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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mart meter is a kind of electronic meters that
measures and records consumption of electric energy in intervals of
an hour or less and transmits that information to the remote places.
AMI provides two-way communication path between utilities and
consumers and should be able to support smart grid's new
functionalities such as demand-response actions and real time pricing.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new diagnosis
method and system for testing of smart meters in AMI neighborhood
area network.

1. 서    론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전력 사용정보를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양방향으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제
고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이다[1]∼[3]. AMI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설비는 크게 수용가 측
에 설치되는 스마트 미터와 이에 장착되는 통신 모뎀, 변대주에 설치되
는 데이터집중장치(DCU, Data Concentration Unit), 그리고 원격지의 상
위 AMI 서버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데이터집중장치(DCU,
Data Concentration Unit)는 수용가에 설치된 각종 스마트 미터로부터
전력 사용정보를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통신) 등으로
구성된 NAN(Neighborhood Area Network)을 통해 수집한 후, 케이블
모뎀 등을 통해 WAN(Wide Area Network)에 접속하여 상위 시스템으
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신 모뎀은 상기 데이터집중장치와 스마
트 미터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설비로써, 우리나라는 주로 PLC를 지원
하는 모뎀을 사용하고 있다. PLC 모뎀은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 미터
의 내부에 설치되는 내장형과 외부에 설치되는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스마트 미터의 형태[4]에 따라 표준형, E-Type, Advanced
E-Type(이하 Ea-Type), G-Typ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E-Type, Ea-Type, G-Type 모뎀은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하나의 모
뎀에 최대 32대의 스마트 미터를 데이지 체인(Daisy Chain)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여기서, 기존 E-Type 모뎀은 스마트 미터의 외부에 단
독 설치되므로, 설치시나 운용 중에 직접 모뎀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Ea-Type 모뎀이나
G-Type 모뎀은 스마트 미터의 내부에 장착되기 때문에, 최초 설치 후
에는 외부에서 모뎀의 내장 유무만을 식별할 수 있을 뿐, 실제 동작 상
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AMI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스마트 미터의 통신 상
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새로이 제시함으로써,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KEPCO 저압 AMI 시스템
구축에 적용중인 스마트 미터 및 통신 모뎀에 대해 살펴보고, RS-485
통신 및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 프로토콜[5]을 이용하여
상기 스마트 미터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한
후, 이를 이용하여 스마트 미터의 통신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다.

2. 본    론

  2.1 AMI용 스마트 미터 및 통신 모뎀
AMI 시스템의 NAN 영역은 데이터집중장치로부터 통신 모뎀을 거쳐
말단의 스마트 미터에 이르는 구간을 지칭하며, 우리나라는 주로 고속
PLC[6]를 통신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 각국에서는 고속
PLC 외에도 저속 PLC, IEEE 802.15.4 기반 무선 네트워크(6LoWPAN,
Zigbee 등),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LTE 등 다양한 유무
선 통신방식을 AMI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개발이나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1]. <그림 1>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축중인 AMI 시스
템의 NAN 영역, 즉 데이터집중장치와 스마트 미터간 통신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며, 여기에 표시된 스마트 미터는 모두 KEPCO의 저압 전
자식전력량계[4] 이다.

<그림 1> 데이터집중장치와 스마트 미터간 통신 네트워크 구성
<Fig. 1> An overview of communication network 
between DCU and smart meters in AMI system

KEPCO는 2000년대 중반에 도입된 표준형 스마트 미터의 기능을 보
완한 G-Type 미터와, 2010년에 도입된 E-Type 스마트 미터의 기능을
보완한 Ea-Type 미터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
다. KEPCO의 스마트 미터 도입 현황 및 주요 특징은 <표 1>과 같다.

구분 종류 주요 특징

표준형 단상/3상 40A/120A급
단상/3상 5A급

유/무효전력량 계측

E-Type 단상 40A급 저가형 계기로 유효전력량만을 계측

G-Type 단상/3상 100A급
단상/3상 5A급

표준형 계기에 역방향 계량기능 추가
및 전력품질 계측기능 등 강화

Ea-Type 단상 50A급 E-Type 계기에 무효전력량, 역방향
계량기능, 전력품질 계측기능 등 강화

<표 1> KEPCO 규격 스마트 미터
<Table 1> Smart meters for KEPCO specification

PLC 모뎀은 스마트 미터와의 연결 방식에 따라 크게 RS-485 통신
방식을 통해 계기와 1:N 연결되는 E/Ea/G-Type 모뎀과 적외선 통신
(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 방식을 통해 계기와 1:1 연결되는 표
준형 모뎀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
미터의 내부에 슬롯이나 모듈 형태로 장착하는 표준형/Ea/G-Type 모
뎀, 스마트 미터 외부에 단독 설치하는 E-Type 모뎀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표 2>는 이러한 AMI 시스템 구축용 통신 모뎀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모뎀종류 설치위치 형태
계기 인터페이스

통신 구성

표준형 내장 슬롯장착형 IrDA 1:1 연결

E-Type 외장 단독형 RS-485

1:N 연결Ea-Type 내장 모듈장착형 RS-485

G-Type 내장 슬롯장착형 RS-485

<표 2> AMI 시스템 구축용 PLC 모뎀의 종류
<Table 2> Various types of PLC modem for AM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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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스마트 미터 통신 시험장치
<표 1> 및 <표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E-Type 모뎀을 제외한 표준
형, Ea-Type, G-Type 모뎀은 모두 스마트 미터의 내부에 장착된다. 이
때문에, 해당 모뎀의 동작 상태나 스마트 미터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일일이 스마트 미터의 봉인을 해체하고 케이스를 분
리한 후, 내장된 모뎀의 동작 상태 LED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AMI 시스템 구축 및 운용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 이후부터는 G-Type과 Ea-Type
스마트 미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바, 이러한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스마트 미터의 RS-485 통
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AMI 시스템 구축용 모뎀과 스마트 미터간의
연결 및 통신 등 전반적인 동작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시험장치 및 이를 이용한 통신 상태 진단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자 한다. <그림 2>는 제안한 AMI 시스템 구축용 스마트 미터의 통신
시험장치 구성도이다.

<그림 2> 스마트 미터 통신 시험장치
<Fig. 2> Smart meter communication tester

<그림 2>에서 RS-485 인터페이스(RS-485 Interface)는 E-Type,
Ea-Type, G-Type 스마트 미터의 RS-485 체인과 통신 시험장치를 연
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DLMS/COSEM(Device Language
Message Specification/Companion Specification for Energy Metering)
[7],[8] 엔진(DLMS/COSEM Engine)은 시험장치와 스마트 미터가 통신
하는데 필요한 HDLC 프로토콜 기반의 DLMS/COSEM 규격[5],[7],[8]을
구현한 부분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마트 미터 스캔기능, 계기번
호 취득기능 등에 필요한 각종 프레임을 분석하거나 생성한다. 전원
(Power)은 통신 시험장치의 동작을 위한 전원을 생성하는 부이며, 입력
인터페이스(Input Interface)는 사용자의 외부 명령을 입력받기 위해 스
위치 등의 입력 장치를 연결하는 부이다. 여기에는 통신 시험장치의 전
원을 On/Off 하는 전원 스위치, 장치를 초기화하는 Reset 스위치, 통신
시험장치의 RS-485 통신 속도를 선택하는 BPS 스위치, 통신 시험장치
의 동작을 개시하는 Start 스위치, 계기번호 취득기능의 활성화/비활성
화를 선택하는 ID 스위치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바, Reset 스위치는 통
신 시험장치가 기존에 수행했던 처리 결과, 메모리 저장값, 출력 인터페
이스 등을 초기화하고, BPS 스위치는 통신 시험장치와 스마트 미터간
RS-485 통신 속도(9,600bps, 19,200bps, 38,400bps 등)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Start 스위치는 통신 시험장치의 동작 즉, 통신 시험장치
에 연결된 모든 스마트 미터를 대상으로 스캔기능을 실행하는데 사용하
며, ID 스위치는 스캔에 성공한 스마트 미터의 계기번호 취득여부를 설
정한다. 출력 인터페이스(Output Interface)는 통신 시험장치의 동작 상
태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부로써, 통신 오류를 출력하는 Error LED,
RS-485 통신 상태를 실시간 출력하는 송수신 LED, RS-485 체인에 연
결된 스마트 미터의 총 대수 및 해당 계기번호를 출력하는 LCD 등을
연결할 수 있다. 주제어부(Main Controller)는 통신 시험장치의 전체 동
작을 제어하는 부로써, MCU(Microcontroller)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해당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및 메모
리에 저장하며, 이를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로 표시하는 등 일련
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메모리(Memory)
는 통신 시험장치의 설정값 및 통신 상태 분석결과 등을 EEPROM 등
비휘발성 소자에 저장하는 부를 나타낸다.

  2.3 스마트 미터 통신 상태 진단방법
2.2절에서 설명한 통신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스마트 미터 의 통신 상
태를 진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 미터 통신 시험장치는 동일 RS-485 선로에 연결된 스마
트 미터에 스캔기능을 실행하는 프레임 즉, 발생지 HDLC 주소 1바이트
(Byte) 0x11, 목적지 HDLC 주소 2바이트 중 상위 1바이트는 0x01, 하
위 1바이트는 0x10∼0x73 범위를 갖는 DISC(DISConnect) 프레임[5],[8]
을 순차적으로 RS-485 인터페이스를 통해 방송(Broadcasting) 한다. 이
때 DISC 프레임의 목적지 HDLC 주소는 0x0110, 0x0111, 0x0112, …,
0x0173까지 1씩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참고로, DISC 프레임의

원래 사용 목적은 HDLC 통신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송신측과 수신측의
연결 설정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HDLC 주소를 갖는 스마트 미터는 DISC 프레임에 대한 응답으
로 송신측과 어떠한 HDLC 연결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리
는 DM(Disconnected Mode) 프레임[5],[8]을 전송하게 된다. 이는 스마
트 미터 통신 시험장치가 DM 프레임을 수신했을 경우, 해당 HDLC 주
소를 갖는 스마트 미터가 동일 RS-485 체인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기 DM 프레임의 수신 횟
수를 계수함으로써, RS-485 체인에 연결된 스마트 미터의 수량을 파악
하고 DM 프레임을 회신한 HDLC 주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스마트 미터
의 계기번호 취득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여기서, 계기번호는 DLMS/
COSEM 규격의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제조사 번호(Manufacturer
ID)와 일련번호(Customer ID)를 취득한 후 조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기번호 취득기능을 별도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HDLC 주소
를 통해 직접적으로 스마트 미터의 마지막 2자리 계기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바, HDLC 주소 0x0110, 0x0111, 0x0112, …, 0x0173은 스마트 미
터의 계기번호 마지막 2자리 값이 각각 00, 01, 02, …, 99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미터의 스캔 과정(DISC 프레임 전송 및 DM 프
레임 수신, 계기번호 취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송수신 시에
LED를 점멸함으로써, 통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스마트 미터 통신 시험장치와 이를 이용한 통신 상
태 진단방법을 이용할 경우, AMI 시스템 구축용 통신 모뎀과 1:N 방식
으로 연결된 스마트 미터의 연결 상태나 통신 상태를 분석함과 아울러,
해당 스마트 미터의 계기번호 2자리를 식별하거나 또는 전체 계기번호
를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그리드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닌, 전력 에
너지의 사용효율 극대화, 자원고갈과 환경규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도입 기반마련 및 활성화,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등
최신 기술 트랜드를 접목한 전력분야 부가서비스 구현 등에 필수 불가
결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정부 및 KEPCO를
중심으로 “제 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12.07, 舊 지식경제부)”, “중
장기 지능형 전력계량인프라 구축계획(2013.03, KEPCO)”, “지능형 전력
계량시스템 전환계획(2013.12,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AM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의 모든 전력량계를 스
마트 미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AMI 시스템 구축용 스마트 미터의 통신 상태 진단방법은 다수의 스마
트 미터와 RS-485 통신으로 연결된 AMI 시스템 구축용 통신 모뎀에
있어, 이들의 연결 및 동작 상태 등을 외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RS-485 통
신 불량, 케이블 오결선 및 단선, 스마트 미터의 RS-485 통신기능 고장
등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상기 스마트 미
터 보급 및 AMI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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