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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현재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국기준 45%로써 2020년까지 모

든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고 있다. 전자식 전력량

계는 계량데이터를 LP(Load Profile)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하여 보관하

고 있으며 저장된 LP는 잔자식 전력량계에 모뎀을 통해 한전 서버로

보내지거나 현장에서 노트북을 연결하여 유선으로 취득하고 있다. 기존

기계식 전력량계에서 얻지 못했던 무효전력, 피크전력, 역률, 주파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사에 따라 운영프

로그램이 틀리고, 전자식 계기에서 노트북으로 LP를 전송시 사용하는

컨버터가 전력량계 형태에 따라 달라 현장업무시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선으로 취득함에 따른 현장업무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

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계량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

노트북 연결장치를 일원화하고 통신선이 없이 취득하는 방법으로의 개

선이 필요하다.

1. 서    론

현재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국기준 45%로써 2020년 AMI사업완료시

약 2000만대의 전자식 전력량계가 부설될 예정이다. 전자식 전력량계는

계량데이터를 LP(Load Profile)형태로 메모리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저장된 LP는 전자식 전력량계에 모뎀이 설치되어 통신망이 구축된 경우 한전

서버로 전송된다. 또한, 현장에서 LP를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취

득할수 있으며 이때 전자식 전력량계에 저장된 LP를 노트북으로 전송하기

위해 통신프로토콜 변환용 컨버터를 사용하며, 표준형 전자식 전력량계는

RS232-USB 컨버터, E-type 또는 G-type 전력량계는 RS-485-USB 컨

버터를 사용한다. 고객의 전기요금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계

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적용됨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계량데이터

인 LP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검침 통신율은 100%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며, 요금민원 발생시 정확한 계량데이터 분석을 위해 현장

에서 LP추출이 필요하다. Smart Grid 환경하에 다양한 고객서비스가 대두

되고 있으며, 전력량계 기술을 이용한 정전관리, 전기품질 관리등 부가서비

스가 요구되고 있다. 검침정보와 전기품질 관리를 위한 LP를 사내·외 직원

들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취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전자식 계기

  2.1 전자식 계기 구조
전자식 계기는 AFE(Analog Front End), 마이크로프로세서 그리고 외

부 인터페이스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FE는 전류, 전압 등의 아날로

그 값을 입력받아 디지털 부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마이크로프

로세서는 원천부호화된 각종 계량 데이터를 연산, 저장, 관리하며 통신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전자식 계기의 핵심적

인 부분은 AFE와 마이크로프로세서이며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집적

되어 하나의 Mixed Signal Microprocessor 칩으로 구현된다. Mixed

Signal 프로세서란 아날로그부와 디지털부가 동시에 포함된 집적회로

칩을 말한다. 전자식 계기는 계량 전용의 Metering Chip으로 구현되기

도 하고, 범용 Mixed Signal Microprocessor를 사용하기도 한다. Mixed

Signal Microprocessor 내에 통신 인터페이스인 USART(Universal

synchronous/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Pulse output

driver, Optical port driver와 LCD Driver 회로가 집적되어 있지만 LCD

자체나 터미널 등 물리적인 통신 인터페이스는 하우징 외부 또는 표면

에 부착된다.

<그림 1> 전자식 전력량계 구조도

전자식 계기의 Analog Front End는 Analog to Digital converter와

Digital Filter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ADC 블록의 내부에 Digital

Filter가 포함된다. 상용 전자식 계기는 대부분 Sigma Delta ADC를 사

용하지만 최근에는 Pipelined ADC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ADC의 처

리(전송)용량은 양자화 스텝의 수와 샘플링 속도와 관계가 있다. Sigma

Delta ADC는 Delta Modulation에서 발전된 기술이다. Delta Modulation

은 직전(直前) 입력값을 출력단에서 입력단으로 Negative Feedback 시

켜 현재 입력값과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값만을 Demodulator로 전송한다

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 원래 Delta Modulation은 원거리 통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술이므로 기본적으로 1bit comparator를 채택했

다. 1비트 DM은 입력값이 증가추세일 때는 비트 1을 전달하고 감소 추

세일때는 비트 0을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변량만 전달하

기 때문에 1bit comparator로도 충분하며 얼마든지 큰 값이나 적은 값도

제한 없이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진폭의 변화가 급격한 아날로그 값을

제대로 변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

에 어떠한 정량적인 관계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Delta Modulation의

Demodulator는 적분기(Intergrator)와 아날로그 LPF(Low Pass Fileter)

로 구성이 되는데 Sigma Delta방식은 De-modulator의 적분기를

Modulator로 옮겨 디지털 LPF를 적용할 수 있게 변형한 회로이다.

Delta modulation

Sigma Delta modulation

<그림 2> Delta 와 Sigma Dalta 모듈 구성도

전자식 계기는 RTC(Real Time Clock) 제공을 위해 낮은 주파수대

에서 높은 정밀도를 갖는 HY컷의 32.786KHz 수정 발진자를 계기 내부

에 포함하고 있다. ADC 샘플링 주파수는 약 200KHz∼1MHz 정도이며

MCU 클럭은 4MHz∼5MHz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미터링 칩은

32.786KHz Reference clock을 내부에서 분주하여 샘플링 주파수나

MCU 동기 클럭을 생산한다. MCU 클럭의 경우 32.786KHz을 1/120 또

는 1/150의 비율로 분주하여 사용한다. Sigma Delta ADC에서 양자화

잡음을 줄이는 전형적인 해법은 Oversampling이다. 샘플링 주파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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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를 3∼25 분주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Nyquist sampling ratio

보다 약 50배 정도 Oversampling 하게 된다. 상용 전원의 주파수는

60Hz이지만 고조파 측정 또는 계량을 위해 60Hz에 비해 10∼40배 이상

넓은 대역으로 대역 제한한 신호를 원천 부호화 한다.

  2.2 전자식 전력량계 Optical Port
전자식계기 관리자는 현장접속(Direct Local Data exchange)시 PC 또

는 HHU(Hand Held Unit)에 연결된 Optical Probe를 계기 광포트

(Optical port) 단자에 체결하여 계기의 검침 사용량 정보를 읽거나 계기

설정하게 된다.

<그림 3> 연결 구조도

전자식계기에 사용되는 Optical port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통신에 관

한 공식 규격은 IEC62056-21과 ANSI C12.18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

부분 IEC62056-21 Optical port 규격을 적용하며 데이터 통신은

IEC62056-21 protocol mode C를 적용한다. IEC62056-21 optical port는

800～1000㎛ 파장 대역의 근적외선을 사용하며 300∼19,200bps 범위에

서 전송속도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Optical Probe의 외형은 전면부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이 수신, 우측이 송신포트이며 외경은 32mm, 송수신

포트간 간격은 6.5mm이다. 전계강도는 On 상태에서 500∼1,500 μ

W/cm²이상, Off 상태에서 10 μW/cm²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On-Off keying 방식으로 송수신하게 된다.

전자식계기는 원격자동검침(Telemetry Metering)을 위해 RS-485,

RS-232 등의 직렬통신(Serial Communication)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직렬통신이란 통신장치와 컴퓨터기기 사이에서 바이트열을 전송할 때 1

비트씩 디지털 펄스를 전송하는 근거리 데이터 통신방식을 말하며 계기

내의 USART (Universal synchronous/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에 의해 구현된다.

<그림 4> 직렬인터페이스 커넥토 모형

RS-232는 매우 오래되고 가장 대중적인 직렬통신 인터페이스이다.

RS-232는 1969년 RS-232c 버전으로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표준이 갱

신되었다. 가장 최신 버전은 TIA-232-F“Interface Between Data

Terminal Equipment and Data Circuit-Terminating Equipment

Employing Serial Binary Data Interchange”(1997)이다. ITU-T V.24은

RS-232와 동일한 규격이다. RS-232는 15～30m 이내의 근거리에서

DTE(Data Terminal Equipment)와 DCE(Data Circuit Terminating

Equipment) 간의 디지털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규격이다. 25개 전송선

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전송선들이 전부 쓰일 필요가 없을

때에는 커넥터 핀의 수를 줄여서 9핀 컨넥터가 사용된다. RS-232 컨넥

터는 일반적으로 D-sub 미니어쳐가 사용된다. 전체 Pinout 중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송신(3번), 수신(2번), 신호접지(25핀일 경우

7번, 9핀일 경우 5번) 뿐이므로 일반적인 응용에서는 3핀/3회선만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 하드웨어 방식의 Data flow control을 사용하는 구

버전의 경우 RTS(Request to Send:상대 기기에 데이터를 전송할 것임

을 알려주는 신호)와 CTS(Clear To Send: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되었

음을 송신측에 알려주는 회신 신호) 등 2회선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5

회선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DTE간의 거리가 짧아 모뎀으로 연장

하지 않는 경우에는 Tx와 Rx가 교차(Crossover) 되도록 회선을 구성하

며 이러한 경우를 "Null modem" 구성 이라고 한다. RS-232는 +3V 이

상의 전압을 Mark, -3V 미만의 전압을 Space로 처리하므로 장거리 전

송에서는 임계 전압 미만의 값 수신으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

로 RS-232 신호를 장거리 전송할 때는 모뎀을 삽입하여 전송 거리를

연장하게 된다.

RS-485는 RS-422의 규격을 대부분 수용하는 Half duplex 직렬통신

규격이다. RS-485 역시 Balanced Line Differential Signalling을 사용하

기 때문에 10미터 이내에서 35Mbps까지, 12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00kbps의 속도를 제공한다. RS-485는 Twisted Pair 두 가닥만을 사용

해서 멀티 포인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RS-485 최신 표준은

ANSI/TIA/EIA-485-A-98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ors and

Receivers for Use in Balanced Digital Multi-point Systems”이다.

RS-485 규격은 드라이버와 수신기의 전기적 특성만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프로토콜이나 기계적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그림 5> e-타입계기 485 인터페이스

RS-485는 버스 토폴로지의 멀티 포인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기 때

문에 망의 종단에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동일한 종단 저항을 설치해

야 잡음 및 간섭을 저감시킬 수 있다.

<그림 6> e-타입계기 485 버스 구성

  2.3 전자식 전력량계 LP 취득방법
전자식 전력량계에 컨버터를 연결하여 LP를 취득하며 취득된 LP는

노트북의 전자식 전력량계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

다.

<그림 7> 전력량계 LP 취득 개념도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력량계의 종류에 따라 취득되는 정보가 다르며,

특히 한국전력에서 새롭게 개발되에 보급되는 G-type 전자식 전력량계

와 Advanced E-type 전력량계는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피그전력, 역

률, 주파수, 전압, 전류 등 기존의 계량데이터와 더불어 정전 및 복전정

보 양방향 계량정보, 시간대별 구분계량, 자계감지, 전자봉인, 레치릴레

이 on/off 등 다양한 부가정보를 분석,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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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식전력량계별 LP정보

전력량계 종류
E-typ

e
표준형

G-typ

e

Advanced

E-type

검침정보 및 설정 ○ ○ ○ ○

정전 및 복전정보 ○ ○ ○ ○

유효전력량(검침값) ○ ○ ○ ○

무효전력, 피크전력 ○ ○ ○

양방향 계량정보 ○ ○

TOU 계량 설정 ○ ○

T/S, 전류제한 설정 ○ ○

자계감지, 전자봉인 ○ ○

CPP, OPP 설정 ○

3. 전자식 전력량계 LP취득 개선방안

  3.1 현행 LP 취득의 문제점
현재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전자식 전력량계는 전력량계와 노트북을

연결해주는 컨버터의 형상 및 프로토콜이 상이하여 전력량계 종류별 다

양한 컨버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별도의 구매규격서가 없어 일부사업소

는 자체적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식 전력량계별 컨버터가

필요해 여러개의 컨버터를 구매 및 관리하여 구매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하고, 현장에 LP 데이터를 취득이 필요한 경우 모든 종류의 커플러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고객에게 부설된 전자식 전력량계의 종류를 전산으

로 조회하고 현장 방문이 필요하여 업무처리에 따른 시간이 소요된다.

전자식 전력량계의 부설위치는 전기계기업무기준상에는 단독계기함은

지표상 1.5m~1.8m이나, 전력량계의 위치가 부적정한 곳이나 전력량계와

노트북을 접속하기 곤란한 개소는 현장에서 전력량계와 노트북을 연결

하는데 장시간 소요가 된다. 상용품으로 판매되는 컨버터는 통신연결선

이 1.5m 이내로 전력량계의 위치가 단독계기함 설치기준인 1.5m~1.8m

에 벗어나는 경우 연장선을 별도로 구매하거나 작업자가 한손에 노트북

을 들고 LP데이터를 추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집합계기함은 3대 이

상 전자식 전력량계를 부설할 경우 지표상 1m~2m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데 집합계기함내에는 다수의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어 집

합계기함내 전자식 전력량계에서 LP 데이터 취득이 필요한 경우 상하,

좌우의 전자식 전력량계에 연결된 전선과 혼촉의 우려가 있으며 전력량

계와 노트북을 연결하기 위해 직원이 작업하는 도중에 감전 등 안전사

고의 우려가 있다.

유선연결 불가개소 집합계기함 안전위험개소

<그림 8> 전력량계 LP취득 불가현장

  3.2 LP취득 효율적 개선
모든 전자식 전력량계의 LP를 현장에서 취득할수 있는 통합형 컨버

터 개발하고 RS-232/485 통신프로토콜용 LP를 USB를 이용 노트북으로

변환가능하도록 하면 모든 전자식 전력량계에 적용이 가능하고 현장접

속 불가개소에서도 쉽게 접속이 될수 있도록 무선방식으로 LP를 취득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컨버터 본체 듀얼 커넥터

무선통신장치 전원공급용 배터리

<그림 10> 현장접속장치 개선에 필요한 세부부품

세부부품으로 간이 현장접속장치를 개발한 결과 현재 한전에서 사용
중이 모든 전자식 전력량계에 접속하여 LP를 운영프로그램으로 조회가
가능했으며, 접속시간이 유선으로 연결하는 접속장치 대비 평균 20분이
상 단축이 가능하다

  3.3 향후 연구방향
무선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

문에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전자식 전력량계에 탈부착이 가능
하도록 컴팩트한 디자인의 외형이 필요하며 향후 현장기술개발과제를
통해 디자인 및 금형설계를 통해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Window외에 다양한 기반의 OS에서도 동작이 가능해야 한다.

4. 결    론

전자식 전력량계는 Smart Grid 환경하에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접속되
는 장치로 향후 다양한 전력분야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효한
기자재이다. 과거 기계식 전력량계는 유효전력량만 검침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검침값을 전기요금 산정에만 사용하였으나 향후 전자식 전력
량계는 LP정보를 이용하여 검침, 단전, 정전정보, 전기품질관리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핵심정보인 LP취득을 쉽게하기위해서는 무엇보
다 전력량계와 LP를 분석할 수 있는 단말장치의 연결이 쉽게 되고 현
장업무원이 편리하게 분석하는 기반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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