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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대부분의 수요반응 시스템은 전력 소비가 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홈 수용가를 위한 수요반응 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을 대상으로 자동 수요반응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에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을 분석한다. 또한, 응
용 프로토콜의 직접적인 구현을 통하여 실제 수요반응 서비스의 동작에
대해서 기술하고, 수요반응 시스템에 적용을 위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1. 서    론

해마다 전기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피크시간에는 전력
시스템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시스템의
공급 능력을 손실하면 주파수가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는 문제가 발
생하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최근에
는 이러한 전기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요반응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전력 소비가 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력 에너지의 사용의 비중에 있어서 산업이나 상업 분야는 절대 우위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반응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만 전력 피크시간에 소비하는 가정용 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에
너지 분산을 위해서는 주거 분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이나 상업 분야와는 다르게 주거 분야는 다수의 소비자들로 구성
되어 있어서 수요반응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홈 소비자들에게 수요반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네트워
크 환경에서 표준화된 통신 방식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교환이 필수적이
다. 수요반응 분야에서 현재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표준 단체는
OpenADR alliance[1]와 Consortium of Smart Energy Profile 2
interoperability[2]이며, 이들은 표준화된 수요반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서비스 동작 및 공통의 데이터 형식 등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SEP (Smart Energy Profile) 2.0[3]과 OpenADR 2.0a[4]의 구현을 PC상
에서 수행해보고, 실제 수요반응 서비스와 관련한 메시지를 분석한다.
또한, 두 프로토콜이 동시에 수요반응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2. 본    론

  2.1 OpenADR 2.0a와 SEP 2.0 개요
OpenADR 2.0 프로파일은 수요반응 제공자와 그들의 고객들 사이에
서 공통의 정보교환을 정의하는 프로토콜로써, 상위 계층의 기본 서비스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EI (Energy Interoperation)[5]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프로토콜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사용하고 있으며,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수요반응 메시지가 구성된다. 그림1은
OpenADR 2.0a에서 정의한 수요반응 서비스 동작을 보여준다.

<그림 1> OpenADR 2.0a 기반 수요반응 서비스 동작

SEP 2.0 프로토콜은 ZigBee alliance와 HomePlug alliance에서 개발한
IP stack 상단 계층에 위치하는 프로토콜로, 주로 댁내의 에너지 관련
디바이스들에 대하여 리소스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및 동작을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REST (REpresentation State Transfer) 아키텍처를 기반으
로 HTTP를 사용하여 XML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SEP 2.0에서 제
시한 서비스들 중에서 수요반응과 관련된 서비스는 DRLC (Demand
Response and Load Control)에 정의되어 있으며, 그림 2는 SEP 기반
수요반응 서비스 동작을 나타낸다.

<그림 2> SEP 2.0 기반 수요반응 서비스 동작

  2.2 자동 수요반응 시스템 설계 
OpenADR 2.0 프로토콜은 자동화된 수요반응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미리 정해진 전략을 시스템에 적용시
킴으로써 가능하다. 수요반응 시스템은 수요반응 서버, 댁내 중계 장치
와 가전기기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자와 부하관리사업자가
수요반응 서비스의 제공자이며 이들이 수요반응 서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SEP 2.0은 홈 내의 에너지 관련 디바
이스를 대상으로 다양한 동작을 정의하기 때문에 외부의 수요반응 서버
로부터 수요반응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다. 하지만, OpenADR 2.0은 전
력 공급자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수요반응 서버의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 서버는
OpenADR 2.0 기반으로 구성하고, 댁내 장치들은 SEP 2.0을 기반으로
자동 수요반응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3은 두 프로토콜을 적용한 스
마트 홈을 위한 자동 수요반응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수요반응 서버
와 댁내 중계 장치 사이는 OpenADR 2.0기반으로 수요반응 신호를 전
달하고, 댁내에서는 SEP 2.0 기반으로 해당 가전기기에게 수요반응 서
비스를 수행한다.

<그림 3> 스마트 홈을 위한 자동 수요반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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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자동 수요반응 서버 설계
기본적으로 OpenADR 2.0은 HTTP를 이용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서버
는 HTTP 서버로 동작하여야 하며, 서버의 역할은 댁내 중계 장치에서
보낸 oadrRequestEvent 메시지를 수신하여 이 메시지로부터 ID 및 필수
정보를 추출한 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oadrDistributeEvent를 생성한다.
이 메시지는 수요반응 서비스 시작시간, 기간, 감축량 등의 실제 수용반
응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그림 4는 설계한 자동 수요반응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다. 수요반응 서버는 C# 기반으로 OpenADR 2.0a
VTN (Virtual Top Node)을 구현하였으며, 다수의 이벤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MSSQL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수요반응 서버는
LINQ (Language INtegrated Query)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
며, 데이터베이스는 수요반응 이벤트 정보, 수요반응 신호, 이벤트 속성
과 이벤트 매칭 테이블로 구성된다.

<그림 4> 자동 수요반응 서버 구성 

  2.2.2 자동 수요반응 클라이언트 설계
수요반응 서버에서 전달된 수요반응 메시지는 댁내의 중계 장치가 수
신하여 가전기기로 전달한다. 중계 장치는 일반적으로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홈 게이트웨이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가전기기는 SEP 2.0 기반으로 수요반응 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계
장치는 서버로부터 수신한 OpenADR2.0 기반 메시지를 SEP 2.0 기반
메시지로 변환하여 가전기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OpenADR 2.0과 SEP 2.0에서 직접적인 제어에 사용되는 메시지의 엘리
먼트들을 추출하여 수요반응 신호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으
며, 그림 5는 이 두 프로토콜 간의 해당 메시지의 변환 과정을 보여준
다. 수요반응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OpenADR 2.0의
oadrDistributeEvent 메시지 내의 event ID, start, duration 등의 정보를
SEP 2.0 DRLC 메시지의 일부인 EndDeviceControl에 적용하는 방법으
로 수요반응 신호를 공유한다. 특히, 가전기기는 SEP 2.0 기반으로 제어
되기 때문에 OpenADR 2.0a에서 정의하는 4가지 수요반응 레벨
(normal, moderate, high, special)을 각각의 가전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SEP 2.0 기반 메시지와 매핑 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에어컨과 세탁기
는 setPoint와 dutyCycle을 사용하여 제어 메시지를 구성한다.

<그림 5> OpenADR 2.0a와 SEP 2.0 간의 메시지 변환과정 

본 논문에서는 PC상에서 OpenADR 2.0 VEN (Virtual End Node)을
구현하였으며, 수요반응 서버와 마찬가지로 C# 언어를 이용하여 PC 상
에서 동작을 확인하였다. 그림 6은 OpenADR 2.0 VEN 화면을 나타낸
다. 프로그램은 OpenADR 2.0a에서 제시한 메시지 (oadrRequestEvent,
oadrDistributeEvent, oadrCreatedEvent, oadrResponse)의 동작을 검증하
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모든 메시지에 대하여 유효성 검증을 수행한다.

<그림 6> OpenADR 2.0 VEN GUI 화면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penADR 2..0과 SEP 2.0 기반의 스마트 홈을 위한
자동 수요반응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주거 분야에 수요반응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두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히 분석하고, 수요반응 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구현을 통해 동작을 검증하였다. 또한, 두 프로토콜을
공유하기 위한 메시지 변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시한 자동 수요
반응 시스템은 국제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거 분야에서 표준화된 수요반응
시스템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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