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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Abstract: Disclosed i s a method for operating a power
AA ( 시작 ) management apparatus which controls states of a plurality of

electronic devices included in a system, comprising the steps
of: obtaining an activation request for activating at least one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electronic device from among the plurality of electronic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획
202 devices; predicting a power consumption of the at least one

electronic device; and determining scheduling information for
activating the at least one electronic device, on the basis of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the predicted power consumption and the current power con
- 204전력 소비량을 에 sumption of the system.

(57) 요약서 :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 복

예뜩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 현재 전력 수의 전자 장치들 증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
소비량몌 기초하여 ,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 - 20S 성화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획득하는 단계 , 적어도 하나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 결정 의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단계 및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
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

Β Β J 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력 관리 장치
의 동작 방법이 개시된다.

202 . . Obtain activation request for activating at least one

< electronic device from among plurality of electronic devices
204 . . Predict power consumption of at least one

o electronic device
206 . . Determine scheduling information for activating at

least one electronic device on basis of predicted power
consumption and current power consumption of system

AA ... Start
BB ... En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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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복수의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전력을

관리하는 전력 관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기술분야

[1] 다양한 실시예들은 전력 관리 장치에 관련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전력 관리와 관련된 방법 및 장치이다.

배경기술
[2] 하나의 건물 혹은 가정과 같은 시스템에서 다양한 전자 장치들은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전원 장치에 의해 전력을 공급 받는다. 사용자 는 멀티 소켓을
포함하는 확장 전선을 이용하여 하나의 전원 장치에 복수의 전자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다. 특히 , 다수의 고 전력을 소비하는 전자 장치들이 동시에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전체 전력 소비량은 시스템의 최대 수용 전력량을 초과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의 최대 수용
전력량의 초과는 전자 장치들 및 시스템의 전력 공급 체계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회로 차단기 (circuit breaker) 와 같은 보호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로 차단기의 트리핑 (tripping) 이 보호 장치에 연결된 전자 장치들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기 때문에 최대 수용 전력량의 초과는 문제가 되고 불편을
야기한다. 사용자는 시스템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에 다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회로 차단기 를 리셋(reset) 해야 하며 , 불편함을 야기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원격으로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가 스위치 되는,소위 지능형 전자 장치들에 의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3] 다양한 실시예들은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획득하고,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며 ,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전력 관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과제 해결 수단
[4]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 으로서 ,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획득하는 단계,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단계,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5] 도 1은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및 전자 장치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

[6] 도 2는 일 실시 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 다 .

[7] 도 3은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우선 순위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
[8] 도 4는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
[9] 도 5는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우선 순위 및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 이다 .

[10] 도 6은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스케줄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
[11] 도 7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가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

[12] 도 8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

[13] 도 9는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시스템에 포함된 전자 장치의

결함을 판단하고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 이다 .

[14] 도 10은 시스템이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일례이다 .

[15] 도 11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 는 구성도이다 .

[16] 도 12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 는 구성도이다 .

발명의 실시를 위한 최선의 형태
[17]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은 ,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획득하는 단계,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단계,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8] 일 실시 예에 따라,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의 합이 기

설정된 임계 전력량보다 크면,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 및 사용 이력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시스템에 포함된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를 비활성화시키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일 수 있다.
[19] 또한,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여 ,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는 단계,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

되는 시간을 예측하는 단계 및 예측된 시간을 이용하여, 우선 순위 비교 결과에

따라 비활성화된 전자 장치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20]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 관련 정보를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상기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상기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일 수 있다.

[21]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은 ,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22]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은 ,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변화량과 예측된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는 단계 및 비교 결과에 따라, 스케줄 정보를 갱신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23]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은 ,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현재 전력 소비량 및

평균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는 단계, 비교 결과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결함 발생을 판단하는 단계 및 판단 결과에 따라 결함 발생에 대한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24]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비지능형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은 ,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을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일 수 있다.

[25]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은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스케줄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26]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은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입력에
웅답하여, 스케줄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27]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는 ,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수신하는 통신부 및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고 ,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28]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는,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의 합이 기 설정된 임계 전력량 보다 크면,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 및 사용 이력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시스템에 포함된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를 비활성화시키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

[29] 또한, 제어부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여,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고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되는 시간을 예측하고,

예측된 시간을 이용하여, 우선 순위 비교 결과에 따라 비활성화된 전자 장치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30]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 통신부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 관련 정보를 ,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로부터
수신하고, 제어부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

[31]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는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통신부는, 생성된 제어
신호를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32]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를 모니터링하고 , 변화량과 예측된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여, 스케줄 정보를 갱신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33]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현재 전력 소비량 및

평균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여 ,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결함 발생을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결함 발생에 대한 알림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전력
관리 장치는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4]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비지능형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제어부는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을 획득하고,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35]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스케줄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6] 일 실시예에 따라,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획득하는 단계,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 는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단계, 및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 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37]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 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38]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9]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및 전자 장치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40] 도 1을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라 시스템(103) 은 소정의 공간에 배치된 전자
장치들 (102) 및 전력 관리 장치 (100) 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103) 은
가정(home), 사무실, 건물, 집합 건물 등에 배치된 전자 장치들 및 전력 관리
장치 (100) 를 포함할 수 있다.

[41] 일 실시예에 따라, 시스템(103) 은 전자 장치들 (102) 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원 장치는 외부에 서 제공되는 전력을 저장,

가공 및 공급하는, 배터리(battery), 제네레이터(generator)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103) 은 전원 장치를 통해 전자 장치들 (102) 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장치들 (102) 은 전원 장치로부터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받 거나,

전력 관리 장치 (100) 를 거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42] 전자 장치들 (102) 은, 예를 들어, 디스플레 이장치, 컴퓨터, 보안 장치, 오디오,

넁장고, 세탁기 , 식기세척기, 조명 제어 시스템 등과 같은 가전 기기를 포함 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자 장치들 (102) 은 사무 기기, 공공
기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3] 일 실시예에 따라, 전자 장치들 (102) 은 지능형 전자 장치 및 비지능형 전자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지능형 전자 장치는 전력 관리 장치 (100) 에 의해

전자 장치의 상태(예를 들어, 활성 상태 또는 비활성 상태) 가 제어될 수 있는 전자
장치일 수 있으며 , 비지능형 전자 장치는 전력 관리 장치 (100) 에 의해 전자
장치의 상태가 제어될 수 없는 전자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지능형 전자

장치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전자 장치일 수
있다.

[44]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의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 시스템(103) 의 전력 소비량을 소정의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다.

[45]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네트워크 (104) 를 통하여 전자
장치들 (102) 로부터 활성화 요청 또는 비활성화 요청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의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전자 장치의
상태를 변경하는 제어 신호 또는 전자 장치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스케줄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 등을 생성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생성된
제어 신호를 전자 장치들 (102) 로 전송함으 로써 ,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46] 또는, 전원 장치가 전력 관리 장치 (100) 를 거쳐 전자 장치들 (102) 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 (102) 로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 (예를 들어,스위치 등)를 포함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제어 장치를 통해 전자 장치들 (102) 로 공급되는 전력의 양을
제어함으로써 ,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47] 또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마트 콘센트 (smart outlet) 에 구비된 전력 공급
제어 스위치 등을 제어함으로써 ,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할 수도 있다.
스마트 콘센트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로부터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48]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 전력선 통신 (Power Line Communication: PLC) 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103) 에서 네트워크 (104) 는 생략될 수 있다.

[49]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이동식 전자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휴대폰, PDA, 노트북 컴퓨터 , 태블릿 PC, 웨어러블 장치 또는 그
밖의 다기능 통신/엔터테인먼트 장치가 될 수 있다. 또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원 장치 및 전자 장치들 (102) 과 연결된 비 이동식 전자 장치일 수도 있다.

[50] 한편,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 (102)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의 디스플레이 장치 (105) 가 시스템(103) 의 전력 관리
장치 (100)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1] 일 실시예에 따라, 시스템(103) 은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103) 에 포함된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은, 전력 관리



장치(100) 가 적어도 하나의 서브 전력 관리 장치를 포함하는, 계층적

구조 (hierarchy) 로 전자 장치들(102) 의 상 태의 제어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는 , 시스 템(103) 에 포함된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은 사물

인터넷(Intemet-of-Things: IoT) 환경에서 분산 방식으로 전자 장치의 상 태의

제어를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52] 네트워크 (104) 는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 과 같은 유선

네트워크나 이동 통신망(mobile radio communication network), 와 이파이(Wi-Fi)

또는 위성 통신망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무선 네트워크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104) 는 지그비(Zigbee) 통신, 블루투스 (Bluetooth) 통신, 또는

UWV(Ultra-Wideband) 통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104) 는 사물

네트워크 환경(Internet-of-Things: IoT) 을 포함할 수 있다.

[53] 도 2는 일 실시 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 다 .

[54] 도 2를 참조하면, 단계 202 에서 전력 관리 장치(100) 는 시스템(103) 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102)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획득한다. 여기서 ,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비활성

상 태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상태를 활성 상 태로 변경하는 것일 수

있다.
[55] 전자 장치의 상 태는 ACPI( Advanced Configuration and Power Interface: ACPI)

규격에 따라 GO(작업 중), G l (대기 모드), G2( 소프트 종료), G3( 기계적 종료)

상 태로 분류될 수 있다. 활성 상 태는 G0 상 태에 비활성 상 태는 Gl, G2 또는 G3

상 태에 각각 대웅될 수 있다.
[56] 구 체적으로, 활성 상 태는 전자 장치의 스위치가 켜져(tum-on) 있는 상 태 또는

전자 장치의 일부 기능이 수행 중인 상 태(G0) 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장치의 활성 상태는 시각 및/또는 청각 컨텐츠를 재생하는 상 태 일

수 있다. 또한, 비활성 상 태는, 전자 장치의 스위치가 꺼져(turn-off) 있어 전력을

전혀 소비 하지 않거나(예를 들어, 시스템 오프 상 태(G3)), 소프트 종료 상 태(G2)

또는 최대 절전 모드(G1) 로 동작하는 상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장치의 비활성 상 태는, 전원이 꺼진 상 태 또는 최대 절전 모드

상 태일 수 있다.
[57] 또한, 전력 관리 장치(100) 가 획득하는 활성화 요청은 , 전력 관리 장치(100)

또는 시스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102) 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성화 요청은 , 전자 장치들(102) 중 하나의 전자 장치에 입력된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하나의 전자 장치로부터 전력 관리 장치(100) 로 전송되는 제어

신호 (또는 , 데이터)일 수 있다. 또는 , 활성화 요청은 전력 관리 장치(100) 가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

[58] 또는 , 전력 관리 장치(100) 는 시스템(103) 외부의 전자 장치(미도시) 로부터

활성화 요청을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 시스템(103) 외부의 전자 장치는 , 전력

관리 장치(100) 에 기 등록된 전자 장치로서 , 전력 관리 장치(100) 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전자
장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사용자 입력에 기초하여, 전력 관리
장치 (100) 로 활성화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59] 단계 204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한다. 여기서 ,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일 수 있다.
[60]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전력 관리 장치 (100) 에 의해 예측된 전력
소비량을 '예측 전력 소비량 '이라 한다.

[61]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 (102) 의 전력 소비량 및
전력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의 현재 전력 소비량, 전자 장치 별 현재 전력 소비량, 피크 전력

소비량, 전자 장치가 활성화(또는, 비활성화)되는 시간,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모니터링된 정보를 분석하여, 전자 장치들 (102) 의
사용 이력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모니터링된
정보를 분석하여, 시스템 및 전자 장치의 누적 전력 소비량, 평균 전력 소비량,
시간 당 전력 소비량, 전자 장치 별 최근 사용 시간, 평균 사용 시간,누적 사용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 이력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획득된 사용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저장 및/또는 관리할 수 있다.

[62]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소정 기간 동안의 전자 장치의 평균 전력 소비량 및 평균
사용 시간을 이용하여 , 활성화 요청이 획득된 전자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 이 장치에 대한 활성화 요청이 획득되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일주일 동안의 평균 전력 소비량 및
평균 사용 시간을 이용하여 디스플레 이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다.

[63] 한편, 위 설명에서는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전자 장치들 (102) 의 전력 소비량 및
전력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원 장치 , 스마트 콘센트 또는 전자
장치들 (102) 에 의해 모니터링된 전력 소비량 및 전력 사용 시간을 수신할 수

있다.
[64] 또한,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력 관리 장치 (100) 의 내부

또는 외부에 저장된 룩업 테이블 (look-up table) 을 이용하여, 전자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 ,룩업 테이블 (look-up table) 은, 전자
장치들 (102) 의 식별값, 평균 전력 소비량, 평균 사용 시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룩업 테이블은 일정 시간 간격(예를 들어, 24시간 간격 , 일주일 간격
등)으로 갱신될 수 있다. 따라서 , 활성화 요청이 획득되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룩업 테이블에 접근함으 로써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 는 전자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다.

[65] 또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 는 전자 장치로부터 , 해당

전자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디스플 레이 장치로부터 수신한 활성화 요청은 , 디스플 레이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 값을 포함할 수 있다.

[66] 한편,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이 획득될 때마다 예측 전력 소비량을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 갱신된 예측 전력 소비량은, 갱신 시 점에 기 활성화된

전자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을 제외할 수 있다.

[67]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이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전력량을 초과하면, 전원

장치는 시스 템(103) 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 전원 장치가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요청을 전송한 전자 장치의 상 태(예를 들어, 활성 상 태 또는

비활성 상태) 를 제어하는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다.

[68] 단 계 206 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예측 전력 소비량 및 시스 템(103) 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한다. 여기서 ,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 일 수 있다. 또한, 시스 템(103) 의 현재 전력 소비량은,

시스 템(103) 의 전자 장치들 (102) 이 소비하는 실시간 전력 소비량일 수 있다.

[69] 또한, 스 케줄 정보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순서 에 대한 정보 및 시간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70]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 템(103) 의 현재 전력 소비량과

예측 전력 소비량의 합인 총 전력 소비량을 임계 전력량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 임계 전력량은, 외부에서 시스 템(103) 으로 공급되 는 최대 전력량을
나타내 는 최대 수용 전력량 및 안전 지수 중 적어도 하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71] 시스 템(103) 의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을 초과하는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 (102) 의 우선 순위 및 사용 이력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시스 템(103) 에 포함된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고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72]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제 1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와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여,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 제 1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보다 낮은 제2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고 제 1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제 1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가

동일한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평균 사용 시간이 가장 긴 제3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고 제 1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73] 또는, 우선 순위가 동 일한 두 개 이상의 전자 장치들로부터 활성화 요청이

획득된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이 획득된 전자 장치들의 사용
이력에 따라,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를 먼저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각 전자 장치의 평균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평균 전력 소비량이 가장 적은 전자 장치를 먼저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또는, 우선 순위가 동 일한 두 개 이상의

전자 장치들로부터 활성화 요청이 획득된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의 평균 사용 시간에 기초하여 , 평균 사용 시간이 가장 짧은 전자 장치를

먼저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한다.

[74]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시스 템(103) 의 전자

장치들 (102) 의 상 태(예를 들어, 활성 상 태 또는 비활성 상태) 를 제어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전자

장치들 (102) 로 제어 신호를 전송함 으로써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또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스마트 콘센트 또는

전원 장치로 제어 신호를 전송함으 로써 ,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75]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입력에 웅답하여, 스케줄 정보를 갱신, 변경 및 삭제할 수 있다.

[76] 한편, 시스 템(103) 의 총 전력 소비량이 시스 템(103) 의 임계 전력량 이하 인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상 태를 활성화

시키는 제어 신호를 전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77] 한편,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 템(103) 이 적어도 하나의 비지능형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마트 콘센트 또는 전원 장치와 연결된

스위치 등과 같은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비지능형 전자 장치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 비지능형 전자 장치의 상 태를 제어하는 것은,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로 공급되는 전력의 양을,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단계 202 내지

단계 206 의 동작을 수 행함으로써 , 스케줄 정보에 따라 비지능형 전자 장치로의

전력을 차단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78] 또는,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로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을 활성 상태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단계 206 에서 , 예측된 전력 소비량 , 시스 템(103) 의 현재 전력

소비량 및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평균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평균 전력 소비량은, 전력 관리



장치 (100) 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이 직접적으로 전자 장치의 상태를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103) 의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79]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우선 순위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80] 도 3을 참조하면, 단계 302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 총 전력 소비량은,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 는 전자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 및 시스템(103) 의 현재 전력 소비량의

합일 수 있다.
[81]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의 최대 수용 전력량 및

안전 지수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임계 전력량을 결정할 수 있다. 최대 수용
전력량은 전원 장치 또는 외부 서버(예를 들어, 전력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서버
등)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또한, 안전 지수는, 전력 관리 장치 (100) 에 설정된
디폴트 (default) 값 또는 사용자 입력에 의해 결정되는 값일 수 있다.

[82]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안전 지수가 10% 인 경우, 시스템(103) 의
최대 수용 전력량의 90% 를 임계 전력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전원 장치가 회로 차단기 (circuit breaker) 또는 퓨즈 (fuse) 와 같은 보호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수용 전력량은 보호 장치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값일 수

있다.
[83]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임계 전력량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임계 전력량을 결정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다른 전자

장치에서 입력된 사용자 입력에 의해 결정된 임계 전력량을 수신할 수도 있다.
[84]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총 전력 소비량과 임계 전력량을

비교하여,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85]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을 초과하면, 단계 304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86]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에 소정의 기준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를 할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의 특성, 전자 장치 별 활성화 요청의 획득
빈도수, 사용자 입력에 따른 전자 장치의 선호도, 전자 장치의 특성, 전자 장치의

기능, 전자 장치의 평균 전력 소비량 또는 이들의 조합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할당할 수 있다. 시스템의 특성은, 시스템이 위치하는 환경(예를 들어, 집, 주방,
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장치의 특성은, 활성화된
전자 장치가 소정 작업 수행 중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87]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의 특성에 따라, 전자



장치들 (102) 에 우선 순위를 할당할 수 있다. 만약, 시스 템(103) 이 가정에

위치하는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식기 세척기 또는 세탁기 등과 같은 가전

기기에 높은 우선 순위(예를 들어, 제 1 순위) 를 할당할 수 있다. 반면에,

시스 템(103) 이 사무실에 위치하는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가전 기기에 낮은

우선 순위(예를 들어, 제 10 순위) 를 할당할 수 있다.

[88] 또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 (102) 의 기능에 따라, 우선 순위를

할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식기 세척기와 세탁기가

동 일한 세척 기능을 가지므로, 식기 세척기와 세탁기에 동 일한 우선 순위(예를

들어, 제 3 순위) 를 할당 할 수 있다.

[89]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기 결정된 우선 순위에 기초하여,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 태인

세탁기의 우선 순위와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 인 디스플 레이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90] 단계 306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단계 304 에서의 우선 순위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91]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 태의 제 2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가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제 1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보다 낮으면, 우선

순위가 낮은 제 2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 인

디스플 레이 장치의 우선 순위가 '제 1 순위' 이고 , 활성 상 태인 세탁기의 우선

순위가 '제 3 순위 '인 경우 , 세탁기를 비활성화시키고 , 디스플레 이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92] 한편,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새로운 활성화 요청이 획득될 때마다 스케줄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에 따라
식기 세척기의 활성화 요청이 대기 중 인 상 태에서 , 식기 세척기보다 더 높은

우선 순위가 할당된 디스플레 이 장치에 대한 활성화 요청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디스플 레이 장치를 먼저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 위하여, 스케줄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93] 한편, 단계 302 에서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 이하 인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 으로 활성화시키는 제어 신호를 각 전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94] 전술한 바와 같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 템(103) 의 최대 수용 전력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 우선 순위가 높은 전자 장치의 기능을 효율적 으로 수 행하기
위한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95] 도 4는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



[96] 도 4를 참조하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이 비활성화되는 시간을 예측하고,

예측된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97] 단계 402 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 템(103) 의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단계 402 에는 도 3의 단계 302의 실시 예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 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98]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을 초과하는 경우 , 단계 404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이 비활성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99] 사용 이력은 ,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균 사용 시간 , 평균 전력 소비량 및

최근 사용 개시 시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00]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들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전자 장치들 간의

관계 정보 , 시간 별 전자 장치의 상 태 정보 , 전자 장치가 활성화된 시간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여기서 , 전자 장치들 간의 관계 정보는, 하나의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되면 다른 전자 장치가 활성화되는 관계를 나타내 는 것일 수 있다.

[101]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간 별 전자 장치의 상 태 정보에

기초하여 , 활성 상 태인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오후 10시부터 활성 상 태인 세탁기에 대하여,

시간 별 세탁기의 상 태 정보에 기초하여, 활성 상 태의 세탁기가 오후 11시에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02] 또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 별 평균 사용 시간 및 최근 사용 개시

시간에 기초하여 , 활성 상 태인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청소기의 평균 사용 시간(예를 들어,

30분 ) 및 최근 사용 개시 시간(예를 들어, 오후 10시 40분 )에 기초하여, 활성

상 태의 세탁기가 오후 11시 20분 에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03] 단계 406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 되는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04]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의 전자 장치를 선택하고, 선 택된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

시간에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이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하여,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의 전자 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105]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10시 50분 에 디스플 레이 장치로부터 활성화

요청이 획득되면 , 활성 상 태의 세탁기 및 청소기가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

시간을 현재 시간(즉, 10시 50분 )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세탁기를 오후 11시 에 비활성화시키고 , 디스플레 이 장치를 오후 11시 에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스케줄 정보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11시에 세탁기를 비활성 상태로 변경하라는 제어 신호를 세탁기로
전송하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성 상태로 변경하라는 제어 신호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106] 한편,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11시에 세탁기를 비활성화 하며 , 11시에

디스플레 이 장치를 활성화한다는 스케줄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입력에 웅답하여, 11시 10분에 세탁기를 비활성화시키고, 11시 10분에
디스플레 이 장치를 활성화시키도록 스케줄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07] 한편, 단계 402에서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 이하인 경우,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제어
신호를 전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108] 한편, 위에서는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활성 상태의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되는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태의 전자
장치 및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도 있다.

[109]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조명 장치와 보안 장치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보안 장치에 대한 활성화 요청이 획득되면, 활성 상태인 조명 장치를 비활성화
시키고 보안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10]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우선 순위 및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 이다.

[111] 도 5를 참조하면, 단계 502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여, 활성 상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112]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제 1 전자 장치보다 우선 순위가 낮은 전자 장치들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추출된 전자 장치들 중에서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제2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제2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제어 신호를 제2 전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활성화 요청이 획득되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 상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디스플레 이 장치보다 우선 순위가 낮은 청소기를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113] 단계 504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제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 114]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제 1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제어 신호를 제 1 전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활성화 제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115] 단계 506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간 별 전자 장치의

상 태 정보 , 전자 장치 별 평균 사용 시간 또는 최근 사용 개시 시간 등에

기초하여 ,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116]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디스플레 이 장치의 전자 장치 별 사용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 디스플레 이 장치가 소정 시간 후 (또는 , 특정 시간)에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17] 단계 508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예측된 시간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우선 순위 비교 결과에 따라 비활성화된 전자 장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

[118]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단계 502 에서 비활성화된 전자

장치를 , 단계 506 에서 예측된 시간에 다시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디스플 레이 장치가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 시간에 청소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19] 도 6은 일 실시 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스케줄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

[120] 단계 602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제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121] 단계 604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122]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가 활성화되기 전과

활성화된 후의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차 이를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123] 단계 606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과

기 결정된 예측 전력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다.

[124]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의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 2의 단계 204 에서 결정된 예측 전력 소비량과,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을 비교할 수 있다.

[125]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디스플 레이 장치로 제어 신호를 전송한 후 ,

디스플 레이 장치가 활성화되기 전과 활성화된 후의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차 이와 기 결정된 예측 전력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다 .

[126] 단계 608 에서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비교 결과가 소정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 범위는 , 예측 전력 소비량에 대한 오차

범위(예를 들어, +10% ~ -10% )일 수 있다. 그 러나 ,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력 관리 장치 (100) 에 저장된 디폴트 값 또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값에 의해 소정 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127] 만약, 비교 결과가 소정 범위를 벗어나면, 단 계 610 에서 , 전 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128] 도 7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가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 화면을

도시 한 도면 이다 .

[129] 도 7을 참조하면, 전 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의

현재 상 태에 대한 정보 (701) 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 (700) 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 전자 장치의 현재 상 태에 대한 정보 (701) 는 넁장고와
디스플레 이 장치가 활성 상 태이며 , 세탁기와 식기 세척기는 비활성 상 태임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130] 또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 (700) 는 전자 장치들 (102) 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아 이콘 (711 내지 714) 을 포함할 수 있다. 전 력 관리 장치 (100) 는 아 이콘 (711 내지

714) 에 대한 사용자 입력에 웅답하 여 , 아 이콘 (711 내지 714) 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

디스플 레이 장치의 아 이콘 (711) 에 대한 사용자 입력이 수신되면 , 전 력 관리

장치 (100) 는 디스플 레이 장치의 상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31] 또한, 사 용자 인터페 이스 (700) 는 스 케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스케줄 정보 '

버튼 이미지 (702) 를 포함할 수 있다. '스 케줄 정보 ' 버튼 이미지 (702) 에 대한

사용자 입력이 수신되면 , 전 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이미지 또는 애니메이션 등을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 전 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 청에 대웅되 는 전자 장치의 식별값, 우선 순위 ,

활성화 (또는 , 비활성화 ) 동 작 순서 또는 시간 등 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132] 또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 (700) 는 활성화 요 청을 전송한 전자 장치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성 화 요 청 리스트' 버튼 이미지 (703) 를 포함할 수 있다.

'활성 화 요 청 리스트 ' 버튼 이미지 (703) 에 대한 사용자 입력이 수신되면 , 전 력

관리 장치 (100) 는 활성화 요 청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활성화 요 청 리스트는,

예를 들 어 , 소 정 기간 동안의 활성화 요 청의 획득된 시간 및 활성화 요 청을

전송 한 전자 장치의 식별값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활성화 요 청 리스트는,

날짜 별로 활성화 요 청을 전송한 전자 장치들의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

활성화 대기 중 인 전자 장치들의 리스트를 제공할 수도 있다.

[133] 또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 (700) 는 시스 템(103) 내의 전자 장치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 장치 정보 ' 버튼 이미지 (704)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전자 장치

정보 ' 버튼 이미지 (704) 에 대한 사용자 입력이 수신되면 , 전 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의 사용 개시 일자, 사 용 기간 , 전 력 소비

효율, 전자 장치 수 명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텍스트, 이미지 또는 애니메이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34]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700) 는 전자 장치 별 소비 전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 장치 소비 전력' 버튼 이미지 (705) 를 포함할 수 있다. '전자
장치 소비 전력' 버튼 이미지 (705) 에 대한 사용자 입력이 수신되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의 전력 소비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700) 를
통해 전자 장치들 (102) 각각의 소정의 기간 동안의 평균 소비 전력량, 평균 소비

시간 등의 정보를 나타내 는 텍스트, 이미지 또는 애니메이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35]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700) 는 외부 서버(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버, 웹 서버(Web server) 등)로부터 제공 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700) 는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700) 는 전력 관리 장치 (100) 에 구비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136] 도 8은 일 실시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137] 도 8을 참조하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의 스케줄 정보 창 (810) 을 모바일 장치 (800) 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모바일 장치 (800) 로 스케줄 정보를 전송하여,
모바일 장치 (800) 가 스케줄 정보를 포함하는 스케줄 정보 창 (801) 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38] 일 실시예에 따라, 스케줄 정보 창 (810) 은 전자 장치의 식별값(811), 우선

순위(815), 수행 동작(812), 수행 순서 (813) 및 수행 시간(814)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전자 장치의 식별값(811) 은 전자 장치의 명칭 또는
아이디(예를 들어, 숫자 T )를 나타내는 텍스트, 이미지 등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8에서 , '컴퓨터' (823) 는 컴퓨터 장치의 식별값(823) 을 나타낸다.

[139] 예를 들어, 스케줄 정보 창 (810) 은 세탁기의 식별값(822), 세탁기의 우선
순위(842), 및 세탁기가 '제 1' 순서로 '비활성화' 될 것임을 나타내 는 스케줄 정보
(832) 를 제공할 수 있다.

[140] 또한, 스케줄 정보 창 (810) 은 컴퓨터 장치의 식별값(823), 컴퓨터 장치의 우선
순위(843), 및 컴퓨터가 '제 2' 순서로 '활성 화'될 것임을 나타내 는 스케줄
정보 (833) 를 제공할 수 있다.

[141] 또한, 스케줄 정보 창 (810) 은 넁장고의 식별값(824), 넁장고의 우선 순위(844),

및 넁장고가 '제 3' 순서로 '13시 5분'에 '비활성화' 될 것임을 나타내는 스케줄
정보 (834) 를 제공할 수 있다.

[142] 또한, 스케줄 정보 창 (810) 은 세탁기가 '제 4' 순서로 '14시'에 다시 '활성화' 될
것임을 나타내는 스케줄 정보 (835) 를 제공할 수 있다.

[143] 한편, 도 8의 스케줄 정보 창 (810) 은 도 7의 '스케줄 정보' 버튼 이미지 (702) 에
대한 사용자 입력에 의해 전환된 화면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이미지 또는



애니메이션일 수 있다.
[144] 도 9는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가 시스템에 포함된 전자 장치의

결함을 판단하고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흐름도 이다.
[145] 단계 902 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획득한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하는 제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146] 단계 904 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각 전자 장치의 현재 전력 소비량 및 평균

전력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다.

[147] 일 실시예에 따라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각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각 전자 장치들의 현재 전력 소비량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각 전자 장치의 평균 전력

소비량을 획득할 수 있다.
[148] 단계 906 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비교 결과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149]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비교 결과에 따라, 활성 상태의 전자 장치가

과도하게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또는 과하게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의 현재 전력 소비량과 평균
전력 소비량의 차이가 임계값(예를 들어, 평균 전력 소비량의 약 0.5 배 등)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 장치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50] 전자 장치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 908 에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전자 장치의 결함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알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림 정보는, 팝업(pop-up) 메시지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notification message), 경고음, 진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51]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 장치의 결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결함이 발견된 전자
장치, 결함 내역 등을 나타내 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GUI 에 대한 사용자 입력에 웅답하여 , 전자 장치의

정비 서비스 제공 서버(예를 들어, A/S 접수 서버 등)로 결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52] 도 10은 시스템이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일례이다.
[153] 도 10을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라 시스템(103) 은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은 계층적 구조 (hierarchy) 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103) 은 상위 계층에 위치하는 전력 관리
장치 (100) 및 하위 계층에 위치하는 제 1 내지 제3 서브 전력 관리 장치들 (1011,

1012, 1013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54] 제 1 내지 제3 서브 전력 관리 장치 (1011 내지 1013) 는, 시스템(103) 의 일부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관련 정보를 전력 관리 장치 (100) 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제 1 내지 제3 서브 전력 관리 장치 (1011 내지 1013) 로부터 수신된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관련 정보 (1021) 를 이용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스케줄 정보에 따른 제어 신호 (1022) 를 제 1 내지 제3 서브
전력 관리 장치 (1011 내지 1013)로 네트워크 (104) 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

[155] 일 실시예에 따라 시스템(103) 을 하나의 건물로 하는 경우, 건물의 층별로 제 1

서브 전력 관리 장치 (1011), 제2 서브 전력 관리 장치 (1012), 제3 서브 전력 관리
장치 (1013) 가 배치되고,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건물 전체 시스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제어를 위해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IoT 환경에서
게이트웨이(Gateway)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56] 한편,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은 계층적 구조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다른 전력 관리 장치들과 네트워크 (104) 를 통해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시스템(103) 일부의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 관련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네트워크 (104)

통해 다른 전력 관리 장치들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 관련
정보를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력 소비 관련
정보는 전자 장치들의 스케줄 정보, 모니터링된 전력 소비량, 전자 장치의
상태(예를 들어, 활성 상태 또는 비활성 상태) 정보 및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다른 전력 관리 장치로부터
수신된 전력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57] 한편,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시스템(103) 에 다른 전력 관리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탐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다른 전력 관리 장치를

탐색하는 신호(예를 들어, 비콘 (beacon) 신호) 를 브로드캐 스트할 수 있다. 또한,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다른 전력 관리 장치가 브로드캐 스트한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또는, 전력 관리 장치 (100) 와 다른 전력 관리 장치의 통신은 사물 인터넷
환경 (IoT) 에서 분산 방식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158] 도 11 및 12은 실시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의 상세 구성을 나타내 는

구성도이다.
[159]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제어부 (11) 및 통신부 (12) 를

포함한다.
[160] 그러나, 도 11 에 도시된 구성 요소 모두가 전력 관리 장치 (100) 의 필수 구성

요소인 것은 아니다. 도 11 에 도시된 구성 요소보다 많은 구성 요소에 의해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구현될 수도 있고, 도 11에 도시된 구성 요소보다 적은 구성
요소에 의해 전력 관리 장치 (100) 가 구현될 수도 있다.

[161] 예를 들어, 도 1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시예에 따른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제어부 (11) 및 통신부 (12) 이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및 출력부 (14)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162] 제어부 (11) 는 전력 관리 장치 (100) 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제어부 (11) 는 시스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기 위해, 통신부 (12),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및



출력부 (14) 를 제어할 수 있다.

[163] 구 체적으로, 제어부 (11) 는 , 통신부 (12)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를 통해,

전자 장치의 활성화 요청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 11)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11)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예측 전력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다. 제어부 (11) 는 전자 장치들 (102) 의 전력 소비량 및 전력 사용 시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 11)는 모니터링된 정보를 분석하여, 전자

장치들 (102) 의 사용 이력을 획득할 수 있다.

[164] 또한, 제어부 ( 11)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예측

전력 소비량 및 시스 템(103) 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11)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 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순서 에 대한 정보 및 시간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65] 한편,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 템(103) 이 적어도 하나의 비지능형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 제어부 (11) 는 스마트 콘센트 또는 전원 장치와 연결된 스위치

등과 같은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비지능형 전자 장치의 상 태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11) 는 스케줄 정보에 따라, 비지능형 전자 장치로의 전력을

차단하 거나 공급할 수 있다.

[166] 제어부 ( 11)가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로 공급되 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전력 관리 장치 (100) 는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을 활성

상 태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 제어부 (11) 는 예측된 전력 소비량 , 시스 템(103) 의

현재 전력 소비량 및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평균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스 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평균 전력

소비량은, 제어부 (11) 가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167]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 (11) 는 현재 전력 소비량과 예측 전력 소비량의 합인

총 전력 소비량을 임계 전력량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11) 는

시스 템(103) 의 최대 수용 전력량 및 안전 지수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임계

전력량을 결정할 수 있다.

[168] 제어부 (11) 는 , 시스 템(103) 의 총 전력 소비량이 임계 전력량을 초과하는 경우 ,

전자 장치들 (102) 의 우선 순위 및 사용 이력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시스 템(103) 에 포함된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고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69]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 (11) 는 전자 장치들 (102) 의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 는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제어부 (11) 는 소정의 기준에 기초하여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에 우선 순위를 할당할 수 있다.

[170] 또한, 제어부 (11) 는 우선 순위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71]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 (11) 는 전자 장치들 (102) 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이 비활성화 되는 시간을 예측하고, 예측된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 제어부 (11) 는 예측된

시간에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72]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 (11) 는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여 ,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 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 11)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디스플레 이 장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 디스플 레이 장치보다 우선 순위가 낮은 전자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 시키는 제어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173] 또한, 제어부 (11) 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제어 신호를 생성할 수 있으며 , 통신부 (12) 는 제어부 ( 11)에서

생성된 제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174] 또한, 제어부 ( 11)는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 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11) 는 디스플 레이 장치의 전자 장치 별 사용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 디스플레 이 장치가 소정 시간 후 (또는 , 특정 시간)에 비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175] 또한, 제어부 (11) 는 예측된 시간을 이용하여, 우선 순위 비교 결과에 따라

비활성화된 전자 장치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76]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 (11) 는 ,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시스 템(103) 의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11) 는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 (12) 는 제어부 (11) 에서 생성된 제어 신호를 전자 장치들 (102), 스마트

콘센트 또는 전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177]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 (11) 는 스케줄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제어부 (11) 는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11) 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가 활성화되기 전과 활성화된 후의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차 이를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11) 는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과 기

결정된 예측 전력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11) 는 비교 결과가 소정

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11) 는 스케줄 정보에

따른 시스 템(103) 의 전력 소비량의 +10% ~ -10% 범위를 소정 범위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제어부 (11) 는 비교 결과가 소정 범위를

벗어나면, 스 케줄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178] 일 실시 예에 따라, 제어부 (11) 는 각 전자 장치의 현재 전력 소비량 및 평균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11) 는 전자 장치의 현재 전력 소비량이 평균 전력 소비량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 장치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11) 는 전자 장치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 전자 장치의 결함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알림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제어부 (11) 에서 생성된 알림 정보를 사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179]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 템(103) 이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들을 포함하는 경우 ,

제어부 ( 11)는 서브 전력 관리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 ( 11)는

서브 전력 관리 장치들로부터 수신된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어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180] 또한, 제어부 (11) 는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로부터 통신부 (12) 를 통해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스케줄 정보를

결정할 수 있다.
[181] 또한, 제어부 (11)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를 제어할 수 있다.

[182] 통신부 (12) 는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전원 장치 , 스마트

콘센트, 다른 전력 관리 장치 (예를 들어, 서브 전력 관리 장치 등 ) 및 외부의 서버
중 적어도 하나와 통신을 하게 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183] 일 실시 예에 따라, 통신부 (12) 는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활성화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부 (12) 는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로부터 활성화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 (12) 는 수신된 활성화 요청을 제어부 (11) 로 제공할

수 있다.
[184] 또한, 통신부 (12) 는 제어부 (11) 의 제어에 의해 , 전자 장치들 (102) 의 상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를 전자 장치들 (102), 스마트 콘센트

또는 전원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185] 또한, 통신부 (12) 는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전자 장치들 (102), 스마트 콘센트

또는 전원 장치로부터 모니터링된 전력 소비량 및 전력 사용 시간 등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186] 일 실시 예에 따라, 통신부 (12) 는 제어부 (11) 에서 판단된 전자 장치 결함 여부와

관련된 알림 정보를 전자 장치의 정비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187] 일 실시 예에 따라, 시스 템(103) 이 복수의 전력 관리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

통신부 (12) 는 시스 템(103) 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 (12) 는 다른 전력 관리 장치의 존재
여부를 탐색하는 신호(예를 들어, 비콘 (beacon) 신호) 를 브로드캐 스트하 거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브로드캐 스트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188] 또한, 통신부 (12) 는 서브 전력 관리 장치로 스케줄 정보에 따른 제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 (12) 는 서브 전력 관리 장치의 제어를 위한 제어
신호를 서브 전력 관리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189] 또한, 통신부 (12) 는 다른 전자 장치(예를 들어, 시스템(103) 의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 등)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190]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제어부 (11) 에서 처리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제어부 (11) 에서 결정된
스케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소정 기간
동안의 획득된 활성화 요청 리스트 및 전자 장치의 결함 알림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91]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입력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장치는 키 패드 (key pad), 돔 스위치 (dome switch), 터치 패드 (touch

pad), 조그 휠, 조그 스위치 등이 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활성화 요청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획득된 활성화 요청을 제어부 (11) 로 제공할 수 있다.

[192]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GUI 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제어부 (11) 에서 생성된 스케줄 정보, 각 전자 장치의 상태
정보, 활성화 요청 리스트, 전자 장치 정보 및 전자 장치 소비 전력 중 적어도
하나를 GUI 를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는
GUI 에 대한 사용자 입력에 웅답하여 ,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3] 출력부 (14)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청각적 및/또는
감각적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력부 (14) 는 디스플레이부 (15), 음향 출력부 (16) 및 진동 모터(미도시) 를

포함할 수 있다.
[194] 일 실시예에 따라, 디스플레이부 (15)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에서 제공되는

스케줄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11) 에 의해 전자 장치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결정되면, 디스플레이부 (15)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에서 제공되는 전자 장치의 결함을 알리기 위한 시각적 알림을
제공할 수 있다.

[195] 일 실시예에 따라, 음향 출력부 (16) 는 제어부 (11) 에 의해 전자 장치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결정되면, 음향 출력부 (16)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13) 에서
제공되는 전자 장치의 결함을 알리기 위한 청각적 알림을 제공할 수 있다.



[196]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작성 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197] 상 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름 ,

플로피 디스크 ,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름, 디브 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 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198] 이상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 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그 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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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

상기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단계; 및

상기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동작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

상기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의 합이 기

설정된 임계 전력량보다 크면,
상기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 및 사용 이력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시스템에 포함된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를 비활성화시키며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인 동작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

상기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여 , 상기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는 단계;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 되는 시간을 예측하는

단계; 및

상기 예측된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우선 순위 비교 결과에 따라

비활성화된 전자 장치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동작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 관련 정보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전력 관리 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장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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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량, 상기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상기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인 동작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스케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작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의 변화량를 모니터링하는 단계;

상기 변화량 과 상기 예측된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스케줄 정보를 갱신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작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현재 전력 소비량 및 평균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결함 발생을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결함 발생에 대한 알림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동작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비지능형 전자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

상기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을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비지능형 전자 장치들의 전력 소비량, 상기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상기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인 동작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스케줄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작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입력에 웅답하여 , 상기 스케줄

정보를 쟁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작 방법.

[청구항 11] 시스템에 포함된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상 태를 제어하는 전력 관리

장치에 있어서 ,

상기 복수의 전자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요청을 수신하는 통신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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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전력 관리 장치 .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예측된 전력 소비량 및 상기 시스템의 현재 전력 소비량의 합이 기

설정된 임계 전력량 보다 크면,

상기 복수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 및 사용 이력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시스템에 포함된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 적어도

하나를 비활성화시키며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를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전력 관리

장치 .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의 우선 순위와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우선 순위를 비교하여 , 상기 활성

상 태의 전자 장치들 중에서 하나의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시키고 ,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를 활성화시키며,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의 사용 이력에 기초하여 ,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전자 장치가 비활성화 되는 시간을 예측하고,

상기 예측된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우선 순위 비교 결과에 따라

비활성화된 전자 장치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스케줄 정보를 결정하는

전력 관리 장치 .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

상기 활성화 요청에 대웅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 장치의 스케줄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더 포함하는 전력 관리 장치 .

[청구항 15] 제 1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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