기록한다.
7.3 전력량 등록

(그림 7-3) 전력량 등록
(1)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자 중 전력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노드는 자신의 전력을
마이크로그리드내에 주입한다.
(2) 그 후, DSO에게 전력을 주입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 과정에서, 위스퍼 등과 같은
메시지 프로토콜을 활용한다.
(3) 메시지를 받은 DSO는 메시지의 내용과 마이크로그리드내에 주입된 전력의 양, 노드
주소를 확인한다.
(4) 일치한 경우 트랜잭션을 블록에 기록하고 노드의 소유권을 업데이트 한다. 프로슈머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력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 받고, 그 소유권에 의해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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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요 공급 취합

(그림 7-4) 수요 및 공급 취합
(1) 전력거래는 DSO가 거래를 시작하면 진행된다. DSO는 전력거래를 라운드 별로 진행
한다. 라운드의 시작을 DSO가 알리면 설정된 시간(△t)동안 거래가 진행된다.
(2) △t동안 전력거래를 원하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구매하기를 원하는 양, 판매하기를 원
하는 양을 트랜잭션을 통해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하기를 원하는 양과 보유하고
있는 양을 비교하여, 판매 요청이 유효한 요청인지 확인하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매 요청 역시 구매에 필요한 금액과 보유 금액의 비교를 통해
유효한 요청인지 확인한다.
(3) △t동안 이러한 구매, 판매 요청을 받으며, 시간이 지난 후 라운드를 종료한다. 그
이후 전송된 트랜잭션은 블록 및 거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매 또는 판매 요청 트랜
잭션이 전송되면 판매 요청량, 잔여 전력보유량, 보유 토큰량 등 소유권을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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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금 지불 및 전력 공급

(그림 7-5) 대금 지불 및 전력 공급
(1) 전력거래 라운드가 시작되고 △t의 시간이 지난 후, 그 동안 요청 및 검증된 수요와
공급을 취합한다. 그리고 취합된 총 수요량과 공급량을 바탕으로 해당 라운드 상에서의
거래 가격을 결정한다.
(2) 해당 라운드 거래에서 총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래 참여자들은
자신의 요청량에 총 수요/공급 요청량과 매칭된 수요/공급량의 비율이 곱해진 만큼
거래가 이루어진다.
(3) 결정된 가격과 매칭된 에너지양만큼의 금액이 프로슈머에게 지불된다.
(4)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전력을 구매한 컨슈머에게 전력이 공급된다.
(5) 전력거래 완료 후, 에너지 및 토큰에 대한 소유권이 업데이트 되며, 관련 내용이 메시지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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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속 서 A
(본 부속서는 표준 내용의 일부임)

제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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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1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해당 사항 없음
Ⅰ-1.1 지식재산권 확약서(1) (스타일 적용-대항목/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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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Ⅰ-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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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스마트그리드 용어사전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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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Ⅰ-5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1 (본문 내용 서술 항목)
해당 사항 없음
2 (본문 내용 서술 항목)
해당 사항 없음
부속서 A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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