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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세계 으로 많은 국가들이 에 지 소비 효율화에 심
을 갖고 련된 연구와 제품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효율 인 에
지 사용을 한 필수 요소기술로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가 기기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자동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미터링 시
스템에 한 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
에서는 가 기기의 사용 력 측정과 제어 기능을 갖는 기존의 멀티탭 
타입의 스마트 미터를 기반으로 기 력을 갖는 가 기기의 원활한 제
어가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 을 개선하고, 멀티탭에서 얻어진 력 정보
를 원격 송하여 스마트폰에서 소비자가 사용 력량과 동작 상태를 확
인하고 on/off 명령을 통해 원격제어를 가능  하는 양방향 통신 시스템
을 구 하 다.

1. 서    론
 
 본 시스템의 목 은 기 력 차단  허용과 더불어 원활한 가 기기
의 제어에 있다. 기 력이란, 소비자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소모되
는 기 에 지를 말한다. 이 기 력은 제품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
하는데 필요하며 리모콘 (Remote Controller) 신호 수신이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화면표시장치의 동작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
력이 필요한 자제품의 증가와 함께 기 력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이
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DVD 이어나 오디오와 같은 가 기기는 
체 사용 력의 80%가 기 력으로 추정되고, 일반 가정  빌딩, 공
장 등에서 소비되고 있는 체 력의 약 11 ~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 력 낭비 문제의 해결책으로, 재는 스마트 미
터의 개념을 도입한 멀티탭 시스템을 구 하여 기 력을 낮추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표 1> 가전기기의 대기전력 소모량[1]

구분 상제품 기 력(W)

1    T V 4.33W

2    비디오 5.45W

3    오디오 9.12W

4    DVD 이어 12.20W

5    자 인지 2.77W

6    홈시어터 18.90W

7    유무선 화기 2.15W

8    셋톱박스 7.85W

9    휴 화충 기 0.86W

10    컴퓨터 3.26W

11    모니터 2.53W

12    린터 3.07W

13    비디오폰 1.23W

14    세탁기 1.90W

15    모 뎀 6.43W

16    비 데 3.39W

 스마트 미터는 력 정보를 수집하고 양방향 통신 역할을 수행하는 기
능을 갖고 있다. 기존의 멀티탭 형태의 스마트 미터는 측정된 력량이 
기 력으로 단되면 력을 차단한다. 그러나 리모콘을 사용하는 가
기기의 경우 력 차단 후 사용자가 다시 리모콘을 통해 가 기기를 

사용하고자 원할 때 즉시 력공 이 어려운 문제 을 갖고 있다. 한 
기존의 시스템은 류 측정과 부하패턴을 분석을 해 고기능의 처리시
스템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제조 단가의 상승을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마트 미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서 기술한 
두 가지의 문제 을 개선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리모콘 동작 방식의 가 기기의 원활한 차단  허용을 가능하게 하
고, 션트 항을 이용한 류 측정 방식을 통해 가의 류 측정 시스
템을 구 하 다. 한 재 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언
제 어디서나 력을 원격 모니터링 하고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 멀티탭과 서버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을 포함한 Hybrid Powertap에 한 체 인 설명을 하고, 
류 측정 방식과 서버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처리 기술과 양방향 데이
터 송수신 시스템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결론과 기 효과에 
해 간단히 기술하 다.

2. 본    론

  2.1.1 Hybrid Power Tap
  Hybrid Powertap은 기존의 스마트 미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유지하
면서 력 차단 후에도 기 력이 필요한 일부 가 기기의 원활한 동
작이 가능하도록 외선 센서를 이용한 리모콘 송수신 기능을 포함한다. 
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별 으로 가 기기를 on/off 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기능을 추가했으며 멀티탭 (Power strip) 자체 으
로 상황 분석을 통해 기 력 차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멀티탭에 꽂힌 가 기기들은 션트 항을 이용하여 개별 인 력 소
비량이 측정되고, 이 정보를 앙처리장치에서 분석을 통해 가 기기가 
사용 상태인지 기 력 상태인지를 악한다. 이 력 소비량의 데이터
는 앙처리장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송하고, 소비자는 
가 기기의 소비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고 불필요한 가 기기를 on/off 
시킬 수 있으며, 한 앙처리장치는 자체 단을 통해 기 력을 소
비하고 있는 소켓을 자동으로 off 시킨다 [2].
 항시 기 상태로 있어야 하는, 즉 기 력이 필요한 가 기기들의 
에서 리모콘 신호를 해 기 력이 필요한 기기들의 경우, 리모콘 
외선 신호를 멀티탭에서 수신 받아 기 력을 다시 허용하고 멀티탭에
서 다시 외선 신호를 송신시켜 해당 가 기기를 정상 동작 시키는 시
스템을 구  하 다. 
 본 시스템의 구 을 통해 기존의 스마트 미터에 비해 더 많은 력 소
비 감을 기 할 수 있다..

  2.1.2 전류 측정 방식

  
<그림 1> 한 개의 션트 저항과 차동 ADC로 구성된 Hybrid Power Tap 

전류 검출부

<그림 1>은 3개의 소켓으로 구성된 멀티탭의 류측정 회로를 보여
다. 병렬로 연결된 각 소켓부는 션트 항과 SS (Solid State Rela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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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되어있으며 해당 류 측정부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가 기기가 
소켓에 꽂혔을 경우 류는 션트 항을 통과하게 되고 션트 항 양단
의 압 강하량을 앙처리장치에서 측정하게 된다. 측정은 차동 ADC 
(Analog to Digital Conversion)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릴 이의 명령
을 통하여 하나씩 차례 로 측정 하게 되고, 앙처리장치는 측정된 
류량을 바탕으로 소켓에 꽂힌 가 기기의 동작 상황을 분석하여 데이터
를 처리하게 된다. 를 들어 가 기기가 실효치 (RMS) 1000W를 소비
한다면 4.54A의 류가 흐르게 되고 션트 항 양단의 압강하는 0.1Ω
의 션트 항을 기 으로 0.454V가 된다. 앙처리장치는 입력 받은 
ADC값을 소비자에게 송하거나 멀티탭 자체에서 처리하여 소비자의 
요청 는 로그램의 명령을 S.S.R을 통하여 개별 소켓의 기 력 차
단  on/off 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3].

  2.1.3 적외선(I.R.) 송·수신
  Hybrid Powertap은 기 력 차단 상태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스마트폰의 제어 명령뿐만 아니라 일반 가 기기의 리모콘의 외선 신
호를 통해 해당 가 기기가 연결된 소켓에 력 사용을 허용해 다. 

  

<그림 2> NEC 형식  타이밍도의 예[4]

 재 시 에 매 인 가 기기의 리모콘은 <그림 2>의 NEC 형식
(format)에 맞추어 외선 신호를 송신한다. Hybrid Powertap의 외선  
수신부는 이 NEC 형식의 원 신호를 앙처리장치의 인터럽트를 통해 
수신을 받아 원 신호를 확인한다. 확인된 신호가 원 신호라면 모든 
소켓의 기 력을 허용해주고 이 원 신호를 외선 송신부를 통해 
다시 송신되어 해당 가 기기의 원을 인가하게 된다. 이후 다른 기
력상태의 소켓을 류측정을 통해 다시 사용하지 않는 가 기기의 

기 력을 차단시키고 사용 인 가 기기의 력 사용만을 허용한다.

<그림 3> I.R. 송·수신부

  2.1.3 서버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 처리 기술
  서버데이터베이스는 Hybrid Powertap으로부터 받은 각 소켓에서 사
용되는 력 사용량과 on/off 상태를 데이터 테이블 (Data Table)에 기
록한다. 이는 Hybrid Powertap의 이더넷 (Ethernet) 모듈을 통해서 송신
된 정보를 계기를 통해 서버데이터베이스에 근한다. 이 때 계기는 
Hybrid Powertap과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서버데이터베이스에 
근하여 Hybrid Powertap으로부터 송받은 정보가 기록  장된다. 
<그림 4>의 소 트웨어 구 부는 JVM (Java Virtual Machine)에서 
JDBC (Java Data Base Connectivity)를 사용하여 서버데이터베이스에 
근하도록 하여 Hybrid Power Tap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 다.
 상기의 서버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테이블을 바탕으로 소비자는 재 
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자발 인 
력 감의 행동에 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직  행 로 실천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항시 사용 인 냉장고와 같

이 력을 유지해야 하는 가 기기들이나 소비자의 실수로 인해 원이 
off 되지 않은 가 기기의 력 사용을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on/off 명
령을 달한다. 이러한 on/off 제어 명령은 Hybrid Powertap 에서의 정
보송신 과정과는 반 로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Hybrid Powertap 명령
을 송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4> Hybrid Power Tap의 구성 예

 를 들면 안드로이드 개발환경 (Android SDK)를 통해 구 된 안드로
이드 응용 로그램 (Android Application)에서는 상기에 설명된 서버데
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를 표시하고 on/off 제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서버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시각 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구 되
었다면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에서는 서버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사
용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게 양질의 디자인을 구 하여 소비자가 
재 사용되고 있는 력량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소켓의 on/off 제어명령을 달할 수 있는 유 인터페이스를 구 하도록 
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멀티탭의 단 을 개선하여 사용 력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자동 으로 기 력을 차단한 후에도 외선 리모콘 센서를 
통해 소비자의 원하는 경우 가 기기의 력 사용을 자동으로 허용해주
는 Hybrid 형태의 멀티탭 시스템을 구 하 다. 한 멀티탭을 서버 데
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소비자가 원격으로 가 기기의 on/off 제어하고 
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 다.
 추가 인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설비 없이 신축건물이나 기축건물에 
모두 쉽게 설치한 Hybrid Powertap을 통하여 경제 이고 간단한 스마
트 미터 시스템의 구 이 가능하다. 개발된 시스템은 소비자의 력 사
용 효율화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 인 부담을 여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으로도 에 지 약 분 기 조성과 경제  이득을 창출하는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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