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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포츠 시설 에너지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ergy Management System of Sport Facilities
using IoT and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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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리기후협약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출하
였다. 그리고 대응방안의 하나로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가 제시되었다. 스마트 그리드의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분야에 EMS(Energy Management System)가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는데, 수요자의 인식부족과 시스템 ROI의 
한계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설치된 EMS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제어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T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SARIMA 모델로 분석하여 예측함으로써 공공 스포츠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검하여 운영하는 계측제어 알고리듬을 제시한다.

Abstract  In the Paris Climate Agreement, Korea submitted an ambitious goal of reduc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orecast (BAU) by 37% by 2030. And as one of the countermeasures, a smart grid, an 
intelligent power grid, was presented. In order to apply the smart grid, EMS(Energy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nstalled and operated in various fields, and the supply is delayed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users and the limitations of system ROI. Therefore, recently, various data analysis and 
control technologies have been propo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stalled EMS. In this study,
we present a measurement control algorithm that analyzes and predicts big data collected by IoT using 
a SARIMA model to check and operate energy consumpt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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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
정서를 대치하여 195개 당사국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 대책 합의이다[1]. 협약에 따라 한국은 2030년 배

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똑똑한을 의미하는 Smart와 전력망
을 의미하는 Grid의 합성어로 차세대 전력망 또는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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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 불린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는 스마트 그
리드를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해 전력생산과 
소비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략망’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기 
공급자와 생산자들에게 전기 사용자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 공급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이용 고효율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그리드
가 효과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이하 EMS)가 구축되어야 하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Bigdata) 기술이 필요하다[2][3][4][9]. 

EMS는 건물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
템으로 각종 센서 장치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
과 설비운전 이력을 수집 또는 분석하고, 건물 에너지 기
기에 대해 운전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절감하게 된다[5][6]. 이러한 이유로 EMS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 위기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
는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화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
으며, 한국 정부도 변화에 맞추어 2016년부터 1만m2 이
상 신축 공공시설물은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 Building EMS)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리고 최근 다양한 분야(건물, 공장, 주택 등)에서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절
감 기술의 개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7].

EMS는 다양한 추가 시설이 요구되므로 건축물을 신
축할 때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 건축물에 추가
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에 
EMS를 도입하는 것은 비용적/공간적 지출을 신규 건축
물보다 더 높게 요구하게 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RIO(Return On Investment)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다. 따라서 RIO를 낮추어 EMS 보급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시스템 설계가 요구되며, 하드
웨어와는 별도로 전기절감을 위한 예측 알고리즘의 개발
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
력이 요구된다. 전국의 공공 스포츠 시설은 26,927개소
(2017년말 기준)[8]인데, 2016년 기준 1만 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대형 공공체육시설 100여 곳 중 85% 이상
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와 기타 에너
지 사용료는 인건비 다음으로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처럼 에너지 사용료로 인한 운영

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시설
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 알고리즘을 공공 스포츠 시설에 
접목하여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측 알고리즘은 예측 엔진과 예측
제어 엔진으로 구성되는 서버에 위치한 예측 엔진에는 
고정 데이터, 외부 데이터, 내부 데이터 등의 Cloud 기반
으로 하는 Big Data를 통해 SARIMA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 전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예측 알고리즘
이 동작한다. 클라이언트에 위치한 예측제어 엔진에는 서
버에서 예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ARIMA 모델을 이용
하여 서버보다 좀 더 세밀한 예측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을 절감하여 운영하는 예측제어 알고리즘이 동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SFEMS(Sport Facilities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설명하기 위하여 2장
에서 기존 LMS의 특징을 나열하고 3장에서 SARIMA 모
델과 이를 적용한 SFEMS를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을 전개하였다.

II. Energy Management System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 공급자의 공급량과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양자 간의 소비와 공급을 대응시킴으로써 전력
을 스마트하게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림 1에서 이용자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사용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생산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
라에서 차세대 전력망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단 사용자의 소
비 내용을 원격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EMS이다. EMS는 ICT 및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빌
딩이나 공장 등에서의 에너지 흐름과 사용 최적화를 위
한 통합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다. 그리고 적용 분야에 따
라 HEMS(Home EMS), BEMS(Building EMS), 
FEMS(Factory EMS)가 있는데, 표 1에서 그 유형에 따
른 세부기술과 특징을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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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그림 1. 스마트그리드
Fig. 1. SmartGrid

표 1. EMS의 유형별 기술과 특징
Table 1. EMS type-specific technology and features

유형 세부 기술 특징

HEMS 스마트 미터
AMI

–실시간 사용량, 요금 표시
-대단위 APT 중심 적용
-절전형 장비 위주
-비용대비 효율성 제고가 문제

BEMS ESS
센서 계측

–공급 전기 상황기반 조합 사용
-대형 건물 중심
–계측 정보 수집, 설비 제어기능

FEMS ESS
센서 계측

–BEMS와 시스템 규모, 비용 차이
–계측, 제어 필요 설비 다수
-정부주도의 대형 공장 중심
-정부의 블랙아웃에 대비한 전력차단 우선 
순위

CEMS 스마트 미터
도시 인프라

-하류측 설비 감시 제어
-HEMS, BEMS, FEMS 포함 솔루션

HEMS는 가정의 에너지 관리를 통해 절약.. 주택의 주 
에너지 소비원인 조명, 가전 등을 네트워크 화하여 자동
제어를 통해 가정마다 다른 전력소비패턴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예측 제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은 
ROI(Return On Investment) 문제로 주로 대단위 APT
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BEMS는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는 분야로 빌딩 내에 
다양한 설비나 장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시
스템이다. 작은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빌딩에서 에너지 
사용량, 실내 환경, 탄소 배출량 등을 관리하는데 평균 
10∼30%의 에너지 절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EMS는 에너지 소비 및 제품 생산에 대한 다각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발견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에너
지 절약의 주요 소비 대상인 생산 시스템의 관리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설비와 센서의 계측값과 과
거 데이터의 환경 변화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 변동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생산 
스케줄링 및 설비 교체와 같은 개선 활동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

그 외에도 CEMS(Cluster/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이 있는데, 이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시스템으로 일정지역 전체에 대한 전력 계통 설비
에 대한 감시/제어와 개별 수요자에 대한 에너지를 관리
한다.

설명된 기존 EMS는 단순히 상황 인지를 이용한 EMS
로 내부 환경 정보(실내온도, 설정온도 및 조도 등)와 외
부 환경 정보(외부 날씨, 시간 등)를 수집하고 에너지 사
용 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즉, 단순히 과거 경험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이 시설 사용 시간과 인원이 랜덤한 공공 체육시
설에 적용되어, 데이터의 흐름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발생
된 데이터를 제어하는 일방적인 제어장치로 제공되는 데
이터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차세대 전력망와는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Ⅲ. SFEMS

본 연구에서는 공공 스포츠 시설의 사용/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SARIMA 모델을 예측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SFEMS(Sport facilities Energy Management System)
를 제안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1. 공공 스포츠 시설의 EMS 요구
스포츠 시설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EMS 구축에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시설 내 공간의 다양성
이다. 스포츠 시설은 시설별 대상(수영장, 농구장, 야구
장,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관, 일반 체육관 등)과 시설 내 
대상(종목별 운동공간, 워밍업룸, 샤워실, 탈의실, 관중
석, 미디어룸, 관리실 등)으로 다양하다. 둘째, 시간에 따
른 에너지 수요의 변화가 크며,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
향이 있다. 셋째, 스포츠 시설의 종류와 이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소유의 방식에 따라 
운영 목적과 형태가 다양한다. 마지막으로 타 시설에 비
해 매우 넓은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스포츠 시설의 비용구조에서 A/S, 인건비 다음으로 
전기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하드웨어 중심의 
에너지 절감 방법(LED 조명 디머, 에너지 고효율 냉/난



A Study on Energy Management System of Sport Facilities using IoT and Bigdata

- 62 -

방 시스템 등)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기
존의 EMS는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합관제센
터의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사
나 시설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
하게 된다. 이러한 관리방법은 전체 또는 일정 공간에 대
한 온도와 조도를 제어함에 있어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인적요소(시설담당자의 직무능력 및 절전의식 등)에 따
라 에너지 관리 효율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특히 많은 시
스템들이 공조 시설 관리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
형공간을 사용하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경기시작 전 
에너지 시스템을 제어하여 필요한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인적 요소의 경험에 따른 수동적인 방식
으로 운영됨으로 여기에 따른 에너지 낭비도 무시될 수 
없다. 

이러한 시설 운영의 공간적, 시간적 특수성으로 적용
하기 위한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제한된 적은 인력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능적인 EMS 도
입이 요구된다.

2. SARIMA를 이용한 예측알고리즘
이러한 스포츠 시설의 운용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의 인적요소에 의지하는 EMS를 대치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서 수요예측을 위하
여 ARIMA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계열 자료의 주기
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반면에 본 논문
에서 적용하고 하는 스포츠 시설에서는 계절별, 시기별로 
주기적 특성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가변적이며 시설에 
따른 운용 방식이 다양하다. 따라서 자료의 주기적인 특
성(계절)을 지닌 경우에 ARIMA모형을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ARIMA모형을 보완한 SARIMA(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형을 
사용한다.

식(1)은 ARIMA모형의 기본 형태로 다음과 같다.


⋯


 
⋯



 (1)

자기회귀     ⋯ 
이동평균      ⋯ 
ARIMA(p, d, q)모형을 간단히 하면 식 (2)로 표현된

다.


   (2)

  원시계열자료
  시간을나타내는연산자
  

 을따르는오차항백색잡음
  후항연산자
  자기회귀항의차수
  이동평균항의차수
  차분의차수
  상수

SARIMA모형은 계열분석 기법 중에서도 시계열 자료
가 계절성이나 혹은 주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적합한 기법이다.

식(3)는 SARIMA(p,d,q)(P,D,Q)s모형이다.
  

    
  

(3)
         계절항의차수

  계절항의차수
  계절차분의차수

   

그림 2. SARIMA 모델
Fig. 2. SARIMA Model

SARIMA모형(그림 2)은 설정, 추정, 예측으로 나누어
진다. 설정(Identification)단계는 입력된 데이터를 변
환, 차분, 계절변동 등의 검토를 하여 필요로 하는 모델의 
형태를 특성화 하여 설정한다. 추정(Estimation)단계는 
파라미터의 추정치와 정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계
산으로 모델이 적절한가를 체크하여 어떤 예측(Forecasting)
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

3. SFEMS (Sport Facilities Energy Manage- 
ment System)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의 SFEMS를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각 스포츠 시설의 종단에서 수집된 환경데
이터(온도, 습도, 수질, CO2, 조도, 전력계 등)와 제어정
보(컨트롤러, 스마트폰 등)을 원격으로 수집하여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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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통해 빅데이터화한다. 그리고 그림 4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SARIMA 모델을 이용하여 누적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여 추정치를 도출하고 예측 결과의 적용을 
판단한다.

그림 3. SFEMS 구성도 
Fig. 3. SFEMS Configuration

그림 4. 데이터 분석 플랫폼
Fig. 4. Data Analysis Platform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소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우리
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환경 보호라는 대
전제를 놓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바, EMS는 범세계
적인 요구에 따라 반드시 추진되어 하는 과제라고 판단
된다. 에너지 절약은 작은 것부터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
한다.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 등장하
지 않는 한 에너지 절약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본 연구는 EMS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포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SFEMS를 제안하였다. 제
안한 시스템은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현장의 경험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현장에 예측하여 반영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다른 응용분야
의 EMS가 10∼30%의 에너지 절감을 보인 것처럼 제안 
시스템도 10%이상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 이 시스템은 
SARIMA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시
간 이후 또는 10분 이후의 추정 데이터를 예측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예측결과를 이용하여 전기사용 장
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정체되고 있는 국내 
EMS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규제와 
지원체계 정비를 통한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
자원 시장의 조성과 서비스 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셋
째, 기술개발의 지원과 공급 기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홍보와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관리 인력
의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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