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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의 OMR 시스템에서 검침원의 이동에 따른 검침방법의 비효율성과 PDA 를 이용한 
비용적, 시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OMR 시스템을 제안하고 RF Modem 과 Bluetooth Module
을 접목한 Smart OMR Device 를 구현하였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OMR 시스

템과 비교하여 Response Time 및 Energy Consumption 에 대해 제안시스템의 성능 및 우수성을 입증하

였다.  
 

1. 서론 

OMR 시스템은 기존의 계량기에 화상 장치를 부착

하고 외부 지역에 단자를 두어 PDA 를 통한 검침을 
하는 시스템이다. PDA 를 이용한 OMR System[1][2]은 
검침원이 해당지역으로 이동하여 옥외의 설치된 기기

를 통해 무선 혹은 유선으로 검침지역의 검침 값을 
추출하여 수집하게 된다. 하지만 무선의 경우 PDA 내

부에 RF Modem 이 장착 되어야 하고, 기기에 따른 전
용 어플리케이션이 요구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불편함으로 인해 시간적,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은 Mobile 과 같은 Smart Device 와검침기사이

의 블루투스통신을 통한 OMR 시스템이다. 가정에 설
치 되어있는 계량기는 모두 블루투스모듈을 탑재하고, 
외부의 OMR 기기에게 검침정보를 전송하여 검침값

을 수집하는 시스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OMR 시스템은 블루투스통신의 특성상 통신거리가 
제한되고, 다수의 기기와 통신이 불가능하여, 검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OMR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기의 범용성 및  Application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용이성 보장 

2. 다수의 기기와 통신가능 
3. 통신거리의 확장성 보장 
4. 저렴한 비용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RF Modem 과 Smart Device 를 이용한 SOS(Smart OMR 
System)를 제시한다. 
2. 기존의 OMR System 

(그림 1)은 기존의 OMR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것
으로, 검침원은 PDA 와 함께 이동하게 되며 자체 
Application 을 통해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들인다. PDA
는 HD(Home Device)로 블루투스 또는 RF 통신을 이용

해 명령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HD 들은 응답을 수
행함으로써 검침원에게 원하는 정보(검침 값 혹은 상
태정보)를 획득하게 한다. 또한 HD 의 설정 값(채널, 
전송주기, 시간정보 등)을 PDA 를 통하여 전송하여 
환경변수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

는 검침원이 직접 HD 와 통신이 가능한 위치로 이동

하여 HD 를 엑세스해야 하므로 검침원의 이동반경이 
확장된다. 또한 다수의 기기로 명령을 전달할 경우, 
거리로 인하여 통신에 제약을 받는 기기들이 많이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HD 의 외부에서 OMR 기

기의 통신 반경 내에서 위치하고, PDA 의 명령을 받
아 HD 를 엑세스하여 검침 값 및 상태정보를 획득하

는 별도의 옥외지시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
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OMD(Outdoor Management 
Device)를 제안한다. 
3. 제안 시스템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기존의 OMR 시스템

에서, HD 의 외부에 설치되어 옥외지시부역할을 수행

하는 OMD 에대하여 설명하고 RF Modem 과 Bluetooth 
Dongle 을 탑재하여 블루투스통신을 통하여 시스템제

어가 가능한 SOD 를제안하며, OMD 와 SOD 를 이용한 
새로운 OMR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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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기존의 OMR System 

3.1 OMD 
OMD 는 가정에 설치되어있는 HD 의 외부에 설치

되는 기기로, PDA 의 명령을 직접 받아들여 HD 에게 
전송하거나, HD 의 검침 값 혹은 상태정보와 같은 

Parameter 를 내부 Flash Memory 에 저장하여 PDA 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검침을 위한 디바이스로

써 PDA 를 사용하지만, PDA 특성상 RF Modem 이 내
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 효율적

이다. 또한 내부의 전용 Application 개발이 사용자에

게 친숙하지 못한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3.2 SOD 

  

(그림 3)SOD Architecture 

SOD 는 Smart Device 와 OMR Device 를 합친 기기

로 기존의 PDA 와 달리 스마트기기와 OMR 기기와의 
근거리통신을 통해서 HD 의 상태 및 검침 값을 측정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SOD 의 구조는 (그
림 3)과 같다. (그림 3)과같이 SOD 는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고 블루투스통신을 통하여 명령을 전송해 
주는 Smart Device, 명령을 수신하는 Bluetooth Dongle
로 구성되어있다. Bluetooth Dongle 은 Smart Device 로부

터 명령을 받는 Bluetooth Module 과 명령을 받아서 처
리하게 되는 MCU, 그리고 OMD 에게 RF 통신을 통해 
명령을 전송하는 RF Modem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

자로부터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명령을 입력 받
게 되면 Smart Device 는 Bluetooth Dongle 로 전송할 데
이터 패킷을 생성하여 송신하게 된다. 데이터가 수신

된 Bluetooth Module 은 MCU 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받은 MCU 는 UART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된다. 
MCU 는 연산을 통해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패킷을 
생성하게 되고 RF Modem 을 통해 OMD 로 전송하게 
된다.  

3.3 Smart OMR System 

 (그림 4)는 SOD 와 OMD 를 적용한 Smart OMR 
System 의 구조이다. (그림 1)에서 검침원의 이동을 통
한 검침방법과 달리 SOD 의 통신반경 내부에 OMD
를 설치함으로써 검침원은 좁은 이동 반경으로 OMD
를 통한 HD 제어가 가능하다. 많은 이동 없이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검침

원에게 편의를 보장한다. 

  

(그림 4) Smart OMR System Architecture 

 (그림 5)는 Smart OMR System 의 동작 원리를 나타

낸 Message Flow 이다. 각각의 OMD 는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 LPL[4][5](Low Power Listening)기법을 적용

한 PPD(Periodic Preamble Detection)상태로 대기하게 된
다. OMD 는 PPD 상태로 주기적인 Preamble Detection
을 하고 있고, 그 간격은 PPDI 이다. 또한 설치단계에

서 할당 받은 각각의 고유한 id 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상위 디바이스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온 데이터인지 다른 OMD 에게 온 데이터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Smart Device 의 Application 으로부터 사용자

의 Input 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의 블루투스장치를 통
하여 사용자의 명령을 Bluetooth Dongle 로 전송하게 
된다. Bluetooth Dongle 은 OMD 에게 전송할 패킷을 생
성하여 RF 송수신부를 통해 확장된 Preamble 을 전송

하고 OMD 에게 패킷을 송신하게 된다. OMD 는 PPD
상태에서 Preamble 이 검출되면, Active 상태로 돌입하

여 패킷수신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각각의 OMD
들은 SOD 로부터 패킷을 받게 되고 id 필드를 추출하

여 자신에게 할당된 id 와 매칭하게 된다. 만약 자신

의 디바이스로 날아온 패킷이면 패킷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PPD 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6)은 SOD 로부터 패킷을 
수신한 OMD 와 그에 해당하는 HD 가 통신을 하는 
과정이다. HD 는 OMD 의 명령을 받기 위해 PPD 상태

로 대기하고 OMD 는 HD 를 엑세스하기 위해 
Preamble 을 전송하게 된다. HD 의 RF Modem 으로부터 
Preamble 이 검출되면 HD 는 Active 상태로 대기하게 
되고, OMD 가 보낸 패킷을 수신하게 된다. HD 는 
OMD 의 요청에 따라 검침값 혹은 자신의 상태정보를 
추출하여 전송할 패킷을 생성하게 되고 Command 
Response 를 통해 OMD 에게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전송을 마친 HD 는 Power Saving 을 위해 PPD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Command Response 를 받은 OMD 는 사
용자가 요정한 정보를 SOD 로 응답하게 되고 H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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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PPD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Response 를 받은 
SOD 의 Bluetooth Dongle 은 Smart Device 로 전송할 패
킷을 생성하고, 블루투스통신을 통해 패킷을 전송하

게 된다. 패킷의 Parsing 작업을 통해 Smart Device 는 
자신이 요청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LCD 에 출력함

으로써 사용자에게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6)OMD-HD Message Flow 

4. 실험 

4.1 Prototype 
Smart OMR System 구현을 위해서 우리는 SOD, 

OMD, HD 의 하드웨어와 펌웨어를 제작하였다.(그림 
7)(a)과 같이 각각의 OMD 와 HD 는 PPD 상태로 대기

하며, HD 에는 검침을 위한 계량기를 연결하여 검침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디바이스는 
해당 고유 ID 로 구분이 되고 SOD 의 제어에 의하여 
동작하게 된다. (그림 7)(b)는 SOD 의 Prototype 이다. 
SOD 는 16 비트 MCU 와 Bluetooth Module, RF Modem
으로 구성되며 Smart Device 와의 블루투스통신을 통
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2 실험 환경 
Smart OMR System 의 효율성을 비교 및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OMR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같
은 하드웨어 위에 IEEE 802.15.4 의 PHY 와 MAC 을 
이용한 Power Saving 모드를 구현 하였다. Power Saving 

Mode 는 Packet Duty Cycle 동안 Sleep 상태로 대기하다

가 Packet Active Duration 만큼 Active 상태로 진입하여 
패킷을 송수신하는 구조이다. 기존의 시스템과 제안

된 SOMR 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Parameter 들은 <표 
1>과 같다. 

 
(그림 7)(a)Smart OMR 

System Prototype 

 
(그림 7)(b)SOD 

Prototype 

(그림 7) Prototype 

<표 1> 시스템 변수 

 
4.3 응답시간 측정 

먼저 우리는 사용자의 입력으로부터 응답이 오기까

지의 응답시간을 각각의 모드 별로 노드수를 늘려 가
면서 측정하였다. Smart OMR 의경우에는 SOD 부터 
OMD 를 거쳐 HD 에게 요청을 하고 HD 로부터 차례

로 응답을 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때의 응답 시간은 
식(1)과 같다. 

 
두 번째로 OMD 로 응답이 요청되었을 시, HD 로 

명령을 전송하지 않고 OMD 의 Flash Memory 에 저장

되어 있는 HD 의 값을 읽어 전송하는 시간은 식(2)와 
같다. 

 
다음으로 IEEE802.15.4 의 Power Saving 모드를 적용

한 기존의 OMR 시스템에 대한 응답 시간은 식(3)과 

 
(그림 5) SOD-OMD Messag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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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2012 년도 중소기업 기술혁

신 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과제명: 수량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스마

트워터 블록시스템 개발) 

같다. 
802.15.4 *( ) (3)IEEE NumofNode PacketDutyCycle PacketActiveDuration= + - - - -  

실험결과 각 모드 별 응답 시간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응답시간 측정 

 Smart OMR 의 경우 OMD 에서 HD 를 엑세스하기 
위하여 Preamble Length 만큼 Preamble 을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Duty Cycle 안에서 패킷을 송수신 
하는 IEEE802.15.4 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HD 의 데이터를 Flash 
Memory 에 일정시간 단위로 저장하고 있는 Smart 
OMR Storage 의 경우 기존의 IEEE802.15.4 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낮은 응답시간을 보였다. 이는 하나의 데
이터를 보내기 위해 다음 Duty Cycle 을 기다려야 하
는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OMD 내부의 Flash Memory
에서 즉시 추출하여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또한 한번의 Preamble 전송을 통하

여 OMD 들과의 연속적인 데이터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보다 빠른 전송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위 실험을 통하여 사용자의 요청으로부터 
시스템 검침의 응답까지 근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
능하고 기존의 IEEE.802.15.4 의 슈퍼프레임구조와 같
이 별도의 동기화 없이 Preamble 만으로 비동기적 데
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됨을 보인다. 

4.4 Current Consumption 

 
(그림 9)소모전류 테스트 

(그림 9)는 24 시간동안 매 시간주기로 10 회씩 사용

자로부터 명령을 수행하였을 때 기존의 IEEE802.15.4
와 Smart OMR System 에서의 HD 기기의 소모전류를 
각각 비교 분석한 것이다. 먼저 IEEE802.15.4 의 HD
에서는 슈퍼프레임구조의 유지와 주기적인 비컨 수신

을 위하여 명령의 유무에 관계없이 Packet Duty Cycle
만큼 Sleep 상태로 있다가 Packet Active Duration 만큼 
Active 상태로 있기를 반복한다. Smart OMR System 의 
경우 평소에는   PPDI 주기로 PPD 상태를 반복하다 
OMD 로부터 Preamble 이 검출될 때 Active 상태로 돌
입하여 송수신하는 구조이다. 실험결과 Smart OMR 의 
경우 최대 9.5mAs, 기존 시스템의 경우 최대 45.5mAs

로 초당 약 36mA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mart OMR System 이 별도의 패킷 송수신 구간이 필
요 없이 단순 Preamble 검출을 위한 최소한의 Active
구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OMR 시스템 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옥외지시부인 OMD 를 제안하고, 
RF Modem 과 블루투스 Dongle 을 적용한 SOD 를 제
시함으로써, 시간적, 비용적인 문제 해결과 범용어

플리케이션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SOD 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에 Bluetooth Module 과 
RF Modem 이 동시에 장착되면서 통신기법의 변화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안된 
SOD 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IEEE802.15.4 의 슈퍼

프레임구조를 가진 기존의 OMR 시스템과 응답시간 
비교를 하였으며 시스템 내부 기기의 소모전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OMD 를 이용한 효율적 데이

터 전송은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하고, PPD 를 통하

여 최소한의 Active 구간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

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Smart OMR System 을 통하

여 보다 효율적인 Meter Reading 과 신속한 유지보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Smart Meter 시장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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