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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국민대학교 에너지 인터넷 연구센터 / 장영민
학생창의자율과제명 블록체인 기반 V2G 에너지 거래시스템

연구기간 2020. 04. 01 – 2020. 12. 31
연구 필요성

o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 시행과 더불어 프로슈머가 등장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전력 거래 도모

o 전기차를 매개로 전력공급자와 소비자 간 유연한 전력거래를 위한 에너지 거래 플랫폼 마련

o 전기차량의 잉여 전력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전기 신사업 발전에 기여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블록체인 기반 V2G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주요내용

o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의 V2G 에너지 거래 시스템 플랫폼 구축

o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 TOKEN을 활용한 에너지 거래 방식 도입

o 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 제작

주요실적 / 구현결과

1. 전체 구성도

    본 과제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서 전기차를 매개체로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 스테이션(Energy Trading Station)이다. 블록체인 네

트워크 참여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기생산자, 전기차 

사용자, 산업단지 등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그

림 1>). 친환경 에너지 생산자는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

할 수 있고 산업단지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사용자들은 

전력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전기차를 매개체로 에너지 거래 스테이션에서 전력 거

래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들 간의 전력망을 연결한다.

[그림 1]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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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시스템 흐름도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자가 제한적으로 블록체인 네

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므로 컨소시엄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에너지를 거래하는 일반 사용자

들은 [그림2]와 같이 세 부류의 대표집단(전기차, 산업

단지, 전기 생산자)서버의 하위 단계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거래를 참가할 수 있다. 

거래 참여자들은 로그인을 하고 서로의 잉여전력을 구

매 및 판매하며 노드 서버를 통해 블록체인 내에 있는 

자신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다.

[그림 2] 시스템 플로우

3. 안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거래 방식 아이디어 

도출

- 토큰을 이용한 에너지 거래

- 전기차를 매개하여 V2G 개념을 확장한 에너지 거래 

스테이션의 거래 방식 

- IoT를 통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블록체인  거

래 시스템 연결

4.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SDK를 통해 거래정보

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한다. [그림 5] 및 [그림6]

와 같이 해당 기록은 3개의 Organization(Org 1, Org2, 

Org3)의 원장에 모두 공유되고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

는 원장이 생성된다.

 (2) 블록체인 내부의 Chaincode의 경우, 어플리케이

션은 체인코드를 호출하여 블록체인과 상호작용을 하

며, 원장의 상태를 관리하고 거래기록을 원장에 보관한

다. 체인코드는 도커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각각의 피

어노드에 설치하였으며 하이퍼레저패브릭 체인코드는 

Go, Node.js 및 Java로 프로그래밍하였다. 체인코드에 

사용된 주요 함수는 [표1]과 같다. 

(3)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이 생성되는데 10분 이상이 

소요되므로 완결성을 충족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

다. 이더리움 또한 실시간으로 거래를 진행하기에 위험

이 따르므로 새로운 구조를 고안하였다. 하이퍼레저 페

브릭의 PBFT 합의 방식(<그림 7>)은 PoW나 PoS와는 달

리 다수결로 의사결정한 뒤 블록을 만들기 때문에 블

록체인의 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번 확정

된 블록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Finality를 확보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Fina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의 조직의 클라이언트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 조직의 노드를 통해 블록체인에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여 개선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림 3] 블록체인 내부 구조 

[그림 4] SDK를 통한 블록체인 원장 공유 흐름도

  

main Functions The role of the main function

case “totalSupply” Total amount of TOEKNs issued

case “balanceOf” Current Key Value Status

case “SignUp” Sign Up for the Trading System

case “Update” Membership Information Modification

case “transfer” Energy Trading

case “historyAPI” Transaction History

case “DetermineCose” TOKEN per 1KW

[표 1] 체인코드에 사용된 주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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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력 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림 6> 애플리케이션 UI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전기차를 통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해 독립적인 전력 거래를 가능하게 함 

o 에너지 거래 스테이션에서 전력 충방전이 이루어지므로, 전력거래의 기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o 에너지 거래 스테이션을 통한 전력 거래의 시간적 한계 극복 가능

o 전력 사용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피크(Peak)관리에 기여

o 전기 거래를 컨소시움 블록체인 원장에 분산시키는 효과

o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력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