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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이슈

주요이슈
IEC에서 융·복합 기술인 스마트그리드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기기 및 제품단위
의 표준화에서 시스템 표준으로 접근
* IEC는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시스템 레벨의 참조모델, 유스케이스, 표준, 지침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SG 3
를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위원회(SyC on Smart Energy)로 확대(’14.6)
* 스마트그리드 분야 표준화 맵핑 툴 제공을 통해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

에너지 新산업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및 핵심표준 개발이 요구됨
* 전력 수요관리,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서비스 등 8대 대표산업의 사업화를 위한 에너지 新산업 정책 추진(’14.7)
* 첨단계량인프라(AMI), 수요반응(DR),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등 핵심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기관과의 적극적 표
준화 협력 필요

미국 및 유럽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을 ’10년부터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어 국내도 국가차원 적용 표준의 가이드 필요
* (유럽) 스마트그리드 코디네이션 그룹(SG-CG)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아키텍처 모델(SGAM)을 개발하여 유럽 내 SG 시스템 구축 시 필
요한 의무적 지침 개발(’12, ’14)
** (미국)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패널(SGIP)을 통해 SG 표준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분석 및 Gap 발굴로 표준화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 제공(’10, ’12, ’14)
*** (한국)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표준화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1.0 개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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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분야 표준화 동향

배경
세계 각국은 스마트그리드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
략적으로 집중 육성
● 국가별로 막대한 예산 투입과 법·제도적 추진기반을 정립하고 다양한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를 확산전개
● 또한 국제 표준화 및 사실상 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표준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시

장 점유를 위해 주력

우리나라도 ’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新산업”을 국가발전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1.5) 및 제주 실증사업을 완료(’13.5)하였고 확산사업(’16)을

추진 중
● 전력 수요관리,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서비스 등 8대 대표산업의 사업화를 위한 에너지 新산업 정책

추진(’14.7)

그림 1

마이크로그리드

수요자원 거래시장

EV 충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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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스마트그리드 동향

주요국 스마트그리드 정책 동향
구분

주요 정책 내용

미국

- 스마트그리드 개발과 관련된 연방 정부 차원의 명령 또는 법규는 없지만 스마트그리드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금과 이니셔티브 제정
- 스마트그리드 개발을 촉진 및 장려하고자 2007년 EISA(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 제정하였
으며, 기술 연구 개발 및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개발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각 주의 정책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적용을 지원

EU

- EU는 2020년까지 전기의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산을 목표로 설정
-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지역 내에서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기 공급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분산 에너지 발전을 장려
- 유럽 표준화 기구인 CEN, CENELEC, ETSI에서 스마트 미터, 통신 프로토콜 관련 추가 기
능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유럽 표준 개발 관련 의무 조항을 발표

일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개발에 집
중하여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적극적으로 추진
- 도쿄전력은 2018년 까지 1,700만 명의 전기 사용자에게 스마트 미터를 공급하는 것을 목
표로 2023년 까지 2,700만 고객 모두에게 스마트 미터를 설치할 계획

중국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16%까지 절감하는 목표를 설정
- 2015년 까지 중국 전체의 스마트미터 설치와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 송전 시스템
내에 스마트그리드 기술 구현을 추진하며, 2020년 까지 중국 전역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개선
- 2015년까지 100만 대의 EV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 (EV 배터리 구매
시 9,622 달러,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8,018달러)

미국
● ’09년 미국정부는 경기부양법(ARRA)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29억달러 지원하여 68억 달러의 효과를

달성(DOE,’13.4)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표준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3.0 발
표(’14.9)
* 상호운용성 표준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3.0: 스마트그리드 표준의 상호운용성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식별표준 리스트, 사이버 보안
전략, 시험·인증 프레임워크

- 미국은 수요반응의 규모가 증가하고 각 지역의 독립계통운영자(ISO)/ 광역송전기구(RTO)별로 다양한
수요반응 프로그램을 도입)
* 총 7개의 ISO/RTO 기관이 있으며, ‘12년 기준 피크부하 감축 잠재용량은 66,351MW
* 캘리포니아의 경우 수요관리에 OpenADR 2.0 표준 및 인증제품을 사용 중

- 캘리포이나州에서는 ’20년까지 분산자원 시스템 12,000MW 보급·설치
* 분산자원 시스템 중 하나인 스마트 인버터는 California Rule 21에 의거하여 IEEE1547, IEEE2030.5 표준을 탑재하여 보급 설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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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기후·에너지 패키지 20-2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회원국 간 전력거래 등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추진
- 스마트그리드 코디네이션 그룹(SG-CG)은 스마트 그리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아키텍처 및 마켓 모델,
관리방안 등 12종 개발(’14.12)

표1

유럽 SG-CG 문서 목록

연번

구분

문서명

1

SGCG/M490/A

Framework

2

SGCG/M490/B

First Set of Standards

3

SGCG/M490/C

Smart Grid Reference Architecture

4

SGCG/M490/D

Smart Grid Information Security

5

SGCG/M490/E

Smart Grid Use Cases Management Process

6

SGCG/M490/F

Overview of SG-CG Methodologies

7

SGCG/M490/G

Smart Grid Set of standards

8

SGCG/M490/H

Smart Grid Information Security

9

SGCG/M490/I

Smart Grid Interoperability

10

SGCG/M490/J

General Market Model Development

11

SGCG/M490/K

SGAM usage and eamples

12

SGCG/M490/L

Methodology Flexibility Management

일본
● 후쿠시마 원전사고(’11) 이후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스마트그리드를 적극

추진
- 일본산업표준위원회(JISC)는 유럽의 CEN/CENELEC과 스마트그리드 정보공유 촉진을 위한 공통 프레
임워크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14.11)
- 스마트홈/가전 기술·서비스를 위한 ECHONET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국제표준 전개 중
* ECHONET Lite: 일본 주도의 가전기기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프로토콜로 냉장고, 세탁기, TV에 적용하여 인증 추진 (’14.9)

- DR 시스템 구축을 위해 OpenADR 2.0 표준을 이용한 실증시험 실시(’15.3)
* 교세라, 일본 IBM, 도쿄 커뮤니티 등 3개사 공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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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전력자원의 최적배분, 송전계통망 강화 측면에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는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완료를 계획하고 현재 2차 단계(2011~2015)
에 이어 3단계(2016~2020) 추진 중
* SGCC는 220개의 자체 표준, 97개의 산업표준, 30개의 국가표준 제·개정, 14개의 국제 표준을 IEC와 IEEE와 함께 개발 추진 중

- 중국의 스마트가전 업체 중 11개 업체가 IGRS의 표준을 적용하고 있음(에어콘,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
제품에 IGRS 표준 프로토콜 적용)
* IGRS(Intelligent Grouping and Resource Sharing) : 중국 홈네트워크 분야 대표적 표준화 단체로 레노버ㆍTCLㆍ창훙 등 214개 회원사 보유
* 중국은 IGRS 표준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표준적용 인센티브를 제공

한국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13. 5),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마련(’14. 7),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14. 11) 등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을 통하여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및 다양한 레퍼런스 확보
-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14.7)을 통해 8개 新사업 모델을 추가 발굴하여 2017년까지 총 4조 6천억원 시
장창출 기대
* ESS의 경우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용 등으로 3년간 총 660MWh 설치 계획
* EV 충전서비스는 제주지역에 유료충전 서비스사업을 육성하여 ’17년까지 주유소와 비슷한 수준의 충전인프라 환경 구축

●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스마트그리드협회)을 통하여 국제표준 제안 활성화, 핵심 국내표준개발, 국제협

력 다각화 추진 중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을 통하여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및 다양한 레퍼런스 확보
* 첨단계량인프라(AMI), 수요반응(DR),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 국가표준 14건, 단체표준 50건 등 총 64건의 표준 제정(’16.06)
* 상태감시진단(CMD) 국제표준 제정 완료 1건 및 유연송전시스템(FACTS),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EESs) 등 국내주도의 7건 국제표준
추진 중

- SGIP(LoI), Open ADR(MoU) 등 전략적 표준협력 활동을 추진
* SGIP와 표준화 포럼간 격년 공동 워크숍 개최 (’16년 3차 워크숍 예정, 미국)
* Open ADR Korea 운영을 통한 표준 확산 및 인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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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분야 표준화 동향

국제 표준화 동향
스마트그리드는 방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IEC내의 많은 기술위원회(TC)가 연관되어 있음

표2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EC) 기술위원회(TC) 현황

구분

내용
전력공급 및 제어：TC 8, TC 95, TC 56
전력계측 및 부하제어：TC 13, TC 22, TC 38

전력계통 정보운용：TC 57, TC 65, TC 117, JTC1/SC22, SC6
국제표준화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TC 82, TC 88, TC 114
기술위원회(TC) 현황
전력용 변압기, 차단기：TC 14, TC 17
축전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TC 21, TC 35, TC 66, TC 105, TC120
인터페이스, 스마트홈：PC118, TC57/WG21, JTC1

SyC(스마트에너지 시스템 위원회)
● SyC는 표준개발과 신규 프로젝트 운영의 Top down과 Bottom Up 방식의 공통영역을 결합하고 수요자, 스

마트 에너지 시스템 사용자, 지역적 협력 표준개발 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연결 등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음
● SyC는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 산하의 워킹그룹 등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

그림 2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위원회(SyC) 운영계획
Non traditional
members
Telco, internet
AG2 Digital Industry Forum

AG3 Users Forum
IEC TC

IEC TC

Regional
Coordination
Organisations

Users
User Groups

AG4 Regional Coordination Forum

IEC TC

AG1 TC Forum
ISO
TC

IEC TC

ITU
FG

WG2
DEVELOPMENT PLAN(future)

Roadmap

WG3

WG6

UCs

SRG
Tools

Methods

Gaps/Overlap
Mapping

Role
Model

Glossary

Strategy&
coordination,
dissemination
CAG

SyC1

WG5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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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13(전기에너지 측정계측 기술위원회)
●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솔루션인 AMI의 주요 핵심이슈는 AMI에 사용되는 통신 및 정보모델에 대한 표준으로

현재 스마트미터에 활용되는 DLMS/COSEM 정보모델과 전력계통 상위시스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통
정보모델(CIM)에 대한 Harmonization 표준(IEC 62056-6-9)이 논의가 되고 있음
* DLMS/COSEM(Device Language Message Speciﬁcation/Companion Speciﬁcation for Energy Metering)

● 또한 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 및 가정 내의 에너지 관리 정보모델인 SEP 2.0과의 매핑 표준들이

논의가 되고 있음

TC 69(전기자동차 위원회)
● 스마트그리드 측면의 전기자동차(EV)는 전기부하(Load)로써의 인식보다는 분산전원(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으로의 활용측면으로 표준개발을 접근 중
● IEC TC 57의 전력계통 측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IED(지능형 전자장치,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로 접근

하여 IEC 61850-90-8을 통하여 전기자동차가 전력계통에 연결 되었을 때의 정보교환 표준을 다루고 있음
* 향후 분산전원에 포함하여 IEC 61850-7-420 Ed.2.0으로 포함될 예정

● 또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다양한 도메인으로 역송전을 위한 V2G(Vehicle to Grid) 표준이 개발 진행 중
* V2G 표준은 ISO/IEC 15118에서 다루고 있으나 현재는 G2V(Grid to Vehicle)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를 짓고 본격적인 역전송에 대
한 표준화 추진 계획
*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에서는 국제표준 보다 선제적으로 V2G에 대한 표준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활용사례, 통신프로토콜, 데이터
모델 등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 또는 진행 중

TC120(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 IEC TC 120은 2012년 9월에 설립되어 워킹그룹이 진행되고 있으나 EES 국제표준이 완성되기 까지는 3~4

년의 시간이 소요 예정
* TC 120에서는 시스템 단위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WG1은 용어표준, WG2는 시험방법, WG3은 설치방법, WG4는 환
경표준, WG5는 안전표준, adhoc WG은 로드맵을 개발 중

● 또한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EES를 전력계통과의 연계를 위하여 IEC TC 57에서는 IEC 61850과 EES 연

계를 위한 표준개발과 분산전원 측면에서의 EES 통합을 위한 표준들이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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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LMS/COSEM - CIM Harmonization
Smart Metering TC13

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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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rid TC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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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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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S/COSEM 62056 series

HES

IEC TC13 :
Electric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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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control

END Device
DC

COSEM
Object Gateway, E-Meter, RTU

그림 4 IEC 61850-90-8의 E-Mobility 객체 모델링 접근법
Electric Vehicle
ISO/IEC 15118
Contoller

IEC 61851-1
Controller

Cable&Plug

EVSE

SECC

IEC 62196-2

IEC 61851-1 Controller Installation

ISO/IEC 15118 Controller

IEC 61850-7-420 EVSE Operator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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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Power Rating

Measurement PP Re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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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CP Voltag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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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PWM Duty Cycle

EV Connection Status(Control Pllot,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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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ES 시스템 정보교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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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18(스마트그리드 유저 인터페이스)
● 수요관리를 위한 표준화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 중
* 미국은 Open ADR Alliance(Open Automated Demand Response Alliance) 에서 개발한 Open ADR 2.0 정보모델 사용
*유럽은 주로 변전소 설비의 데이터 정보모델인 공통정보모델(CIM, Common Information Model)을 수요관리에 적용하려는 추세

● Open ADR 2.0은 PC118에서 국제표준이 완료되었으나 유럽의 CIM과의 상호공존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Open ADR과 CIM의 Harmonization 표준이 개발 중
●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Open ADR 2.0을 CIM과 연계하기 위한 Adaptor 표준을 개발 중이며, TC 57에

서는 기존 CIM을 확장하여 수요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그림 6 CIM-Open ADR Harmonizaion

CIM 확장
(canonic model)

기존 CIM
1
IEC PC118 결의 2 :
IEC TC57 WG 21
(+WG16/14)

적응자

3
2

IEC PC118 결의 1 :
IEC PC118 W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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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제표준 제안 현황
표1

유럽 SG-CG 문서 목록

구분

표준명

제안자

진행단계

IEC
TC57
WG10

◆(IEC 61850-80-5) Guideline for mapping information between
IEC 61850 and IEC 61158-6(ModBus)

전기연구원
(임성정)

WD
개발중

IEC
TC13
WG14

◆(IEC 62056-8-6) Electricity Metering Data Exchange – The
DLMS/COSEM Suite – Part 8-6: High speed PLC ISO/IEC
12139-1 profile for neighbourhood networks

한전
(김태경)

WD
개발중

◆(IEC 61850-90-14)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in
Power Utility Automation – Part 90-14: Using IEC 61850 for
FACTS and Power Conversion Data Modeling

한전
(장병훈)

WD
(13.01)

◆(IEC 61850-90-3) Communication Networks and Systems in
Power Utility Automation – Part 90-3: Using IEC 61850 for
Condition Monitoring Diagnosis and Analysis

명지대학교
(장혁수)

IS
(16.5)

◆(IEC 62396) Electrical Energy Storage(EES) System Environment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grid
integrated Electrical Energy Storage (EES) Systems

산업기술교육대
(노대석)

WD
개발중

SG협회, 한양대
ISO/IEC ◆Model of Smart appliance control system for remote Demand
Response
(김일연/최진식)
JTC1
SG25 ◆(ISO/IEC 15067-3-1) Model of an Energy Management System SG협회/ETRI
WG1
for a Residential Complex
(박완기)

NWIP
제안

IEC
TC57
WG10

IEC
TC120
WG10

IEC TC77
WG13

◆(IEC/TR 61000-2-5)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Part 2-5:
Environment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electromagnetic
environments

LS산전

NWIP
제안
AMD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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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동향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2011년 11월「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3호」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 기

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개발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됨
● 이에 따라 협회는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운영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운영위원회

표준관리
위원회

기술위원회

상임위원회

용어

프레임워크·로드맵

송전·배전

사이버보안

발전·분산자원

국제협력

운송

시험·인증

소비자
시장·운영·사업자

14

스마트그리드 분야 표준화 동향

표준개발 현황
●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을 통해 아래와 같이 관련 표준을 개발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음

- 국내표준 개발 : 총 64건 국내표준 개발 완료
*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환경공단 등 국가 보급·실증사업에 개발 표준 활용 중(20%)

연번

분야

표준번호

1

KS C 1231-1

2

KS C IEC 62056-5-3

3

SGSF-05-2013-02

4

표준명
지능형전력량계 - 제1부: 기능요구사항
전기 계량 데이터 교환 – DLMS/ COSEM 스위트 - 제5-3
부: DLMS/ COSEM 응용계층
지능형전력량계 - 제3부: 기능시험

SPS-SGSF-05-2013-01-2020 지능형전력량계 - 제2부: 통신 및 보안 기능

5

TTA.KO-04.0172-part1

에너지정보 표시 장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6

TTA.KO-04.0172-part2

에너지정보 표시 장치 - 제2부: 보안 일반요구사항

7

TTAK.KO-04.0190

8

AMI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 영역 통신 인터페이스

SPS-SGSF/TR-052-1-1-6209 첨단계량인프라 가이드라인 – 제1부: 아키텍처 및 일반요
(Ed1.0:2015-03)
구사항

9

SPS-SGSF/TR-052-1-2-6210 첨단계량인프라 가이드라인 – 제2부: 통신 인터페이스 참
(Ed1.0:2015-03)
조모델

10

SPS-SGSF-05-2012-04-1974

11

SPS-SGSF-052-4-6328

12

SGSF-073-1-2(Ed1.0, 2015)

개방형 자동수요반응 시스템 - 제2부: 수용가 기기 및 시스
템 통신 인터페이스

13

SGSF-073-1-3(Ed1.0, 2015)

개방형 자동수요반응 시스템 - 제3부: 상위 시스템과 정보
교환 및 통신 인터페이스

14

SPS-SGSF-04-2012-08-2000

분산형전원의 운용기술 표준 - 제2부: 배전계통연계 분산
형전원의 통합정보 관리 운영지침

15

SPS-SGSF-04-2013-01-2019

분산형전원의 운용기술 표준 - 제1부: 분산형전원의 계통
연계 기술요구사항

16

SPS-SGSF-04-2013-04-2033

배전계통연계 분산형전원의 운용기술 표준 - 제3부: 배전
망 운영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가이드라인

17

SGSF-045-2

분산자원 - 제1부: 아키텍처 및 일반 요구사항

18

SGSF-045-3

분산자원 - 제2부: 유스 케이스

19

SPS-SGSF-073-1-16257(Ed1.0:2014-02)

개방형 자동수요반응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SPS-SGSF-073-2-16255(Ed1.0:2015-03)

OpenADR 2.0 A 프로파일

DER

DR
20

스마트그리드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참조모델 – 제1부:
가정용 에너지관리 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지능형전력량계 제4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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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SPS-SGSF-073-2-26256(Ed1.0:2015-03)

21
22

DR

표준명
OpenADR 2.0 B 프로파일

SGSF/TR-071-1-1 (Ed1.0)

에너지 사용 정보 모델 요구사항 - 제1부: 소매

23

SGSF/TR-071-1-2 (Ed1.0)

에너지 사용 정보 모델 요구사항 - 제2부: 도매

24

KS C IEC 62477-1

25

SPS-SGSF-04-2013-03-2034

전기저장장치 - 제2부: 삼상 저압 연계용 전기저장장치 일
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6

SPS-SGSF-045-1-36195(Ed1.0:2014-12)

전기저장시스템 – 제3부: 수요관리용 전기저장시스템 일
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7

SGSF-045-1-4(Ed1.0:2014-02)

전기저장시스템 – 제4부: 전기저장시스템 정보교환 요구
사항

28

SPS-SGSF-045-1-16211(Ed.2.0:2015-03)

전기저장시스템 – 제1부: 단상 저압 연계용 전기저장시스
템의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9

SGSF-025-4(Ed2.0 2015-12)

30

TTAK.KO-04.0163

개방형 건물 에너지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 참조모델

31

SPS-SGSF-053-1-16208(Ed2.0:2015-02)

주거 공간 에너지관리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Ed2.0)

SPS-SGSF-053-1-26208(Ed1.0:2015-03)

주거 공간 에너지관리시스템 - 제2부: 정보교환 요구사항

33

SPS-SGSF/TR-053-36207(Ed1.0:2014-03)

온라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34

KS C IEC 61851-1

전기자동차 직접식 충전 시스템 - 제1부: 일반요구사항

35

KS C IEC 62196-2

플러그,소켓-아웃렛,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전기자동
차의 접촉식 충전-제2부: 교류핀과 접촉튜브 부속품에 대
한 치수적합성 및 상호호환성 요구사항

36

KS R IEC 61851-22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제22부: 교류충전설비

37

KS R IEC 61851-24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24부: 전기자동차 직
류 충전 설비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직류 충전 제어용 디지
털 통신

KS R ISO 15118-1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1부: 일반 정보 및 활
용사례 정의

32

38
39

ESS

EMS

EV
충전
인프라

전력 전자 변환기기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안전 요구사
항-제1부 일반

전기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

SPS-SGSF-06-2013-11-2025 전기자동차 홈네트워크 연계형 충전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40

SPS-SGSF-03-002-1884

전기자동차 직접식 충전시스템 - 제1부: 단상교류 접속의
전기자동차 커플러(최대 32A)

41

SPS-SGS-03-003-1885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직류 접속용 플러그, 소
켓-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42

16

표준번호

SPS-SGSF-06-2013-10-2024 전기자동차 충전용 케이블 일반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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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43

SPS-SGS-03-001-1916
(Ed2.0:2015-03)

전기자동차와 전도성 충전 시스템간 직류 충전을 위한 통
신 인터페이스

44

KS R IEC 62196-3(Ed1.0)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
차의 전도성 충전 - 제3부: 직류 및 직류/교류 핀과 접점 튜브
차량 커플러에 대한 치수 호환성 및 상호교환성 요구 사항

KS R ISO 15118-2(Ed1.0)

도로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2부: 네트워크 및 어
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요구사항

KS R ISO 15118-3(Ed1.0)

도로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3부: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요구사항

47

SGSF-054-1(Ed1.0:2015)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연동 프로토콜

48

KS C IEC 61851-23 :2015(Ed2.0)

49

KS C IEC 62196-1:2015(Ed2.0)

50

SPS-SGSF-03-2012-05-1973 저압 마이크로그리드 성능시험

51

SPS-SGSF-03-2012-06-1975 마이크로그리드용 네트워크게이트웨이 성능시험

45
46

EV
충전
인프라

52
53

SGSF-03-2013-01
MG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23부: 직류충전설비
(Ed2.0)
플러그,소켓-아웃렛,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전기자
동차의 접촉식 충전- 제1부: 일반요구사항(Ed2.0)

마이크로그리드용 정지형 계통연계용 스위치

SGSF/TR 035-1-1 (Ed.1.0:2015-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03)
제1부: 분산전원 논리 노드
SGSF/TR 035-1-2 (Ed.1.0:2015-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
03)
제2부: 전기자동차용 객체 모델

54
55

SGSF-011-2(Ed.1.0:2015)

마이크로그리드 공통플랫폼 보안 요구사항

56

SGSF-011-1(Ed.1.0:2015)

마이크로그리드 공통참조모델

57

SPS-SGSF-09-2013-01-2021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운영센터간 정보교환 및 인터페
이스 – 제1부: 일반요구사항

58

SPS-SGSF-09-2013-02-2022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운영센터간 정보교환 및 인터페
이스 – 제2부: 데이터 연계 공통정보모델

SPS-SGSF-09-2013-03-2023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운영센터간 정보교환 및 인터페
이스 – 제3부: 데이터 연계 메시지구조

59

송배전

60

KS C IEC/TR 61850-90-5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0-5부: IEEE
C37.118에 따르는 동기위상기 데이터 교환을 위한 IEC
61850의 사용
지능형전력망 전기자기적합성 표준화 가이드라인

61

EMC

SPS-SGSF-14-2013-012035(Ed1.0)

62

보안

SPS-SGSF-121-1-16197(Ed1.0:2014-07)

63

일반

SGICT-2-001

64

일반

SGSF-001-1(Ed1.0, 2014)

스마트그리드 표준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스마트그리드 Use Case
스마트그리드 용어

17

Ⅳ

표준화 동향

-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가전, 분산전원,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등 표준 20건 개발 추진 중
연번

분야

1

AMI

(KS C IEC 62056-7-6(Ed1.0)) 전기계량데이터교환-DLMS/COSEM 스위트-제7-6부: 3계층,
연결지향 HDLC기반 통신프로파일

2

(KS C IEC 62056-6-1) 전기계량데이터교환–DLMS/COSEM 스위트–제6-1부: 객체식별시스
템(OBIS)

3

(KS C IEC 62056-9-7) 전기계량데이터교환–DLMS/COSEM 스위트–제9-7부: TCP-UDP/IP
네트워크용 통신 프로파일

4

(KS C IEC 62056-1-0(Ed1.0)) 전기계량데이터교환-DLMS/COSEM 스위트-제1-0부: 지능형
전력량계 표준화 프레임워크

5

(KS C IEC 62051-1(Ed1.0)) 전기계량-검침,요금제 및 부하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용어해
설-제1부: DLMS/COSEM을 이용한 계량장치와의 데이터 교환과 관련된 용어

6

(KS C IEC 62056-6-2(Ed1.0)) 전기계량데이터교환-DLMS/COSEM 스위트-제6-2부: COSEM
인터페이스 클래스

7

DER SGAM 기반 분산자원 상호운용성 계층모델

8

인버터기반 분산형전원 상호운용성 기능시험

9

(KS C IEC/TR 61850-90-7) DER 시스템의 전력컨버터용 객체모델

10
11
12

DR

수요반응 연계형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수요반응 연계형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시험방법

EMS 전력 빅데이터 관리체계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시스템

13

(KS C IEC 61970-301(Ed5.0)) 에너지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제301
부: 공통참조모델(CIM)베이스

14

(KS C IEC 62357-1(Ed1.0))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15

(KS C IEC 61968-1(Ed2.0))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통합

16

18

표준명

ESS EES Systems 내부기기인터페이스

17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일반 요구사항(통합)

18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성능 시험방법(통합)

19

비상전원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20

가정 및 빌딩용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가제)

Ⅴ

시사점 및 대응방안

스마트그리드 분야 표준화 동향

시사점
국제표준화 동향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분야 시스템 표준 접근 필요
● 기존의 기기 및 제품 표준에서 벗어나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및 연계 통신 표준 접근 필요

에너지 新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적용 및 활용정도 미흡으로 시장진입의 어려움
● 마이크로그리드, ESS, 전력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기술 접목 필요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기술개발 기간단축, 제품/시스템 호환성 확보, 국제시장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해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2.0 개발 필요

대응방안
국제표준 모니터링 및 활동역량 강화
● 스마트그리드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국제표준 핵심 기술위원회 (SyC, TC 57, 13, 118, 120, 69) 에 국내기

술 제안 및 표준화 활동 강화
- 국내 우위기술 및 공백기술을 발굴, 전략적 표준화 활동
* 한전, 전력거래소, SG연구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SG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대응

SG 상호운용성 표준화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2.0 개발
* 핵심내용 : 한국형 SG 개념모델, SGAM 기반 비즈니스 사례, 표준 목록, 로드맵 도출

참고문헌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5년간 중점 추진계획(2015~2019)
2016 국가기술표준백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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