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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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력선통신 기술은 력선로 자체를 통신선로로 이용함으
로서 력회사에서 력설비의 원격 감시 혹은 제어에 활용하기 매우 
손쉬운 장 이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는 지구온난화에 비한 에 지 
감  온실가스 감축을 한 요한 방편으로 인식되는 원격검침시스

템을 력선통신을 이용하여 구축할 경우, 경제 , 기술 으로 우수한 
장 을 지닌다. 원격검침을 해서는 일반 으로 기계식 력량계를 
자식 력량계로 교체하여야 하며, 자식 력량계가 인 한 력선통
신모뎀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력량계가 미치는 잡음이나 삽입손실 등에 한 특성을 시험 
분석하고 송특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식 력량계의 규격 기 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에 지 감  온실가스 감축에 한 사회  요구의 증가로 인
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에 지사업자
들은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 혹은 AMI(Advanced Metering 
Infrastucture)를 통하여 원격검침 뿐만 아니라 에 지 효율화  요 제
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검침의 통신방식으로는 무선이나 력선
통신기술이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특히 력회사의 고유 
인 라인 력선을 통신매체로 사용하는 고속 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기술을 용하고 있다. 그러나 력선통신의 특성
상 송거리에 따른 신호 감쇠  기 부하기기에 의한 잡음 향을 받
게 된다. 한 임피던스  페이딩 상에 의해 통신성능이 일정하지 않
다는 단 이 있다. 
  자식 력량계  력선통신을 이용한 원격검침의 본격 인 시행
이 진행되고 있는  시 에서 자식 력량계의 고유 잡음  특성이 
력선통신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에 한 성능기 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식 력량계의 잡음특
성  삽입손실(insertion loss) 시험을 통해 자식 력량계의 특성에 
하여 알아보고 성능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전자식 전력량계의 구조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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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전자식 전력량계의 구조

  자식 력량계의 구성을 그림 1에 도시하 다. 한국 력의 압 표
력량계는 원격검침 모뎀의 상태 이상시에도 력량계가 정상 인 

동작을 하도록 계량부 원과 통신부 원은 분리하 고 계량부와 통신
부는 외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하도록 구성되었다. 
   한국 력의 표 력량계규격[1]은 원부를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방식을 채택하여 3상 원의 어느 한상이 결상이 

되어도 정상 인 동작이 가능하다. 한 력량계 내부에 통신 모뎀을 
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력량계에서 통신모뎀의 동작 원(12V/4W)을 
제공하며, 력선통신을 하여 220V 속단자를 제공한다.
  따라서 고주  발진에 의해 동작하는 SMPS 원과 매우 인 하여 
력선통신 모뎀이 치함에 따라 잡음의 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전력선통신의 특성

  력선통신은 력선에 고주  신호를 송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선 
기기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하여 법령에 의하여 송신호의 강도  
주 수에 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  련 
시행령에서 1.8MHz - 30MHz를 고속 력선통신 역으로 허용하고 있
으나, 간에 복되는 아마추어 무선, 해양조난신호, 항공 제 등에서 
이용되는 주 수는 엄격히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의 복이 발생
치 않는 역에서는 방사신호에 의한 계강도측정법에 의해 54dBμV/m
의 강도로 제한하고 있다[2]. 따라서 상 으로 작은 신호를 이용하여 
력선통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잡음 환경에 강하고 송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인 요소를 최 화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력선통신 송 련 표 인 KS4600-1[3]에 의한 모뎀의 경우 모뎀의 수
신감도가 -70dBm 정도로 우수하며, SNR의 경우 최소 10dB 이상 확보
가 필요하다. 

2.3 잡음 특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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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전력량계 전원 Noise 테스트 구성도
  
  력량계의 원 노이즈 테스트를 한 구성은 그림2와 같다. 신뢰성 
확보를 해 Blocking Filter를 사용하여 AC 1차측에서 유입되는 
30MHz이하 노이즈를 60dB 이상 제거한 원을 자식 력량계에 연
결한다. 통신신호를 기선에 실어주고 받아주는 Coupler를 통해 스펙트
럼 분석기(Spectrum Analyzer)로 들어오는 신호는 1 - 30MHz 주 수 
범 의 고주  신호 노이즈 특성을 분석한다. 커 러는 측정 주 수 구
간에서 약 -2.25dBm의 손실을 가지므로, 뒤에 도시되는 결과에서 커
러에 의한 손실을 고려하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력량계 
특성의 신뢰성 확보를 해 각기 다른 제조사의 단상 력량계 5개 모
델을 이용하여 시험하 으며, AC 220V 원 측과 통신 모뎀용 12V DC 
원에서의 잡음을 모두 측정하 다.

   * 스펙트럼 분석기(Spectrum Analyzer) 측정 조건
      - Model : Agilent E4401B
      - 측정범  : 1MHz ～ 30MHz / Sweep Time : 65.64ms
      - Resolution/Video Bandwidth : 30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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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력량계 AC측 전원 발생 노이즈

  그림 3에 력량계 시료  하나의 AC 원 단자에서의 잡음 특
성을 도시하 다. 주 역에서 상 으로 잡음 강도가 높으며, 최  
-45dBm 정도를 보여 다. 반면 50회 평균수치의 경우, 상당부분 감소하
여 약 -80dB의 잡음을 가진다. 5개 모델의 단상 력량계 각각의 AC, 
DC 원측에서 발생하는 잡음 신호의 순시최 치와 50회 평균치, 기
값에 한 평균을 구하여 그림4 - 그림 5에 도시하 다. 일반 으로 
주  역에서 잡음신호의 벨이 높고 MAX -80dBm으로 DC 원 측
의 발생 노이즈도 AC 원 측 노이즈에 근 하여,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AC 전원측 발생 노이즈 분석(5개 모델 평균)

[그림 5] DC 전원측 발생 노이즈 분석 (5개 모델 평균)

  2.4 삽입 손실 특성

   

[그림 6] 전력량계 신호감쇠 테스트 구성도

  력량계의 신호감쇠 테스트는 그림6과 같다. 신호 발생기를 사용하여 

0dBm 크기의 신호를 1MHz에서 30MHz까지 Sweep 하여 력량계를 
통과한 신호가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 나타난다. 5개 모델의 단상 력
량계 신호 감쇠는 평균 10dBm으로 이는 2개의 커 러 연결시 기본 감
쇠된 4.5dBm을 포한한 것이다. 력량계 제조사별로 상당부분 감쇠 편
차가 있으며, 일부 제조사의 력량계는 감쇠특성이 10dBm 이상 발생
하여 PLC 송 성능에 심각한 향을  수 있다. 

[그림 7] 전력량계의 삽입 손실 (커플러 4.5dBm 감쇠 포함)

[그림 8] 전력량계 신호 감쇠 (5개모델 평균)

구분 력량계 원측 발생 노이즈
신호감쇠

(커 러 감쇠 제외)

A DC > AC (5dBm - 10dBm)
0.5dB (> 15MHz)

5dB - 15dB (< 15MHz)

B
15MHz 이상에서 거의 비슷, 

15MHz 이하에서 DC > AC (10dBm)
0.5dB - 2.5dB 

C
15MHz 이상에서 거의 비슷, 

15MHz 이하에서 DC > AC (10dBm)
0.5dB - 3.5dB 

D AC > DC (약 10dBm) 15dB 

E AC > DC (약 10dBm) 0.5dB - 4.5dB 

<표 1> 전력량계 시험 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력선 통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압 
력량계의 잡음 발생 신호 강도와 삽입 손실에 한 시험 분석을 수행

하 다. 
  분석결과 잡음신호의 경우, AC 220V와 내부 DC 원에서 발생하는 
잡음신호의 강도가 유사하여 두 부분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
으며, 순시 최  잡음 신호는 력선통신 품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강도이었다. 한 삽입 손실의 경우, 취약한 기기는 력선통신 신호가 
-15dB정도의 감쇠를 나타내어 력선통신 성능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악하 다. 
  본 성능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압 자식 력량계의 규격에 력
선통신의 성능 보장을 한 잡음  감쇠규격을 마련하 으며, 개량된 
기술 규격은 국가의 인 라인 원격검침 시스템의 신뢰성  성능 확보
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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