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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환경보호를 한 그린IT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차원의 스마트 그리드가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궁극 으로 력을 효율 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는 력사용 요 을 감하고 정부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일방 인 력 리에는 한계가 있고 력을 소

비하는 사용자 역시 능동 으로 력 사용량을 여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베

디드 센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반 사용자도 내에서 혹은 빌딩에서 능동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

마트 력 감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 에 지 고갈 

 환경오염, 로벌 융 기로 인한 경기 침체 등에 

하여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 그린 

IT  그린 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 IT는 자연

환경을 의미하는 Green과 정보기술(IT)의 합성어로, 기후

변화와 고유가로 인한 에 지 감이 이슈가 되면서 에

지 감과 CO2 감축 기술  활동을 뜻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1].1)

  그린IT 기술을 활용한 에 지 감 기술로 최근 정부차

원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기술을 통해 에 지 소비 황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 하여 소비자 맞춤형 에 지 소비가 가능하도록 제어

함으로써 력 소비를 감시키는 지능형 력 시스템을 

말한다. 력망에 통신망을 목시켜 력계통시스템의 제

어를 통하여 발 , 송 , 배 의  과정에 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결과 으로 에 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에 지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지능형 력망 즉, 

스마트 그리드의 목표이다[2].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가 단

지 력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과 건물의 에

지 사용량을 이고자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

는데, 특히 주택의 경우, 기본 으로 설계단계에서 에 지

약형의 재료나 설계방식을 용하여 력사용량을 이

고, 이외의 부족한 력은 태양 등 신재생에 지원으로 

충당하는 수동 인 에 지 리의 형태로 에 지 사용량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SS100020)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식경제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 10041725)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을 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 이고 경

제 으로 에 지 사용량을 이기 해서는 에 지 사용

에 한 능동 인 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네트워크(Sensor Network)를 기반

으로 한 능동형 력 감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IEEE 802.15.4 기반 ZigBee[3]를 이용하여 임베디드 센서

네트워크(Embedded Sensor Network)를 구성하고, 센서네

트워크를 통해 력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지능

으로 제어함으로써, 주택  건물에서 능동 으로 에 지 

감을 수행하는 서버 로그램을 제안한다. , 센서네트

워크를 통해 얻어지는 온도, 습도, 조도, 사용자 치정보, 

력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지능 으로 제어함으

로써, 주택  건물에서 능동 으로 에 지 감을 수행하

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2. 스마트 력 감 시스템

2.1 임베디드 센서 네트워크

(그림 1) 임베디드 센서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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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능형 원 액추에이터 모듈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베디드 센서네트워

크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USB 동 (Dongle) 형태의 

ZCM (ZigBee Coordinator Module)과 도우 RG 

(Residential Gateway)서버는 USB 시리얼(Serial)로 연결

된다. ZCM은 SE Profile[4]을 탑재하여 ZigBee 모듈

(Module)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받아 RG 서버로 달하는 

역할과 RG 서버로부터 달받은 명령을 ZigBee 모듈로 

송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한다. 도우 RG서버와 

응용 로그램은 TCP 소켓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같은 PC 는 네트워크상의 다른 PC 그리고, 모바일 기

기에서 연결이 가능하다. PC로 제어할 수 있는 ZigBee 디

바이스는 등 스 치, 침입감지 센서, 동체감지 센서, 화

재 감지 센서, 가스 감지 센서, 아웃렛, 력측정이 가능한  

멀티탭이 있다. 

2.2 력 감을 한 원 액추에이터 모듈

  (그림 2)는 지능형 원 액추에이터(Actuator) 모듈이다. 

지능형 원 액추에이터 모듈은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AC 원의 ON/OFF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원의 출력을 제어하기 한 릴 이(relay)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ZigBee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원 액추에이터 모듈은 기본형 센서 베이스 노드

(Sensor Base Node)와 ZigBee 센서의 정합을 통해 제작

된다. 센서 베이스 노드는 ZigBee 무선 모듈의 베이스 모

듈이며, 무선 모듈로부터 GPIO와 ADC 포트를 블록 커넥

터로 연결하여 외장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2.3 SE(Smart Energy) 로 일 기반 게이트웨이

  USN 환경에서 이종망 간의 연동기능을 수행하는 게이

트웨이는 유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서버 간의 정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 인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본 게이트

웨이는 센서네트워크를 정합하기 한 IEEE 802.15.4  

ZigBee SE Profile 응 무선 모듈과 인터넷을 통해 서버

와의 연동을 한 유무선 역 통신망을 정합하기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웹서버(Web Server)가 탑재되어 

원격에서 사용자가 어디서든 웹을 통해 제어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CDMA모뎀

프로세서부

Ethernet부

전원부

IEEE802.15.4

LCD정합부

RS-485정합부 Ethernet USB

백업베터리

(그림 3) ZigBee 게이트웨이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게이트웨이는 Linux OS

가 쉽게 탑재될 수 있는 력 기반의 ARM9 로세서를 

실장하고 있으며, 역 이동통신망 속을 해 CDMA

모뎀 정합부와 센서네트워크를 정합하기 한 IEEE 

802.15.4 무선 모듈부를 내장한다. 원 차단을 고려하여 

백업 배터리와 배터리 충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최장 1

시간 정도의 원 차단에도 동작할 수 있다.

  

2.4 스마트 력 감 서버

(그림 4) 스마트 력 감 서버  시스템 구성

  (그림 4)는 스마트 력 감 서버와 시스템의 구성도 이

다. 스마트 력 감 서버에서는 ZigBee 센서로부터 사용

자의 치정보, 동체감지, 온/습도 정보, 조도, 스 쥴 등

의 정보를 송받고,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력을 차단시

킴으로서 에 지 약이 가능하다. 

  스마트 력 감 서버는 력 감  화제 방을 

해 에 지 감 소 트웨어와 연동하여 자동  수동으로 

력 제어를 수행한다. 사무실 등에 원 제어가 가능한 

멀티탭을 설치하여 개인 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PC 

는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를 통해 사무실 는 가정의 

기 사용을 리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요구

반응(DR, Demand Response)에 따른 직 부하제어(DLC, 

Direct Load Control)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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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력 감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3.1 사용자 치  일정에 의한 에 지 리

(그림 5) 사용자 치  일정 기반 에 지 리 시스템

  첫 번째로 제안하는 서비스는 치 인식태그를 가진 사

용자의 치, 는 동체 감지 정보를 바탕으로 등 는 

사무, 가 기기의 원을 켜거나 끄는 동작을 수행함으로

써 지능 으로 에 지를 리하는 서비스이다.

  치 인식 태그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식별하고 식별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자가 치한 지역에서 허가된 

기기만이 리서버에 의해 자동으로 원이 켜진다. 사용

자를 식별하지 못한 경우는 등과 같은 최소한의 기기만

이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된다. 한, 스마트폰과 같은 모

바일 기기로 원격 속하여 사용자의 치  력사용량

을 모니터링하고 부여된 권한 변경 등이 가능하다.

  리 서버는 사용자의 일정을 바탕으로 력을 운용함

으로써 보다 지능 인 에 지 리가 가능하다. 를 들어 

사용자가 부재하는 동안은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고, 사용

자가 돌아올 것으로 상되는 일정에 맞추어 냉/난방을 

가동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에

지를 보다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 

3.2 환경감지에 의한 에 지 리

(그림 6) 환경감지 기반 에 지 리 시스템

  두 번째로  제안하는 서비스는 내/외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여 지능 으로 력을 제어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6)과 같이 외부의 날씨, 온도, 습도, 조도, 먼지농도, 실내

의 온도, 습도, 조도 등의 값을 측정하여 상황인지 서버에 

장하여 리한다. 실내의 정 온도  습도 유지를 

한 최 의 방법을 도출하여 무선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냉/난방 기기 는 공조기의 작동을 조 한다. 실내의 

정 조도를 유지하기 해 커튼을 걷거나 블라인드를 고, 

부족한 조도를 실내조명으로 채운다.

3.3 PC, 스마트폰기반 력제어 로그램 구   실험

(그림 7) 력측정  제어 로그램

  (그림 7)은 PC에서 력측정  제어 로그램이 구동

되는 모습이다.  로그램은 력측정 서버에서 구동되

는 로그램으로써, 원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졌고 실시

간으로 측정되는 순간 력과 역율, 총 사용요 을 사용자

가 보기 쉽게 표시 해 다. 

(그림 8) 력측정  제어 어 리 이션

  (그림 8)은 스마트폰에서 동작시킨 력측정  제어 어

리 이션의 모습이다. 력측정  제어 어 리 이션은 

력 감 서버와 TCP/IP 소켓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스마트폰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꼭 PC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력 사용량을 확

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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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 측정일 사용  측정일 사용량

(기존 사용량)

사용 후 측정일 사용량

(시스템 용 사용량)6월 29일 7월 6일 7월 13일

1번 815.4 821.1 5.7 824.0 2.9

2번 636.3 651.7 15.4 660.7 9

3번 1150.7 1168.0 17.3 1178.6 10.6

4번 1349.3 1353.8 4.5 1358.8 5.0

5번 1073.4 1091.9 18.5 1101.7 9.8

6번 870.0 893.5 23.5 908.9 15.4

7번 1740.8 1759.5 18.7 1774.8 15.3

8번 972.7 996.3 23.6 1002.3 6

총계 8,608.6 8,735.8 127.2 8,809.8 74

<표 1> 기존의 력 사용량과 스마트 력 감 시스템을 용한 력 사용량의 비교 분석 결과

(단  : Kwh)

  <표 1>은 스마트 력 감 시스템을 구축하여 력 사

용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최  측정일에는 8가지 력사용

기기에 해 계량기에서 력 사용량을 검침한결과 8608.6 

Kwh를 사용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측정된 력사용량

은 8735.8Kwh로서 일주일간 127.2Kwh를 사용한 것으로 

측정 되었다. 12월 6일 이후로 일주일간은 스마트 력

감 시스템을 용하여 력사용량을 제어하 고, 같은 조

건하에 12월 13일에 측정된 체 력은 8809.8Kwh 다. 

즉, 스마트 력 감 시스템을 용하여 일주일간 사용한 

력 사용량은 74Kwh 다. 이는 직 회 비 41.8% 약

된 것으로서 체 인 감 율은 20～40%정도를 기록했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력/ 비용 근거리 네트워크인 

ZigBee를 이용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를 바탕

으로 실시간으로 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리하여 력

을 감하게 되는 센서네트워크 기반 능동형 력 감 시

스템을 제안하 다. 스마트 력 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서 소비자 요구반응에 따른 직 부하제어를 실 할 수 있

게 되었고, 나아가 능동 인 에 지 리로 보다 효율 인 

에 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추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마트 력 감 시스템

의 구성요소들의 성능향상을 통해 더욱더 진보된 에 지

리 서비스가 개발되고 향후 Green IT 기술의 핵심 요소

가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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