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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oT technology, the scope of object controls and sensor information has expanded and services have been 

diversified. Energy saving efforts in buildings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is increasing, and services are being extended over life 

safety, security and convenience. However, Existing smart building services are dependent on IoT devices and are difficult to change 

or expand. In this paper, we have implement of workflow based smart building services to modify or extend services according to 

user'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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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기술 발 으로 사물 제어와 센서 정보 역이 확 되고 서비스 한 다양해지면서 에 지 소비가 높은 빌딩에서의 에 지 감 노

력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 안 , 보안, 편의에 이르기까지 서비스가 확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스마트 빌딩 서비스들은 IoT 다바이

스에 종속 이고, 사용 인 서비스 변경 는 확장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워크 로우 기반의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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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ICT 기술 발 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발

으로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개발되어 이를 활용한 스

마트 홈은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수 에 이르 지만 

단순한 디바이스의 제어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가트 의 2017년 10  략 기술 트 드 발표 [1] 

Intelligent Things에서처럼 IoT 디바이스의 단순한 제어가 

아닌 지능형 사물로의 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움

직임은 에 지 소비가 가장 많은 제2의 생활공간인 빌딩에

까지 확 되었다.

2017년부터 공공기 의 에 지 장 장치, 건물에 지

리시스템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  에 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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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추진에 한 정책이 시행 이며 심야 기 는 자

체 생산된 력을 비축한 뒤 력소비가 큰 시간에 여러 가

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 의 운 조건을 찾아 력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은 에 지 측면의 스마트 빌

딩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스마트 빌딩 서비스는 에 지 측면뿐 아니라 출입통제를 

통한 보안, 화재감시와 피로 안내 등의 생활 안 , 편의에 

이르기까지 역이 확 되고 있다[2].

하지만 기존 스마트 빌딩 서비스들은 IoT 디바이스에 종

속 이며 사용 인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데 소

트웨어 개발자의 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하며 결국 비용 발

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스마트 빌딩 서비스 수정  확장에 한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고 개발시간 단축과 비용 감을 해서는 디바이스의 

재사용과 함께 수정  확장에 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

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 개발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

항을 만족할 방안으로 워크 로우 기반으로 동작하는 스마

트 빌딩 서비스 개발  실행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 기술  기

https://doi.org/10.3745/KTCCS.2017.6.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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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Item
Workflow based 
smart building 

services

Researched smart 

building services

Service 
combination

possible possible

Technical 
knowledge

unnecessary necessary

Modification and 
expansion

possible
It is possible but 

difficult 

Device reusage possible
Depends on the 
developed service 

Table 1. Comparison of Workflow Based Smart Building 

Services and Related Research Services

존 스마트 빌딩 서비스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워크

로우 기반의 스마트 빌딩 서비스의 시스템 설계  구 에 

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테스트베드를 구축, 

5장에서는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워크 로우 기반의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검증하고 6장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워크 로우 기술

기업의 업무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정형화된 업무가 필요해 지면서 

업무의 시각 인 표   문서화가 요구되었다. 이를 지원하

기 해 소 트웨어 회사로 구성된 회인 BPMI (Business 

Process Management Initiative)에서 BPMN (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을 개발하 고 재는 OMG (Object Man-

agement Group)에 의해 리되고 있으며 2011년 BPMN2.0[3]

이 나오게 되면서 BPMN 표 기법으로 작성된 업무를 BPEL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로 변환 작업 없이 실

행 엔진에 배포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빌딩 서비스에서도 사용자에게 서비스 변경  확

장기능을 쉽게 제공하기 해 서비스의 가시화가 필요하

으며 제작된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워크

로우 기술을 사용하 다.

2.2 스마트 빌딩 서비스  서비스 조합 기술

기존 수행된 스마트 빌딩 서비스 련 연구[4, 5]들은 서

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디바이스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하므로 디바이스가 서비스에 종속 이며, 서비

스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서비스의 변경  확장이 어렵다.

IoT 서비스 지능화를 한 디바이스 오 젝트화  오

스트 이션 메커니즘 연구[6]에서는 물리 인 디바이스를 오

젝트화하고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오 스

트 이션 하는 기술을 연구하 는데 디바이스를 오 젝트화 

하여 재사용하고 서비스를 조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

인 소 트웨어의 지식이 요구된다.

Table 1은 제안하는 워크 로우 기반의 스마트 빌딩 서

비스와 연구된 서비스를 비교 설명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는 문 인 소 트웨어 지식이 없더라도 서비스가 개발 완

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수정  확장할 수 있도록 하 다.

3. 시스템 설계  구

3.1 스마트 빌딩 서비스 구조

워크 로우 기반의 스마트 빌딩 서비스는 Fig. 1과 같은 계

층형 구조를 가지며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Task

(작업의 단 )는 각각의 디바이스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고 디

바이스 서비스는 실제 물리 인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다. 

Fig. 1. The Smart Building Service Diagram

3.2 스마트 빌딩 서비스 개발 흐름도

스마트 빌딩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러,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실행 엔진, 게이트

웨이가 있으며 3.4 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스마트 빌딩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자와 시스템 사용자로 

나뉘며 시스템 개발자는 게이트웨이에 디바이스를 서비스화

하여 등록하고 각 디바이스 타입 별 사용할 Task 템 릿을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ig. 2. The Service Development Sequenc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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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Element Notation

Event

Start 

End 

Message Start 

Timmer Start

Activity

User Task

Service Task

Sub-process

Gateway

Exclusive

Parallel 

Connector Sequence Flow

Participant Pool, Lane

Table 3. BPMN2.0 Element Used In the Process Modeler스마트 빌딩 서비스 시스템 사용자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

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러를 사용하여 미리 정

의된 Task 템 릿으로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가시화하고 

개발된 디바이스 서비스 연결  호출 시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하여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만들고 실행 엔진에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Fig. 2는 역할에 따른 개발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2는 상세 설명이다.

Role Flow Description (Item)

Developer

To develop a 

device service

Device service development 

and gateway registration (1-2)

To develop  a 

task template

Development of task template 

for each device type and 

registration to modeler (3)

User

To create a smart 

building service 

model

Create a smart building 

service model(4)

To visualize a 

smart building 

service model

Visualization using template 

task and BPMN2.0 element(5)

To connect device 

service

Device service connection and 

operation, parameter setting 

(6-8)

To deploy a 

smart building 

service

Deploying smart building 

services to the execution 

engine (9)

Table 2. Service Development Sequence Flow Description

3.3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링 방법 

제안하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링 방법은 스마트 빌딩 

서비스 가시화를 해 서술 수 (descriptive level)의 모델

링 기법과 실행 엔진에 배포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수

(executable level)의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 다.

스마트 빌딩 서비스는 소 트웨어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모

델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빌딩 서비스 가시화를 해 서술 

수 의 모델링을 BPMN 2.0 element[7]  Table 3의 element

만을 테일러링하여 사용하 으며 Task의 캡슐화를 통해 모델

링을 단순화하 고 실행 수 의 모델링에서는 게이트웨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1) 서술 수 (descriptive level)의 모델링

서술 수 의 모델링 방법은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가시화

하는 과정으로 BPMN2.0의 모든 element를 사용하여 모델

링을 하면 복잡성 증가와 자유도가 높아 각 개인에 따라 모

델링이 달라지며 이해 한 쉽지 않아 Table 3의 element만

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템 릿 형태의 Task를 미리 정의하

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도록 히 사용하는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Fig. 3과 Fig. 4의 시를 통해 element 

 Sub-Process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Fig. 3. Example of a Simple Expanded Sub-Process

Fig. 3은 등 력을 차단하는 Task로 Sub-Process가 

펼쳐진 모습이며 내부는 게이트웨이의 디바이스 서비스나 

애 리 이션과 같은 외부 서비스를 실행하는 Service Task

로 구성되어 있다. 

Fig. 4에서는 등 력 차단 여부를 사용자에게 승인 요

청을 하는 내용이 Sub-Process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Sub-Process를 이용하여 템 릿을 미리 정의하고 사용함으로

써 사용자는 사용할 템 릿을 선택하고 테일러링된 element

만을 사용하여 서술 수 의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다.

Fig. 4. Example of the Expanded Sub-Process for 

the User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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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수 (executable level)의 모델링

서술 수 의 모델링에서 템 릿 Task 내부에 포함되어있

는 Service Task에서는 디바이스 서비스 혹은 애 리 이션

과 같은 외부 서비스를 연결 는 호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때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여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다.

3.4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워크 로우 기반 스마트 빌딩 시스

템은 Fig. 5와 같이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엔진,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가시화하고 제작할 수 있

으며 실행 엔진에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의 모델러, 디바이스 

연결  리를 한 게이트웨이로 구성된다.

Fig. 5. The Smart Building Service System Diagram 

1)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러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러는 사용자가 스마트 빌딩 서비

스를 제작  수정할 수 있는 웹 기반 모델링 도구이다.

Fig. 6. The UI of the Smart Building Service Modeler 

Fig. 6은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러 화면으로 (a)는 

일 로딩  장과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실행 엔진에 디

로이하는 기능, (b)는 제공되는 템 릿 Task의 목록 선택, 

(c)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드로잉 하는 공간, (d)는 사용

할 수 있는 BPMN2.0 elements 선택, (e)는 Service Task, 

User Task 실행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UI 형태로 구성된다. 

2)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실행 엔진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실행 엔진은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

러로 개발된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실행할 수 있는 엔진으로 라

이  사이클 리, 실행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Fig. 7

과 같이 Listeners, Process Manager, Service Connectors로 

구성된다. 

Fig. 7. The Smart Building Service Execution Engine

a) Listeners

Listeners는 외부의 요청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며 모델러에

서 배포 요청 시 실행 엔진의 지 없이 배포하는 기능을 하

는 Service Deploy Listener와 배포된 스마트 빌딩 서비스에

서 Event를 수신할 수 있는 Message Event Listener가 있다. 

b) Service Connectors

Service Connectors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실행 엔진에서 

외부와의 통신 기능을 제공하며 게이트웨이 는 외부 애 리

이션과 통신을 해 사용된다.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실행 엔

진에 배포된 스마트 빌딩 서비스에서 Service Task 실행 시 

모델링 할 때 선택된 Service Connector  설정된 정보를 이

용하여 실행 엔진의 Service Connector를 사용하게 된다.

c) Process Manager

Process Manager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의 시작, 지, 회

수 등의 라이  사이클 리를 해 필요하며 서비스 실행 

시 필요한 Form Generator, Message Parser와 상태 모니터

링을 한 Process Monitoring 있다.

d) Form Generator

Form Generator는 배포된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실행 시 

User Task를 사용하여 입력 값 요청이 있으면 배포된 스마

트 빌딩 서비스에 설정된 스마트 빌딩 모델 일에서 모델

링 시 설정한 Fig. 8의 User Task 정보를 실행 엔진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Html Form으로 변환하여 Fig. 9 처럼 사용

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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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ample of Smart Building Service Model File

Fig. 9. Example of the User Task Form 

e) Message Parser

Message Parser는 디바이스 서비스 는 외부 애 리

이션 서비스를 호출할 때 모델링 시 설정된 정보를 가지고 

요청 메시지를 만들거나 응답 결과를 매핑할 때 사용된다. 

f) Process Monitoring

Process Monitoring은 재 배포되어 실행 인 스마트 

빌딩 서비스의 상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Fig. 10에서 

화면의 상단의 리스트는 배포된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목록이

며 아이디, 이름, 디 로이 시간, 실행 인 인스턴스의 수, 

실패, 성공, 총 실행 횟수에 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빌딩 서비스 리스트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스

마트 빌딩 서비스의 가시화된 모델이 나오는데 재 실행 

인 인스턴스의 Task 치가 표시된다. 

Fig. 10. The Process Monitoring

3)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디바이스 연결  리를 하여 필요하며 

OSGi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기반으로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신 방식(WiFi, Bluetooth, 

ZigBee 등)을 지원한다. 

Fig. 11은 게이트웨이 구성도이며 통신 방식 선택을 한 

Field Protocol Adaptor, 디바이스 서비스 리를 한 

Service Manager, 외부에서의 속할 수 있도록 하는 Service 

Connector, 디바이스의 서비스화를 한 Things Service 

Applications로 구성된다.

Fig. 11. The Gateway Architecture

4. 테스트베드 구축

4.1 디바이스 제작 

테스트베드 구축을 해 일반 빌딩에 설치할 IoT 디바이

스를 제작하 다. 제작된 디바이스는 센서/액추에이터를 제

어하는 게이트웨이, 등 력 제어기, 출입문 제어기, 인체

감지기 등이며 Table 4와 같다.

Name Figure Purpose of use

Gateway
Sensor, Actuator 

management

Lamp circuit 

controller

Lamp circuit 

control(on, off)

Door controller
Door control

(open, close)

Human detection 

sensor
Human detection

Table 4. Devices Developed for Smart Building Services

4.2 디바이스 서비스 개발

스마트 빌딩 서비스 개발에 앞서 디바이스 재사용을 해 

디바이스 서비스화가 필요하 으며 개발된 디바이스 서비스

는 Table 5와 같다.

Fig. 12는 게이트웨이에 등록된 출입문 제어 서비스 명세 

일이며 (a)는 Field Protocol Adaptor, (b)는 Things Service 

Applications (c)는 Service Connector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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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ame Data(in, out) Device

Door control 

service

in : operation(open, 

close, status)

out : result (Y, N)

Door controller

Lamp circuit 

control service

in : operation(on, off, 

status)

out : result (Y, N)

Lamp circuit 

controller

Human detection 

service

in : operation(detect)

out : result(Y, N)

Human detection 

sensor

Table 5. Device service list

Fig. 12. Example of the Door Control Service File

Fig. 13. WSDL of the Lamp Circuit Control Service

Fig. 13은 웹 라우 를 통해 운용 인 등 력 제어 서

비스에 근하여 해당 서비스의 WSDL 일을 확인한 결과이다. 

4.3 구축범

테스트베드 구축 범 는 Fig. 14와 같이 1개의 층에 게이

트웨이  등 력제어 디바이스와 출입문 제어 디바이스, 

인체감지 센서를 각 배 반과 출입문에 설치하고 스마트 빌

딩 서비스 실행 엔진 탑재를 한 서버를 설치하 다.

Fig. 14. The Smart Building Test Bed Diagram  

5. 검  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으로 검증한다.

<시나리오>

스마트 빌딩 서비스  재실감지 서비스, 특정 시간 등 

력제어(Light On)서비스가 스마트 빌딩 서비스 실행 엔진

에 배포되어 실행 이며 재실 인원 감지 서비스에 특정 시

간 등 력제어(Light On)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스마

트 빌딩 서비스 모델을 제작하는 것으로 검증한다.

Fig. 15는 재실감지 서비스 모델이며 Message Start 

Event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 앱으로부터 비콘 ID, 사용

자 정보가 수신되면 애 리 이션으로 송하는 서비스로 

서버 애 리 이션에서는 수신 정보를 장하여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Fig. 15. The Process Model of the People Detection 

Service Using Beacon

 

Fig. 16은 특정 시간 등 력제어(Light On)서비스 모

델이며 매일 6시에 Timer Start Event가 발생 되어 력제

어(Light On) 서비스를 호출한다.

Fig. 16. The Process Model of the Light Control 

Service Using a Circuit Breaker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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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은 재실감지 서비스 Fig. 15를 변경하여 확장한 서

비스로 검증을 한 스마트 빌딩 서비스이다.

확장된 서비스는 6시에 맞춰 등 력제어(Light On)를 

하거나 6시 이 에라도 재실 인원이 감지되면 등 력제

어(Light On)를 하는 기능을 한다. 

한, 인체감지와 출입문 제어 디바이스 서비스를 활용하

여 사용자 비콘 정보가 수신된 직후 출입구에 설치된 인체 

감지 센서에 인체가 감지되면 출입문까지 열리는 기능을 추

가하 다.

Fig. 17. The Process Model of the Expanded Smart 

Building Service 

Fig. 18. The Smart Building Service Execution Engine Log

Fig. 18은 서비스가 배포되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 빌딩 

실행 엔진의 로그이며 Fig. 17의 서비스가 성공 으로 실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Fig. 17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워

크 로우 기반의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변경  확장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 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워크 로우 기반의 스마트 빌딩 서비

스는 스마트 빌딩 서비스의 변경  확장에 한 한계를 극

복하고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러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반 한 사용자 심의 스마트 빌딩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서

비스 변경  확장 시 스마트 빌딩 서비스 모델을 정의, 수

정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활용한다면 사용자 심의 스마트 빌딩 서비스

를 제작하여 에 지 감, 생활안 , 보안, 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 용할 수 있으며 사용 인 스마트 빌딩 서비스 

한 요구 조건에 따라 변경  확장이 자유로워 유연한 처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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