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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제 통신 프로토콜이 적용된 스마트미터를 개발하였다. 스마트미터는 전력 공급 사업자와의 데이

터 교환을 위해 양방향 통신 및 제어 기술, 전기 기기의 등록 및 해제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스마트미터

의 통신 프로토콜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미터의 통신 

프로토콜은 북미방식인 ANSI C12.22 표준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스마트미터는 또한 전력 사용자에게도 실시간

으로 소비 전력 정보와 요금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수요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미터에서 측정되는 전력량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도 보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HD(In Home Display)를 윈도우즈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개발된 스마트미터와의 연동을 실현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smart meter applying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protocols has been developed. A smart meter 
requires communication protocols for two-way communication and control technology, registration and deregistration 
of electronic devices between electric power suppliers to exchange data. Standardization for communication protocols 
of a smart meter has been proceeding both in the US and Europe. The smart meter developed in this paper applied 
ANSI C12.22 as a communication protocol which is a north american standard. A  smart meter should also provide the 
electric consuming information and electricity charge information to the customer in real time. Thus, the customer can 
behave the demand response based on this information. In this paper, the measured electricity from the  smart meter is 
reported to the customer, and IHD(In Home Display) implemented with the windows software presents the reported  
real time data.

키워드 : 스마트미터, ANSI C12.22, ANSI C12.19, 스마트 그리드, AMI

Key word : Smart meter, ANSI C12.22, ANSI C12.19, Smart grid,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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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스마트미터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량 감시 및 제

어, 전력 품질 감시, 계량, 안전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1]. WAN(Wide Area Network)을 통해서는 전력

공급 회사의 계량제어 및 계량 데이터 관리서버와 연결

되어 실시간 계량 정보를 전송하고, 실시간 과금 데이

터 및 요금 추정치, 기타 전기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

버로부터 수신한다. LAN(Local Area Network)을 통해

서는 가정 내에 있는 IHD와 연결하여 사용전력량과 요

금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미터와 

미터링 서버 그리고 IHD를 연결하는 구성도는 그림 1
과 같다[2-4].

그림 1. 스마트미터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Fig. 1 Network structure for smart meter communications

스마트미터와 미터링 서버 사이의 어플리케이션 통

신 프로토콜은 크게 유럽방식과 북미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5]. 유럽방식은 IEC(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62056-21 규격으로, 그리고 북

미방식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s) 
C12 규격으로 정의된다. 북미방식인 C12 규격에서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정은 광 포트 방식을 정의하는 C12.18, 
전화모뎀 통신방식을 정의하는 C12.21 및 네트워크 통

신방식을 규정하는 C12.22 등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된

다. 그리고 이들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데이터 

테이블들은 C12.19에서 정의된다. C12.22 규격에서는 

하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는

데, 통상 가장 보편적인 TCP 또는 UDP 프로토콜을 사

용한다[6,7].
스마트미터와 미터링 서버 간의 연결은 WAN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 WAN 억세스를 위한 방식으로는 전

화모뎀, DSL, 이동통신, 위성통신, 와이맥스, 무선랜 

등이 있으며, 어느 방식이라도 사용될 수 있으나 최근

의 추세에 따르면 GSM/ GPRS/CDMA/EVDO/WCDMA 
등과 같은 이동통신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8]. 이동통

신은 거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

트 그리드 네트워크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미터는 계측된 전력량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에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통상 IHD를 통해 사용자

에게 전력 사용량, 사용요금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이

러한 인터페이스는 HAN(Home Area Network)을 통해 

이루어진다. HAN 억세스 기술로는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지그비, 블루투스, 와이파이와 같은 

근거리 통신 방식들이 주로 사용된다[9,10].

. 스마트미터 구조

스마트미터는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측정

하기 위한 전력량계의 기능과 함께 미터링 서버와 통신

을 하기위한 WAN 통신 기능, 그리고 IHD와 통신을 하

기위한 LAN 통신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기본적으로 전력 측정 모듈을 구현하였으며, WAN 
통신을 위해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모
듈을, 그리고 LAN 통신을 위해서 와이파이 모듈을 구

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스마트미터의 하드웨어 

구조는 그림 2에서, 소프트웨어 구조는 그림 3에서 보

여주고 있다.

그림 2. 스마트미터의 하드웨어 구조

Fig. 2 Hardware structure of the smart meter 

그림 3의 (a)는 가정 내에서 스마트미터의 LAN 통신

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여준다. 전력측정모듈에

서는 실시간 소비 전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I2C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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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를 통해 통신모듈로 전송한다. 통신 모듈에 있는 

스마트미터 어플리케이션은 전력측정모듈로부터 전송

받은 데이터를 와이파이를 통해 IHD로 전송한다. IHD
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를 수신하며, 그 결과를 사용자

에게 알리기 위해 IHD 모니터에 수신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의 (b)는 스마트미터의 WAN 통신을 위한 소프

트웨어 구조이다. 스마트미터의 어플리케이션은 우선 

통신모듈의 CDMA 모뎀을 통하여 IP 네트워크에 접속

한 후 미터링 서버와 ANSI C12 프로토콜 세션을 설정

한다. ANSI C12 프로토콜 세션이 설정되면 미터링 서

버는 스마트미터에 필요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1-13].

(a)

(b)
 
그림 3. 스마트미터의 소프트웨어 구조 (a) LAN 통신 (b) WAN 
통신

Fig. 3 Software structure of the smart meter (a) LAN 
Interface (b) WAN Interface

ANSI C12 프로토콜들은 스마트미터에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고(C12.19-Utility Industry End 
Device Data Table), 정의된 데이터들을 네트워크상에

서 전송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정의하고 있다(C12.18, 
C12.21, C12.22)[14,15]. 특히 C12.22 규격은 보다 추상

적이고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있으며, C12.19 
데이터들을 라우팅하기 위한 C12 네트워크 요소들을 

정의하고 있다. C12.22 규격에서는 C12.19 데이터 테

이블의 전송을 위하여 EPSEM(Extended Protocol 
Specification for Exchange Message) 프로토콜 계층과 

ACSE(Association Control Service Element-ISO/IEC 
15955:1999) 프로토콜 계층을 정의한다. EPSEM은 데

이터 테이블 전송과 제어를 위한 메시지들을 정의하고 

있고, ACSE는 EPSEM 메시지를 네트워크상에서 전송

하기 위한 PDU(Protocol Data Unit) 포맷을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12.22에서 정의하는 EPSEM과 

ACSE를 구현하였으며 전송계층과 네트워크계층 프로

토콜은 TCP/IP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C12.22 프로토콜

을 위해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는 

포트번호 1153번을 C12.22용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IETF RFC-6142). C12.19 데이터 테이블은 C12.22 프
로토콜의 읽기/쓰기를 테스트할 목적으로 일부만 구현

하였다[16].
스마트미터의 통신모듈은 WAN 인터페이스와 

LAN 인터페이스가 모두 필요하며, WAN 억세스를 위

한 CDMA 모뎀과 LAN 억세스를 위한 와이파이 기능

을 동시에 구현하였다. CDMA 모뎀은 EIA/TIA의 

IS-2000(CDMA2000-1xRTT) 규격과 IS-856(CDMA 
2000-1xEVDO) 규격을 만족한다. 스마트미터에서 

CDMA 모뎀은 TCP/IP 연결 설정을 위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EIA.TIA IS- 707) 기능을 제공한다. CDMA 모
뎀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

와 IP 설정이 완료되면, 스마트미터의 TCP와 미터링 

서버의 TCP 사이에 연결이 설정된다. 이어서 C12.22 
등록(Register) 서비스가 실행되면서 스마트미터와 미

터링 서버 사이의 세션 설정이 이루어진다. 와이파이 

AP는 LAN의 한 형태인 HAN 구성을 위해 사용된다. 
향후에는 HAN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

들까지 스마트미터에 연결될 예정이지만 본 논문에서

는 IHD와 연결하는 수단으로 구현되었다. 본 논문에

서 구현된 스마트미터의 와이파이는 IEEE 802.11 
a/b/g 규격을 지원한다[17].

. 스마트미터 설계 및 제작

스마트미터는 크게 전력량을 측정하는 부분인 에너

지미터모듈과 외부통신을 위한 통신모듈로 구성된다. 
에너지미터는 TI사의 MSP430 칩을 이용하였다. TI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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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SP430칩은 RISC CPU와 함께 전력 측정을 위한 

AFE(Analog Front End) 및 시리얼 통신 기능을 모두 갖

추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미터를 구현하는데 적당한 칩

이다. MSP 430의 AFE는 16 bit 2차 sigma-delta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를 3개까지 지원한다. 전
압과 전류를 측정하는데 2개의 ADC를 사용하였으며, 
남은 1개의 ADC는 다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

겨 두었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자하는 실시

간 전력 측정과 측정 결과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스

마트미터의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스마트미터 설계 도면

Fig. 4 Design drawings of the smart meter

본 논문에서 개발한 스마트미터는 C12.22 국제통신 

프로토콜의 권고안에 따라 전력 측정 모듈과 통신모듈

을 분리하여 개발하였으며 두 모듈간의 통신은 I2C 방
식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측정모듈과 통신모듈

은 필요에 따라 각각 제 3의 제품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신모듈은 CDMA와 와이파이 통신이 동시에 가능

한 형태로 개발하고, 내부에 태스크 형태로 C12.22 스
마트미터 프로토콜을 구현하였다. C12. 22 프로토콜 아

키텍쳐 상 C12.22 프로토콜의 하위 계층인 전송계층은 

TCP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IETF의 권고안에 따라 포

트 1153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물리계층은 CDMA 또는 와이파이를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는 제작된 스마

트 미터의 시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제작된 스마트미터 시작품

Fig. 5 Manufactured prototype of the smart meter

. 실  험

본 실험은 제작된 스마트미터가 국제 통신 프로토

콜인 ANSI C12.22에 따라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프

로토콜 검증과 스마트미터로써의 계획된 기능을 정상

적으로 수행하지를 검증하는 기능시험으로 구성된다. 
C12.22 프로토콜 검증을 위한 테스트 장비는 상용화

된 제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프로토콜 검증을 위해서

는 별도의 미터링 서버 에뮬레이터 개발이 필요하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에뮬

레이터를 구현하였으며, C12.19의 미터 데이터 테이

블 기능을 포함하여 모두 구현하였다. C12 프로토콜

의 규격적합성 시험 규격이 발표되면, C12.22 스마트

미터에 대한 규격 적합성 테스트 서버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16].
IHD는 스마트미터의 기능시험을 위하여 윈도우즈 

환경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실
시간으로 측정된 전력을 5초 단위로 최대 24시간까지 

그래프로 나타내고, 스마트미터에서 측정한 전압, 전류, 
유효전력, 피상전력, 그리고 역률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사용한 전력량 대비 

추정 요금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4.1. 프로토콜 검증

C12.22 프로토콜 검증은 자체 개발한 미터링 서버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C12.22 프로토콜 

테스트를 위하여 그림 6과 같이 환경을 설정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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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미터는 CDMA 기지국 

에뮬레이터 장비인 에질런트사의 E5515C와 연결하고, 
E5515C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라우팅을 위해서 LAN
에 연결하였다.

그림 6. 프로토콜 검증을 위한 실험 장치 구성도

Fig. 6 Test equipment diagram for the protocol verification

스마트미터는 전원을 인가함과 동시에 CDMA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고, 기지국으로부터 IP를 할당 

받으면 C12.22 프로토콜이 서버로 레지스터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서버에 C12.22 노드 등록을 한다. 이때 

C12.22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주소인 AP Title은 스

마트미터 노드에서는 2.16.124.113620.1.22.0.123.8437
을 사용하였고, 서버에서는 2.16.124.113620.1.22.0. 
123.4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스마트미터에서 C12.22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순서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미터의 어플리케이션이 

C12.22 프로토콜에 특정 서비스를 요구하면, C12.22의 

EPSEM은 요청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EPSEM 메시지

를 생성하고, 하위 계층인 ACSE에게 전송을 요구한다. 
ACSE는 EPSEM의 SDU(Service Data Unit)를 받으면 

C12.22 네트워크상의 전송 단위인 ACSE PDU를 생성

하는데, C12.22 네트워크상의 주소인 상대방의 AP 
Title과 자신의 AP Title, 메시지 구분을 위한 인자인 AP 
호출 ID를 생성한 다음, 사용자 정보에 SDU 길이와 함

께 EPSEM SDU를 포함시켜 PDU를 만들고, 하위 계층

인 TCP에게 전송을 요청한다.
미터링 서버에서는 스마트미터가 등록되면 C12.22

의 EPSEM에 정의된 서비스들을 차례로 실행시켜서 스

마트미터가 C12.22 규격대로 동작하는지 검증하였다. 
그림 7은 EPSEM 서비스 중에서 최초로 실행되는 등록 

서비스 실행 검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7. 등록 서비스 실행 검증 결과

Fig. 7 Verification result of registration service execution

스마트미터로부터 등록요청(Register Request) 메시

지가 수신되면 미터링 서버는 그 메시지를 구문분석

(Parsing)하여 화면에 출력하고 등록응답(Register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한다. 화면의 아래 부분은 수

신된 등록요청 메시지와 등록응답 메시지를 포함한 

ACSE PDU를 나타낸다. 등록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수

행되고 나면 서버에서는 다른 EPSEM 서비스들을 테

스트 할 수 있게 된다. EPSEM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

면 C12.22 프로토콜의 해당 EPSEM 서비스가 시작하

도록 구현하였다. 
미터링 서버에서 수행되는 EPSEM 서비스는 등록

/해제(Register/Deregister), 식별(Identify), 읽기/쓰기

(Read/Write), 로그온/로그오프(Logon/ Logoff), 종료

(Terminate), 연결해제(Disconnect), 대기(Wait), 해소

(Resolve), 추적(Trace) 등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각 

EPSEM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콜 검증이 이루어 졌다. 
검증 결과 제작된 스마트미터는 국제통신 프로토콜인 

ANSI C12.22에 따라 동작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러

한 C12.22 EPSEM 서비스에 대한 시험 결과는 표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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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12.22 EPSEM 서비스에 대한 시험 결과

Table. 1 Test results for the C12.22 EPSEM service

EPSEM 
Service 시험결과 참고사항

Register PASS

Deregister PASS

Identify PASS

Read PASS Table 0번 5번에 대해서 시험

Write PASS Table 5번 7번에 대해서 시험

Logon PASS

Security Not Test Security 미구현

Logoff PASS

Terminate PASS

Disconnect PASS

Wait PASS

Resolve Not Test C12.22 Relay에서만 사용됨

Trace Not Test C12.22 Relay에서만 사용됨

4.2. IHD를 통한 기능 시험

스마트미터에서 측정한 소비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IHD를 자바 어플리케이

션으로 구현하였다. IHD는 실시간 전압, 전류, 유효전

력, 피상전력, 역률 등의 측정값을 화면에 표시하고, 현
재까지 누적된 소비 전력량과 함께 예상되는 전기요금

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24시간 단위로 소비 전력

량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쉽게 소비 전력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미터의 전력 측정 모듈은 가정으로 인입되는 

전력선에 연결되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며, 이를 통해 

가정 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계산할 수 있다. 
전압측정은 우선 220V AC 전압을 12V AC로 하향 변

환하고, 전압분배를 통해 피크 투 피크 전압이 5V가 되

도록 조정한 후 10 비트 ADC를 통해 0~5V 사이의 실시

간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류 측정은 전류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였다. 전류 1A 당 55mV의 전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최대 100A가 소비될 경우 5.5V의 

전압을 발생한다. 따라서 이 전압을 측정하면 소비되는 

전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된다. 
측정된 전압과 전류는 10 비트 ADC를 통해서 샘플

링 되었으며 이로부터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을 계산하

였다. 측정된 전압, 전류, 유효전력, 실효전력 값은 매 

주기마다 통신 모듈로 전송되고, 통신 모듈은 이 측정

값들을 서버나 IHD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실시간 전력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IHD 연동 테스트를 위하여 그림

8와 같이 테스트 환경을 설정하였다. 

그림 8. 스마트미터를 이용한 소비전력 측정 시험

Fig. 8 Measurement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using 
the smart meter

시험을 위한 전력 부하로는 2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

한 전열기를 사용하였고, 전열기를 켜기 전과, 1단으로 

켰을 때, 그리고 2단으로 켰을 때 각각의 소비 전력을 측

정하였다. IHD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미터의 와이파이 

모듈을 통해 TCP로 접속하고, 스마트미터로부터 매 1
초마다 측정된 소비전력을 전송받는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5초 간격으로 소비전력, 전압, 전류, 유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등의 형태로 IHD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IHD는 또한 24시간 누적 사용량과, 전체 누적 전력 사

용량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IHD에서 표시된 소비전력 

측정결과의 시험화면을 그림 9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윈도우즈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IHD 시험 결과

Fig. 9 IHD test result implemented with the windows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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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전력

량계에 통신기능 및 이를 통한 전력사용 정보제공 기능

이 부가된 스마트미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

트미터는 전력공급자 및 전력사용자와의 양방향 통신

이 요구되며, 특히 전력공급자와의 통신을 위해서는 약

속된 형식의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 스마트미터의 통

신 프로토콜은 스마트미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

과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주도로 각각 표준

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미 방식인 ANSI 
C12.22 표준을 채택하여 이를 적용한 스마트미터를 개

발하였다. 
본 스마트미터는 실시간 전력 측정과 측정 결과의 실

시간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실시간 전력 측정

을 위해서 TI사의 MSP430칩을 탑재하였으며, 통신모

듈은 CDMA와 와이파이 통신이 동시에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C12.22 스마트미터 프로토콜은 내부에 태

스크 형태로 구현하였으며, 스마트미터에서 측정한 소

비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IHD를 윈도우즈 환경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

로 개발하였다. C12.22 프로토콜 검증은 자체 개발한 

미터링 서버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검
증 결과 본 스마트 미터는 국제통신 프로토콜인 ANSI 
C12.22에 따라 동작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마트미터의 통신 프로토콜은 아직 표준화가 정해

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표준이 적용된 스마트

미터의 개발은 스마트미터의 상용화에 중요한 기술적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 Z. Jixuan, D. Gao, and L. Li, “Smart meters in smart grid: 
an overview,” 2013 IEEE Conference on Green 
Technologies, Denver: CO, pp. 57-64, 2013.

[ 2 ] F. Zhong, P. Kulkarni, S. Gormus, C. Efthymiou, G. 
Kalogridis, M. Sooriyabandara, Z. Ziming, S. 
Lambotharan, and W. Chin, “Smart grid communications: 
overview of research challenges, solutions, and 
standardization activities,” IEEE Communications Surveys 
&Tutorials, vol. 15, no. 1, pp. 21-38, Jan. 2013.

[ 3 ] S. Jang, I. Choi, B. Park, Y. Kim, and J. Yu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smart 
meter concentrator control protocol for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ing of Korea, vol. 48, no. TC-3, pp. 41-49 Mar. 
2011.

[ 4 ] V. Gungor, D. Sahin, T. Kocak, S. Ergut, C. Buccella, C. 
Cecati, and G. Hancke, “Smart grid technologies: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tandards,”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Informatics, vol. 7, no. 4, pp. 
529-539, Nov. 2011.

[ 5 ] T. Khalifa, K. Naik, and A. Nayak, “A survey of 
communication protocols for automatic meter reading 
applications,” IEEE Communications Surveys &Tutorials, 
vol. 13, no. 2, pp. 168-182, May. 2011.

[ 6 ] R. Hoenkamp, and G. Huitema, “Good standards for 
smart meters,” 2012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uropean Energy Market, Florence: Italy, pp. 1-6, 2012.

[ 7 ] L. Zhou, R. Cao, C. Qi, and R. Shi, “Reliability prediction 
for smart meter based on Bellcore standards,”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lity, Reliability, Risk, 
Maintenance, and Safety Engineering, Chengdu: China, 
pp. 631-634, 2012.

[ 8 ] A. Singh, J. Bapat, and D. Das, “Two tier communication 
architecture for smart meter,” 2013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 Systems and Networks, 
Bangalore: India, pp. 1-2, 2013.

[ 9 ] S. Luan, J. Teng, S. Chan, and L. Hwang, “Development 
of a smart power meter for AMI based on ZigBee 
communication,”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and Drive Systems, Taipei: Taiwan, pp. 
661-665, 2009.

[10] S. Lee, “Design and test of two-way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pplicable to smart meter,” in proceeding of 
2013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Mokpo: Korea, pp. 941-943, 2013.

[11] M. Rahman, and A. Mto, “Technologies requir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a smart meter network,” 2011 6th 
IEEE Conference on Industrial Electronics and Appli- 
tions, Beijing: China, pp. 809-814, 2011.

[12] A. Arif, M. Al-Hussain, N. Al-Mutairi, Y. Khan, and N. 
Malik, “Experimental study and design of smart energy 
meter for the smart grid,”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Conference, 
Ouarzazate: Morocco, pp. 515-520, 2013.

[13] J. Wang, and C. Qi, “The Design of control system for 



ANSI C12.22 국제 통신 프로토콜이 적용된 스마트미터 개발

2959

smart meter,”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 Service System, Nanjing: China, pp. 
1961-1964, 2012.

[14] ANSI C12.22, Data Communication Protocol Specif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 ANSI, Washington D.C.,  2009.

[15] ANSI C12.19, Utility Industry End Device Data Tables, 
International Standard ANSI, Washington D.C., 2009.

[16] S. Lee, “Implementation of ANSI C12.22 communication 

protocol for two-way communications of smart mete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17, no. 4, pp. 815-821,  
May. 2013.

[17] N. Kulatunga, S. Navaratne, J. Dole, C. Liyanagedera, and 
T. Martin, “Hardware development for smart meter based 
innovations,” 2012 IEEE Conference on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 Asia, Tianjin: China, pp. 1-5, 2012.

이상일(Sang-il Lee)

1991년 고려대학교 전자전산공학과 공학사
1994년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002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2003년 9월~현재 국립목포대학교 정보전자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스마트 그리드, 데이터통신, 전파공학, 마이크로파공학, 무선전송기술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