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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SF6 분해 및 무해화 기술
SF6 decomposition and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전주기 농업공존형 태양광 기술
Full cycle technology of AgroPhotoVoltaics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Perovskite solar cells for smart windows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특징

기술특징

전력설비가 친환경 가스 사용설비로 대체됨에 따라 현재 상용중인 대표적 온실가스인 
SF6의 처리가 필요함. 본 기술은 "육불화황(SF6)"을 분해하고, 분해된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친환경기술임

SF6 decomposition & pollution control is to neutralize the decomposition 
gas after thermal decomposition.

농지에 태양광을 공존시켜 농업생산과 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로, 대규모(MW급) 
공존단지 개발을 위한 *전주기 농업공존형 태양광 기술
(*전주기 농업공존형 태양광 기술 : 사업입지 발굴 → 공존단지 구축 → 단지 운영·관리 기술)

Full cycle technology that simultaneously perform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hotovoltaic generation by coexisting solar power on farmland

고효율 광흡수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용하여 유리창호와 일체화된 차세대 태양
전지를 개발하는 기술로, 반투명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5×5㎠, PCE 
16.3%) 개발 완료

This technology is develoment perovskite solar cell integrated with glass 
windows. The development of semi-transparent perovskite solar module(5
×5㎠, PCE 16.3%) has been completed.

1. SF6 전용, 분해율 95% 이상 최적 분해시스템 기술
2. 신속응답형 제어기술을 포함한 분해가스 무해화 시스템 기술
3. 연간 60톤 처리 가능한 SF6 분해시스템 실증 및 운영

1. Thermal decomposition system
2. Neutralization system
3. Demonstration of commercial system(60 ton/year)

1. GIS 기반 정보 DB구축, 시·군·동단위 개발후보지 도출 및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 개발
2. 하중저감 설계기법기반 모듈화 구조설비 개발
3. 발전-농업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생산성 예측

1. Development of GIS-based information DB, suitable place and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program
2. Development of modular structure based on wind load reduction design techniques 
3. Real-time monitoring and productivity prediction of photovoltaic generation and agriculture 

1.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2.5×2.5㎠) 광전변환효율 19.02% 달성
2. 대면적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5×5㎠) 고온다습환경 안정성평가(IEC 61646) 통과

1. Semi-transparent perovskite solar cell(2.5×2.5㎠) achieved PCE 19.02%
2. Semi-transparent perovskite solar module(5×5㎠) passed damp-heat test(IEC 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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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생산 및 메탄화 공정(P2G)
Green hydrogen production and methanation process(P2G) 

기술개요

기술특징

재생에너지 및 미유용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하거나, 생산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하여 발전 및 도시가스 등의 연료로 활용하는 전력 
가스화 기술
Power-to-gas technologies produce green hydrogen by water electrolysis 
with intermittent renewable electric power and store it. Methane which 
is converted by hydrogen and carbon dioxide could be used as a fuel for 
further power generation and city gas

1. 간헐적 재생에너지의 가스(수소, 메탄) 전환을 통한 대용량, 장기 저장 및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2. 온실가스 배출 없는 그린수소 생산 및 보급 확대
3. 이산화탄소의 연료화로 탄소중립 기여

1. Securing large-capacity, long-term storage, and power grid flexibility driven by utilization of 
intermittent renewable energies

2. Expansion of the green hydroge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ithout greenhouse gas emissions
3. Contribution to Carbon Neutrality by converting carbon dioxide into the usable fuel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해소 대책
Special Measures to resolve Standby Renewable Energy Connection

망간수계 이차전지 및 배터리 진단시스템
Zn-MnO2 aqueous rechargeable battery & LiB Battery Diagnosis System

KEPCO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K-ADMS)
KEPCO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특징
기술특징

재생에너지 한전 계통 접속대기 용량 3GW에 대하여 기존 해소방식과 별도로 특별대
책을 시행하여 2021년 9월 즉시 317MW를 해소하였고, 2022년까지 307MW를 추가 
해소할 전망

T.F were implemented for 3GW of the renewable energy to immediately 
resolve 317MW in 09.2021 and resolve 307MW by 2022.

•  망간수계 이차전지 : 초저가, 고안전성 배터리로 출력 특성이 우수한 단주기 ESS용 
차세대 이차전지

•  배터리 진단시스템 : 사고 예방을 위한 셀 단위 열화 상태 실시간 진단(모니터링) 기술

Zn-MnO2 battery is Next Gen. Battery of Low cost, High safety and High 
power. Diagnosis System is operated in realtime for accident prevention.

재생에너지 증가로 복잡해진 배전망의 안정정 운영을 위하여 감시·제어와 배전 실시간 
해석기반 운영 솔루션 및 최적 배전망 계획 솔루션을 탑재한 종합배전관리시스템 기술
로서, 개방성·확장성을 특징으로 가지는 구조이며, 현재 한전 충북본부 현장 실증을 완료
The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provides the comprehensive 
network management solution, including monitoring, control, realtime analysis 
and optimization operating planning. By merging distribution management, outage 
management and D-SCADA function, the system shows a distinctive feature for 
openness & expandability. The system has been done the field demonstration at 
KEPCO regional headquarter in Chungbuk.

2021년 317MW 즉시해소 방안
•  배전선로 : 최소부하 고려 연계용량 상향 (12MW → 13MW)
•  변전소 : 최소부하 등 고려 연계용량 상향 (200MW → 평균 215MW)

How to release 317MW in 2021 immediately.
•  Distribution line: Increase the connection capacity considering the minimum load.(12MW → 13MW)
•  Substation: Increase the connection capacity considering the minimum load. 
   (200MW → average 215MW)

•  망간수계 이차전지 : (세계최초) 20Ah 대용량 셀 개발 완료, 상용화를 위한 2단계 과제 착수(`21.11)
•  배터리 진단시스템 : (세계최초) 운영 중 셀 단위 진단 기술 자체 개발

The world’s first 20Ah cell of Zn-MnO2 battery is developed and Next project is started.
Diagnosis System has Cell level diagnosis in operating.

1. 클러스터링 분산처리 기능의 고성능 무중단 성능 제공 및 국제표준 기반 DB 모델, 개방형 인터페이스 제공
2. DER 연계 배전계통 운영업무 효율을 고려한 고장자동처리, 전압무효전력 제어 등 업무지원 응용프로그램
3. 테러, 재해재난 대비 통신망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단말인증 및 보안취약점 사전제거 기술로 사이버 안전 확보

1. High performance by clustering & distributed processing and Open-Platform with international standard DB 
Model and interface

2. To consider the work efficiency, Advanced applications for management of distribution network with DER
3. High cyber security level and reliability with dual network and backup system in case of terrorism o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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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일괄설치시스템(MMB)
Multi-purpose Mobile Base for installing all-in-one offshore wind turbine

기술개요

기술특징

항구에서 하부 지지구조물과 상부 발전기를 모두 조립한 후 전체 해상풍력터빈을 
한 번에 들어올려 바다로 운송해 설치하는 기술로, 상용터빈 (4.2MW, 유니슨)을 대상
으로 실증 완료

After assembling both the lower support structure and the upper wind 
turbine at the port, the entire assembly is lifted and transported to the sea 
for installation at once

1. 해상풍력 발전기 해상 공사기간 80일 단축, 설치비 37억원 절감 (5MW급 기준)
2. 해상조립 공정 생략에 따른 안전 향상 및 크레인 임차비용(해상→육상) 절감
3. 실시간 유압제어 통한 일괄운송, 설치 중 전복방지기술

1. Shortening of offshore construction periods by 80 days, Reduction installation cost by 3.7 billion won
2. Safety improvement and crane rental cost reduction due to omission of assembly process at sea
3. Hydraulic technology to prevent assembly overturn



신재생발전 지역 관제시스템(LRMS)
Local Renewable Management System (LRMS)

EV의 수요자원화를 위한 VGI 기술
EV-Grid Integration (VGI) and control technology for EV as a fast-DR resource

연소후 습식아민 CO2 포집기술
Post-combustion Advanced Amine CO2 Capture Technology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Electric Power Generation by Ammonia Co-firing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특징

기술특징

기술특징

풍력,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 증가에 따라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 출력예측/전력계통 안정도평가/신재생 출력제어로 구성된 신재생
발전 지역 관제시스템
As renewable energy increases such as solar and wind generation, to secure 
the stability of power system operation, renewable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consisting of the renewable forecast, power system 
analysis, and the renewable controller

DR 또는 AGC와 같은 전력망의 신호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충전기에 연결된 EV의 
충전 및 방전 전력을 동시에 제어하여 각 EV의 배터리를 유용한 전력자원으로 만드는 
통합제어 및 장치 기술

Integration and control technology that simultaneously controls the 
charging and discharging power of EVs according to the signals from the 
electrical grid to make EV batteries a useful power resource

• 발전소 배가스에 포함된 CO2를 고효율 습식아민 흡수제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포집
하는 기술

• 연소 후 습식아민 CO2 포집기술은 기술 신뢰성이 입증되어있는 기술로 현재 흡수제 
및 공정 개발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A technology that efficiently capture of CO2 contained power plant flue-gas using 
high-efficiency amine absorbent

• Post-combustion advanced amine CO2 capture technology has proven to be 
technically reliable. Currently, various studies are underwa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hrough absorbent and process development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와 암모니아를 함께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써 
암모니아 혼소량에 비례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의 감소가 가능한 친환경 기술

Co-firing of ammonia with conventional fossil fuels, such as coal and 
natural gas is a environment-friendly electricity generation technology 
capable of contribution to CO2 reduction

1. 기상예측 및 다중 출력예측 모듈 조합을 통한 신재생 발전 출력예측 기술
2. SCADA 측정 기반 지역계통 실시간 안정도 평가 및 신재생 수용한계량 산정 기술
3. 실시간 전력계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신재생 출력제어 기술

1. Renewable forecasting tecnology through weather forecast and the ensemble of multi forecasting 
module

2. Real-time stability assessment and hosting capacity calculation based on SCADA monitoring data
3. Renewable control system to secure the stability of power system

1. VGI 제어운영시스템(K-VGI) 개발 및 V1G 실증을 통한 자원제어 효과성 검증
2. V2G AC 및 DC EVSE 개발/양방향 OBC 및 상용급 V2G EV 개발
3. V2G(충방전제어) 실증 예정

1. V2G-VGI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
2. V2G AC and DC EVSEs/AC and DC Bidirectional charge&discharge, commercial grade EV
3. V2G field demonstration

• 10MW급 습식 CO2 포집플랜트 10,000시간 연속운전 달성 및 산업부 첨단기술 인증
 - 온실가스 포집을 위한 저에너지소비형 신 흡수제(KoSol)개발
 - 연소 후 습식 CO2 포집공정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 Achieved 10,000 hours continuous operation of a 10MW CO2 Capture Plant and Certification of Advanced   
Technology from the Government
 - New absorbent(KoSol) development of low energy consumption for greenhouse gas(CO2) capture
 - Minimize energy usage through optimization of advanced amine CO2 capture process

1. 암모니아 혼소량에 비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함
2. 기존 설비의 큰 설계 변경 없이 적용이 가능함
3. 암모니아는 기존 유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친환경 연료임

1. Carbon dioxide emission can be reduc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ammonia co-fired
2. Ammonia co-firing can be applied without major design changes to existing facilities
3. Ammonia is an eco-friendly fuel with well-established worldwide distribu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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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순시점검 드론 시스템
Drone System for Patrol and Inspection of Power Transmission Lines

터널식 전력구 순시로봇 시스템
Robot System for Patrol and Inspection of Underground Power Transmission Tunnels

변전소 순시점검 로봇 시스템
Advanced Quadruped Robot System for Patrol and Inspection of Electrical Substation

변전 예방진단시스템(SEDA)
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 system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특징

기술특징
기술특징

송전선로를 따라 자동비행하면서 광학‧열화상 및 3D 라이다 등의 센서를 활용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드론 시스템으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4년간의 실증을 거쳐 
송전선로 정기점검에 시범 도입 중
The drone system flies automatically along power transmission lines and 
inspects the facilities by using vision, thermal and 3D LiDAR sensors. In 
2016, the system was develop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fter field 
testing, the drone system has been introduced on a trial basis from 2021.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터널식 전력구를 따라 자율적으로 이동하면서 지중 송전선로 
및 각종 부대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로봇 시스템
By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the robot system patrols underground 
power transmission tunnels and inspects power cables and civil engineering 
structure periodically.

복잡하고 좁은 공간, 계단 등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사족보행로봇에 변전소 순시점검에 
필요한 다양한 센서 모듈들을 탑재한 시스템으로, 옥내외 GIS형 변전소의 일일 순시점
검에 대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중
The advanced quadruped robot is capable of walking on complex / narrow 
spaces and stairs automatically. To patrol and inspect electrical substations, 
a variety of sensor modules are mounted on the robot. By using the robot,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for indoor and outdoor GIS-type substations is 
currently underway.

변전소 On-Line 예방진단 장치로부터 취득된 IoT 센서 데이터와 각종 시스템에 저장된 
설비정보를 종합연계하고 AI·Big-Data 분석을 통해 실시간 설비상태를 자동판정·관리
하는 시스템
A system that comprehensively links the sensor data of the substation 
and the facility information stored in various systems and automatically 
manages the status in real time through Big-data analysis

1. 드론 비행경로 생성을 위한 송전철탑 전용 왜곡보정 GPS 좌표 측정
2. 이기종 드론 비행제어를 위한 지상 비행관제시스템
3. 열화상 과열, 지장수목, 코로나 방전 등의 다양한 점검 수행
4. 수소연료전지와 LTE 통신을 활용한 비가시권 무인드론 운용

1. High precision GPS measurement technology for transmission towers
2. Ground control system for controlling various commercial drones
3. Various inspection performances: thermal overheat, vegetation encroachment and corona discharge detection
4. BVLOS drone unmanned flight by using hydrogen fuel cell and LTE communication.

1. 전력구 지도 자동생성 및 광학 / LiDAR 센서를 융합한 로봇 자율주행 기술
2. 딥러닝 기반 열화상 과열개소 및 구조 변형 자동진단
3. 도킹 스테이션을 통한 로봇 자동충전 및 설비진단 빅데이터 전송

1. Robot SLAM, path planning, and obstacle avoidance by using vision/LiDAR sensors
2. Thermal inspection and underground structural transformation diagnosis based on deep learning
3. Self-charging through robot docking station and transmitting equipment diagnosis big-data.

1. 장애물 회피, 계단 이동, 문 개폐 등 자율주행 기술로 변전소 내 자유롭게 이동
2. 광학, 열화상 등 다양한 센서 모듈을 탑재하여 설비점검을 수행
3. 자동으로 충전 도크로 이동 및 충전함으로써 변전소 상시감시 가능

1. Free locomotion in substations: avoiding obstacles, going up/down stairs, opening/closing doors
2. Patrolling and inspecting substation facilities by using vision/thermal camera sensors on the robot
3. Auto docking and self-charging; 24/7 monitoring of electrical substation.

1. 변전소별 상이한 예방진단장치를 단일시스템으로 통합·연계
2. Big-Data 분석, AI 접목으로 자동 상태진단
3. 디지털 트윈 적용으로 3D 가상공간 내 설비관리

1. Integration of different preventive diagnostic devices by substation in a single system
2. Big-Data analysis, AI utilization for automatic status diagnosis.
3. Manage facilities in 3D virtual space by applying Digital Tw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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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상태진단 유중장입형 가스센서 프로브
Oil-immersed Gas Sensor Probe for Transformer Diagnosis

KEPCO 블록체인 공용 플랫폼
KEPCO Blockchain Platform

스마트에너지시티 에너지통합플랫폼
Smart energycity energy integration platform

지능형디지털발전소
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IDPP)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특징

기술특징
기술특징

변압기 이상에 의해 발생하여 절연유에 용존되는 가스분석을 통해 이상내용 및 심각수준을 
진단하고, 사고예방, 수명예측 및 설비의 적기교체가 가능함. 변압기 내부 직접 장입
으로 정확도/반응속도 향상된 가스센서 프로브
Through analysis of gases dissolved in insulating oil caused by abnormality 
of a transformer, it is possible to diagnose the details and severity of 
transformer abnormalities, predict the life time, prevent accidents and 
timely replace the equipment. Gas sensor probe that directly inserted into 
the transformer to improve data analysis accuracy and response time.

고속 합의, 이종 체인 연계, 정보 비식별화 등 특화기술이 접목된 한전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전단가입찰 실적증명서 및 투·개찰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대외 공신력을 강화한 기술

This technology is based on the KEPCO blockchain platform applied with 
high-speed consensus, interoperability, de-identification, and enforces 
public trust by verifying submitted performance certificates and bidding 
results

2050 탄소중립 및 도시 에너지 자립률 달성을 위하여 도시 에너지 데이터 연계·통합 
관리 및 최적 에너지 공급계획을 세우며, 에너지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
As an energy integration platform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ty and 
self-reliance urban energy, it provided services such as urban energy data 
connection, integrated management, optimal energy supply plan, and 
energy trading.

발전소의 운전 및 정비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사전에 예측하고 설비의 고장예방 및 자산운영 효율을 향상시켜 발전비용을 최소화
하는 기술
It is a technology to minimize the operating expenditure by predicting 
the overall conditions, preventing the failure and increasing the asset's 
efficiency through the AI & Big data analysis using power plant's O&M data.

1. 고감도 반도체式 H2, C2H2 및 CO 가스센서 개발 및 적용
2. 유중장입형 프로브 및 가스모니터
3. 사내 변전설비 예방진단시스템 內 수입 분석기 대체, 연간 33억원 절감
4. 사고예방 및 적기교체에 의한 효율적 자산관리

1. Development/application of H2, C2H2 and CO gas sensor materials and device with high sensitivity
2. Oil-immersed gas sensor probe and monitoring system
3. Annual savings of 3.3 billion won through replacement of imported analyzer at KEPCO substation 

preventive diagnosis system
4. Efficient asset management by preventing accidents and timely replacement

1. 디지털 문서 위변조 관리 및 업무 자동화로 운영비 절감(2.5억/年)
2. 블록체인기반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방지→데이터 3법 보장
3. 업무(배전입찰, 인사채용 등) 투명성 확보로 민원 발생 방지

1. Reducing OPEX by securing digital documents against tampering and work process 
automation($0.25B/yr)

2.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gainst illegal leakage → complying with Data protection Act
3. Preventing civil complaint by guaranteeing work process transparency

1. 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계획 최적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 등 도시 에너지 통합관제로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유도
3. 시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1. Assist in cost-effective energy plans optimization for urban Carbon Neutrality
2. Induce optimization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integrated control of urban 

energy such as new and renewable energy
3. Provide business services tailored to create an energy ecosystem for stakeholders such as residensts 

and corporations

1. 운전 빅데이터 수집/분석용 표준 플랫폼과 설비 감시진단을 위한 지능형 앱으로 구성
2. 발전설비 조기경보, 연소진단 예측, 디지털트윈 등 16종 앱 활용 발전소 고장예방
3. 발전시스템 가상운영을 통한 발전소 최적 운영시나리오 도출 및 주요 의사결정 지원

1. Consists of platform to collect and analyze the operation big data and intelligent Apps to diagnose 
and prognose the facility conditions.

2. Prevents the power plant's outage using the 16 Apps such as Early warning, Combustion diagnostics, 
Digital twin, etc.

3. Determines the optimal operation scenario and support the plant owner's decision-making from a 
power plant's virtu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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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식 기반 전력설비 관리기술
Automated distribution apparatus imagery inspection.

폐열 이용 2MW급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
2MW Supercritical CO2 Power Generation System Using Waste Heat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특징

멀티센서 카메라(9대) 및 센서를 차량상부 탑재하여 자동으로 촬영·인식, 좌표·거리를 
계산하는 기술로, 별도의 인력 개입없이 전력설비 순시하고, 영상기반 자산관리를 수행-
카메라제어, 설비구분, 영상추출 및 좌표매칭(자산정보) 기술적용

Automated inspection technologies for patrol-based monitoring of over-
head distributions. Capturing imagery, detection & recognition, geometry 
estimation for asset management are applied.

이산화탄소를 작동유체로 하는 고효율 발전기술로 폐열, 신재생, 화력, 원자력, 전력저장 
등에 적용할 수 있고 한전은 2MW급 시스템 설계 및 핵심기기 제작 완료

High-efficiency power generation technology that uses carbon dioxide as a 
working fluid and can be applied to waste heat, renewable energy, thermal 
power, nuclear power, and energy storage. Currently, KEPCO has designed 
a 2MW system and manufactured core equipment

1. 고속이미지취득 및 설비정보(전주번호·좌표) 자동처리 : 최대60km/h 실시간

2. 영상인식 : 가공설비(전주, 현수/LP애자, 개폐기, 변압기, COS 외), 전선, 등

3. 배전선로위해요소(조류둥지 등)의 실시간 탐지, 위치정보 현장 알림, 전송

1. Detect and scan electric poles and coordinates at up to 60km/h speeds 
2. Digitized distribution assets (6 types) and components (risk factors) without human intervention.

1. 스팀터빈 대비 발전효율 향상 (2~5% points)
2. 터보기기 소형화
3.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LCOE 감소

1. Improving power generation efficiency compared to steam turbines (2-5% points)
2. Smaller-scale turbines  
3.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L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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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Jeonnam Naju INNOPOLIS Plus

탄소중립의 first solution = 에너지 효율 향상
First Solution for Carbon Neutral = Energy Efficiency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에너지마켓플레이스
Energy Market Place(EN:TER)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특징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과학기술발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지역 주도 혁신성장 모델로, 주요 지역거점 기술핵심기관(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구·주거·산업·문화가 어우러진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임

[INNOPOLIS Plus]
INNOPOLIS Plus refers to a small, highly-concentrated space centered around 
key technology centers located in the region, such as public enterprises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한 효율향상, 피크 감축
적극적인 수요감축 참여 유도를 위한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 개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및 교육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through supplying high-efficiency 
equipment Development of consumer behavior change program 
for demand control Energy saving program and education with 
institutions(bank, NGO etc.)

에너지 과학기술로서 인류, 국가, 지역에 공헌하고 미래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
Mission Statement
Contribute to humanity, country, and the local area with scientific energy 
technology and suggesting new prospects of future energy while adapting 
to climate change

수요자와 공급자간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거래 서비스, 전력사용량 기반 데이터
서비스 및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

Energy business platform that provide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renewable energy transaction services, power consumption-based data 
services, and customized data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전국 최초 공기업형 강소연구개발특구!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한국
전력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및 지역 혁신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밸리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아갈 것임

[Jeonnam Naju INNOPOLIS Plus]

Jeonnam Naju INNOPOLIS Plus was designed in August 2020 with KEPCO, a key technology center. 
KEPCO will foster it as a hub for the global energy new industry
※ INNOPOLIS is an R&D-led innovation cluster with a virtuous cycle of R&D-commercialization-reinvestment

1. 2020년 고효율기기 보급 절감실적 956GWh
2.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 개발(연평균 276GWh 절감량 확보)
3.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시민단체 총 6개 기관과 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1. Saved 954GWh by supplying high-efficiency equipment in 2020
2. Developed consumer behavior change program(securing of reductions(276GWh))
3. Signed business agreements with several institutions about carbon neutral

1. 에너지 AI :  에너지 + ICT 융복합,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2. 에너지 신소재 : 에너지 분야 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
3. 차세대 그리드 : 무선전력전송, HVDC, 신재생E 연계 기술
4. 수소 에너지 : 全주기 수소에너지 개발(생산, 저장/운송, 활용)
5. 환경·기후 기술 : 에너지 기후 및 환경기술 개발 (미세먼지 및 C02 저감/포집 기술 등)

1. Energy AI : Combine energy and ICT to develop technology to conserve energy
2. Energy Materials and Devices : Develop fundamental technology for future materials of the energy field
3. Grid Modernization : HVDC, wireless power transmission, and technology related to renewable energy
4. Hydrogen Energy : Develop end-to-end hydrogen energy (Production-storage-transportation-utilization)
5. Environment and Climate Technology : Develop technology on energy climate and environment(Including 

reduction of fine dust and CO2, and collection)

• 에너지신사업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에너지효율향상 및 수익 창출 
• 에너지 분야 신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
•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개 및 거래정보 제공

• Support for reducing electricity bills and generating profits through the energy business.
• Connecting new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in the energy sector and sharing energy data.
• Providing renewble energy transaction and information for Carbon Neutrality and RE100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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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
Power Check Mobile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One person care service

기술개요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특징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에서 계측되는 전력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전기설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솔루션

Mobile power quality management solution based on AMI technology

전력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 가구의 안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
복지 공무원에게 SMS로 알려주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서비스

Social artificial service in order to prevent lonely deaths, which is power-
consumption and communication artificial analysis and SMS care alarm 
delivery to social welfare government servant

1. AMI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솔루션으로 측정장치, 모뎀 등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없음
2. 고조파, 역률, 상불평형, 이용률, 전압, 전류, 정전정보 등 다양한 전기품질 정보 제공
3. 고압아파트 정전 예방을 위한 과부하위험 예측 AI 서비스 제공

1. Economic and efficient power quality management solution based on AMI technology
2. Power quality data : harmonics, power factor, phase unbalance, V, I, interruption, etc..
3. Overload forecast AI for HV apartment customers

•전력사용량, 통신데이터 융합 및 개인별 인공지능 기술 적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구 당  IoT, 동작감지기 등 별도 센서 불필요로 투자비/운영비 절감 및 사생활 간섭 최소화
•수도, 가스 데이터 등 생활데이터 추가 융합이 가능한 데이터 확장성 시스템 구조

•Convergence of power-consumption and communication data, customized service applied by 
individual artificial technology

•Saving capex/opex and minimization of single person’s privacy because of needlessness of 
    indoor senors
•Easy additional data(water, gas and etc.) scalability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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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에너지분야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전력공사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겠습니다.

“Paradigm Shift in the Energy Sector in an Era of Carbon Neutrality”

KEPCO strives to explore innovative and creative solu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