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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시스템은 검침명령에 따라 웨이크업되

어 사용자가 사용한 물리량의 계량값을 읽어 유선이나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전송하고, 검침종료 후 슬립모드로 동작

하는 원격검침 단말기; 원격검침 단말기들과 유선이나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서버측으로부터 검침명령이 

수신되면 원격검침 단말기들로 검침명령을 전달하고, 원격검침 단말기들로부터 검침데이터가 수신되면 이를 저장한 

후 소정의 패킷으로 조립하여 서버측으로 전송하기 위한 위성검침 집중기; 위성을 이용한 통신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위성검침 집중기와 원격검침 서버 사이에 검침명령이나 검침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위성통신링크; 및 각 사용자들

에 대한 고객정보와 원격검침 단말기에 대한 정보 및 위성검침 집중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검침이 필요할 경우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위성검침 집중기로 검침명령을 송신하고,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각 단말기들의 검침데이터를 수

집하여 과금 및 통계처리하는 원격검침 서버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위성통신, 원격검침, 이미지센싱, 문자인식, 무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통상의 원격검침 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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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검침 시스템의 제1 실시예,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제1 실시예의 동작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

도 4a,4b는 본 발명에 따라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통신하기 위한 패킷의 예,

도 5a,5b는 본 발명에 따른 위성통신의 예를 도시한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위성통신에서 바이트 모드 통신의 예,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위성통신에서 바이트 모드 통신의 다른 예,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의 제2 실시예,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제2 실시예의 동작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호의 설명**

10: 원격검침 단말기 20,22: 유/무선 통신망

30: 원격검침(AMR) 서버 40,810,820: 위성검침 집중기

42: RF모듈 44: MPU

46: PC 50: 위성통신링크

52: 위성가입자모듈 54: 저궤도 위성

56: 지구국 58: 게이트웨이 제어센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력이나 가스사용량, 수도 사용량 등 각종 계량값을 원격지에서 자동으로 검침할 수 있는 원격 검침 시스

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지형이나 통신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종 계량기를 원격 검침할 수 있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격검침'이란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을 검침원이 현장에 방

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량하기 위한 원격/자동검침(AMR: Automatic Meter Reading)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 통상 자동 검침(AMR)은 각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자동 검침 단말기와, 중앙에서 검침을 관리하고 검침

량에 따라 자동으로 과금하고 고객을 관리 하는 자동검침 서버와, 자동 검침 단말기의 계량값을 자동검침 서버로 전

송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종래의 원격검침시스템에서 계량된 검침 데이터를 AMR단말기로부터 AMR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망은, 각 

나라 혹은 서비스 지역마다 공중전화망(PSTN)이나 인터넷, RF무선통신망 등 서로 다른 통신환경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 방식에 따르면 각 나라 혹은 지역마다 통신환경이 상이하므로 통신환경에 따라 집중기나 AMR 

단말기를 재설계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고, 통합된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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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지형이나 통신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넓은 영역에서 

각종 계량기를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디지털방식의 계량기는 물론 숫자 표시 계량기, 시계 바늘식의 계량기 등 다양한 형태의 

계량기에 적용하여 수도, 가스, 전력 등을 통합 검침할 수 있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기존 계량기의 계량값을 이미지로 감지한 후 패턴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계량값을 판독한 후

판독된 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검침명령에 따라 웨이크업되어 사용자가 사용한 물리량의 계량값

을 읽어 유선이나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전송하고, 검침종료 후 슬립모드로 동작하는 원격검침 단말기;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들과 유선이나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서버측으로부터 검침명령이 수신되 면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들

로 검침명령을 전달하고,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들로부터 검침데이터가 수신되면 이를 저장한 후 소정의 패킷으로 조

립하여 서버측으로 전송하기 위한 위성검침 집중기; 위성을 이용한 통신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상기 위성검침 집중기

와 원격검침 서버 사이에 검침명령이나 검침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위성통신링크; 및 각 사용자들에 대한 고객정보

와 원격검침 단말기에 대한 정보 및 위성검침 집중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검침이 필요할 경우 상기 위성통신링

크를 통해 상기 위성검침 집중기로 검침명령을 송신하고, 상기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각 단말기 들의 검침데이터를 수

집하여 과금 및 통계처리하는 상기 원격검침 서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통상의 원격검침 시스템의 개념을 나타낸 도면이다.

통상의 원격 검침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가정의 계량기(12a~12n, 14a~14n, 16a~16n)에 부착되는 

원격검침(AMR) 단말기들(10)과, 다수의 원격검침 단말기(10)를 관리하기 위한 원격검침 서버(30), 및 원격검침 단말

기(10)와 원격검침 서버(30)간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유선통신망(이를 테면, PSTN망 또는 전력선통신망)이나 

무선통신망(CDMA망)(20)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기 계량기(12a~12n), 수도 계량기(14a~14n), 가스 계량기(16

a~16n)는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계량기나 기계식 혹은 아날로그식 계량기로서 계량값을 LCD나 숫자판, 

바늘식 눈금 등으로 표시하여 검침원이 계량값을 눈으로 읽으므로써(이를 '수동검침'이라 한다) 사용량에 따라 과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격검침 서버(30)는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들에 대한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각 원격검침 단말기(10)의 계량값을 읽어

와 각 고객별로 사용량에 따른 과금을 처리한다. 이러한 원격검침 서버(30)는 자동 검침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 탑재

된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경우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산된 로컬 서버와 이들을 통합하는 중앙 서버 등

으로 구분되어 계층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원격검침 서버(30)에서 운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원격검침 단

말기(10)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유지보수 기능과, 장애 발생시 이를 경고하는 기능, 수동검침을 지시하기 위한 기

능, 고객별 계량값에 대한 통계처리 기능, 각종 보고서 작성 기능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검침 시스템의 제1 실시예의 구성 블럭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원격 검침시스템은 각 가정의 계량기에 부착되는 원격검침 단말기(10)와, 원격검침 

서버(30), 원격검침 단말기(10)들의 데이터를 모아 위성통신링크(50)를 통해 원격검침 서버(30)로 전송하기 위한 위

성검침 집중기(40)로 이루어지고, 위성통신링크(50)는 위성검침 집중기(40)의 위성가입자 모듈(52)과 위성(54), 게

이트웨이 지구국(GES: 56), 게이트웨이 제어센터(GCC: 58)에 의해 제공되고, 원격검침 서버(30)는 통신망(22)을 통

해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와 연결된다.

원격검침 단말기(10)는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의 계량값을 직접 디지털로 제공하는 디지털 계량기나 아날로그 계량기

에 부착되는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기존 계량기에 부착되어 숫자판이나 바늘(지침)의 계량

값을 이미지로 촬상한 후 패턴인식(혹은 문자인식)기술에 따라 계량값을 판독하여, 판독된 데이터를 위성통신링크(50

)를 통해 서버(30)측으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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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검침 집중기(40)는 원격검침 서버(30)로부터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원격검침 단말기(10)에 송신하고, 원격검침 

단말기(10)에서 지시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면 그에 따른 데이터를 수신하여 다시 원격검침 서버(30)로 송신한다. 

이러한 위성검침 집중기(40)는 원격검침 단말기(10)와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RF모듈(42)과, 전체 동작을 제어

하는 MPU부(44), 위성(54)과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위성 가입자 모듈(52)로 이루어진다.

MPU부(44)는 전체 동작을 제어하고 원격검침 서버(30) 및 원격검침 단말기(10)와의 통신 프로토콜 및 위성통신링크

(50)에서 요구되는 통신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부분으로서, 원격검침(AMR) 서버(30)로부터 수신된 패킷을 분해하여 

명령을 해독하고, 검침명령이면 해당 원격검침 단말기(10)에 검침을 지시하기 위한 패킷을 생성한 후 원격검침 단말

기(10) 내의 무선모듈을 통해 해당 원격검침 단말기(10)로 전송한다. 그리고 원격검침 단말기(10)가 자동검침을 수행

하여 검 침 데이터를 준비하면, 위성검침 집중기(40)는 데이터 요구 명령을 원격검침 단말기(10)에 전송하고, 원격검

침 단말기(10)로부터 검침 데이터를 수신받아 이를 수집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가, 원격검침 서버(30)로부터 데

이터 요구 명령이 수신되면 수집된 검침 데이터를 원격검침 서버(30)로 전송한다. 이때 MPU부(44)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성통신링크(50)에서 요구되는 메시지 포맷에 검침데이터를 실어 위성가입자 모듈(52)을 통해 위성통신링크(5

0)로 전송하고, 유지보수를 위해 컴퓨터(46)와의 통신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위성통신링크(50)는 검침데이터 및 검침명령을 위성을 이용하여 전송하기 위한 통신링크로서, ORBCOMM 시

스템 등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ORBCOMM은 글로발 위성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네트워크로서, ORBCOMM은 28개

의 저궤도위성(LEO: Low Earth Orbit satelites; 54)과 국가 혹은 지역 지구국(GES: Gateway Earth Station; 56), 

게이트웨이 제어센터(GCC: Gateway Control Center; 58)로 구성되어 위성 가입자 모듈(52)을 탑재한 가입자에게 

위성통신링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성검침 집중기(40)의 위성가입자모듈(52)은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ORBCOMM의 가입자 통신장치(S

C: Subsriber Communicator)로서, 송신주파수가 148에서 150.05MH이고 최대 5W의 송신출력을 가지며 수신주파

수가 137에서 138MHz이며 MPU부(44)와는 RS232방식으로 인터페이스된다.

지구국(56; GES)은 지구상에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저궤도 위성(54)과 직접 연결하기 위한 위성 송신기/수신기

이고,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GCC)는 지역 적으로 분산된 게이트웨이들과 통신망(22)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최적의

경로로 통신링크를 제공한다. 그리고 AMR 서버(30)를 위성통신링크(50)와 연결하기 위한 통신망(22)은 전용망이나 

인터넷, X.25 패킷망, 혹은 다른 위성통신링크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검침 시스템의 동작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AMR 서버(30)가 게이트웨이 제어센터(GCC)와 지구국(GES)을 거쳐 위성통신링크(50)에 접속하여

검침을 요구하는 명령을 위성검침 집중기(40)로 송신한다(S1-1~S1-3). 이때, 원격검침 서버(30)로부터 위성통신링

크(50)까지는 통상의 패킷 통신망의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하고, 위성통신링크(50)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

이 소정의 위성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한다.

위성검침 집중기(40)는 위성통신링크(50)를 통해 수신된 명령을 디코딩하여 명령의 종류를 판별한다. 즉, AMR 서버(

30)로부터 위성검침 집중기(40)로 전송되는 명령은 헤더와 전화번호, 서버전화번호, 시작 주소, 종료주소, 정보, CRC

등으로 이루어진 패킷의 형태로, 명령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어 위성검침 집중기(40)는 AMR 서버(30)로부터 명령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였으면 위성통신링크(50)를 거쳐 원격

검침 서버(30)로 'ACK'를 전송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전송을 요구하는 'NAK'를 전송한다(S2-1~S2-3).

정상적으로 검침명령이 수신되면, 위성검침 집중기(40)는 검침명령에 따라 각 원격검침 단말기(10)에 검침명령을 송

신하다(S3). 이때 검침명령은 특정 AMR단말기(10)를 지정하여 검침을 요구하는 지정방식이나 관할하는 모든 AMR

단말기(10) 에 검침을 지시하는 브로드캐스팅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해당 AMR단말기의 무선모듈은 검침명령을 수신하면, 전원부의 스위치를 제어하여 문자판독모듈과 이미지센서모듈

에 전원을 인가하여 웨이크업시킨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모듈은 계량기의 숫자 이미지를 감지하여 문자판독모듈로 

전송하고 문자판독모듈은 숫자 이미지에서 필요 부분만 추출하여 이를 패턴인식 기술에 의해 숫자코드로 처리한다.

이어, 위성검침 집중기(40)는 각 AMR 단말기(10)에 대해서 데이터 요구 및 검침 데이터 수신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A

MR 단말기(10)에 대한 검침 데이터를 수집한다(S4-1~S4-3). 이때 각 원격검침 단말기(10)에 대해 검침이 끝나면. 

해당 원격검침 단말기(10)를 다시 슬립(Sleep)모드로 전환시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AMR서버(30)로부터 위성통신링크(50)를 통해 전체 검침에 따른 데이터 요구명령이 수신되면(S5-1~S5-3),

수집된 검침 데이터를 위성통신링크(50)를 통해 AMR서버(30)로 전송한다(S6-1~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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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MR 서버(30)는 위성검침 집중기(4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검침데이터가 정상이면 'ACK'를 

위성통신링크(50)를 통해 위성검침 집중기(40)에 전송한다(S7-1~S7-3). 이후 AMR 서버(30)는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된 검침데이터를 가공하여 과금이나 통계처리한다.

한편, 본 발명에 적용되는 위성통신링크(50)는 해당 위성통신링크에 규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검침명령과 검침데이터

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적용되는 위성통신링크의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도 4a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위성통신링크에서 AMR서버(30)측으로부터 송신되어 위성가입자 집중기(40)의 위성가

입자모듈(52)에서 종단되는 착신 메시지의 포맷이고, 도 4b는 위성 가입자 모듈(52)에서 위성통신링크측으로 전송되

는 위성가입자 발신 메시지의 포맷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AMR서버(30)로부터 원격검침 단말기(10)로 가는 위성통신링크에서의 착신 메시지 포맷은 패킷 

헤더 바이트와, 패킷 타입, 패킷길이, 재전송횟수, 발신 게이트웨이 ID, 메시지 바디 타입, 수신자수 + 발신자수, 발신

자 및 수신자 주소, 유료부하, CRC 등으로 이루어지고, 원격검침 서버(30)로부터 원격검침 단말기(10)로 전송되는 검

침명령은 유료부하에 실려 전송된다.

도 4b를 참조하면, 원격검침 단말기(10)로부터 원격검침 서버(30)로 가는 위성통신링크에서의 발신 메시지 포맷은 

패킷 헤더 바이트와, 패킷타입, 패킷길이, 재전송횟수, 목적지 게이트웨이 ID, 메시지 우선순위, 메시지 바디 타입, 집

중기 ID, 수신자수, 수신자 주소, 유료부하, CRC 등으로 이루어지고, 원격검침 단말기(10)로부터 원격검침 서버(30)

로 전송되는 검침 데이터는 유료부하에 실려 전송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전달되는 절차는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5a를 참조하면, 원격검침 서버(30)로부터 통신망(22)을 통해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로 전달된 검침명령은 도 4

a에 도시된 착신 메시지 포맷의 유료부하에 실린다. 이어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는 위성(54)과 위성가입자모듈(52

)에 메시 지 세션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위성가입자모듈(52)은 위성(54)에 버스트 모드 슬롯을 요구한다. 위성가입자

모듈(52)은 위성(54)으로부터 슬롯이 할당되면, 위성(54)을 거쳐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에 수신준비가 되었음을 

알린다. 이에 따라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는 검침명령이 실린 메시지를 해당 게이트웨이 지구국(56)과 위성(54)을 

통해 위성가입자모듈(52)로 전송한다. 위성가입자모듈(52)은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면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

8)에 응답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성검침 집중기(40)의 MPU(44)에 수신된 메시지를 전송하고, MPU(44)는 이에 응답

한다.

도 5b를 참조하면, 먼저 위성검침 집중기의 MPU(44)에 의해 생성된 검침 데이터가 실린 도 4b 포맷의 발신 메시지는

위성가입자모듈(52)로 전송된다. 위성가입자모듈(52)은 발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위성검침 집중기의 MPU(44)로 링

크레벨의 응답을 전송함과 아울러 위성(54)에 버스트(Burst) 모드 슬롯을 요구하여 슬롯을 할당받는다. 이어 위성가

입자모듈(52)은 위성(54)으로 가입자 발신 메시지의 전송을 요구하고, 위성(54)은 이를 지구국(56)을 거쳐 게이트웨

이 제어센터(58)로 전달한다.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는 위성(54)과 위성가입자모듈(52)에 메시지 전송을 허락하고

, 이에 따라 위성가입자모듈(52)은 검침 데이터가 실린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하면 게이트

웨이 제어센터(58)는 응답을 위성(54)을 거쳐 위성가입자모듈(52)로 전달하고, 메시지 패킷의 전송이 종료되면 위성

가입자모듈(52)과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 사이의 세션을 클리어시키고, 위성가입자모듈(52)은 전송결과를 MPU(4

4)에 전달한다. 게이트웨이 제어센터(GCC; 58) 는 수신된 검침데이터가 실린 메시지를 분해한 후 통상의 패킷 프로

토콜에 따라 패킷을 재조립하여 통신망(22)을 통해 원격검침 서버(30)로 전달한다.

이와 같이 원격검침 서버(30)와 위성검침 집중기(40)는 위성통신링크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위성검침 집중기의 MPU(44)와 위성가입자모듈(52) 사이에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달하

는 경우(이를 바이트 모드라 한다)의 예이다. 즉, 바이트 모드는 위성검침 집중기의 MPU(44)가 메시지를 생성하지 

않고 RS332C를 통해 바이트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위성가입자모듈(52)이 메시지를 생성하여 서버측으로 전송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바이트 모드의 동작은 MPU(44) 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도 6은 첫번째 바이트가 수신된 경우의 동작절차이고, 도 7은 시작(SOM) 문자가 수신된 경우의 바이트 모드 동작절

차를 나타낸다.

도 6을 참조하면, 바이트 모드에서 생성할 수 있는 메시지 타입은 위성가입자 발신 메시지와, 위성 가입자 보고 메시

지, GlobalGram 메시지이며, 바이트모드 메시지타입(bmode_msg_type)의 값에 의해 정해진다.

먼저, 바이 바이트 모드에서는 첫번째 바이트를 수신한 후 수신된 바이트의 길이가 바이트모드 길이(b_mode_lgth)인

지를 판단한 후, 바이트 모드 길이가 아니면 바이트모드 타입아웃(bmode_timeout)시간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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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03). 타임아웃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상기 과정을 반복하고, 타임아웃이거나 단계 602에서 예(Y)이면 단계

604에서 바이트모드 메시지 타입(bmode_msg_type)이 0인지 를 판단하여 0이면 단계 605에서 위성가입자 발신 메

시지를 송신한 후 종료한다.

만일, 바이트모드 메시지 타입(bmode_msg_type)이 1이면, 단계 607에서 위성가입자 보고 메시지를 송신하고, 모든

바이트가 전송되었으면 종료한다(608).

만일, 바이트모드 메시지 타입(bmode_msg_type)이 2이면 단계 610에서 GlobalGram 메시지를 전송하고, 모든 바이

트가 전송되었으면 종료한다(611).

도 7을 참조하면, 바이트 모드에서 메시지의 시작(SOM: Start Of Message)을 나타내는 문자가 수신되면(701), 메시

지의 마지막(EOM: End Of Message) 문자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 후, EOM이 아니면, 수신된 바이트들이 바이트

의 길이나 타임아웃 이내이면 수신과정을 반복한다(702,703). 메시지의 마지막(EOM) 문자가 수신되면, 바이트모드 

메시지 타입(bmode_msg_type)이 0인지를 판단하여 0이면 단계 705에서 위성 가입자 발신 메시지를 전송한다(704,

705).

만일, 바이트모드 메시지 타입(bmode_msg_type)이 1이면 단계 707에서 위성가입자 보고 메시지를 송신하고, 모든 

바이트가 전송되었으면 종료한다(706~708).

만일, 바이트모드 메시지 타입(bmode_msg_type)이 2이면 단계 710에서 GlobalGram 메시지를 전송하고, 모든 바이

트가 전송되었으면 종료한다(709~711).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원격 검침 시스템은 검침원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검침할 수 있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각 나라마다 상이한 통신환경을 위성통신망으로 통일할 수 있으므로 집중기나 AMR 단말기를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도서지방이나 산간 벽지 등과 같은 통신이 곤란한 지역에

서도 넓은 지역의 수신자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의 제2 실시예로서, 제2 실시예는 1차 위성검침 집중기(

810)에 의해 수집된 검침데이터를 다시 2차 위성검침 집중기(820)에 의해 수집하여 위성통신링크(50)를 이용하여 전

송하는 것이다. 즉, 1차 위성검침 집중기(810)는 AMR단말기(10)와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되어 검침데이터를 수집

하고, 2차 위성검침 집중기(820)는 1차 위성검침 집중기(810)로부터 다시 검침데이터를 수집한 후 위성통신링크(50)

를 통해 AMR서버(30)로 전송한다. 이와 같이 위성검침 집중기를 다단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원격검침 단말

기들의 검침데이터를 다중화하여 하나의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으므로 위성통신링크 이용에 따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각 가정의 계량기에 부착되는 원격검침 단말기(10)와, 원격검침 서버(30), 

원격검침 단말기(10)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1차 위성검침 집중기(810), 1차 위성검침 집중기(810)들의 데이터를

모아 위성통신링크(50)를 통해 원격검침 서버(30)로 전송하기 위한 2차 위성검침 집중기(820)로 이루어지고, 위성통

신링크(50)는 2차 위성검침 집중기(820)의 위성가입자모듈(52)과 위성(54), 게이트웨이 지구국(GES: 56), 게이트웨

이 제어센터(GCC: 58)에 의해 제공되고, 원격검침 서버(30)는 통신망(22)을 통해 게이트웨이 제어센터(58)와 연결된

다.

도 8에서 도 2와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여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다른 구성에 대해

서만 자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 1차 위성검침 집중기(810)는 제1 RF 주파수로 원격검침 단말기(10

)와 무선랜방식으로 통신하는 제1 무선모듈(812)과, 제2 무선모듈(816)을 통해 검침명령이 전달되면, 제1 무선모듈(

812)을 통해 원격검침 단말기들로 검침명령을 전달하고, 원격검침 단말기들로부터 검침데이터가 수신되면 이를 일차

로 다중화하여 제2 무선모듈(816)을 통해 전송하는 MPU모듈(814), 제2 RF 주파수로 2차 위성검침 집중기(820)와 

무선랜방식으로 통신하기 위한 제2 무선모듈(816)로 구성된다. 2차 위성검침 집중기(820)는 1차 위성검침 집중기(8

10)의 제2 무선모듈(816)과 통신하기 위한 제2 무선모듈(822)과, 위성가입자모듈(52)로부터 착신 메시지를 수신하

면, 이를 분해하여 해석한 후 원격검침 서버(30)로부터 전달된 검침명령이면 제2 무선모듈(822)을 통해 이를 각 일차

위성검침 집중기(810)로 전송하고, 각 일차 위성검침 집중기(810)로부터 검침데이터를 수신받으면 소정의 발신 메시

지를 생성한 후 위성가입자모듈(52)에 발신 메시지 전송을 요구하는 MPU(824), 및 위성(54)과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위성 가입자 모듈(52)로 이루어진다.

위성통신링크(50)는 2차 원격검침 집중기(820)에 부착되는 위성가입자모듈(52)과, 저궤도 인공위성(54), 지구국(56)

, 게이트웨이제어센터(58)로 구성되어 위성을 통해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ORBCOMM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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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성링크는 28개의 저궤도위성(LEO: Low Earth Orbit satelites)와 국가 혹은 지역 지구국(GES: Gateway Earth

Station), 게이트웨이 제어센터(GCC: Gateway Control Center)로 구성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제2 실시예의 동작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제2 실시예의 동작절차는 원격검침 단말기(10)로부터 1차 위성검침 집중기(810)에서 집중된 검침 

데이터는 다시 2차 위성검침 집중기(820)에서 집중된 후 위성통신링크(50)를 통해 원격검침 서버(30)로 전송되고, 

원격검침 서버(30)로부터 전달된 검침명령은 위성통신링크(50)를 통해 먼저 2차 위성검침 집중기(820)로 전달된 후 

다시 1차 위성검침 집중기(810)로 전달되고, 1차 위성검침 집중기(810)에서 각 AMR 단말기(10)로 전달된다. 이러한

제2 실시예의 동작은 중간에 위성검침 집중기(820)가 하나더 부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제1 실시예의 동작

과 유사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위성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 나라마다 

통신환경이 상이하여 집중기나 AMR 단말기를 재설계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된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

하기도 쉬운 잇점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도서나 산간지방 등과 같이 통상

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기 곤란한 지역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검침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특히, 사용자가 증가할

경우 통신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본 발명의 위성통신망을 이용하면 위성검침 집중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에

게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검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명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

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미친다

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검침명령에 따라 웨이크업되어 사용자가 사용한 물리량의 계량값을 읽어 유선이나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전송하고, 

검침종료 후 슬립모드로 동작하는 원격검침 단말기;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들과 유선이나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서버측으로부터 검침명령이 수신되면 상기 원격

검침 단말기들로 검침명령을 전달하고,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들로부터 검침데이터가 수신되면 이를 저장한 후 소정의

패킷으로 조립하여 서버측으로 전송하기 위한 위성검침 집중기;

위성을 이용한 통신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상기 위성검침 집중기와 원격검침 서버 사이에 검침명령이나 검침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위성통신링크; 및

각 사용자들에 대한 고객정보와 원격검침 단말기에 대한 정보 및 위성검침 집중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검침이 

필요할 경우 상기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상기 위성검침 집중기로 검침명령을 송신하고, 상기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각 

단말기 들의 검침데이터를 수집하여 과금 및 통계처리하는 상기 원격검침 서버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

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통신링크는

다수의 저궤도 위성과;

가입자측에 설치되어 가입자를 상기 저궤도 위성을 통해 위성통신링크에 연 결하기 위한 위성가입자모듈;

상기 저궤도 위성을 통제하고 통신링크를 유지하고 있는 게이트웨이 지구국; 및

상기 게이트웨이 지구국들을 제어하고 상기 위성통신링크를 지상의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제어센터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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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검침 집중기는

다수의 원격검침 단말기들과 무선통신링크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무선모듈;

상기 위성과 통신하여 가입자를 위성통신링크로 연결하기 위한 상기 위성가입자모듈; 및

상기 위성가입자모듈로부터 착신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를 분해하여 해석한 후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부터 전달된 검

침명령이면 상기 무선모듈을 통해 이를 각 단말기로 전송하고, 각 단말기로부터 검침데이터를 수신받으면 소정의 발

신 메시지를 생성한 후 상기 위성가입자모듈에 발신 메시지 전송을 요구하는 프로세서모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검침 집중기는

바이트모드로 동작할 경우에 상기 프로세서모듈은 바이트단위로 상기 위성가 입자모듈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상기 

위성가입자모듈은 바이트단위로 수신된 데이터를 해석하여 해당 발신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위성통신링크로 전송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메시지는

패킷헤더 바이트와, 패킷타입, 패킷길이, 재전송횟수, 목적지 게이트웨이 ID, 메시지 우선순위, 메시지 바디 타입, 집

중기 ID, 수신자수, 수신자 주소, 유료부하, CRC로 이루어지고, 상기 유료부하에는 각 단말기의 검침 데이터가 실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 메시지는

패킷헤더 바이트와, 패킷타입, 패킷길이, 재전송횟수, 발신 게이트웨이 ID, 메시지 바디 타입, 수신자 및 발신자수, 수

신자 및 발신자 주소, 유료부하, CRC로 이루어지고, 상기 유료부하에는 검침명령이 실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

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검침 서버는

상기 게이트웨이 제어센터와 유선 혹은 무선통신망을 통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는 디지털 계량기나 이미지센싱방식 혹은 로터리 엔코더 방식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9.
검침명령에 따라 웨이크업되어 사용자가 사용한 물리량의 계량값을 읽어 유선이나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전송하고, 

검침종료 후 슬립모드로 동작하는 원격검침 단말기;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들과 유선이나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각 단말기들에 검침명령을 전달하고 각 단말기

들의 검침 데이터를 일차로 집중시키기 위한 1차 위성검침 집중기;

상기 1차 위성검침 집중기들과 무선 통신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서버측으로부터 검침명령이 수신되면 상기 1차 위성

검침 집중기들로 검침명령을 전달하고, 상기 1차 위성검침 집중기들로부터 검침데이터가 수신되면 이를 저장한 후 소

정의 패킷으로 조립하여 서버측으로 전송하기 위한 2차 위성검침 집중기;

위성을 이용한 통신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상기 2차 위성검침 집중기와 원격검침 서버 사이에 검침명령이나 검침데이

터를 전달하기 위한 위성통신링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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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용자들에 대한 고객정보와 원격검침 단말기에 대한 정보 및 위성검침 집중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검침이 

필요할 경우 상기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상기 2차 위성검침 집중기로 검침명령을 송신하고, 상기 위성통신링크를 통해

각 단말기 들의 검침데이터를 수집하여 과금 및 통계처리하는 상기 원격검침 서버를 구 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일차 위성검침 집중기는

제1 RF 주파수로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들과 무선통신하는 제1 무선모듈;

제2 RF 주파수로 상기 이차 위성검침 집중기와 무선통신하기 위한 제2 무선모듈;

상기 제2 무선모듈을 통해 검침명령이 전달되면, 상기 제1 무선모듈을 통해 원격검침 단말기들로 검침명령을 전달하

고, 상기 원격검침 단말기들로부터 검침데이터가 수신되면 이를 일차로 다중화하여 상기 제2 무선모듈을 통해 전송하

는 프로세서모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이차 위성검침 집중기는

상기 일차 위성검침 집중기들과 제2 RF 주파수로 무선통신링크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제2 무선모듈;

상기 위성과 통신하여 가입자를 위성링크로 연결하기 위한 위성가입자모듈; 및

상기 위성가입자모듈로부터 착신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를 분해하여 해석한 후 상기 원격검침 서버로부터 전달된 검

침명령이면 상기 제2 무선모듈을 통해 이를 각 일차 위성검침 집중기로 전송하고, 각 일차 위성검침 집중기로부터 검

침데이터를 수신받으면 소정의 발신 메시지를 생성한 후 상기 위성가입자모듈에 발신 메시 지 전송을 요구하는 프로

세서모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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