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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차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미터링 

ICT 표준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 미터링 ICT 표준기술 동향

�(1)�미래�디지털�마켓�산업을�위한��

범국가�차원의�스마트�미터링�프로젝트�추진�필요

      

우리는 지난해 여름, 원격검침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로 인한 폭탄 요금을 우려해 에어

컨을 못 켜고, 뜬눈으로 열대야에 시달렸던 상황을 기억할 것

국내 스마트 미터링 ICT 산업의 발전 및 업계 이해

를 돕기 위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추진 배경 및 표

준기술, 보안, 제도 등 ICT와 관련하여 최신 동향을 소

개하였다. 본 지면을 통해 소개하는 스마트 미터링

(Smart Metering) 산업은 국내에서 추진되는 첨단 계량 

인프라, AMI(Advanced Metering Intrastructure)을 포함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를 이용한 디지털 정보의 생

산, 거래, 활용에 중점을 둔 논리적 데이터 모델, 보안, 

빅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시각화, 중개거래기술 등 

ICT를 활용하여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함으로써 

경제성 미활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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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행히 3단계 가정용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였으나, 당

시에 본인이 전기 사용량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았더라면, 우

리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온실가스에 의한 신기후체제를 맞아 전기, 

가스의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화와 수자원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ICT를 활용하여 효과

적인 물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기를 포함한 가스, 수도 등

의 분야에서 대규모의 스마트 미터링 프로젝트를 사무실, 공

장, 가정 등 대상으로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존의 수기 검침을 최신

의 통신망 구축을 통해 원격검침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 편익 

측면에서 타당한지 면밀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 호당 몇 

백원(= 인건비)에 가까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몇 배를 투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

려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 등 소비자를 포함해 스마트 미터

링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족하면서 ICT 자원의 재

활용성을 높여 경제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계량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여 미래 에너지

신산업 기반으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국내 5종의 계량기 대한 검침 현황으

로 국내 계량기 관련 산업은 아직까지 검침원들에 

의한 수기 검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스마트 미터링에 필요한 AMI, 통신 인

프라 구축사업 시 경제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기 외에도 통합검침 및 계

량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계량정보의 

유효성 검증, 식별체계, 정보보호 등 표준화된 데

이터 모델을 적용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정보 기반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계량정보의 상호운용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 미터링 통신 분야에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는 Wi-SUN, LoRa, NB-IoT 등 IoT 통신

그림 1. 가정용 5종 계량기 검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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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미터링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영역으로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계량기와 이를 제어하는 법정계량기 SW, 데

이터 모델링을 통한 계량정보의 상호운영을 위한 통신 프로

파일을 포함한다. 위 영역에 대한 국가 표준화를 통해 에너

지공급 사업자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존의 영역을 스마트 미

터링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통합검침에 필요한 데이터 모델 

및 통신 방식별 프로파일 표준을 통해 계량정보의 상호운용

성이 확보된 통신 인프라(AMI) 구축이 가능하다. 스마트 미

터링과 관련된 사업자는 이를 통해 구축에 대한 정보의 상호 

운용과 재활용성을 높임으로써 비용절감 및 여러 이해관계

자들에 계량정보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함으로 구축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계량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은 업자의 몫으

로, 위 표준에서 제공하는 계량정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맞

춤형 서비스를 위한 에너지의 통합 모델링 및 수요 관리, 시간

방식은 기존에 구축된 전력선통신(PLC) 등이 갖

고 있던 음영지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비스별 

통신 환경 및 품질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적시적

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 미

터링을 활용한 실시간 기반의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중개, 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

구되는 서비스 품질과 경제성에 따라 도입되는 통

신방식은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다양해질 것으로, 

통신방식이 다르다고 상호운용성이 결여되는 것

은 아니다. 이는 다른 통신방식에 대한 상호 연계

해주는 게이트웨이(G/W) 기술의 등장으로 해소

될 수 있으며, 계량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결국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논리적 데이

터 모델링을 통해 계량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량정보를 생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계량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림 2. 스마트 미터링 ICT 분야 표준기술

1) ESCO(Energy Saving Company) : 에너지 컨설팅 사업자

 스마트 미터링 ICT 분야 통신 표준의 구성(3단계로 구성)
- (통신 프로토콜 하위 표준) 물리적 통신방식 표준 + 네트워크 구성 등
- (통신 프로토콜 상위 표준) 상위 계층 상호인증, 보안, 세션 등
- (논리적 데이터 모델)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모델(종류/스케일/단위)
- (법정계량기 SW 유효성 검증) 계량정보를 생성하는 SW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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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등 기존 산업 및 기술과 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혁신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며 성

장하고 있다. 국가간 국경을 디지털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EU 2020년 One Single Digital Market  

추진 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수종사업은 데이터 중심

의 스마트 미터링 산업이 공통 플랫폼으로써 그 

중심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미래 

산업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우리의 생활과 밀

접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등 개인정

보를 다양한 정보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수집하

여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사물인터넷, 클라

우드와 연계하여 고객의 에너지 소비 예측 모델

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당면한 전 세계적 에너지 효율화 

이슈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상거래에서 소비

대별 요금제, ESCO1) 등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계량산업 발전

을 위한 기반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스마트�미터링�ICT�표준기술,�

에너지신산업/디지털�마켓�플랫폼으로�활용

      

앞에서 제시한 스마트 미터링 ICT 분야에 대한 표준화 로

드맵 계획 수립에 따라 2년 전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표준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말에 이 분야에 대

한 표준(안)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미터링 ICT 표준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면의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표준에 대한 제목 및 내용을 요약, 발췌하

여 수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최근의 ICT 기술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임베디드 시

스템, 집적회로기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네트

워킹, 물리적 보안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머신

그림 3. 스마트 미터링 ICT 표준기술을 통한 미래 스마트 미터링 플랫폼 구축 지원

스마트 미터링 플랫폼

전자봉인 법정계량기 SW 평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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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저장
(키 관리)

기능 확장 

 OTA

JavaCard Plat.

법정계량기 OIML 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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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계량산업의 고부가가치 디지털 

계량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스마트�미터링�ICT�관련�제안�단계인�국내�표준�소개

본 기고문에서 소개하는 표준안은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

인 저희 기관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안 단

계의 표준들로 심의/검토 단계에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린다. 

이 지면을 통해 관심 있는 독자와 신규 제안이 있으면, 이메

일 주소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하기 바란다. (isyang@ktc.re.kr)

① 스마트 미터링 SW 분야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계량기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KS 표준 초안)

수도미터, 가스미터,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액체용 계량기, 

저울, 택시미터 등의 법정계량기의 경우 계량법이라는 법률

이 정한 바에 따라 제품 형식이 일정한 규격을 만족하여 생

산됨을 보증하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도(檢度)가 바

른가 틀린가를 검정받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행의 법정계

량기 형식승인/검정 제도에서는 계량기 내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기반의 시험 및 눈금(

지시부)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로 제어되

는 계량기 중 대부분이 해당 소프트웨어와 법정 파라미터의 

오용 및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수단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측정 데이터의 저장 및 통신에 대한 성능 검증이 이

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분쟁 및 민원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표준에서는 Software Guide(Mea 

suring Instruments 2014/32/EU) - European Legal Metrolo 

gy WELMEC 7.2 및 OIML D 31 e8 - General requirements 

for software controlled measuring instruments를 준용하여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국내 법정계량기의 보안과 ICT 관련 

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계량 및 프라이

버시 보호, 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고객, 프로슈

머,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족

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슈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미터링 ICT 표준기술은 향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믿

고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의 기준을 정립함

으로써 AM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해 제공

되는 에너지 컨설팅, 요금 청구(Billing), 분산전

원 중개거래 등 여러 신규 서비스산업에 대한 신

뢰성과 상호 운영성을 제공할 수 있다. ICT 자원

의 가치와 재활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계량정보

와 온도, 습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축적된 정

보들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외에도 

사무실, 공장 등 스마트 미터링과 관련된 미래 신

산업을 지원하기 기초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표준기술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스

마트 미터링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

다. 미래 디지털 마켓에 필요한 저울과 같은 기

초 장치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정보 활용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줄

이고(중복 투자 방지), 정보 활용에 대한 가치를 

높임으로써 저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를 활

용한 신규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다. 미래 디지

털 신산업은 인터넷의 속도만큼 다양한 서비스

와 발 빠른 대응만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고수하는 전략보다 이제는 산업의 변화

에 맞춰 그 활용 가치를 높임으로써 기존 산업과 

ICT 관련 전문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고객지향의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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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자봉인과 계량기 펌웨

어 업데이트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

  스마트미터 FW 업그레이드(KS 초안)

최근 스마트그리드 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

는 것이 스마트 미터의 보안과 미래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FW 업그레이드 기능이다. 그러나, 일반 기기와 달리 법정계

량기에 속하는 스마트 미터는 공정한 상거래 기반의 확립을 

② 스마트 미터링 데이터 모델 분야

  가정용 에너지의 계량을 위한 COSEM 객체 모델 정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전기, 수도, 온수, 가스, 

난방으로 구분된다. 전기의 경우 ISO/IEC 62056 DLMS/

COSEM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확한 정보로 표현하고, 이를 

양방향으로 통신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수도, 온수, 가스, 난방의 경우 계량기 제조사

와 유틸리티 사업자 위주의 단순한 과금 정보만을 월 단위의 간

헐적 통신으로 다루는 실정이다. 또한 보안이 취약하며 검침 정

위해 그 기능 및 변경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본 표준에서는 스마트 미터의 FW 업그레

이드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법정계량기 

요건에 준한 미래 스마트 미터의 기능 개선을 위

해 배포되는 SW 이미지에 대한 인증을 통한 배

포 방안을 제시하고, 전자봉인장치를 이용한 스마

트미터의 보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표

준을 제안한다. 

보의 오류, 제조사 도산 등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해

결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표준에서는 ISO/IEC 62056 DLMS/COS 

EM을 준용, 가정에서 사용하는지를 하나의 정확

한 데이터모델로 표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

고, 보안을 적용하여 기존의 검침체계가 가진 문

제점을 해결하고 에너지 사용정보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에로의 활용도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모델

을 정의하였다.

<스마트 미터 FW 업그레이드 시스템 구성 예>

스마트 미터 FW 업그레이드 관리 시스템

FW 업그레이드 백엔드 시스템

시험장치 서버

 데이터전송장치

AMI 통신
TA(Test Applicatin) 

F/W 업그레이드
시험장치

스마트 미터

F/W 패킷 인증 및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인터넷

UMS(Upgrade Management System)

장치관리 서버 패키지 다운로드 
서버

인증 서버

전자봉인



연재

142  계장기술

Electricity(전기) OBIS Code Scaler Unit enum 

현재/직전 수요 시한 유효 전력 1.1.1.4.0.255 0 W 27 

최대수요전력 1.1.1.6.0.255 0 W 27 

순방향 유효전력량 1.1.1.8.0.255 0 Wh 30

역방향 유효전력량 1.1.2.8.0.255 0 varh 32 

순방향 무효전력량(지상) 1.1.5.8.0.255 0 Wh 30 

순방향 편균역률 1.1.13.9.0.255  -1 % 56

Thermal Energy (난방) OBIS Code Scaler Unit enum

순간열량 6.0.1.0.1.255 -3 W 27 

적산열량 6.0.1.0.0.255 -3 Wh 30  

공급온도 6.0.1.0.0.0.255 -2 ℃ 9 

회수온도 6.0.11.0.0.255 -2 ℃ 9 

온도차 6.0.12.0.0.255 -2 ℃ 9

누적유량 6.0.2.0.0.255 -3 ㎥ 13

순간유량 6.0.9.0.0.255 -3 ㎥/h 15

Error code/Status 6.0.97.97.0.255

Alarm 6.0.97.97.1.255

Gas (가스) OBIS Code Scaler Unit enum

순간유량 7.0.43.15.0.255 -3 ㎥ 13 

적산유량 7.0.3.0.0.255 -3 ㎥ 15

온 도 7.0.41.0.0.255 -2 ℃ 9

압 력 7.0.42.0.0.255 -2 pa 23

Error code/Status 7.0.97.97.0.255 

Alarm 7.0.97.97.1.255

Real Things

 ∑Li Active power +

 Unit Hz

 Unit W

 L1 Frequency 

 Interface Class 
(Register)

Objects

logicalName
value
scaler_unit

logicalName : 1.1.1.0.0.255
value : 123456 
scaler_unit : {0, 27}

logicalName : 1.1.34.7.0.255 
value : 51
scaler_unit : {0, 44}

reset_value 

reset_value 

reset_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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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수도) OBIS Code Scaler Unit enum

순간유량 8.0.2.0.0.255 -3 ㎥/h 13 

적산유량 8.0.1.0.0.255 -3 ㎥ 15 

온 도 8.0.3.0.0.255 -2 ℃ 9

Error code/Status 8.0.97.97.0.255

Alarm 8.0.97.97.1.255

Gas (온수) OBIS Code Scaler Unit enum

순간유량 9.0.2.0.0.255 -3 ㎥/h 13 

적산유량 9.0.1.0.0.255 -3 ㎥ 15 

온 도 9.0.3.0.0.255 -2 ℃ 9

Error code/Status 9.0.97.97.0.255

Alarm 9.0.97.97.1.255

<전자봉인 개념도>

Electronic Seal Design concept for Smart Meter

Electronic Seal based on Smart Card(SIM Card) for Smart Meter

 Documentations
(OIML D31)

Source code
Ver 1.0

SW Validation /
Verification
(OIML-D31)

 Final Exocutable file(BIN, 
HEX)

Smart Meter

 Integrity Chock A 
(SHA-1, CRC)

Final Exocutable 
file(BIN, HEX)

Electronic
Signature

Record
Event logs

IF Fail. update it Integrity Chock A 
(SHA-1, CRC)

This scheme is used for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SW (Certified or Type approval)

when upgrading SW or verify it
Verify the SW Image by using this scheme

Electronic seal using electronic signature

Find out the fraud the
SW image and Stop!

Different 

+The information
         of Certification

SIM Card

Design/Develope Type Approval

Meter Signing
Certification Authority 

(MSCA) 

Signing
Key for MSCA

Electronic
Signature

Compare
The value? Integrity Check BFinal executable 

file(BIN, HEX)
Modified Source
Code ver. 1.01

DB

calculation
(SHA)

Fraud using Same Normal
(Pass) 

Pass Ver 1.0

Calculation

③ 스마트 미터링 정보보호 분야

  스마트 미터 보호용 전자봉인-데이터  

교환을 위한 명령어

미래 스마트 미터의 기능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정계

량기 관점의 FW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전자봉인 기능 외 상거

래에 사용되는 법정계량기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봉

인기술 외 스마트 미터의 프로그램, 파라미터, 통신 시 계량정

보의 보호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봉인을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용 명령어에 대한 표준을 제안한다. 

 본 표준에서 제안하는 전자봉인 장치는 금융, 

통신 등에 널리 사용되는 IC 카드를 적용한 스마

트미터에 적용이 가능한 보호장치로써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무단 변경 방지 및 감사로그 수록 외

에도 통신 시 계량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안 기능

과 스마트 미터 FW 업데이트에 필요한 암호화 

키와 인증서를 저장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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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마트 미터링 통신 프로파일 분야

  스마트미터용 SUN 프로토콜 - 제1부 HDLC 

기반 RF 통신 프로파일

유선으로 AMI 구축이 어려운 음영지역에서의 

사용과 다양한 유틸리티에의 적용, 그리고 사물

  스마트미터용 SUN 프로토콜  

- 제2부 RF-메시 기반 IP 프로파일

유선으로 AMI 구축이 어려운 음영지역에서의 

사용과 다양한 유틸리티에의 적용, 그리고 사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무선 SUN(Smart Utility 

Network)에 대한 표준화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그 요소기술인 900㎒ 대역(917~923.5㎒)

의 SUN 통신 중 비교적 단순한 네트워크에서 사

용되는 유틸리티미터를 위한 IP 기반의 RF 통신 

프로파일을 정의하였다.

<HDLC 기반 RF 통신 프로파일 표준>

Host Device for Client

COSEM
Client_AP_01

COSEM
Client_AP_02

Server_01
(COSEM
Logical

Device_01)

Server_01
(COSEM
Logical

Device_01)

Server_02
(COSEM
Logical

Device_02)

Server_02
(COSEM
Logical

Device_02)

Server_03
(COSEM
Logical

Device_03)

 PHY / MAC  PHY / MAC

WAN
 NetworkRouter 

 PHY / MAC

Data Link
(HDLC)

Data Link
(HDLC)

Data Link
(HDLC)

SAP_01 SAP_01 SAP_01SAP_02 SAP_02 SAP_02 SAP_03

COSEM
Application
Process
and the
COSEM

Application
Layer 

Protocol
Layers

of
the

HDLC Profile

Host Device 01 for Servers Host Device 02 for Servers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무선 SUN(Smart Utility Network)에 

대한 표준화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그 요소기술인 900

㎒ 대역(917~923.5㎒)의 SUN 통신 중 비교적 단순한 네트

워크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미터를 위한 HDLC 기반의 RF 

통신 프로파일을 정의하였다.

  스마트 워터 미터링 - 통신 프로토콜 표준 

세계 인구 증가 및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물 부족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스마트 워터 그리드

를 위한 다양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표준에서

는 스마트 워터 미터링을 위하여 전자식 수도미터에서 원격

검침장치로의 유선통신 프로토콜인 TTL을 물리계층과 데이

터링크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하였으며, TTL 이외의 다양한 

표준이 접목할 수 있도록 2.1부와 무선통신 프로파일, 4부 데

이터모델링 표준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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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터 미터링 통신 표준 구조>

<스마트미터용 SUN 프로토콜 - 제2부 RF-메시 기반 IP 프로파일>

제 4부 EPDLXJ 모델 및 명령어

COSEM Application Process
using Companion Spec.

 DLMS/COSEM Application Layer
IEC 62056-5-3

제 2.x부 유선 통신 프로파일

 Data Link Layer

Network

 PHY

Meter  RMU DCU 

Data Link Layer

PHY

제 3.x부 무선 통신 프로파일

IP address

UDP port address (N for client, M for server)

Wrapper port address

AA 1 : {(  163.187.32.10, N, 31) (  163.187.45.36, M, 527)

AA 2 : {(  163.187.32.10, N, 34) (  163.187.45.36, M, 3013) 

Host Device for Client 

COSEM
Client_AP_01

WAN  Mesh
Network  

Router

COSEM
Client_AP_02

Server_01
(COSEM
Logical

Device_01)

Server_01
(COSEM
Logical

Device_01)

Server_02
(COSEM
Logical

Device_02)

Server_02
(COSEM
Logical

Device_02)

Server_03
(COSEM
Logical

Device_03)

WrapperWrapper Wrapper
52731

M

UDP

M

UDP

M

UDP

163,137.32.10

 IPv6

163.137.45.36 

IPv6

163.137.45.70

IPv6

Adaptation Layer Adaptation Layer Adaptation Layer

PHY / MAC PHY / MAC PHY / MAC

527 3013 3034301334

Host Device 01 for Servers Host Device 02 for ServersCOSEM
Application
Process
and the
COSEM

Application
Layer 

Protocol
Layers

of
the

IP Prof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