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을 
비전으로 가득 
한 첨단 기술 
도시이며 
시애틀의 점점 
복잡해지는 
에너지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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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ADVANCED METERING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

2016년 3월

ADVANCED METERING 의 원리
최신 고급 계량기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 연결되고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계량기는 계량기와 전력회사 간에 자동 무선 통신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고급 계량기는 현재의 계량기와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 정보를 하루 
내내 기록합니다.

• 에너지 사용 데이터는 무선 주파수를 통해 하루 중 여러 번 City Light에 
전송됩니다. 이는 휴대폰 및 Wi-Fi에서 이용되는 무선 통신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계량기는 하루 최대 90초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City Light의 보안 방화벽 안으로 들어온 이 정보는 청구 및 기타 고객 서비스 
작업을 위해 고객 계정과 매칭됩니다.

고급 계량기와 기존 계량기 비교
고급 계량기로 전환하는 것은 유선 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술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사용자 
경험이 더 우수하며 중요한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Metering 을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기다리는 대신 언제든 전력 소비를 확인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 전기 계량기의 경우 계량기 판독 담당자가 2개월마다 가정 및 사업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동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판독하는 계량기에 필요한 
물류로 인해 해당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Advanced Metering 의 
경우 계량기 판독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대폭 감소하며 더욱 
정확한 청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연락처 정보: 

이메일: SCL_Advanced_Metering@seattle.gov
웹: seattle.gov/light/meters
전화번호: (206) 727-8777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향후 Advanced Metering 은 전력 소비량 및 예상치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망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배전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친황경적인 방식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City Light의 향후  
110년 목표입니다. Advanced Metering 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21세기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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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City Light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제공하여 고객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프로그램 배경 
당사의 전적 계획에 설명된 바와 같이, Seattle City Light는 410,000개 이상의 전기 계량기를 고급 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Advanced Metering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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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까지 미국에서 설치된 고급 계량기 추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