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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설물의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를 위한

IoT기반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 개발

Development of IoT-based data acquisition device (Gateway) for 
context-awareness of hospit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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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며 2007년 에너지 수입액은
950억불로 전체 수입액의 26.6%를 차지함으로써 2008년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대책 수

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경제 시대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병원 시

설물을 가정 하에 중대형 시설물에 구축된 Light Things(조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등) 제어를 위한 IoT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를 개발함으로써, Light Things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율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 및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 개발 기술에 대하여 제안한다.

주요어 : 조명, 상황인지, 사물인터넷, 데이터 수집장치

Abstract  Korea is the world's top ten energy consumer, relying on foreign imports for 97% of its total energy. 
In 2007, energy imports amounted to US $ 95 billion, accounting for 26.6% of total imports. Thus, fundamental 
and long-term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ame energy crisis It is a fact that is required. Despite the fact that 
the world is moving rapidly around the world in response to energy saving and low-carbon economic era, 
domestic movements are relatively slow.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IoT data collection device (Gateway) to 
control Light Things (lighting, signage, display, etc.) built in medium and large facilities under the assumption 
of hospital facilities, We propose the Light Things control algorithm and data acquisition (Gateway) development 
technology.

Key Words : Light Things, Context Awareness, IoT, Gateway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공급되는 에너지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매우 적으며, 2011년 기

준 에너지 수입금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1/3에

가까운 금액이다.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자주개발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우리나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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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

Figure 1. Light-things control algorithm for context-awareness

주개발률은 29%(2010년 기준) 정도로 에너지 자립이

안정적이지 못한 수준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2]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 에너지 공급 중심의 정책에

서 벗어나 정부 주도하에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방

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전기 대량 소비자에

게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를 권장해 적극적인 수

요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에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세액

공제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병원, 백

화점과 같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대형 시설물에서는

수십, 수백 개로 구성된 Light Things(LED조명, 사이

니지 등)로 인한 소비율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소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의미하게 소비되고 있는 대형 시설물 내 Light

Things(LED조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등)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3][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병원 시설물을 가정 하에

Light Things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를 위

한 IoT기반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 개발 기술에

대하여 제안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Ⅰ장의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데이터 수집장치에 적용 가능

한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 연구하

고, Ⅲ장에서는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를 위

한 IoT기반 데이터 수집장치 개발기술을 제안하였다.

Ⅳ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본 논문의 끝을 맺는다.

Ⅱ. 데이터 수집장치에 적용 가능한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

연구

본 절에서는 병원 시설물 내 적용 가능한 상황 인지

형 Light Things(조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등) 제어

를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은 상황 인지 센서(객체 감지,

화재/온도/조도센서 등)로부터 취득된 센서 데이터를

통하여 Light Things 제어를 원활히 하고, 최적의 동

작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에 적용된 LED조명제어 기술의 형태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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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 에너지 절약형 및 최적 저장 임계치 설정을 위한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다.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는 아래와 같이 크

게 3가지 과정을 거쳐 동작하게 된다.

1) IoT기반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를 이용하여

상황 인지 센서로부터 센서값(아날로그 신호)를 전

송받고, AD 컨버터를이용하여디지털신호로변하

여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2) 자동 제어 시스템에서는 Light Things의 동작 상

태를확인하게되고, 관리자의 PC 및 스마트기기에

동작 상태 및 제어 정보를 전송한다.

3) 이를 바탕으로 관리자는 Light Things 제어 알고

리즘에의하여효율적인 Light Things 제어여부결

정과함께 DB에축적되어수시로제어상태이상유

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은 실

제 동작하고 있는 병원 시설물 내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의 동작의 중요요소인 상황 인지 센서값을 취

득하여 Light Thjings를 효과적으로 감시/제어하기 위

한 기술이다. 이를 통하여 Light Things로 인해 소비

되는 에너지 소비율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

을 실현할 수 있다.

Ⅲ.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를

위한 IoT기반 데이터 수집장치 개발

본 절에서는 상황 인지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각종

센서 데이터를 수집 후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 또

는 서버, 스마트 기기에서 Light Things 제어 명령어

를 해당기기에 전달 및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장

치(Gateway)를 개발하였다. 데이터 수집장치

(Gateway)는 Light Things 제어를 위하여 인터넷 또

는 이동통신망과의 연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Light Things 제어를 위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장치 구조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Light Things 제어용 데이터 수집장치 구조도

Figure 2. Structure diagram of data acquisition device for light

things control

그림 2와 같이 Light Things 제어용 데이터 수집장

치(Gateway)는 Zigbee 무선통신, RS-232C / RS-485

통신, TCP/IP 통신 지원을 지원하고, 32Bit ARM

Cortex-M3, 3.5’ TFT Color Touch LCD, SD Memory

Card 2GB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는

앞서 3절에서 제시한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동작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개발

을 진행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병원 시설물을 가정 하에 Light

Things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 제어를 위한 IoT

기반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 개발 기술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를

이용하여 병원 시설물 내 적용 가능한 상황 인지형

Light Things(조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등)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Light Things를 제어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율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로, 상황 인지 센서로

부터 취득되는 각종 센서 데이터를 수집 후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전송 또는 서버, 스마트 기기에서 Light

Things 제어 명령어를 해당기기에 전달 및 수집함으

로써 효율적으로 Light Things를 제어할 수 있는 데이

터 수집장치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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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Light Things 제어기술 분야에서의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시설물 내

다수의 Light Things 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율 향

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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