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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비 메쉬망 기반 분산형 동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Distributed Dynamic Light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ased 

on Zigbee Mesh Network

김삼택*

Sam-Taek Kim*

요  약  재 능동 인 조명제어와 리기술이 연구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아 트 단지 등 복합 지능공간에서 유비쿼

터스 서비스 기술을 응용하여 다  지능 공간을 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면, 에 지 사용 련 의사결정을 

지원 하고, 에 지의 효율을 높이며 생활의 안락함을 최 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지그비 메쉬

망을 통해 수집된 력 데이터를 가공하고, 상황에 합한 서비스를 검색하기 한 기능을 제공하는 분산형 자율 제어 

미들웨어  에 지 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 공간에서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한 홈 서버 등의 랫폼에 기반한 소 트웨어로 탑재되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무선 센서노드와 제어 네트워크, 에 지 디스 이 디바이스 등을 활용하여 에 지 

사용 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산형 자율제어 미들웨어  실시간 스마트 에 지 정보시스템(DDLEMS)을 설계 한

다.

Abstract Nowadays, Dynamic lighting control and management skills are studied and used. If the system which is 
to manage multiple intelligent spot applied ubiquitous service technology is built with decision making and used in 
the complex intelligent space like a apartment then will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provide comfortability in 
optimal conditions. To solve this problem distributed autonomous control middleware and energy management 
system which process data gathering by zigbee mesh network and search proper services to save energy by the 
existing state of things is necessary.
In paper we designed DDLEMS (Distributed Dynamic Lighting Energy Management System) that is to service 
duplex communication embedded by software based home server platform to provide mobile services in the smart 
place and support decision making about energy saving to the best use of wireless censor node and controled 
network, energy displa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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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의 u-지능공간(홈, 오피스 등)에 한 연구는 향

후 실 될 미래 지능형 서비스에 을 두고 있고, 기후

변화  친환경 시 를 맞아 선진국가의 숙제인 탄소 

녹색성장 Green-IT를 지능공간에서 실 하기 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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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으로 여려 공간에 존재하는, 그러나 활용되지 못했

던 에 지 련 정보를 지그비 센서 네트워크 내에서 통

합하고 u-지능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에 지 사용 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에 지 효

율과 안락함 모두를 최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학

습하여 제공되는 동 인 에 지 리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는 복합 지능 공간에서 사용자의 력 사용과 비용에 

한 피드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에 지 시각

화(Energy Visualization) 개념에 기 하여 지능 공간에

서의 상황 변화에 맞추어 최 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동

시에 에 지 사용 감을 통해 에 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가 학습을 함으로써 에 지 리를 동 으로 

최 화하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 실 을 해서는 다양한 에 지  환경 정

보를 모니터링하는 각종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재의 

상황정보를 추론하는 상황 정보 리, 상황 변화에 처

하여 에 지 요건 등을 이용하여 능동 으로 서비스를 

재구성하는 기술, 변화된 조건하에서 최 의 에 지 소

비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간의 지속 인 상호 작용을 제

공하는 상호 작용 기술, 특정 에 지 모드와 같이 상황에 

합한 서비스를 검색하기 한 서비스 검색 기능을 제

공하는 분산형 자율 제어 u-Community 미들웨어 기술

이 필요하다.[1]-[3] 

본 논문에서는 아 트 같은 복합 지능 공간에서 유비

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한 홈 서버 등의 랫폼에 기반

한 소 트웨어로 탑재되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다

양한 무선 센서노드와 제어 네트워크, 에 지 디스

이 디바이스 등을 활용하여 에 지 사용 련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분산형 자율제어 미들웨어 시스템과 실시간 

스마트 에 지 정보시스템(DDLEMS: Distributed 

Dynamic Light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설

계 한다.

Ⅱ. 지그비 메쉬망을 이용한 DDLEMS

1. DDLEMS 설계 요소

본 논문에서 설계한  USN 기반의 스마트 에 지 정보 

시스템은 에 지 사용  환경상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

하는 스마트 에 지 매니 와 에 지사용  환경상태 

모니터링을 한 웹 가능 에 지 센서노드  게이트웨

이, 에 지사용  환경상태 련 상황정보 리를 한 

미들웨어다. 한 유비쿼터스 다  지능 공간을 지원하

는 분산형 u-community 미들웨어와 동  에 지 리 서

비스 간 일  명명 기반 pub/sub 상호 용 기술  동

 에 지 리 응용을 한 서비스 모델  검색 기능을 

설계 했다. 추가로 동  에 지 리 응용을 한 상황정

보 리 기능과 동  에 지 리 시스템을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한 분산형 태스크 모델  분산 장기술을 

설계 했다.
[4]

2. DDLEMS 설계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존의 모니터

링 시스템 이외에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에 지 제어 운용 담당자  특정사용자에게 에 지 제

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4]-[6]

그림 1. USN 기반 Smart Energy Management 
        System 처리도
Fig. 1. The Smart Energy Management System 
       processing diagram in USN-based

DDLEMS 체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 그림 2와 같

다. 그림에 있는 웅용 역(Application Area)의 가 요소

는 스마트 에 지 모니터링, 메니 , 콘트롤러 시스템이 

있다. 한 콘텍스트 인식 엔진과, 지능 역, USN 네트

워킹으로 센서 에 지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서비스 

역등이 물리 역과 센서 랫폼을 기반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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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DLEMS   전체 시스템 개념도 
Fig. 2. The conceptual diagram of DDLEMS

가. 스마트 에너지 미들웨어 서버

미들웨어 서버의 주된 역할은 USN에서 수집된 데이

터를 최종 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시켜 축 시키며, 

부가 으로 모니터링 클라이언트로 측정된 데이터를 제

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해 수집된 데이터를 표

화된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로 축 시키기 한 미들웨

어 어 리 이션이 설치되며,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데

이터 장장치로인 스토리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미들웨

어 서버의 체 구성은 그림 3과 같다.[6]-[9] 

그림 3. 미들웨어 서버시스템 구성도
Fig. 3. Middle-ware server system configuration

나. 실시간 에너지 정보 스마트 에너지 매니저

스마트 에 지 매니 는 실시간 스마트 에 지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친화  인터페이스로  에 지사용  

환경상태 련 정보의 실시간 라우징을 하며 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력소비 데이터, 력사용량 데이터, 

력요  등의 에 지 데이터 제공한다. 한 사용자의 환

경상태 데이터 제공  에 지사용에 따른 환경 항 평

가 데이터 제공하며  사용자 벤치마킹  에 지 소비패

턴 분석  에 지 사용 련 사용자 설정 가능한 경계 

 경보를 수행한다.

다. 웹 가능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

센서노드  게이트웨이는 정확한 에 지사용  환

경상태 정보의 실시간 취득  송을 하고, 제어시스템

과의 양방향 통신을 고려하여 통합 지원하며 다양한 무

선 통신  러그 앤 이를 지원한다. 한, 상황정보

리용 미들웨어는 에 지 사용자의 상황  특성 정보

를 리하며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와 스마트 에 지 

매니 와의 통합 처리를 수행한다.
[7]

라. 상대적 그룹 명칭 기반 pub/sub 

그림 4. 상대적 그룹 명칭 기반 pub/sub 시스템 구조도
Fig. 4. Relative group Name-based Pub/Sub 
         system diagram 

센서로 수집된 다양한 에 지 정보를 서비스화하기 

해서 일  명칭을 이용하여 다  질의를 처리하는 

pub/sub 기반 상호 작용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4와 

같이 에 지 응용의 명칭 표 을 한 상황 정보 기반 명

칭 온톨로지  다수의 에 지 응용에 한 공통된 상

 명칭과 상  명칭 기반의 pub/sub을 통한 상호 작

용정보를 제공한다. 상황 변화에 따른 pub/sub 응이 

이루어지고 50개 이상의 명칭 그룹을 리할 수 있으며 

명칭 그룹 내의 상 응용 수는 50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상황 변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상호 작용에 용하는 시

간을 500ms 이내로 설계했다.

마. 서비스 모델 및 검색 기술 개발

그림 5. 에너지 관리 서비스 모델
Fig. 5. Service model of energ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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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에 지 리 응용을 한 에 지 리 서비스 모

델은 서비스를 표 함에 있어 서비스가 소모하게 될 에

지를 서비스의 구성 요소로 포함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미기반 서비스 질의  매칭을 지원한다. 에 지 모

델을 포 하는 서비스 모델  질의 지원은  그림 5와 

같이 서비스의 효과를 표 하는 모델의 하  속성으로 

포함되는데 서비스에 유효한 에 지 모델과 서비스의 수

행에 따른 효과를 에 지 모델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한 서비스 명세의 의미기반 코딩  클러스터링을 통한 

빠른 서비스 매칭 지원한다.

바. 동적 에너지관리 응용을 위한 상황 정보 관리 

기술 

그림 6. 동적 에너지관리 응용을 위한 상황 정보 관리 시스템 
개념도

Fig. 6. Contextual information management conceptual 
diagram for dynamic energy management 
application

동  에 지 리 응용을 한 상황 정보 리 시스템

의 주요 기능은 에 지 리 공간을 표 하는 상황 정보 

온톨로지 모델 지원과 에 지 센서를 한 상황정보 수

집기(context widget), 상황정보 법칙 추론기능(context 

aggregator) 등이다. 설계한 상황 정보 리 시스템 성능 

목표는 상황 정보 온톨로지 모델이 동  에 지 리 공

간의 특성을 반 하여야 하고 상황 정보 수집기가 에

지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정확성이 >= 99% 이어

야한다. 동  에 지 리 응용에서 사용하는 상황법칙 

추론기의 추론 속도는 < 1 sec 이어야 한다.

사. 태스크 표현 모델 및 의미기반 분산 저장소

동  에 지 리를 한 분산형 태스크 표  모델  

의미기반 분산 장소의 구조도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10개 이상의 분산된 공간에서 체계 인 태스크  서비

스 리를 한 장소의 구조이며 검색된 데이터의 후

보군들의 정확도가 70% 이상 인지의 여부를 단 할 수 

있고, 사용자의 태스크 수행에 한 품질 만족도가 60% 

이상인 동  에 지 리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태스

크 표  모델로 설계하 다. 한 동  에 지 리를 

한 태스크의 재사용성을 30% 이상 증 할 수 있는 성능

이 있다.

그림 7. 분산 저장소 구조도
Fig. 7. Distributed Storage  structure diagram

3. 제어 정보 수집체계 구성 요소

메쉬 망 기반 지그비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DDLEMS

의 력 제어 정보 수집체계의 구성에서 가장 요한 요

소는 주 환경 변화에 한 정확한 정보의 감지와 달

에 있다. 이를 해, 력제어감지  감지된 자료의 송

을 해 센서는 지그비 모듈, RF를 사용하고 통신방식은 

WMN 지그비/IEEE 802.15.4 이며 정보 수집은 실시간으

로 정보 송주기는 40sec.∼1min.이다.[8]-[9]

스마트 력제어 정보 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이 센서 

노드를 통해 무선 메쉬 네트워크(WMN)와 로드밴드 

융합 네트워크를 통해 미들웨어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모니터링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센서 필드는 력제어 

데이터를 감지하는 다수의 센서들이 력을 제어하기 

한 공간에 독립 으로 배치되며 각 센서가 감지한 데이

터는 WMN,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을 

통해 서버에 송하도록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측정된 력 제어 데이터는 미들웨어 서버에 취합되어 

미들웨어 어 리 이션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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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모니터링 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

시간으로 화면에 출력하고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로그램을 실행한다.[7]-[9]

그림 8. 메쉬 네트워크 기반 DDLEMS　구성
Fig. 8. DDLEMS　based Mesh Network

유무선 복합 통신 모듈 설계를 해 실내 LED 조명 

송모듈은 아래 그림 9와 같이 노드간 통신 방식은 

Zigbee, RS485(DMX512, DALI), 서버간 통신 방식은 무

선 랜(wiFi) , 이더넷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그림 9. 실내 LED 조명 전송 모듈
Fig. 9. Indoor LED Lighting Transfer Module 
        (Indoor Transfer)

4. 에너지 관리 시스템 S/W 설계

지그비 망의 센서로 수집된 에 지를 리하기 해

서, 력사용량 정보/ 사용 요  정보 / 센서 정보 / CO2 

환산량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에 지정보시스템(EIS: 

Energy Information System)과 력사용량 정보/ 사용 

요  정보 / 센서 정보 / CO2 환산 량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에 지 시뮬 이션 툴( EST Energy Simulation 

Tool)을 설계 했고, 상의 공간정보, 조명정보, 시설물 

정보를 바탕으로 표  조명에 지 사용량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그림 10. 에너지 최적화 툴
Fig. 10. Energy Optimization Tool

한 다음 그림 10과같이 에 지 최 화 툴（EOT：

Energy Optimization Tool)을 개발 하여 상의 조명에

지 감  최 화를 수행하며, 에 지 감의 최 화

된 방법을 제시하 다.[9]-[10] 

III 성능 및 검증

1. 메쉬 네트워크의 실험 환경

다음 그림 11은 에 지 정보를 센서를 통해 수집하는 

성능평가를 한 시스템 구성도 이다. 메쉬 무선 망에서 

메쉬 네트워크 에뮬 이터에 의해 센서 데이터 생성기가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고, 미들웨어에서 복합 이벤트 처

리엔진은 력 제어 센싱 정보 검출 알고리즘을 시뮬

이션 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 한다. 한 UUA, UNS를 

통해 어 리 이션을 구 한다. 어 리 이션은 실시간 

스마트 에 지 정보시스템의  미들웨어에서의 복합 이벤

트 검출 성능 평가에 사용된 시스템은 인텔 듀얼코어 

2.4GHz 로세스와 2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

으며 운 체제는 페도라 리 스 12를 사용하 다. 복합 

이벤트 처리를 한 모듈은 NS2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구 하 다. 응용 역의 어 리 이션은 스마트 에 지 

모니터, 스마트 에 지 리, 스마트 에 지 리와 상황 

인지 엔진을 한 콘텍스트 리 이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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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성능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Fig. 11. System configura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2. 메쉬 네트워크  세싱 데이터 처리 성능 평가

측정된 센서 데이터가 최종 으로 화면에 아이콘별로 

표시되는 시간과 스마트 에 지 제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응용 역의 수행 로그램에 따른 에 지 제

어 센싱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을 측정 하 다.  다음 그

림 12와 같이 조명등 에 지 제어  련 센싱 데이터를  

측정하여 응용 역 로그램(스마트에 지 모니터링, 

스마트에 지 리자, 스마트에 지 컨트롤러, 스마트에

지 콘텍스트 리)별 력 제어 시나리오에 따라 향

을 미치는 요소별로 에 지 처리 지연 시간을 측정하

다. 특히 자체 검증 시나리오를 통해 평균 센싱 데이터 

출력과 에 지 제어 결과  지연 시간을 측정하 다. 각 

에 지 제어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센서의 개수, 메쉬 

라우터의 수, 에 지 제어하기 한 LED등의 개수를 시

나리오별 측정값으로 사용하여 센서 제 이터에서 생

성한 정보로 시뮬 이션하여 지연시간을 구하고 평균치

를 산출 하 다.  에 지 제어 시나리오별 응용 로그램

의 요소별 에 지 제어 지연시간 데이터 처리의 성능 목

표치 3.5ms 에는 문제없음을 알 수 있다.[10]

그림 12. 시나리오별 센싱 데이터 처리 지연시간(msec)
Fig. 12. The measuring results of delay time for

sensing data by scenario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무선 

센서노드와 제어 네트워크, 에 지 디스 이 디바이스 

등을 활용하여 에 지 사용 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산형 자율제어 미들웨어  실시간 스마트 에 지 정

보시스템을 설계 했다. u-지능공간내의 에 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효과

인 에 지 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을 통해 그린 IT에 기여하며  에 지 사용 는 패턴에 

한 자율 학습  상황 정보 추론을 통해 에 지 자율 

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 친화  Well-Life 실

에 맞는 동 인 에 지 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한 동 인 에 지 리 서비스 제공을 해 구축된 무

선 센서노드  제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가 인 서

비스 제공 할 수 있다.

력 제어  련 센싱 데이터를  측정한 에 지 제어

에 향을 미치는 요소별로 에 지 처리 지연 시간을 측

정하 다. 응용 역의 에 지 제어 요소별 처리 지연시

간 데이터 처리의 성능의 목표치 3.5ms를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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