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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미터링 법/제도, 규제기술 분야

(1) 유럽의 법정계량기 제도

유럽은 1999년에도 EU blue guide 지침에 따라, 유럽의 

새로운 시장(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

하여 새로운 접근과 인증시험기관 및 제도를 마련하고자 소

비자의 권익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법정계량기제도 및 평가시

스템을 EU권 내에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EU 법정계량기 

지침(MID, 2004/22/EC)에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10종의 법정계량기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표준, 인증 제도에 

스마트 미터링 분야 국내외 주요 동향은 계량기(제품) 

단위 제조 산업에서 디지털 마켓 도입에 따라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계량시스템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및  

소비자의 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SW  

기반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의 접목 및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금번 회차에서는 유럽법정계량기 제도 및 법정계량 

기구(OIML)에서 다루고 있는 스마트 미터링과 관련된  

주요 제도 및 규제 분야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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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유럽 법정계량기제도에서 다루

고 있는 주요 내용은 공정한 상거래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SW에 대한 요구사항 및 다양한 기술이 접목이 가능한 평가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2004년도 MID 초기 버전(2004/04/30)의 주요 내용은 모든 

EU 회원국에 걸쳐 법정계량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EU권 내

에 MID 승인을 받는 모든 종류의 법정계량기가 EU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조항 및 평가, 인증시스템을 다루

고 있다. 최근 산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MID 최신 

버전(2014/02/26)이 개정되었다.  

부속서 I 필수요구사항(Annex I, Basic Require 

ments)에서는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에서 계량

정보의 정확성, 정보전달 시 무결성, 미래 디지

털 상거래 지원 등에서 요구되는 필수요구사항

그림 2. 유럽 법정계량기제도 규정의 주요 내용

그림 1. 유럽 법정계량기 제도(MID, 2004/22/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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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MEC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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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를 발간하여 EU권 내 MID 인증체계에 도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그림 3과 같이 EU권 법정계량기에 

위험관리 분석을 통한 제품의 평가 시 요구되는 등급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WELMEC 7.2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제품에 

탑재되는 SW의 유형이 임베디드 FW 수준과 범용 OS가 탑재

된 제품을 P형, U형으로 구분하며, 계량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통신, 별도의 메모리, Program의 업데이트 등에 요구

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임베디드 FW와 

OS가 탑재된 기본 유형에 대한 요구사항과 제품 디자인 단계

에서 요구되는 확장 요구사항에 선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본 유형에 대한 요구사항>

  P2/U2 : 사용자 식별정보 

  P3/U3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영향 

  P4/U4 :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한 영향 

  P5/U5 : 우발적 또는 비고의적 변경 방지

  P6/U6 : 고의적 변경 방지

 P7/U8 : 법정파라미터 보호

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의 정확성  

: 최대 허용 에러 회수, 정밀도 등

  정량에 대한 영향에 대한 최소화  

: 기계, 기후, 자기장 등 

  비법정 계량 분야 대한 기능 확장(기능성)  

: FW 업그레이드, 부속 등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조작 방지(HW, SW) 

: SW 무결성 등 

  통신을 이용한 정보 전달 시 계량정보  

무결성(기밀성) 확보

  디지털 기반 상거래 지원 등

EU 법정계량기제도는 국가간 계량 분야에 대

한 협력 및 합의를 위한 WELMEC1)이라는 별도 

기구를 설립, 해당 국가별로 MID 제도 내 상호

인증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유럽 내 국가별로 시

행하고 있다. 

유럽 법정계량기제도(MID)에서 부속서 I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SW에 대한 평가 및 가이드를 위하여 WELMEC 

그림 3. 유럽 법정계량기 SW 평가에 대한 모듈 및 Risk 분류 등급

1) WELMEC (Western European Cooperation in Legal Metrology)  
 : 유럽 38개 국의 법정 계량에 대한 협력을 담당하는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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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5 : 키의 기밀성

 L8 : 저장 용량 및 가용성

(2) 법정계량기 분야 위험관리

유럽 내 스마트 미터 분야의 공정한 상거래 기

반 확립을 위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에서 시장에

서 최종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피

드백을 통한 시장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시장에 출시되기 

전, 형식승인(인증) 단계에서 제품별로 요구되는 

위험관리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WELMEC에서 요구되는 등급은 A-F까지 총 6

단계의 위험등급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품의 위

험, 호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법정계량 

종류별로 위험등급을 결정[예 : 택시미터 F(높음), 

 U8 : SW의 인증 상태 및 결과 표시

 U9 : 기타 SW의 영향 

<확장 유형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요구사항>

 T1 : 전송된 데이터의 완전성 

 T2 : 데이터 전송 시 변경 방지(기밀성)

 T3 : 데이터의 무결성 

 T4 : 전송된 데이터의 인증 상태

 T6 : 오류가 발생된 데이터의 취급

 T7 : 전송 지연

 T8 : 전송 서비스의 가용성

<확장 유형 데이터 저장에 대한 요구사항>

 L1 : 저장된 측정(계량) 데이터의 완정성

 L2 : 우발적 또는 비고의적 변경 방지

 L3 : 데이터의 무결성 

 L4 : 저장된 계량 데이터의 인증 상태

그림 4. EU WELMEC 7.2 요구사항(평가모듈)

기본 유형 유형 P : 용도별로 측정 계기 유형 U : 다목적 컴퓨터

확장 L 
측정 데이터의 장기 저장

확장 T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측정 데이터 전송 

확장 S 
소프트웨어 구분 

확장 D 
법정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확장

계기별 확장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액면계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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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최근 ICT를 적용한 스마트 미터는 전자식 계량기로 검침

됨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가공하여 다양한 통신 방

전력량계 C(보통) 등]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등

급에 따라 국가별 평가기관에서는 등급에서 요구

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WELMEC 5.2, Issue 2.2 : Market Surveill 

ance of Measuring Instruments

  WELMEC 5.3, Issue 1 : Risk Assessment 

Guide for Market Surveillance : Weigh 

and Measuring Instrument

WELMEC 5.3 위험관리의 핵심은 시장에서 문

제(Wrong)와 그 문제로 인한 피해 규모(Impact)

와 그 빈도(Probability)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

는 Risk를 산정한다. 

 (3)  SW로 제어되는 계량기 일반요구사항

(OIML D-31:2008)

국내 보급되는 지능형 전력량계는 공정한 상거

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량기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어 

그림 5. EU 법정계량기의 시장감시체계 개념도 

그림 6. Risk assessment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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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정확성

  5.1.3 계량기 프로그램과 법정 파라미터  

데이터의 보호

  5.2.3 계량정보의 저장, 전송시 요구사항  

(통신구간 기밀성, 무결성)

국내도 주유기의 메인보드 SW를 조작하여 정

량을 속이는 행위를 단속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위 요구사항을 담아 주유기의 형식승

인에서 검정, 사후관리 단계에까지 이 기준을 적

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유기 또한 최근에는 셀

프 주유기, POS 시스템, 고객 서비스 차별화 등 

주유기 계량외 다양한 시스템과 접목이 되고 있어

서 그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위협으로부터 이를 

제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모듈을 이용한 전자 봉인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으로 스마트 미터

에 대한 기능을 확장하고, 오류에 대한 개선을 

식에 적용하고 있다. 법정계량기에 요구되는 SW는 계량기

의 계량 및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SW로 제

어되는 계량기의 일반 요구사항(OIML D-31 : 2008)을 참조 

공통표준으로 제정하고, 지능형 전력량계의 인증에 활용되는 

OIML R-46:2012에 새롭게 반영하였다. 

법정계량기구의 SW 관련 공통 요구사항(D문서)가 적용된 전

자식 유효 전력량계(OIML R-46) 규격은 초기판(전자식 유효전

력량계 2급)은 1997년 IEC 표준과 비부합화로 폐지되었으나, 

상거래 기반을 위한 조작 방지, 검정, 봉인, EMC 등 법정계량기 

관점의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2년부터 OIML 

TC12를 중심으로 2012년 CIML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OIML D-31 표준은 법정계량기구의 TC5 / SC2 : Software

에서 개발된 표준에서 언급된 법정계량기의 SW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5.1.1 소프트웨어 버전 식별

그림 7. 국내 법정계량기 주유기에 적용한 관련 규정

R1) 엔코더 보드 변경(2012) 

3) 불법 H/W 장착(2008)

2) 메인보드 S/W 변경(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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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무결성 검증을 위한 감사 로그 기록으로 할용이 가능하다.

계량기 조작, 불법 SW, 파라미터 조작 등의 불법적인 위

변조를 차단하고, 관련 감사 증거를 남기기 위한 주요 전자

봉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비인가된 신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신원 인증

  권한에 따른 접근제어 기능(작업자, 감독관 등)

  SW 변경을 막기 위한 암호학적 수단(Hash, Signature 등)

  계량기의 수리 및 파라미터 변경 시 위법적인 증거 수집

위하여 SW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법정계량기 제도에서 불법적인 조작 및 프로그램 

갱신은 원천적으로 못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을 이용한 원격에서 

법정계량기 SW를 업데이트하는 Traced Update

에 대한 절차를 그림 8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절차에서는 신규 SW가 원격에서 통신을 통

해서 계량기에 다운로드되어 업데이트할 준비가 

되면, 받은 코드에 대한 무결성(Integrity) 검사를 

통해 원격에서 받은 SW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었는지 검사한다. 검사 결과 성공적이면, SW

를 받은 출처 및 정상적으로 인증된 SW가 맞는 

지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내의 경우 법정

계량기 디지털 형식승인서(Type Approval Certifi 

cate)에 명시된 인증된 SW인지를 검증하는 인증

(Authenticity) 과정을 통해 새로운 SW로 설치되

어 이후로는 새로운 SW로 동작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로운 SW에 정당성은 형식승인기

관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SW의 업그레이드 시 감사 로그(Audit 

trail)를 남기게 하여 SW 업그레이드 절차에 대

한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량기 감사 로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W 업데이트 절차별 성공/실패

  시점정보(Time stamp)를 기록한 이벤트 로그

  설치된(이전) SW의 식별 정보 및 관련 정보

  형식승인 기관 정보 및 계량기 모델 정보

  다운로드 실시자(공급처) 등

전자봉인 기술은 OIML D-31이 반영된 전자식 

전력량계 OIML R-46에 요구사항을 근거로 소프

트웨어 식별, 보호, 파라미터 보호, 소프트웨어 이

그림 8. 스마트 미터 FW 업데이트 절차

Traced Update 
(5.2.6.3) 

Normal operating mode

Request for update?

Loading of updated files 
(Note 1)

Is integrity valid?

Is authenticity valid?

YES

NO

NO

NO

YES

YES

 Installation and activation of 
updated files (Note 1)

Discard loaded files,  
keep old version active or  

become inoperable

Record information about 
update to audit trail 

Restart



연재

142  계장기술

의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에너지 공급 시장 또한 원전 폐기,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 다르

게 일방향 수직적 공급구조에서 수평적 양방향 

거래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IT 기업은 개인

맞춤형 감성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주도하는 

신산업을 견인하고 있으며, 여기서, 에너지를 소

비하는 주체인 소비자, 프로슈머에 대한 에너지 

선택권 보장 등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유기 사례, 김부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의 

기초 장치로서 관련 규정이 본 산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을 위한 이벤트 로그

맺음말

최근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미터링 관련 산업의 가

장 큰 특징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중심

OIML R-46 OIML D-31 Electronic 
Seal

Electricity meters shall be provided with the 
means to protect their metrological properties 

Software identification 

Software protection 

Parameter protection

Separation of Electronic devices and 
subassemblies 

Separation of software parts

Storage of software parts Storage of data, 
transmission via communication systems 

Checking facility event record  

  
표 1. 법정계량기 내 전자봉인 요건 예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gie)

<설립 배경> 

130여 년 전인 1860년대부터 공산품에 대한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측정 단

위의 통일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1875년 5월 20일 미터조약(Meter Convention)

이 체결되어 국제도량형국이 설립되었으나, 여전히 국가마다 상이한 여러 가지 국가 규격으로 인하여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여 국제도량형국 대신 계량기에 대한 형식인증, 검정기준 등의 

국제적 통일을 위하여 새롭게 독립된 국제기구의 설립을 필요로 하게 되어, 1937년 파리에서 제1차 국제법

정계량총회가 개최되었고, 1955년 10월 12일 국제조약인 국제법정계량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gie Legale) 설립조약이 체결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설립 목적>

국제법정계량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gie Legale)는 계량기의 사용 시 발생되는 행정

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계량기의 형식인증, 검정  검사제도 등 법정계량에 관한 

국제권고, 국제문서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법정계량(Legal Metrology)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

하여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으며, OIML 설립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OIML 설립 목적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스마트 미터링 최신 기술 동향

2017. 2  143

  각국의 법정계량에 관한 요건과 이에 대한 입법상, 행정상 법률적 해석 및 번역, 편집

  법정계량의 일반 원칙 결정

  법정계량에 관한 방법, 기준 및 문제점 연구

  계량기와 그 사용에 관한 권장 법, 규정의 정립

  회원국에서 승인되고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계량기의 적정 특성과 표준의 설정

  문서 및 정보센터의 설립 등

  <주요 업무>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업무 협조

  법적 규제를 포함한 신뢰성 있는 계량제도의 확립과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한 회원국 

  정부의 책임 규정

  일반 국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규제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의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개발도상국의 법정 계량 기관을 지원

  <연 혁> 

  1875. 5. 20 : 측정 단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미터협약 체결로 국제도량형국(BIPM)의 설립되었다.

  1875~1955 : 미터협약 이후 BIPM에서 법정계량업무 일부 기능을 수행

  1955. 10. 12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설립 협약 체결

  2009년 8월 : 총회원국 115개국(정회원국 57개국, 통신회원국 58개국)

  2014년 8월 : OIML 회원국 127개국(정회원국 60, 준회원국 67)

  <주요 활동> 

  OIML 국제권고(OIML R)

국제권고는 대부분의 경우 모델 규정의 형식으로 개발된 일련의 계량(필요한 경우 기술적) 요건과 관련 

형식평가절차 및 검정절차로, 시험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식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OIML 국제문서(OIML D)

국제문서는 일반적으로 법정계량을 다루는 일련의 가이드라인 또는 정보로 구성되며, OIML 발간물이 

OIML의 적격기관에 의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계량 주제 및 계량기를 다루고 있다.

  OIML 어휘(OIML V)

어휘는 특정 법정계량 분야에서 OIML 국제권고 및 국제문서의 개발과 국가 및 지역 법정 계량 규정의 

개발 시 사용하는 용어 및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다.

  가이드 및 발행물(Guides and other publications)

CIML 위원 가이드(Guide for CIML Members), 측정 불확도 표현 가이드(Guide to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와 회원국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기타 발행물로 필요성

이 발생될 경우 BIML과 다른 기관에 의해 제정되었다.

  OIML 간행물(OIML Bulletin)

본 간행물은 국가 법정계량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논문 및 소식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