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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PV시스템과 조명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해 건물에너지 감소 ICT 융복합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내용을 보여준다. 개

발 된 ICT 플랫폼은 비 주거 건물 환경에서 전력을 절감 할 수 있으며, 건물에너지 감소를 위해 조명부하 감소에 중점을 두었

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LED 디밍 알고리즘을 설계 및 적용하고, ESS 및 PV와의 연계를 통하여 건물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된 시스템은 ICT 융합 플랫폼과 LED제어 알고리즘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ICT 플랫폼은 계통 및 ESS 전력 

제어/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LED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상황인지기반 조명부하감소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된 시

스템의 연계 신뢰성을 시뮬레이터 및 에뮬레이터를 통하여 성능 분석을 하였다.

키워드: PV-LED(photovoltaic LED), 에너지절감(energy saving), 통합 제어(integr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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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화석연료 고갈 및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에서 건물에너지 인증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1]. 전력 

수요 증가속도 대비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신재생에너

지 기반의 융복합 기술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력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력 제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이에 따라 빌딩 관리 

분야의 한 종류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이 확대되고 있다

[3],[4].  특히 비 주거용 건물에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가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단순히 

부가적인 발전시설로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통합적으로 건물 

외피구성요소로 적용하는 기술이다[4].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여 태양

광발전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용한 대지 면적이 부족한 환경에

서 적용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PV시스템과 조명 부하 

감소를 위한 LED 제어를 통해 전력절감을 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V-LED 융합 ICT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시스템은 건물 내 조명부하 감소를 위한 LED제어 알고리즘과, 

계통 및 ESS 전력 제어/관리 및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구성 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플랫폼 디바이스와 LED, 인버터/ESS, 외부시스템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상의 연동테스트 및 ICT 

Convergence Platform Emulator를 통해 시뮬레이터 및 테스트베드 

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 하였다.

II. Related works

태양광 발전 기술은 화석에너지를 대체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기술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전 및 보급되고 있다. 특히 

BIPV가 적용 된 건물에너지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건

축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6년

부터 신축주택은 모두 제로에너지주택으로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EU의 경우도 2021년 모든 신축건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미국의 

경우 2020년, 2030년에 각각 주거건물, 비 주거건물에 대해 제로 

에너지 건물화를 선언하였다. 국내의 경우에 2020년까지 신축공공건

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부

문으로 인증 의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레퍼런스] 이러한 동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V-LED 융합 ICT플랫폼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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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제안하는 시스템은 ICT 융합 플랫폼과, LED제어 알고리즘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ED제어 알고리즘이 플랫폼에 탑재 된 형태이다. 

ICT플랫폼은 계통 및 ESS 전력 제어/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LED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상황인지기반 조명부하감소를 수행한다.

ICT플랫폼은 Fig. 1.과 같이 인버터와, ESS, LED를 통합적으로 

제어 하며 이에 발생 된 데이터는, 에너지발전정보, 에너지저장정보, 

에너지소비정보의 형태로 ICT융합 관리제어 에너지절감 알고리즘을 

통해 제어를 수행하며,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 발생 되는 데이터는 

에너지관리서버로 보내어 대용량기반데이터를 처리한다.

Fig. 1. ICT platform 및 에너지 절감 SW gateway 개념도

ICT플랫폼에 탑재 될 LED부하감소 전력절감 알고리즘은 Fig. 

2.과 같이 Context Manager모듈, Service Manager모듈, Interface 

Manager모듈, Agent Manager모듈의 4개의 Manager로 구성 되어 

있다. 

Fig. 2. LED부하감소 전력절감 알고리즘 구조도

Agent Manager모듈은 Sensor Node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하

는 모듈이며 Agent Manager모듈을 통해 수집/가공 된 데이터는 

시스템이 활용 가능한 Parsing 과정을 거쳐 시스템이 해석가능 하도록 

Compiling과정을 거친다. 이는 Interface Manager모듈에서 수행하

게 되는데, Interface Manager모듈은 Input값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과, Output값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 시스템이 원하는 형태의 

자료를 수집 및 추출 할 수 있도록 Query문으로 변환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Context Manager모듈은 크게 Context 

Engine과 Control Panel Interface로 구성되어 있다. Context Engine

은 Searching Engine과 Store Managing Engine으로 나누어지고, 

Agent와 Device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다양하면서도 동시에 

제공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충돌 및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통합 관리 모듈로 구성 되어 있다.

IV.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Fig. 3. ICT 융합 플랫폼 디바이스 및 모니터링 시스템 UI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lte480wv-f01 디바이

스를 사용하였으며, 알고리즘은 Android OS로 구동 된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5인치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7인치 기반 모니터

링 시스템 두 가지로 구현 하였으며 사용자 전력관리 및 모니터링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V를 통한 발전량 및 PV를 통한 

배터리 충전 량, LED조명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계통으로 보내는 

발전량 및 기온 및 기상 상태, PV 패널의 온도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UI를 구성 하였다.

ICT 융합 플랫폼 시스템의 서버와의 연동을 위한 테스트를 위해 

ICT 융합 플랫폼 디바이스와 LED 연동 시험, 인버터/ESS 연동 

시험, 외부시스템 연계 에뮬레이터 실험을 수행하였다. ICT 

Convergence Platform Emulator: ESS와 LED등의 모델링을 통한 

관련 SW 알고리즘개발과 ICT 디바이스 연동시험을 실행하여 성능 

분석을 하였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PV시스템 및 조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건물에너지 

감소를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ICT 

융복합 플랫폼이 제안 된 시스템의 연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시뮬레이터 및 에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성능 분석을 하였다. 제안 

한 PV-LED ICT 융복합 시스템은 건물에너지부하 감소에 있어 

효율적인 전력절감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필드환경에서의 

실증 및 검증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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