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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소비기기로 인한 화석

연료 고갈과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

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용가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소비량에 따른 분석 및 향후 소비

량 예측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구현한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시스템이 개발

되었다[1-3]. AMI시스템의 경우 수용가를 중심으로 

한 커다란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와 같이 건물내의 공간을 세분화하여 전력

을 측정하고 소비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에너지관리

의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저전력 고효율 제품들의 수요가 점차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4-8].

BEMS등에 사용되는 보조 전력측정장치는 개발

기관 혹은 연구 담당자가 자체 시험결과를 토대로 

규격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객

관적인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시판되

고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판매, 설치함으로써, 계기

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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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정교한 전력요금을 산정해 

신뢰도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식전력량계의 

정밀도를 1.0급에서 0.5급 계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격검침기능이 가능한 전력량계

도 0.5급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정 오차

를 1.0%에서 0.5%로 낮출 경우 연간 전력판매금액을 

32조원으로 산정했을 때, 누적 오차요금 3,200억원을 

1,600억원으로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9].

2.2 국내 전자식 전력량계 등급 및 오차 허용 한도

국내 전자식 전력량계기술기준에 계기의 등급은 

Table 1과 같이 0.2급～2.0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 형식승인을 하고 있으며, 등급 및 계기종류에 

따라 옥내용, 옥외용으로 구분한다[10].

Table 2는 전자식 전력량계 기술기준에서 제시하

는 0.2급과 0.5급의 역률이 1일때의 허용한도를 나타

낸다. Ib는 기본전류로 계기의 정상적 동작 및 시험

에 따른 기준이 되는 전류이며, In은 정격전류로 이 

규격의 정밀도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전류값이

며, I는 시험전류를 나타낸다.

2.3 연구 목표

정밀도가 향상된 전력미터는 정확한 전기요금부

과로 인한 신뢰도 향상과 정교한 전력량 측정으로 

전력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0.2급의 전력량계 보다 전력

측정의 정밀도가 더 뛰어난 0.1급의 전력미터 설계와 

공인기관으로부터 전자식 전력량계와 같은 정밀도 

시험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  론

2.1 고정밀 전력미터 개발

2.1.1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우선 ±급의 정밀도를 갖는 전력미터를 구현

하기 위하여 단상 전력측정 IC중 시판되고 있는 

Analog devices사의 ADE7816을 선정하였으며[11],

CT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오차율 0.1%급의 홀(Hall)

타입 CT를 선정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ADE7816

은 Fig. 1과 같이 1개의 전압채널과 6개의 전류 채널

을 가지고 있어, 공간이 협소한 분전반내에 설치하기

가 매우 용이하다.

전력미터의 구성은 Fig. 2와 같이 AC를 입력받아 

DC로 전환하는 전원부, 전력측정 IC로부터 데이터

를 읽어들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부, 전력측정 IC를 

포함한 전력측정부로 나누어지며, 전력측정부는 AC

전압측정을 위한 Voltage divide resistor부, 전류측

정을 위한 CT로 세분화 된다.

전력미터 설계는 AC전원의 간섭으로 인한 기기

파손 및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부와 전력 측정부에 각각의 AC/DC 컨버터

를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부와 전력 측정 

IC간의 신호선에 Isolation IC를 사용하여 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분리된 형태로 설계하였다. Fig. 3에 제

작된 전력미터의 보드를 나타내었다.

구현된 단말기의 동작상태에서 감전의 우려가 없

도록 Fig. 4와 같이 절연형으로 제작하였다.

ADE7816을 사용한 전력 측정 계산식 파라미터로

는 최대전압 Vmax, 최대전류 Imax, 최대전력 Pmax

를 사용하여 연산하였으며, 각 파라미터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maxs × Voltage ratio (1)

   

× 
(2)

 × (3)

Table 1. Watt hour meter type

Type according to usage Class Place

Single instrument

Transformer instrument

class 0.2

class 0.5 Indoor,

Outdoorclass 1.0

class 2.0

Table 2. Tolerance limit

Load current
Power factor

Tolerance limit(%)

class 0.2, class 0.5 0.2 class 0.5 class 1.0 class 2.0 class

0.05Ib≦I≦In 1 ±0.2 ±0.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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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og input max(rms) : 



- Voltage divide ratio : 전압분배율

- Full scale Vrms : 최대측정전압

- CT turn : CT 배율

- Burden resistor value : CT 최대전류 조정저항

전력의 측정 시간단위를 1초 기준으로 하였으며,

1초당 유효전력 P는

 ×

  
(4)

- Watt register value : ADE7816 전력 레지스터 

값

- Tmax : 최대측정주기

2.2.2 정밀도 측정 실험

전력미터의 정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Fig. 5와 같이 AC220V를 인가하여 전원공급 및 전압 

Fig. 1. ADE7816 Block diagram.

Fig. 2. Power meter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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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전자로드에 연결되는 

부하라인에 홀 타입의 CT를 걸어 전류를 측정하도

록 시험환경을 구성하였다.

Fig. 6은 전력측정을 위해 구성된 환경이며, 전력

미터와 정전류모드(Constant current mode)에서 

0.1%, 정전력모드(Constant power mode)에서 0.2%

의 정확도를 갖는 전자로드인 CHROMA사의 63802

모델, 전력 측정 모니터링을 위한 Serial terminal로  

구성하여 시험하였다.

Fig. 6과 같은 환경에서 전자로드의 모드설정은 

비교적 값이 일정한 정전력모드로 설정하여 측정하

였으며 Table 3의 1차 측정결과로 나타났다.

오차율은 전력량계 기술기준 백분율 오차 계산식

(식 (5))을 적용하였다.

백분율오차 참전력량
계기에표시된전력량참전력량

× (5)

1차 측정결과 당초 연구 목표였던 오차율 ±와

는 차이가 큰 결과가 도출되어 목표달성을 위한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전력측정용 IC로 사용된 ADE7816은 Energy gain

calibration, Energy offset calibration, Energy phase

calibration과 같은 3가지의 보정 방법에 대하여 지원

한다. Table 3에서 오차율이 일정하게 -3%대로 증가

하여, 전체 gain을 높여줄 수 있는 Energy gain cali-

Fig. 3. PCB A’ssy.

Fig. 4. Power meter.

Fig. 5. Test bad Block.

Fig. 6. Test equipment.

Table 3. The first measurement

Reference(W) Power meter(W) Error rate(%)

100.35 97.32 -3.019

200.37 192.83 -3.763

300.31 290.14 -3.387

400.34 387.46 -3.217

500.43 484.77 -3.129

600.4 580.29 -3.349

700.44 677.6 -3.261

800.7 774.92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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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6)

- Active Power : 유효전력

- Active Power0 : 식 (4)에서 계산된 값

- Gain Register value : Energy gain register 값

식 (6)을 이용한 보정을 진행한 후 이전(Fig. 6)과 

같은 시험환경을 구성하여 측정한 Table 4에서 오차

율이 최대 -0.067%의 결과를 보여 당초 연구 목표인 

±이내인 것을 확인하였다.

2.2 전력미터 신뢰성 검증시험

2.2.1 형식승인용 시험방법 구현

Table 4 결과는 내부에서 진행한 시험으로 전력 

측정 시 신뢰성을 인정받기위한 데이터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공인기관을 

통한 오차시험을 수행하였다.

공인기관을 통한 오차시험은 국내 전력량계 기술

기준중 전자식 전력량계 오차시험에 부합하는 시험

방법과 환경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전력량계 인증 시

험 관련 기관에서  오차시험을 진행하였다.

전력미터의 정밀도를 검증받기 위해 전력량계 기

술기준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Fig. 7의 표시사항 

중  배선방식, 전압, 최대전류(기본전류), 주파수, 계

기정수, 계기등급을 지정한 후 계기정수에 맞추어 

LED를 점등 해주어야 한다.

LED로 점등하는 이유는 공인기관의 시험환경이 

Fig. 8의 오차율 검사장비로 사용하는 기준기(Re-

ference Meter)가 측정 대상기기에서 발생하는 발광 

신호를 받아 오차율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최대전류는 CT의 배율과 Burden resistor의 비율

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기본 전류는 주로 사용되는 

전류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계기정수는 최대전류 

및 IC의 특성, 전력 레지스터의 Resolution등을 고려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시험을 의뢰하고자하는 전력미터의 사양은 Table

5과 같다.

전력량계에서 계기정수 1000pulse/kWh라함은 

1kWh의 전력이 소모 될 때까지 1000개의 pulse가 

발생하는 것이며, pulse 발생에 대한 표현방법은 

LED를 점등하는 것으로 한다.

전력미터의 계기정수 구현 방법은 10ms주기로 전

력 레지스터를 읽어 식 (4)에 대입하여 전력값을 산

출한다. 이때 산출한 값은 1초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

Table 4. Measurement result after final calibration

Reference(W) Power meter(W) Error rate(%)

100.35 100.33 -0.022

200.37 200.26 -0.056

300.31 300.11 -0.067

400.34 400.08 -0.065

500.43 500.55 0.024

600.4 600.10 -0.051

700.44 700.22 -0.031

800.7 800.43 -0.033

Fig. 7. Identified term in Watt hour meter.

Fig. 8. Error rate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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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산전력인 W/h로 환산(식 (7))하여야 한다.

  


(7)

식 (7)을 통해 얻어진 적산전력을 누적하여 1Wh

가 증가하는 순간마다 LED를 200ms동안 점등하고 

Serial terminal로 시간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전력에 따라 적산전력 1Wh가 증가할 

때 시간을 측정하였다.

Fig. 9는 전력미터의 출력을 계기정수 형태로 변

환하여 각각의 기준전력에 따른 1Wh 소요시간과 소

비전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Table 6은 1Wh 적산소요시간을 측정하여 계기정

수를 구현하여 측정한 결과가 타당한 시간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 (8)에 시험하고자 하는 유효

전력을 대입하여 계산한 시간과 Table 4의 1Wh누적

소요시간과 비교함으로써 오차 정도를 비교할 수 있

다. (단, 역율을 배제한 계산식으로 참고용으로 사용

Table 5. Power meter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s Unit

Line
Single-phase

two-line
-

Voltage 220 V

Max current 10 A

Min current 5 A

Frequency 60 Hz

Meter constant 1000/1 pulse/kWh

Meter class 0.1 class

Fig. 9. Time required for 1Wh power consumption.



105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7호(2017. 7)

하여야 한다.)

  

sec
(8)

2.2.2 공인 시험기관 의뢰 결과

실험을 거쳐 개발한 전력미터를 공인 시험기관에 

오차검증시험을 의뢰하였으며, 4개의 시료에 대하여 

Table 7의 결과를 얻었다.

Table 7에서 오차율은 평균 0.017%로 측정되었

고, 최대 오차율 -0.08%로써, 당초 목표했던 전력량

계 기술기준 유효 0.1급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획득하

였다.

내부시험은 전자로드의 정전력모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공인 시험기관에서는 부하전

류를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전력소비기기의 다양화와 각종 편의 장치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소비전력의 증가는 화석연료 고갈과 

더불어 안전 및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LED조명 및 고효율 제

품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측정기기는 측정한 소비전력을 바탕으로 전

력의 수요 및 패턴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구비하여야할 기기로, 뛰어

난 정밀도와 객관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정밀 전력미터는 정밀한 전력측정을 위하여 높

은 정밀도를 가지는 전력측정 IC와 CT를 설계에 적

용하였으며, 최상의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한 파라미

터 및 계산식을 도출하고, 매 초마다 전력레지스터를 

읽어 유효전력 계산식에 대입하여 소비전력을 측정

하였다. 최초 소비전력 측정 시 측정한 기준값에 대

하여–3%이상의 오차율을 보였고, 이후 Gain cali-

bration을 적용하여 보정을 진행하였고 수차례 보정

을 진행한 결과 오차율 ±이내의 성능을 확보함

으로써, 고정밀 전력미터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전력미터의 객관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시

험기관을 통한 오차측정 시험을 수행하였다. 전력량

계 기술기준 오차시험 환경에서 요구하는 최대전력 

및 계기정수는 각각 10A와 1000pulse/kWh로 구현

하였다. 최대전류는 전류측정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Burden resistor를 조정하여 10A로 정하였고, 계기

정수는 10ms마다 전력레지스터를 샘플링하여 적산

하는 방식으로, 적산한 값이 1Wh씩 증가할 때마다 

LED를 점등하도록 하였다. 이 같이 구현한 전력미터

를 오차시험에 의뢰한 결과 유효 0.1급의 시험성적서

를 획득하였다.

뛰어난 정밀도와 신뢰성을 구비한 전력미터는 최

적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으로써 부족

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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