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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Metering의 원리
2

고급 계량기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 에너지 사용 정보를
안전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City Light로 전송합니다.

ADVANCED METERING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
Seattle City Light는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전력회사입니다. 당사는 업계 최고의 서비스 및 신뢰성을 제공하고
고객의 에너지 절약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2017년부터 전기 계량기를
고급 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1 고급 계량기가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집합니다.

3

City Light가 청구 및 기타 고객 서비스
작업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신하고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일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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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dvanced Metering 은 미국 전역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입니다. 미국에 있는 500개 이상의
전력회사들이 이미 이 기술을 활용 중이며 미국 가정의 43%에서 약 5,000만대의 고급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Institute for Electric Innovation, 2014).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계량기 기술 + 네트워크 선택 절차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계량기 테스트

서비스 지역에
계량기 설치

SEATTLE CITY LIGHT가 고급 계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애틀은 비전으로 가득 찬 첨단 기술의 도시로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고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에너지 요구 사항에 대응하고 수요 증가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vanced Metering 은
종종 스마트 그리드라고도 하며, 더욱 효율적인 전기 시스템을 위한 토대입니다.
당사의 배전 시스템은 1,900년대 초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사용하는 많은 계량기는 지난 10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이메일: SCL_Advanced_Metering@seattle.gov
웹: seattle.gov/light/meters
전화번호: (206) 727-8777
Facebook: Facebook.com/SeattleCityLight
Twitter: @SEACityLight

이러한 계량기는 수명이 다 되었으며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Advanced Metering 을 통해 전기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고객이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ADVANCED METERING 이란 무엇이며 그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급 계량기는 오늘날의 계량기와 같은 방식으로 킬로와트시로 측정되는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다음 에너지
사용 정보는 안전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City Light로 전송되고 고객 청구를 위해 City Light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계량기 판독 담당자가 더 이상 2개월마다 정보를 수동으로 기록하기 위해 가정 및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2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고객 청구는 매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 가정이나 사업장에 고급 계량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City Light 고객이시면 새 계량기를 받으시게 됩니다. City Light는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고객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연락처 정보:
이메일: SCL_Advanced_Metering@seattle.gov
웹: seattle.gov/light/meters
전화번호: (206) 727-8777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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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

2

3

Advanced Metering 을 활용하고 계량기 판독을 위한 차량 운행을 줄여 City Light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약 72톤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비해 노출 수준이

마련하여 약관을 수립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수개월

적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내에 웹 사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ADVANCED METERING은 안전한가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는 폭넓은 조사와 우수한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Advanced Metering 프로그램의 예상 비용은 9,400만
달러입니다. 프로그램 기금은 당사의 6년 전략 계획에
요약된 예상 요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Advanced
Metering 기 설치와 관련된 추가 수수료를 청구받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미국의 전력회사들은 약 5,000만대의 고급 계량기를 미국 전역에
설치했습니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미국 에너지 정보국))

고급 계량기의 안전성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

당사의 고급 계량기는 데이터를 하루에 90초 미만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lifornia Council on Science and

결과, 고급 계량기 같은 여러 가정용 장치에서 일반적으로
방출되는 무선 주파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Technology, 2011).
고급 계량기의 무선 주파수 방출은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연방 통신 위원회)이

ADVANCED METERING 은 환경에 어떤 이점이
있나요?

제 에너지 사용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까요?

정한 한계보다 훨씬 적습니다. 버몬트 주에서 이루어진

오늘날 계량기 판독 담당자는 고객 데이터를 기록하기

이제 에너지 사용 정보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주파수 수준은 노출 한계의 약 1/1,500 수준인 것으로

위해 매년 서비스 지역 전역에서 200,000마일 이상을

전송되므로 고객이 개인 정보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나타났습니다(Richard Tell Associates, Inc., 2013).

이동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72.3톤에 해당합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Advanced Metering 무선 네트워크에는

계량기 판독 차량을 줄임으로써 City Light는 탄소 상쇄
기금과 연료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의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량기에서 1피트 거리에서 방출되는 무선

여러 보호 계층이 적용됩니다. 전송된 모든 정보는

고급 계량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암호화를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고객은 고급 계량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급

온라인 뱅킹 및 ATM 기기에서 사용되는 보안과 비슷한

계량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계량기 판독 서비스 비용을

CITY LIGHT에서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계량기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계속 지불하셔야 합니다. City Light 는 탈퇴 프로그램을

계량기는 Cit Light 의 소유이며 계량기가 연결되는 계량기

고급 계량기는
무선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정보를
City Light로 전송합니다.

베이스는 고객의 소유입니다. 설치 전에 안전 위험이

당사는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계량기 베이스를 검사하며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이름, 주소 또는 계정 번호 등)는

필요한 경우 수리를 실시합니다.

계량기에 저장되거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량기 번호와 고객이 사용하는 에너지량만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됩니다.
고객 정보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은 시애틀 시의 개인 정보 보호 법안을 준수합니다.

고급 계량기는 어떤 방식으로 무선 기술을
이용하나요?
Advanced Metering 은 저에너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안전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City Light 로 전송합니다. 무선 주파수는 우리 주변의
공간을 이동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입니다. 무선
주파수는 베이비 모니터, 휴대폰, Wifi 라우터 같은 여러
일상적인 장치에 이용됩니다. Advanced Metering 기의
무선 주파수 노출 수준은 여러 일반적인 가정용 전가
장치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귀에 닿는

프로그램 배경

Seattle City Light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제공하여 고객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당사의 전적 계획에 설명된 바와 같이, Seattle City Light는 410,000개 이상의 전기 계량기를 고급 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고급 계량은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고객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전략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는 City Light의 운영을 현대화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전력회사로 남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량기 설치는 2017년 착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