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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한 환경정보를 통해 에너지 관리나 생활연계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시티 적용 통합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생활에너지정보의 경우 전기를 비롯한 다양한 계측기
및 센서를 통해 수집이 가능하기에, 여러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있다. 파편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하나의 기술로
적용하기 위해 글로벌 사물인터넷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여러 기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묶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표준화된 플랫폼을 통해 원격검침부터 공장, 건물, 주택에 대한 스마트시티 적용 에너지관리서비스 등에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Ⅰ. 서 론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

에서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로 대표되는 에너지와 ICT 융합 기술을 시작으로, 최근 전세

계적으로 유행중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분

야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

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 전반에 걸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산업부에서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

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2,960만 TOE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

진함에 있어, 에너지와 연관된 정책인 그린뉴딜을 한축으로 두고 있

으며, 이를 이어,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반드시 필요로하는 에너지 정보를 수집 시 다양한 기기를 표준화

된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한 IoT 표준 기반 에너지데이터플랫폼의 연

구개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Ⅱ. 본론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에

너지 정보로는 전기데이터를 들 수 있다. 전기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서는 가정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들 수 있다. 이와 마찬

가지로 가스, 수도와 같은 생활에너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계량기

가 별도로 존재하며, 에너지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도, 습도

등 대기환경센서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계측기기와 대기환경센서와 같은 기기의 경우, 각 계량기 및

센서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하나

의 서비스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프로토콜을 모두 서비스 플랫

폼에서 구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센서와 연

결된 모뎀에서의 각 프로토콜별 인터페이스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비스 플랫폼에서도 여러 센서기기의 고유 프로토콜을

각각 구현한다면, 이에 따른, 기기 연결방법, 양방향 통신데이터 송수

신 방식 등 각기 다른 방식에 따라, 구현의 복잡도가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위해 에너지 정보와 환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기에너지의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도의 경우에는 온도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

였을 때, 전력량계의 경우 전세계적인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 중인

DLMS/COSEM을 적용하고, 온도센서의 경우에는 ModBus를 적용

한다면, 각각 기술에 따른 인터페이스를 플랫폼단에서 구현해야하고,

이에 따른, 저장형태도 다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파편화된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을 IoT 표준 기술인 LwM2M 규격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 구현하였다. 그림 1은 여러 프로토콜로 인해 플랫

폼단에서의 인터페이스 기능이 여러개로 구성되었던 것을 표준화를

통해 통합연계하였을 때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프로토콜 표준화에 따른 통합연계 개선방향

그림 2.는 IoT 표준 기술인 LwM2M을 통해 프로토콜을 통합 연계

하였을 때, 기존의 프로토콜이 어떤 영역에서 변환이 되어 통합이 가



능한지 네트워크 영역 관점에서의 개선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IoT 표준 프로토콜 기반 프로토콜 통합 방안

LwM2M을 통한 프로토콜 통합을 위해서는 해당 기능에 대한 코어

엔진을 그림 2.에 나오는 Gateway나 서비스플랫폼의 인터페이스 부

분에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그림 3.은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한 LwM2M 코어 엔진의 구조를 도

식화 한 것이며, Service 박스안의 그래프는 현재 실제 구현을 통해

수집 중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LwM2M 코어 엔진 구조

코어 엔진에 대한 각각의 기능은 크게 Connectivity Service,

Command API Service, Client Management Tool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하였다.

첫번째로, Connectivity Service는 LwM2M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

스를 수행하는 모듈로써 LwM2M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으며,

주요 인터페이스로 Bootstrap, Registration, Object/Resource Access,

Observce와 같은 Reportng 인터페이를 구현하였다. 부하분산, HA(H

igh Availability)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Scale-out 될수 있는 구조

를 적용하였다.

두번째로, Command API Service는 LwM2M 디바이스에 Read, Write,

Excute 등의 Device Management 및 Service Enablement의 오퍼레

이션을 위한 Command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LwM2M Core 엔진에

서는 직접적으로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모든 access를 API 서비스를

통하도록 구현하였다. Clinet Management Tool 또는 서비스 서버에

서 디바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는 Command API 서

비스를 통하여 액세스 하게 구현하였으며, Connectivity Service와

마찬가지로 부하 분산을 위하여 Scale-out 될 수 있는 구조로 개발

하였다.

마지막으로 Client Management Tool은 LwM2M 서버에 등록된 디

바이스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모듈로 LwM2M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 허용이 된 디바이스들에 대해 서비스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

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각 디바이스의

서비스 목적 및 속성에 따른 Object 및 Resource를 확인할 수 있으며,

Read/Write/Execute 등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해당 기능은 관리용 웹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웹 화면

을 통해 간단한 버튼 동작으로 속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림 4.는 LwM2M 코어 엔진에 등록된 디바이스 목록 및 각 디바이스

의 Object/Resource 정보를 보여주는 실제 구현된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Client Management Tool 웹 화면

그림 4.와 같이 등록된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그림 3.의

우측 Service 박스에서와 같이 에너지 및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관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에너지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스마트시티까지 확장이

가능한 IoT 표준 기반 데이터 변환 및 통합을 적용한 플랫폼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IoT 표준의 확장성을 고려하였을 때, 플랫폼

단에서 통합 연계가 가능한 센서와 데이터의 종류를 다양하게 수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IoT 표준에 서비스나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고민없이 적용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수집 체계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많다. 실제 상용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서비스나

데이터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그룹을 정의하는 것 또한 설

계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있다. 현재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한 통합연계 기술 방향이 유사 연구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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