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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미터링, 이제는 ICT가 대세

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에너지  자원 효율화 중요성 부각

최근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및 유해

물질 제한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

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 증가, 에너지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자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이 국가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각국의 에너지 효율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미터링의  

개념 및 현황을 분석하고, ICT를 활용한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스마트 미터링의 최신 동향을 살펴본다.

스마트 미터링 최신 기술 동향  <1회>

- ICT를 활용한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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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터링 최신 기술 동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국도 국가적 당면과제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기조연설인 2030 에너

지 신산업 육성전략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소개하

였다. 

<스마트 미터링 및 AMI 차이>

스마트미터링과 AMI 공통점 : ICT를 활용한 효율화 및 신산업 창출

 ▶스마트 미터링(Smart Metering) : 스마트 미터의 기능 중심(고객중심)

  - 스마트 미터를 중심으로 계량정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 스마트 미터링의 주요 기능 : 전기 외 가스, 난방 등 에너지 통합지표 제공

   1) 고객(소비자/프로슈머)에게 실시간 정확한 계량정보 제공

   2) 넷미터링(에너지 생산/소비에 대한 양방향 계량)

   3) 최신 ICT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및 비즈니스 지원

    * 유무선 통신방식 및 데이터 모델, 보안, 사용자 동의 등 

   4) 계량정보에 대한 조작 방지, 전력 차단,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 한전 외 수요관리사업자, ESCO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5) 계기 차원의 계시별 요금제(TOU) 등 다양한 요금제 지원  

  ▶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사업자 주도의 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신시스템

   - AMI의 주요 기능 : 주로 전기 중심의 원격검침시스템에 사용됨(용어)

     1) 일방향 원격검침을 양방향 원격검침 통신

     2) 스마트 미터를 통한 과금용 전력데이터 외 전력품질 데이터 제공

     3) 실시간 원격검침 통신을 통한 사용자의 수요반응(D/R) 정보 제공 

<유럽 스마트 미터링 기능요구사항(M/441, 2012/148/EU)>

CONSUMER 
a) Provide readings directly to the consumer and/or any 3rd party
b) Update readings frequently enough to use energy saving schemes 

COMMERCIALASPECTS 
OF SUPPLY

f) Support advanced tariff system
g) Remote on/off control supply and/or flow or power limitation 

METERING OPERATOR
c) Allow remote readings by the operator
d) Provide 2-way communication for maintenance and control 
e) Allow frequent enough readings for networking planing  

SECURITY - DATA 
PROTECTION

h) Provide secure data communications 
i)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DISTRIBUTED 
GENERATION

j) Provide import/export and reactive me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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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정책에 따라 전 세계는 전 산업에 걸쳐 환경규제 및 에너지 

효율 표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규정 및 표

준에 의한 규제와 조세, 보조금 등 관련 TBT 통보문1)을 통해 

②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미터링 중요성 부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

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최신의 ICT 기술을 

스마트 미터에 적극 활용하여 청정에너지 자원의 

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스마트 미터링(지능형 계량)으로 변

모하고 있으며, 전기에 한해 구축이 추진되었던 기

존의 AMI(지능형 계량 인프라)에 가스, 난방, 수도 

등 원격검침이 통합되는 추세이며, 에너지 자원의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미터링은 에너지 자

원의 측정(Measuring)  계량(Metering)의 기초 장

치로써,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에너지 플랫폼으로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에너지신산업의 등장

이와 같이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

그림 2. 지역별 온실가스배출량 
출처 : MARK McCORMICK, PAUL SCRUTON (EIA 2008)

Global emissions 
since kyoto 

1)  TBT 통보문(Technical Barriers to the Trade Notification), WTO/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기술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회원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WTO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 국가별로 기술 표준, 인증 및 검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 조치다.

그림 3.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술 - 스마트 미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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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스마트 미터링을 통한 전통적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 산업으로 혁신

최근의 산업은 구글, 애플의 사례와 같이 ICT 

및 기타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경제활동의 균형이 

제조업과 정보처리, 빅데이터 등 지식 축적의 결

과를 재활용하는 지식 기반 산업으로 빠르게 변모

하고 있다. 이는 정보, 지식, 창의성이 경제의 새

로운 원료가 되는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대부분의 계량산업이 전통

적인 제조업 기반에 머물러 있어, 향후에 조선산

업처럼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의해 어려움

에 직면할 수 있다. 다행히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일부 세대에서 원격검침(AMI) 등을 실시하고 있

으나, 대다수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 민수형 계량기는 통신에 대한 성능 기준 및 표

새로운 무역 장벽을 조성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정보

통신기술(ICT) 강국의 이점을 살려 전통적인 에너지산업과 융

합  디지털화를 통한 고객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의 가치

사슬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최신 ICT를 적용한 스마트 미터링,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에 서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관리의 핵심 지표를 제공하는 스마

트 미터링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계량정보

(Metering Information)와 전통적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에

너지 효율화,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기 위

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IT 융복

합,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의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함께 고객의 참여, 1인 창조기업, 수요관리 사업자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플랫폼으로 발 빠르게 진화

하고 있다. 

그림 4. 유럽의 스마트 미터링을 통한 디지털화 전략 및 스마트 미터링 서비스 예

 Part of the H2020 Digital Perspective of the Europe : ICT를 적용한 유럽의 2020 전략
- Achieving the digital single market,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s, online trust/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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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계량정보 상호 운용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전담 조직을 신

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⑥  국내 법정계량기 표준 및 시험인증 대표기관, 

KTC 스마트 미터링 표준 선도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계량정보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거래시장에서 소비

자-사업자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기술 및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

정계량기 형식 승인 및 검정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은 기

초 에너지 상거래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전

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관련 최신 국제표준 부합 및 신규 국가표준 개발을 통하여 중소

기업의 스마트 미터링 표준기술 보급  확산 및 해외 수출 지원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스마트 미터링 국가표준은 단순히 과금을 위한 용도

에 지나지 않았던 계량을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 현안 해결과 미

래 에너지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준이 혼재되어 있어서 과거 김부선 사건 및 통신 

오류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과 같은 요금 관련 민

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EU)은 2004년부터 법정계량제도(MID, 

2004/22/EC)에 의해 관리되는 법정계량기는 SW

평가(WELMEC 7.2)를 통해 계량정보의 유효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대규

모의 스마트 미터의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형식 승인 과정에서 계량기의 지시부(계량

값, 단위, 자리수 등)와 전달되는 계량정보의 유효

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국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원격검침,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통합관

리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표준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계량에 대한 기초 데이

터 생성 및 상호 운용을 위한 스마트 미터링 표준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소비자의 권익 확

그림 5. 스마트 미터링 관련 사업화 대응 및 스마트 미터링 기술에 대한 표준/기준 필요성

개량정보 기밀성(C), 무결성(I), 가용성(A) 스마트 미터링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스마트 미터링 관련 사업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스마트 미터링 표준 기반

1.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정확한 계량  
데이터 생성 

2.  AMI 등 통신을 통한 스마트 미터와  
고객(소비자/프로슈머), 관련 사업자(사업자 
시스템) 간 효율적으로 계량정보를 생성 및 
교환하기 위한 규정 

    실제 소비된 데이터 기반 고객의 적극적 참여 

 계량 데이터에 기반한 요금관리/CRM 시스템 

 수요관리/네트워크 효용성 증가(DSM)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신규 에너지 서비스 

 분산, 신재생 보급을 통합 프로슈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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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상거래를 보장하는 국가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객
(프로슈머)

Smart 
Metering

전력거래소/
규제 당국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공기업 

그림 7. 스마트 미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계량정보의 상호운용모델

그림 6. 스마트미터링 ICT 표준화 로드맵 

정
보

 분
야

 (Inform
ation) 

통
신

 분
야

 (C
om

m
unication)

스마트 미터링 기반 구축                   스마트 미터링 플랫폼 구축                   스마트 미터링 확산/보급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표준 개발 개방형 플랫폼 기반 스마트 미터 표준 

스마트 미터 SW 보호를 위한 전자봉인 표준 

스마트 미터 FW 업데이트 표준

법정계량기 SW 개발/평가 표준(KS) 

5종 통합 검침 객체식별 기반 통신 표준 

RF-Mesh(IEEE 802.15.4) 기반 원격검침 통신 표준 

HS-PLC기반 원격검침 통신 표준(IEC 62056 8-6 대응)

HPGP 기반 원격검침 통신 표준(국내 및 국제표준화 IEC 62056 8-X) 

스마트 미터 기반 통신보안 표준(기기 인증, 구간 암호 등)

스마트 미터 기반 ESI(Energy Service Interface) 표준(EV 충전, E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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