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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세계 스마트미터 시장 동향해외이슈
◈ 스마트미터의 개념과 도입효과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스마트미터 보급 동향 및 목표를
파악하여 국내 스마트미터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 스마트미터 기술 개요

 ◦ (정 의) 스마트미터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통신망을 통해 

계량 정보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디지털 전자식 계량기

   -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여 실시간 정보를 발전소, 송전·배전시설 

및 전력 소비자에게 송신 연결하여 전력 수급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

*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듈을 탑재, 에너지 소비 자동제어를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의 검침 비용 및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스마트미터 기술 개념도 >

* 출처 : 한국일보

 ◦ (도입 효과) 스마트미터는 에너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 

  * AMI(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스마트 가전/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그리드** 등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

   - 에너지 수요자는 에너지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행태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며, 에너지절약의식 고취도 가능

   - 에너지 공급자는 전력 소비 패턴분석을 통해 예비전력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 에너지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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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터 시장 동향

 ◦ ’21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미터 누적 922백만 대가 보급될 전망이며, 유럽, 

아시아, 북미를 중심으로 스마트미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

   - (E  U) 회원국의 스마트미터 보급(’20년까지 보급률 80% 이상)을 의무화하고, 

영국은 ’20년(’17년 26%), 독일은 ’32년(’17년 4%)까지 보급률 100% 목표

   - (미 국) 노후 전력망의 현대화, 효율 향상 등을 목적으로 ’17년까지 총 

79백만 대가 보급(52%)되었으며, 보급률이 ’20년 59%에 이를 전망

   - (일 본) 대지진 이후 수급제약 심화 현상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으로 

’24년까지 스마트미터 100% 보급 목표 설정 (보급률 48%, ’17년)

   - (한 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일환으로 ’20년까지 22백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백만 대 보급 (보급률 31%, ’17년)

 

< 세계 스마트미터 보급 전망 (’17∼’21년) >

* 출처 : GTM(Green Technology Media) Research

□ 시사점

 ㅇ 국가별 규제수준과 시장여건에 따라 보급률은 상이하나, 에너지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스마트미터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 커지는 추세

   - 스마트미터는 에너지소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新성장 동력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보급 목표가 단순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기기성능 

기준 및 체계적인 보급 계획 등 중장기적인 세부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



- 3 -

<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해외이슈 < 세계 스마트미터 시장 동향 >
  - 스마트 미터 시장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02)
  - 주요국 AMI 보급 동향 및 경제성 평가 사례 (한전경영연구원, ‘19.04)
  - 스마트계량기+차등요금제, 전기료 폭탄 해법 될까 (한국일보,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