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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스마트 홈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방법을 제공하

기 위한 WoO 기반의 효율적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스마트 홈 주변 다양한 디바이스와 상황 정보를 오브

젝트화하며, 홈 내의 에너지 소비 상황 및 환경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에너지 흐름과 사용자의 사용 패턴 정보를 웹 서비스 형태

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와 기능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사용자 프로파일 및 다양한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시맨틱 온톨로지를 이용한 사용자 정책 기반의 에너지 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본 논문의 에너지 관리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하

여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콘텍스트 정보에 따라 홈 에너지 흐

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하여 사

용자 중심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Ⅰ. 서 론 

오늘날 에너지 관리 설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에서는 최근 정부의 주도하에 저 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

전의 축이자, 새로운 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를 해결 하고자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의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는 가전 기기와 같은 주택 에너지 소비

기기를 네트워크화 하여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HEMS는 가정 내에 다양한 스마트 가전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운영센터에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최적

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HEMS 시스템의 경우, 각각의 

홈 내에서 에너지 관리보다는 중앙의 운영센터를 통해서 일괄적

으로 에너지 미터링 및 관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홈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홈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사항 등을 만족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HEMS 시스템을 보다 확장하여, 스

마트 홈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

양한 스마트 홈 내의 스마트 가전 및 센서 등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을 제공할 수 있

는 WoO 기반의 효율적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2 장은 스마트 홈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관련 연구를 

기술하고, 3 장은 WoO 기반의 효율적인 홈 에너지 관리 시스

템 구조를 기술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WoO기반 효율적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웹 기반의 시맨틱 온톨로지를 제공하

는 구조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5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과

제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1. HEMS

홈 에너지 효율화는 가정 내에 IHD(In-Home Display) 또

는 RTU(Remote Terminal Unit), 센서, 계측기, 제어기, 게이

트웨이,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가전 등을 설치하고 운영 센터

에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홈의 에너지 사용

량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HEMS 구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정

보와 사용 패턴 등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수요반응과 에너지 제어를 통해 에너

지를 절감할 수 있다.

HEMS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센서 및 계측기를 

통해 측정한 가정 내 전력 소비량을 Zigbee, Wi-Fi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활용하여 운영 센터로 전송하고 관련 정보와 통합

한 후, 운영 센터의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전력 사용량 및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각 가정에 유사 사용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 비교 정보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사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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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상세 내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또한 웹 포탈 

시스템이나 IHD, 다양한 스마트 장비 등을 통하여 홈 내 가전 

기기의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표시하고, 전기 사용 절감 목표치 

설정 및 절전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제어기를 통해 절

전 프로그램에 따라 전기 기기들이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 [1].

2. DIYSE 프로젝트

DIYSE(Do It Yourself Smart Experiences) 프로젝트[2]는 

ITEA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o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

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각 디바이스들이 지능적 인터페

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와 연결 및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한다. 또한 사용자 스스로 각자의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사용

자의 환경에 따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IoT 

환경에서 개인화를 추구하고, 또 다른 개인 및 사회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DIYSE 프로젝트는 DIY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바이스와 가구 등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식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각각의 정보를 가지며 개방된 IoT 환경에서 사용자 주변 

방대한 사물들을 인식, 연결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서비스

를 생성,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DIYSE 프로젝트는 IoT 서비스의 초기화 단계로 각각

의 정의된 서비스에 따른 사물들을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

므로, DIYSE 프로젝트 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적 디바

이스를 요구하며, 또한 다양한 사물을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

를 창출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3. SOCREADES 프로젝트

SOCRADES(Service-Oriented Cross-layer inf- 

rastructure for Distributed smart Embedded device)[3]

는 IoT 환경을 반영하여 디바이스와 연결된 웹 서비스를 구

성, 차세대 산업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설계, 실행, 관리에 대

한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 SOCRADES 프로젝트 에서 제안

하는 SIA(SOCRADES Integration Architecture) 구조는 임

베디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의 모델링, 디자인, 동작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SIA 구조

는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서 디바이스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

터링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디바이스의 프로파일 및 정

보 전달을 위해서 DPWS(Device Profile for Web Service), 

REST(Representation State Trans-fer)를 지원하는 IP 디바

이스, 그리고 Non-IP 디바이스에 대한 동적 디스커버리 방법

을 제공 한다. 그리고 SIA 구조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엮은 매쉬

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웹2.0 환경 안에서 서비스 통합 및 비즈

니스 프로세스 과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SOCRADES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SIA 구조는 웹 서비

스 기반의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전사적 관리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나, 보다 큰 규모에서 사용하기에 현재 초

기 개발 단계이며, 디바이스에 대한 로컬 시스템 에서의 동작 및 

외부에서의 접근, 제어 등에 대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4. Web of Objects(WoO)

IoT 연구 중 하나인 WoO 연구[4]는 유럽의 EUREKA 프로

젝트에서 진행 중인 IoT 기술로, 5 개국 25개 기관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WoO 프로젝트는 기존의 IoT 환경에

서 제공 되는 장치 및 서비스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분산된 환경

에서 정보들을 결합하기 위해 IoT 환경에서 사물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정보를 오브젝트로 구분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응용, 배포, 유지 보수 등을 단순화 시켜 그 이용가치를 높이고

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디바이스와 오브젝트 정보들은 분산된 환경에 

의하여 점점 더 많은 연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WoO 연

구를 통해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등의 스마트 환경에서 유무

선 및 다양한 프로토콜로 구성된 이 기종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센서 네트워크와 복잡한 장

치로 구성된 환경에서 시시 각각 변하는 환경정보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따라 오브젝트 정보를 연결 하고, 다양한 

환경정보와 리소스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생성 할 수 있다.

Ⅲ. WoO 기반 효율적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조

1.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그림 1. HEMS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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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홈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

요 기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 홈 내부 및 주변의 다양한 상황 정보

를 즉각 반영하여 에너지 관리를 제공해야 함

• 스마트 홈 주변의 다양한 센서 및 장치 들을 쉽게 추가, 변

경,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스마트 홈의 관리를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쉽게 

확인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스마트 홈 주변의 상황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스마트 홈 내부의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대, 가

장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즉,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 

이를 제공해야 함

위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본 논문 에서는 WoO 기

반으로 센서의 오브젝트화[5], 시맨틱 온톨로지 기반 정보 관리 

및 추론, 그리고 웹 기반의 서비스 제공 구조 등을 통해서 스마

트 홈의 HEMS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2. WHEEMS의 전체 시스템 구조

스마트 홈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HEMS 시스템은 

스마트 홈 주변의 디바이스 및 센서들을 웹 기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및 센서를 오브젝트화하는 것부터 시작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홈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

를 위한 시스템은 WHEEMS(WoO based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으로, <그림 2>는 WHEEMS를 구성 하

기 위한 요소와 시스템 세부 기능을 나타낸 그림이다.

WoO 기반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는 스마트 홈 주변의 다양

한 센서, 사물 등을 연결하고, 이를 오브젝트화 하는 기능을 담당

한다. 이를 위해서 센서 및 사물과 통신하기 위한 다양한 모듈을 

포함하며, HEEMAS(Home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Application Server)와 웹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된다.

HEEMAS는 스마트 홈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

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사용자가 접근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와 사물을 제어하거나 센싱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하

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시맨틱 온톨로지 기능을 위한 온톨로

지 서버를 포함한다.

3.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는 스마트 홈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센서의 정보를 수집 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그리고 이후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요청

에 의해서 디바이스 또는 사물의 제어를 담당한다.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의 각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HTTP(REST/WS) 인터페이스: EEMAS와의 연결 을 담당

하는 인터페이스

•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및 오브젝트화: 스마트 홈 주변에 위

치한 센서 및 디바이스와의 연결과, 디바이스를 웹 기반의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오브젝트화를 담당

• 디바이스 제어: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요청을 통해서 실제 

그림 2. WHEEMS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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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의 동작/제어를 담당

• 데이터 수집: 스마트 홈 주변의 센서들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

• 데이터 리즈닝: 센싱 데이터를 분석, 의미 있는 정보만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또한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는 센서 정보 및 센싱 

데이터의 저장을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WHEEMS 시스템은 웹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웹 표준의 인터페이스를 사용 한다. 본 논문에서 HTTP 인

터페이스는 W3C의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6]와 WS (Web Socket protocol)[7]을 사용한다.

4.   HEEMS(Home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Application Server)

HEEMAS는 스마트 홈에서 HEMS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이다. 주로 HEMS 서비스 제공 시

의 사용자의 정책 및 스마트 홈 주변의 상황 정보 등을 이용해

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HEEMAS는 스마트 빌딩의 에너지 관리

를 위한 기능과 웹 서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WoO 기반의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소비 상황 및 환경정보 모니터링

•사용자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 기능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최적화 기능

•에너지 관리 서비스의 커맨드 제어 기능

•실제 오브젝트에 대한 제어 기능

HEEMAS는 스마트 홈 내의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

하고, 최적의 환경 내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맨틱 온톨로지를 이용한다. 효율적 에

너지 사용을 위한 최적화 기능은 스마트 홈 주변의 다양한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시맨틱 온톨로지 맵을 구성하고, 이 정보를 기

반으로 자동적으로 오브젝트를 제어한다. 오브젝트는 사용자 정

책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 정책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 기능에서 정책 룰을 미리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디바이스를 제어할 때는 커맨드 제어 기능을 이용해서 디

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모든 디 바이스 제어는 오브젝트의 

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에게 디

바이스 제어 명령을 내린다. 그 밖에 웹 서버 의 기능을 제공하

기 위하여 HTTP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HEEMAS 시스템이 

스마트 홈 내/ 외부의 다양한 센서를 통한 정보와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의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과정은 <그

림 3>과 같다. HEEMAS에서 스마트 홈 주변의 센서를 통한 센

싱 데이터와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시맨틱 온톨로지 추론 과정을 

거쳐 스마트 홈 내부의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다. 

Ⅳ. WoO 기반 효율적인 빌딩 에너지 관리

를 위한 시맨틱 온톨로지

1. WHEEMS의 시맨틱 온톨로지 제공 구조

WHEEMS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홈 

주변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고, 사용자 프로파일 및 사용자

의 정책들을 시맨틱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이에 대

한 WHEEMS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구조는 <그림 4>와 같으며, 

WHEEMS 시스템이 스마트 홈 안팎의 다양한 상황 정보를 이

용해서 에너지 관리를 제공한다.

<그림 4>에서 WHEEM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환경정보 요

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제

공한다.

•사용자 에너지 관리 요구 사항

•스마트 홈 주변의 센싱 정보

•사용자의 스마트 홈 제어 요청

•그 밖의 스마트 홈 내의 이머전시 정책 등

WHEEMS 시스템은 위와 같은 상황정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스마트 홈의 에너지 관리를 제공한다. HEEMAS 내의 

효율적 에너지 최적화 기능은 다양한 시맨틱 온톨로지 맵을 구

그림 3. HEEMAS 에너지 관리 서비스의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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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스마트 홈의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저장, 분석, 계산하여 효율

적 에너지 관리를 제공한다.

<그림 5>는 에너지 소비 및 환경 모니터링 세부 기능에서 관

리하는 다양한 환경 정보, 센싱 정보, 디바이스 정보를 오브젝

트화하여 연결한 시맨틱 온톨로지의 전체 맵 구조를 나타낸다. 

WHEEMS 시스템에서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추론을 제공

하기 위한 시맨틱 온톨로지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외부의 환경 및 날씨 정보

•스마트 홈 내의 사용자 그룹의 프로파일

•스마트 홈의 다양한 센서를 통한 센싱 정보

•스마트 홈의 디바이스

WHEEMS 시스템은 위의 네 가지 시맨틱 온톨로지 요소들을 

결합하여 스마트 홈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콘텍스트 요소

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성한 온톨로지 맵은 사용자 중

심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시맨틱 온톨로지 맵은 다양한 사물 또는 

그림 4. WHEEMS 시스템 구성도

그림 5. WHEEMS 시스템의 시맨틱 온톨로지 맵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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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스트와 결합하여 확장될 수 있으며, 확장된 온톨로지 요소

들은 이후 WHEEMS 시스템에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스마트 홈의 시맨틱 온톨로지 정의

WHEEMS시스템이 스마트 홈 주변 센서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디바이스의 오브젝트

화를 정의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센서 및 디바이스의 정

보를 시맨틱 온톨로지로 구성하기 위해 RDF 포맷으로 정의 하

였다.

<그림 6>은 스마트 홈 외부의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WHEEMS에서 외부 센서들을 오브젝트 화하여 온톨로지 맵을 

구성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외부 센서들을 통한 풍향, 날씨, 온

도, 조도, 습도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구

성할 수 있다.

<그림 7>은 스마트 홈의 사용자 프로파일과 스마트 홈 주변 

환경 정보를 조합하여 오브젝트를 구성한 온톨로지 맵을 표현

한 것이다.

<그림 8>은 스마트 홈의 다양한 온톨로지 요소를 결합하

여 구성한 온톨로지 맵 및 오브젝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WHEEMS를 이용할 경우, 각각의 스마트 홈, 또는 각각의 사용

자마다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

의 프로파일, 스마트 홈 주변의 센서 정보, 디바이스 정보, 그리

고 날씨, 시간 등 콘텍스트와 결합하여 사용자의 최적의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9>는 시맨틱 온톨로지 맵 구성을 이용 하여 

제공되는 RDF 포맷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의 각각의 RDF 

포맷은 스마트 홈 내의 성인에 대해서 설정된 에너지 관리 서비

스의 정책과 스마트 홈의 다양한 콘텍스트 정보에 대한 것이다. 

추론을 통해서 두 RDF를 비교 하여 스마트 홈의 최적의 상태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추출된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기 위하

여 WHEEMS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오브젝트 제어 기

능을 통해서 제어 메시지는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 물리적인 디바이스 및 사물들을 제어한다.

그림 6. 스마트 홈 외부의 센싱 및 환경 정보에 대한 온톨로지 맵  

및 오브젝트화

그림 7. 스마트 홈의 사용자 프로파일과 주변의 환경 정보를 이용한  

온톨로지 구성

그림 8. 다양한 환경 요소를 결합한 온톨로지 맵 및 오브젝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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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맨틱 온톨로지를 적용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  

메커니즘 

WHEEMS 시스템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추론을 통한 새로운 온톨로지 맵을 생성하고, 생성된 온톨로지 

맵을 기반으로 필요한 센싱 정보와 환경 정보, 그리고 사용자 

프로파일 등을 기반으로 에너지 관리를 제공 한다. 이때, 스마

트 홈의 다양한 상황 정보 및 사용자 정책 등에 의해서 각각의 

다른 에너지 관리가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WHEEMS의 효율

적 에너지 관리 메커니즘은 스마트 홈 내의 사용자에게 다양한 

환경 정보를 반영하여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10>은 WHEEMS의 효율적인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

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으로, 효율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

행할 때, WHEEMS 시스템은 사용자의 현재 상태정보를 기반

으로 다양한 에너지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림 10>은 현

재의 시간, 사용자의 유무를 통해서 WHEEMS의 효율적인 에

너지 최적화 알고리즘은 각각의 정책 메소드를 호출한다. <그

림 10>의 알고리즘 동작을 간략히 설명하면, 현재 스마트 홈의 

상태 정보는 거주자가 없고, 겨울, 저녁 시간이다. 이와 같은 상

황이 온톨로지 서버 로부터 전달되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최

적화 알고리즘은 해당 오브젝트를 동작시키는 메소드를 호출한

다. 따라서 출입구 및 윈도우의 잠금, 난방 시스템의 종료, 실내

조명, 가전제품 등의 장치 가동을 중지 시킨다. 그러나 시간 정

보에 의해서 현재 홈 외부의 조명을 가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HEEMAS의 오브젝트 제어 기

능은 물리적인 오브젝트들에게 동작 명령을 전달한다. 이와 같

은 사용자 중심 의 콘텍스트 기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을 통해서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11>은 WHEEMS의 효율적인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

이 스마트 홈의 에너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콘텍스트 정보

를 분석하여 에너지 관리 Decision Making을 제공하는 과정

을 설명하고 있다. WHEEMS의 효율적인 에너지 최적화 알고

리즘은 현재 스마트 홈이 empty 상태일 때, 그리고 설정된 스

마트 홈 사용자의 도착 예정 시간이 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를 실행한다. 효율적인 에너지 최적화 알

고리즘은 현재의 시간, 계절, 사용자 프로파일 등의 콘텍스트

와 스마트 홈 주변 센싱 데이터, 기존의 히스토리 정보를 기반

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계산한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값을 통

해서 Decision Making을 실행한다. 이는 오브젝트 제어 기능

그림 9.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위한  

RDF 형식의 메시지

그림 10. WHEEMS의 에너지 관리 최적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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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물리적인 오브젝트를 동작 시키게 된다. <그림 11>은 

Decision Making을 임의의 콘텍스트 및 센싱 값으로 가정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림 12>는 Decision Making 시 이용하는 다양한 콘텍스트

의 예를 오브젝트 기반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용자 프로파일과 

현재 시점의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 및 계산 과정을 수행한 

다. 스마트 홈의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는 현재 사용자의 행동, 

사용자의 상세 정보 및 위치 상태, 계절 및 히스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에너지 관리 패턴 등을 분석한다. 또한 

현재의 콘텍스트 정보는 스마트 홈 주변의 온도 등의 센싱 정

보, 시간 및 스마트 홈의 상태 변경을 위한 추정 남은 시간 등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서 WHEEMS의 효율적 에너지 최적화 알

그림 11.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의 Decision Making

그림 12. 다양한 오브젝트를 이용한 WHEEMS의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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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은 다양한 에너지 관리 패턴을 추출하여 오브젝트를 생

성하며, <그림 12>의 하단에는 생성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의

미 한다. WHEEMS에서 Decision Making을 실행할 때, 오브

젝트화 된 에너지 관리 패턴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가장 비용이 적은 에너지 소비 패턴의 

오브젝트를 결정, 이를 실행한다.

WHEEMS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

한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와 홈 에너지 관리 어플리

케이션 서버 사이의 모든 동작은 웹 기반의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는 디바이스의 정보

를 이용하여 오브젝트화 하고, 오브젝트화 된 정보를 XML 형

식으로 홈 에너지 관리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전달한다. 그리

고 센서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도 XML 형식으로 전달하여 쉽게 

온톨로지 서버에 저장하고 온톨로지 맵을 구축할 수 있다. 그

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디바이스의 제어 명령을 제공할 

때, REST 기반의 경우 GET 메시지 형식으로 전달되며, WS 기

반일 경우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메소드 및 인자 자체를 데

이터로 전달한다. 또한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사용자가 쉽게 웹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은 스마트 홈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WoO 기반의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WHEEMS

는 기존의 HEMS 서비스보다 더욱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관리, 사용자 및 사용자 주변의 

다양한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제

공하고, 더불어 스마트 홈의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WoO 기반의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HEMS 시스템과 차별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센서 및 디바이스의 오브젝트화를 통해서 디바이스부터 서비스

까지 서비스의 대부분을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웹 기

반 서비스의 장점을 통해서 스마트 홈의 사용자는 쉽게 에너지 

관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프로

토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용이한 장점

을 가진다. 두 번째는 시맨틱 온톨로지 기반 의 사용자 및 콘텍

스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단순히 스마트 홈의 에너

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홈 주변 다양한 센서 및 사

용자 정보들을 반영하여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최적의 환경

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대형 빌딩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WoO 기반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와 어플리케

이션 서버 간의 일 대 일 연결 구조에서 일 대 다의 연결 구조

로의 확장, 여러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에 연결되는 다양한 센서 

및 디바이스를 관리 및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향

후 본 논문을 통해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리는 다양한 콘텍스트 

정보와 결합하여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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