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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for wireless technology in home automation systems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due to several advantages 

such as installation cost reduction, easy placement, easy extension, aesthetic benefits, and mobile device connectivity. Among the 

many wireless technologies, ZigBee is one of the most useful for home automation; a wireless home networking system can be 

configured using ZigBee alone. Compatibility with conventional home networking systems that are based on wired media, however, 

is not supported. KNX is a mature protocol for wired media that is recogniz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is paper proposes a 

KNX–ZigBee gateway to interface between KNX and ZigBee systems and thereby enable integration of wired and wireless home 

auto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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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주거 환경의 고급화에 발맞추어 집안의 조명, 냉난방, 

방재, 방범, 오락 및 통신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 

제어함으로써 가정을 안락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하는 다

양한 홈 오토메이션 및 홈 네트워크 기술과 제품이 보급되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개념의 출현 및 확산에 따라 외부 환

경과의 통신 기능 확보 및 무선 기능의 확충 등 홈 네트워크

의 벽을 넘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변화해 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홈 네트워크가 충실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신 매체의 추가적인 설치 없이도 통신 

경로를 확보하여 휴대형 장치 들과의 통신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무선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무선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물리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설치·확장 

비용의 절감 및 심미적 욕구의 충족 등의 부가적인 장점들 

역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무선 기술의 도입의 타당성

을 뒷받침 하는 요소들이다[1,2].  

그러나 홈 네트워크에 대한 무선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역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선 기반의 

홈 네트워크 통신망에 대한 호환성이다. 진정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를 위해서는 모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로간

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단일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도입되기 위한 무선 기

술들은 기존의 기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

하여 기술적으로 가장 성숙한 국제 표준 홈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토콜 중 하나인 KNX (ISO/IEC 14543)와 유비쿼터스 환경

의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프로토콜 

중 하나인 ZigBee간의 연동 방법을 개발하여 서로 다른 유선 

및 무선 기반 시스템간의 연동을 통해 유·무선 통합 홈 네트

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KNX-ZigBee의 게이트웨이 설계의 기본 개

념에 관하여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 [3]을 확장하여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II 장에서는 KNX와 ZigBee 

프로토콜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III 장에서는 KNX와 

ZigBee의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IV 장에서

는 KNX와 ZigBee 간의 매핑 방법을 기술하였다. V 장에서는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VI 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기능 및 동작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

지막으로 VII 장에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II. KNX 및 ZigBee 프로토콜 

1. KNX 프로토콜 

KNX는 빌딩 및 주택에서의 전력, 조명, 냉난방, 보안, 에

너지 시스템 등의 제어를 위해 유럽에서 개발된 표준 통신망 

프로토콜로서 본래 유럽 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3개의 주요 

홈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BatiBus, EIB (European Installation 

Bus) 및 EHS (European Home System)가 하나로 통합되어 

KNX 프로토콜이 완성되었다[4-6]. 이후, KNX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로서 ISO/IEC 14543-3으로 승인되었다. 이러한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특징을 통해 각기 다른 생산자가 개발한 장

치에 대해서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  

KNX의 계층 구조는 OSI 7계층에 입각해 볼 때, 그림 1과 

같이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및 응용 계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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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NX의 계층 구조. 

Fig.  1. KNX Layer structure. 

 

KNX는 Twisted Pair, Power Line, RF (Radio Frequency) 및 

Ethernet 등의 다양한 통신 매체를 지원한다. 대부분의 KNX 

시스템에서는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는Twisted Pair가 사용되며, 상전원 Power Line을 이용하

여 PLC (Power Line Communication)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유선 통신 매체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 

RF역시 지원하지만, 보안 및 지능적인 망 관리 등의 기능이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 미비하다. 그리고 이상의 모든 매체는 

KNX Ethernet Coupler를 통해 외부 인터넷 망과 연결 될 수 

있다. KNX는 유선 매체 사용의 경우 전기적 요구조건

(resistive and capacitive length)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다양

한 와이어링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동작 절차에서 멀티캐스

트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장치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1. KNX DPT의 Sub number 분류 체계. 

Table 1. Sub number classification of KNX DPT. 

 

 

그림 2. KNX 텔레그램 구조. 

Fig.  2. KNX Telegram structure. 

 

KNX는 동일한 사용자 데이터(user data) 값을 다양한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DPT (Datapoint Type)를 정의하고 있다. 

DPT는 16-bit main number와 16-bit Sub number로 구분되며, 

main number는 DPT의 형식 또는 인코딩을 의미하고, Sub 

number는 사용자 데이터의 차원 또는 단위를 나타낸다. DPT

는 KNX 협회의 관리를 통해 표준 규격화 되어 유지 보수 

되며, 새로운 용도의 DPT가 필요할 경우 KNX 협회에 심사

를 통해 표준 DPT로 추가된다. 2007년 12월 현재 최신 DPT 

관련 표준 규격 문건에는 296종류의 DPT가 표 1과 같이 지

정되어 있다.  

프로토콜의 측면에서 서비스란 프로토콜의 각 계층이 제공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각 계층별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존재

하지만 사용자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는 응용계층 서비

스가 일반적이다. KNX는 일반 동작 단계에서 장치들은 멀티캐

스트 기반으로 동작하며 로컬 및 리모트 장치 통신 객체의 값

을 읽어오기 위한 ‘A_GroupValue_Read’와 로컬 및 리모트 장치

의 통신 객체에 값을 쓰기 위한 ‘A_GroupValue_Write’가 사용

된다.  

KNX에는 16bit 물리 주소(Physical Address) 및 16bit 그룹 

주소(Group address)의 두 가지 주소체계가 존재한다. 물리 주

소는 모든 장치들이 갖는 고유의 주소이며 이를 통해 각각의 

장치를 구별할 있다. 물리 주소는 장치의 확인, 커미셔닝 과

정에서의 장치에 대한 프로그래밍 및 진단 절차에 사용된다. 

반면에 그룹 주소는 평상시의 일반 동작에 사용되는 주소로

서, 장치 내부의 통신 객체에 부여되는 주소이다. 장치들은 

멀티캐스트를 기반으로, 통신 객체에 할당된 그룹 주소를 목

적지 주소로 갖는 텔레그램에 의해 동작된다. 이로써 설치자

는 장치의 위치 및 토폴로지에 전혀 상관없이 장치들 간의 

동작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는 보다 직관적으로 전

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KNX 텔레그램은 통신 매체에 따른 KNX 세부 표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최대 23바이트이며 필요에 따라 확장 텔레그램의 사용이 

가능하다. KNX 텔레그램에서 주목할 점은 사용자 데이터의 

사용 용도에 대한 기술(user data description)인 DPT 정보가 텔

레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DPT 정보는 초기 

커미셔닝 단계에서 KNX의 공인 커미셔닝 툴 소프트웨어인 

ETS를 통해 관리되며,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텔레그램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ZigBee 프로토콜 

ZigBee는 전세계 250개 이상의 회사들이 개발하고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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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프로토콜이다. 다양한 무선 

기반 프로토콜들이 있으나, ZigBee는 유비쿼터스 및 센서 네

트워크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 받는 프로토콜이다[7,8]. 

ZigBee는 일상 기기들에 무선 지능 및 성능을 구축함으로써 

유연성과 이동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으

며 신뢰성, 확장성, 긴 배터리 수명 및 저비용 등의 특징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ZigBee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개

념이 도입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현재 까지

는 ‘홈 오토메이션’ 및 ‘원격 검침’에 관련한 ‘활용 표준 문

건’이 발표되었다. 

ZigBee의 프로토콜 계층은 물리 계층과 MAC 계층의 IEEE 

802.15.4와 라우팅 프로토콜이 정의된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

크 계층과 응용계층의 연계를 위한 응용 지원 하부 계층

(Application Support Sub-layer)으로 구성된다[9]. ZigBee의 물리 

계층과 MAC 계층은 IEEE 802.15.4 규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

에 ZigBee의 통신 매체는 IEEE 802.15.4에서 정의하고 있는 

2.4GHz, 868MHz 및 915MHz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IEEE 

802.15.4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저전력 통신 기술로, 유

사한 용도의 프로토콜 중 저전력 고속 통신에 보다 적합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ZCL (ZigBee Cluster Library)은 ZigBee 규격을 통해 응용 프

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종류별로 

모아 기능 블록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10,11]. 이는 ZigBee 기

술의 응용 용도에 따라 ZigBee Profile로 재정의되며 이를 통

해 개발자는 호환성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ZigBee 

Profile은 ZigBee 응용 분야에 맞추어 호환성 있는 장치를 개

발할 수 있도록 ZCL을 기반으로 작성된 규격이다. 현재 

‘HAP (Home Automation Public Application Profile)’ 및 ‘SEP 

(Smart Energy Public Application Profile)’ 및 ‘CBA (Commercial 

Building Application)’ 등의 Profile이 발표 되었으며, 지속적으

로 추가 되고 있다.  

 

 

그림 3. HAP에 정의된 ‘On/Off switch’ 장치. 

Fig.  3. ‘On/Off switch’ device defined in HAP. 

 

그림 4. HAP의 ‘On/Off switch’에 대한 설정. 

Fig.  4. Configuration of  ‘On/Off switch’ in HAP. 

 

ZigBee Profile은 ZigBee Cluster Library에서 정의하고 있는 

Cluster들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HAP에서 

정의하고 있는 ‘On/Off Switch’ 장치의 경우 그림 3 [3]과 같이 

ZCL에서 정의하고 있는 ‘On/Off’, ‘Scenes’, ‘Groups’, ‘Identify’ 

및 On/Off Switch Configuration’ Cluster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사용자 데이터의 사용 용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ZigBee 프로파일의 Profile, Endpoint, Device ID, Cluster, Attribute, 

Data type, 및 Attribute data 값들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예

를 들어 HAP에서 정의하고 있는 On/Off Switch에서 사용 가

능한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은 값 설정이 

필요하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위치를 켜기 위한 데이

터인 0x01이라는 데이터의 용도를 표현하기 위해 Profile ID는 

HAP를 가리키는 0x0104로 설정되었으며 Device ID는 On/Off 

Switch임을 알리는 0x0000으로, Cluster ID는 On/Off Cluster 임

을 알리기 위해 0x0006으로, Attribute ID 는 On/Off Attribute 임

을 알리기 위해 0x0000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

인 0x01의 데이터 형을 알리기 위해 Data Type은 Boolean을 

나타내는 0x01으로 설정되었다(여기서 Endpoint 번호는 사용

자에 의해 임의로 바뀔 수 있으며 HAP와는 관련 없음). 이와 

같이, ZigBee에서는 사용자 데이터의 사용 용도에 대한 기술

을 위해, Profile ID, Device ID, Cluster ID, Attribute ID, Data type 

및 규정된 Attribute data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ZigBee는 64bit IEEE 주소 및 16bit 네트워크 주소의 두 가

지 주소체계를 지원한다. 64bit IEEE address는 장치 고유의 주

소로서 사용되며, 16bit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관리에 사

용되고 Ad-hoc 네트워크 ID로서 네트워크 접속시 부여된다. 

일반 동작에는 16bit 네트워크 주소가 사용되며 최대 64,000 

여 개의 주소 할당이 가능하다. 

ZigBee 프레임은 계층별로 다수의 필드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림 5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현 될 수 있다. 

ZigBee 네트워크는 PAN Coordinator, Router 및 End device로 

구성되는데 이 장치들은 기능의 완전성에 따라 FFD (Full 

Function Device)와 RFD (Reduced Function Device)로 구분된다. 

 

그림 5. ZigBee 계층 프레임 구조. 

Fig.  5. Frame structure of each layer in Zig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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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D는 PAN Coordinator, Router 및 End device로 동작할 수 있

는 반면, RFD는 End device로만 동작할 수 있다. ZigBee 네트

워크는 PAN Coordinator를 중심으로 Router와 End device가 연

결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Star, Cluster 및 

Mesh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III. KNX와 ZigBee 인터페이스 

유선 기반의 홈 네트워크 프로토콜로서 국제 표준으로 승

인된 KNX는 실제로 많은 가정 및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상

대적으로 성숙한 프로토콜이다. 이에 비해 무선 기반의 

ZigBee 프로토콜은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안된 차세대 프로토콜로서 자체적으로는 지능적인 

라우팅 및 자원관리 등 효율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

서, ZigBee와 KNX의 연동 방법을 모색하여 두 네트워크의 

연동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ZigBee는 기존의 KNX 홈 네트

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에 추가적인 도입이 가능해 지고, 

KNX 기반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기존의 KNX가 지원하는 

무선 매체 기반의 KNX/RF보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 기술인 ZigBee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게 되므로, 유무선 프로토콜의 장점을 결합하여 효율성 및 

이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종 프로토콜 간의 연동 방법으로 ‘게이트웨이(gateway)’ 

를 이용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써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로 역할을 한다. 게이트웨

이를 통해 KNX와 ZigBee네트워크 및 프로토콜을 연동하면 

양측 네트워크는 본연의 기능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

로 양 네트워크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각 네트

워크의 단점은 이종 네트워크 사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림 6에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KNX와 ZIgBee 간의 연동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이 나와 있다[3].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 구현을 위해서는 양측 프

로토콜의 각 요소를 일일이 매핑해 주어야 하므로, 그 구조

가 복잡해 지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매핑이 

완전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측 네트워크가 게이트

웨이를 통해 연결 가능한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매핑의 가능성이 검증되어야만 비로

서 게이트웨이 개발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른 

사전 분석에 앞서, KNX 및 ZigBee, 두 네트워크가 홈 네트워

크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 되거나 홈 네트워크에 대한 적용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핑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매핑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KNX와 ZigBee 간의 

변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IV. KNX-ZigBee 게이트웨이 매핑 방법 

게이트웨이는 세부적으로는 양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각 

요소에 대해 해당 네트워크로부터 상대 네트워크로의 변환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응하는 각 요소간의 맵핑 및 

변환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맵핑 및 변환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부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1) 속성 변환(attribute translation) 

(2) 응용 계층 서비스 변환(application level service translation) 

(3) 주소 변환(address translation) 

1. 속성 변환 (Attribute translation)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란 프로토콜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이라는 사용자 

데이터가 있을 때 이 ‘1’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

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의 ‘1’이라는 ‘사용

자 데이터(user data)’ 와 이의 용도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의 

사용 용도에 대한 기술(user data description)’이 속성이 된다. 

KNX와 ZigBee는 사용자 데이터의 사용 용도에 대한 기술을 

위해 각각 ‘DPT (Datapoint Type)’과 ‘Profile’을 정의하고 있다. 

비교의 관점에 따라 DPT보다 Profile이 조금 더 큰 범주이기

는 하나 Profile 내부의 세부 요소인 Cluster가 DPT와 상응하

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KNX의 DPT와 ZigBee의 

Profile 간의 맵핑을 통해 속성 변환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KNX와 ZigBee에는 시스템 구동의 핵심 요

소인 논리 객체 또는 연결 포인트로 기능하는 통신 객체

(communication object)와 Endpoint가 존재하는데 KNX의 DPT

와 ZigBee의 Profile은 각각 KNX의 통신 객체와 ZigBee의 

Endpoint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각 시스템의 속성들은 그림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3]. 

2. 응용계층 서비스 변환(Application service translation) 

KNX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는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한 A_GroupValue_Write와 A_GroupValue_Read의 두 가

 

그림 6. KNX-ZigBee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 

Fig.  6. Network configuration using KNX-ZigBee gateway. 

 

그림 7. KNX DPT와 ZigBee Profile 비교. 

Fig.  7. Comparison of KNX DPT and ZigBe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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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비스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ZigBee 측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응용 계층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상응하

는 ZigBee의 응용 계층 서비스를 찾기에 앞서 ZigBee의 응용 

계층 서비스 분류 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ZigBee의 경우, ZCL의 Cluster가 각기 정의하고 있는 특정 

명령과 Cluster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명령

의 두 가지로 응용 계층 서비스를 대분할 수 있다. KNX의 

경우 A_GroupValue_Wirte 및 A_GroupVlaue_Read 서비스가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고 있으나, 앞 절의 속성 변환 과정이 

DPT와 Profile안의 Cluster간의 맵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ZigBee 측에서는 공용 명령 대신 Cluster

가 정의하고 있는 명령을 사용해야 할 수 도 있다. 즉, 양측 

네트워크간의 읽고 쓰기를 위한 응용 계층 서비스가 KNX의 

A_GroupValue_Write 및 A_GroupValue_Read 서비스와 이에 상

응하는 두 가지의 ZigBee 공용 명령이 될 수도 있으나, 실제

로는 KNX의 두 가지 서비스는 ZigBee Cluster의 특징에 따라 

공용 명령이 아닌 ZigBee Cluster 고유의 명령과 맵핑 될 수 

도 있다. 

3. 주소 변환(Address translation) 

KNX-ZigBee 게이트웨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주소 변

환 부분이다.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효율적인 주소 변환 

방법은 자칫 복잡해 질 수 있는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구조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KNX는 일반 동작 시 16bit 그룹 주소만을 사용하며, ZigBee 

역시 16bit 네트워크 주소만을 사용한다. 이에 덧붙여 ZigBee 

역시 16bit의 그룹 주소기능을 지원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같은 주소 길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네트워크에는 접근 불

가능한 장치가 없다. 또한, 각각의 네트워크가 그룹 주소라는 

같은 기능의 주소 체계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소 변

환 과정은 양측의 그룹주소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동적

으로 해결되게 된다.  

 

V. KNX-ZigBee 게이트웨이 구현 

1. KNX-ZigBee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구현 

KNX-ZigBee 게이트웨이 구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KNX 통신 기능을 위한 KNX 모듈 및 ZigBee 통신을 위한 

ZigBee 모듈이 필요하며, 이 둘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

게 하는 주변 장치 회로가 필요하다. KNX 통신 모듈은 KNX 

통신의 기능은 물론 ZigBee 통신 모듈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

한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KNX 통신 모듈은 사

용하는 매체에 따라 물리계층 회로가 다르게 구현되어야 하

므로 KNX 통신 모듈을 구현하기에 앞서 어떠한 매체를 사

용하는 KNX 세부 규격을 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NX 세부 규격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Twisted Pair를 통신 매체로 사용하는 KNX/TP1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KNX/TP1 규격은 물리 계층으로 29VDC powered bus를 사

용하고 있다. KNX 통신 모듈은 KNX/TP1 통신 라인의 데이

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물리 계층 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NX에서 공급하고 있는 ‘TP-UART-

IC’ 칩이 사용됐다. TP-UART-IC 칩은 KNX/TP1 통신 라인의 

데이터를 MCU가 이해할 수 있는 UART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 데이터 포멧으로 변환하는 

역할 및 KNX의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을 수행한다.  

KNX 프로토콜의 하위 계층 기능은 물리 계층 칩을 통해 

제공되지만 상위 계층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하드웨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Atmel사의 ATmega128 

AVR MCU를 사용하였다. ZigBee 통신 모듈과의 데이터 교환

을 위해서는 UART 방식이 사용되었다. ATmega128 MCU에는 

두 쌍의 UART 포트가 존재하며 하나의 UART 포트는 TP-

UART-IC를 통해 KNX/TP1 통신 라인의 데이터를 송수신하

는데 사용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ZigBee 통신 모듈과의 데이

터 교환을 위해 사용되었다.  

ZigBee 통신 모듈은 ZigBee 통신의 기능은 물론 KNX 통

신 모듈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ZigBee 통신 모듈은 2.4Ghz 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하

며 IEEE 802.15.4에서 정의하는 물리 계층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ZigBee 통신 모듈의 구현을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ZigBee의 물리 계층 및 MAC 계층으로 사용되는 

IEEE 802.15.4를 만족할 수 있는 무선 RF 회로 및 ZigBee 프

로토콜을 구동할 수 있는 8051 코어가 원 칩 형태로 내장되

어 있는 RadioPulse의 MG2455 칩을 사용하였다.  

KNX 통신 모듈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UART 방식

이 사용되었다. MG2455에는 두 쌍의 UART 포트가 존재하며 

하나의 UART 포트는 USB 장치와 연결되어 MG2455 칩에 

대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디버그를 위해 사용 되었으며 다

른 하나는 KNX 통신 모듈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되

었다.  

각각의 KNX 통신 모듈 및 ZigBee 통신 모듈 이외에도 

KNX-ZigBee 게이트웨이 구현을 위해서는 두 모듈간의 데이

터 교환을 위한 통신 회로 및 변환 과정을 표시할 수 있는 

회로와 각 모듈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회로가 필요하

다. 주변 장치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원 회로이

다. KNX 통신 모듈은 5VDC 기반으로 동작하며, ZigBee 통신 

모듈은 3.3VDC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전원회로는 

5VDC를 입력 받아 3.3VDC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원 공급은 SMPS등의 어댑터 또는 USB로부터 이루어진다. 

KNX 통신 모듈과 ZigBee 통신 모듈은 각각 UART 데이터 

 

그림 8. KNX-ZigBee 게이트웨이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Fig.  8. Functional block diagram of KNX-ZigBee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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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지만 각 모듈의 구동 전압이 다

르기 때문에 두 모듈간의 데이터 교환은 UART 데이터를 변

환한 RS-232 기반의 표준화된 전압 레벨을 통해 이루어진다. 

KNX-ZigBee 게이트웨이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환 과정

은 128X64 그래픽 LCD를 통해 출력되어, 변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각 통신 모듈에서 출력되는 

UART 신호는 테스트 포인트 및 추가적인 RS-232 회로를 통

해서도 출력되므로 각종 테스트 장치 및 컴퓨터를 통해 모니

터링 될 수 있다.  

그림 8과 9는 각각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블록다이어그램 및 사진이다[3]. 

2. KNX-ZigBee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구현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변환 과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서는 KNX 및 ZigBee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구현에 있으므로 

KNX의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구현에 필요한 응용 계층 서비

스인 A_GroupValue_Write 및 A_GroupValue_Read 서비스들만 

포함한 부분적인 KNX 통신 스택이 개발되었다. 또한, 네트

워크상에서의 장치 자원관리를 위한 통신 객체 및 응용 프로

그램 구현을 위한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등도 구현

되어 있다. 구현된 KNX 통신 스택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ZigBee 통신 스택의 경우 RadioPulse에서 제공하는 ZigBee 

전체 스택을 사용하였다. 이 스택의 경우 ZigBee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나, ZigBee 통신 스

택 개발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User Edit 부분 외의 

세부 계층의 기능에는 접근할 수 없다. 그림 11은 ZigBee 프

로토콜 스택의 구조이다. 

KNX 및 ZigBee 통신 스택의 구현에 이어 KNX-ZigBee 게

이트웨이 구현의 가장 핵심이 되는 ‘KNX-ZigBee 매핑 루틴’

의 개발이 필요하다. KNX-ZigBee 매핑 루틴은 속성 변환, 응

용 계층 서비스 변환 및 주소 변환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

된다. 이 매핑 루틴은 각각의 모듈에 나뉘어져 있으며 세 가

지 변환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상대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받

는 데이터 교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 각 모듈이 주고 

받는 데이터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체계적인 데 

 

그림 10. KNX 프로토콜 스택의 구조. 

Fig.  10. Structure of KNX protocol stack. 

 

 

그림 11. ZigBee 프로토콜 스택의 구조. 

Fig.  11. Structure of ZigBee protocol stack. 

 

그림 9. KNX-ZigBee 게이트웨이 사진. 

Fig.  9. Picture of KNX-ZigBee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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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imple frame 구조. 

Fig.  12. Structure of simple frame. 

 

이터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12와 같은 이른바 ‘Simple 

프레임’을 정의하였다. Simple 프레임은 STX와 ETX 필드를 

통해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알리게 되며 LEN 필드에는 전체 

프레임의 길이가 명기되고 PKT 필드에는 현재의 변환 과정

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다. 

매핑 루틴에서 주목할 점은 ‘DPT & GA (Group Address;그룹 

주소) 테이블’이다. KNX 텔레그램에는 DPT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변환과정의 진행도 불가능 하다. 이러한 DPT 

정보는 네트워크 커미셔닝 단계에서 커미셔닝 툴 소프트웨

어인 ETS를 통해 그룹 주소를 기반으로 관리되므로 ETS로

부터 DPT와 GA의 연관정보를 가져와 게이트웨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따라서 KNX 통신 모듈측의 KNX-ZigBee 매핑 

루틴은 텔레그램의 생성 및 분해 과정 이외에도 DPT&GA 

테이블을 유지 보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림 13 [3]의 KNX-ZigBee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구조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KNX 통신 모듈이 KNX/TP1 통신 라인으

로부터 KNX 텔레그램을 수신하면 수신된 KNX 텔레그램은 

KNX 통신 모듈의 물리 계층 칩을 통해 UART 데이터 포멧

으로 변환되어 MCU에 전달된다. MCU에 저장되어 있는 

KNX-ZigBee 변환 루틴은 DPT & GA 테이블을 참조하여 수

신된 텔레그램의 그룹 주소에 해당하는 DPT 정보를 찾아낸 

후, 세 가지 변환 과정에 따른 Simple 프레임을 구성하여 

ZigBee 통신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KNX-ZigBee 변환 루틴에 

전달한다. ZigBee 통신 모듈의 KNX-ZigBee 변환 루틴은 수신

한 Simple 프레임의 내용을 분석하여 ZigBee 프레임을 생성

하고 통신 스택의 APS_Data.Req 프리미티브를 통해 ZigBee 

네트워크로 송신하여 변환 과정을 완료한다.  

ZigBee 통신 모듈이 ZigBee 네트워크로부터 ZigBee 프레임

을 수신하면 수신된 ZigBee 프레임은 ZigBee 통신 모듈의 

KNX-ZigBee 변환 루틴을 통해 세 가지 변환 과정에 따른 

Simple 프레임을 구성하여 KNX 모듈에 전달한다. KNX 통신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KNX-ZigBee 변환 루틴은 주소 변환과 

관련한 Simple 프레임과 DPT & GA 테이블을 참조하여 올바

른 Simple Frame이 수신되었는지 검증한 후 Simple 프레임의 

내용을 이용하여 KNX 텔레그램을 생성해 KNX/TP1 통신 라

인에 전송한다.  

 

VI. KNX-ZigBee 게이트웨이 매핑 실험 

본 절에서는 실제 예제를 이용하여 KNX 텔레그램을 

ZigBee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진행해 KNX-ZigBee 게

이트웨이의 성능을 검증한다. 실험을 위해 KNX 네트워크와 

ZigBee 네트워크 및 KNX-ZigBee 게이트웨이로 구성된 간단

한 데모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림 14에서 왼편의 원으로 

표시된 등은 KNX Binary Output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DPT 1.001에 해당하는 1bit 데이터를 받아 전등을 On/Off 제

어 가능하다. 오른편의 원으로 표시된 전등은 ZigBee의 

On/Off Light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HAP를 통해 구현되어 

있다.  

 

그림 13. KNX-ZigBee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구조. 

Fig.  13. Structure of KNX-ZigBee Gateway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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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험을 위한 데모 시스템. 

Fig.  14. Demo system for experiment. 

 

본 실험의 목표는 장치 On/Off를 위한 텔레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KNX의 Binary Input Switch에서 전등을 켜기 위한 

(사용자 데이터: 0x01) KNX 텔레그램을 생성하여, KNX-

ZigBee 게이트웨이를 통해 속성 변환, 응용계층 서비스 변환, 

주소 변환의 세 가지 변환 과정을 수행해 ZigBee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생성된 ZigBee 프레임을 통해 ZigBee의 On/Off 

Light 장치에 연결된 전등을 켜는 On/Off 제어를 하는 것이다.  

(1) KNX 텔레그램의 생성 

전등을 켜기 위해 그림 14에서 사각형으로 표시된 KNX 

Binary input Switch가 텔레그램을 생성한다. 그림 15에는 생성

된 텔레그램의 프레임 구조가 나타나 있다[3]. 

(2) KNX 텔레그램의 수신 

수신된 텔레그램의 목적지 주소는 그룹 주소로 0x3801이며, 

응용 계층 서비스는 APCI 필드를 통해 A_GroupValue_Write이

고, 사용자 데이터는 0b000001 (즉, 1)임을 알 수 있다. 목적지 

그룹 주소 0x3801에 대한 DPT는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DPT & GA 테이블에 따로 저장되어 있으며, 본 실험에서 그

룹 주소 0x3801에 대한 DPT는 DPT_Switch (DPT 1.001)로써, 

사용자 데이터 ‘1’은 On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분석을 통해 KNX-ZigBee 게이트웨이를 통한 변환 

절차에 필요한 세 가지 정보를 모두 파악했다.  

(3) KNX 통신 모듈에서 ZigBee 통신 모듈로의 Simple frame 

전송 

KNX 통신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KNX-ZigBee 변환 루틴에 

의해 생성된 Simple 프레임들은 ZigBee 통신 모듈 측의 

KNX-ZigBee 변환 루틴에 전달되어 ZigBee 프레임을 생성하

기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4) ZigBee 통신 모듈의 변환 루틴을 통해 ZigBee 프레임 

생성 

 

그림 16. KNX-ZigBee 게이트웨이 속성 변환 결과. 

Fig.  16. Result of attribute conversion in KNX-ZigBee gateway. 

 

 

그림 17. KNX-ZigBee 게이트웨이 응용계층 서비스 변환 결과. 

Fig.  17. Result of service conversion in KNX-ZigBee gateway. 

 

 

그림 18. KNX-ZigBee 게이트웨이 주소 변환 결과. 

Fig.  18. Result of address conversion in KNX-ZigBee gateway. 

 

ZigBee 통신 모듈의 KNX-ZigBee 변환 루틴은 수신된 

Simple 프레임의 정보에 따라 ZigBee 프레임을 구성한다. 그

림 16, 17 및 18에는 KNX-ZIgBee의 속성 변환, 응용서비스 

변환 및 주소 변환에 대한 결과가 주어져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환 과정을 통해 ZigBee APS 계층 프레임은 그림 19와 같이 

완성된다[3]. 

(5) 생성된 ZigBee 프레임을 통한 ZigBee 장치 제어 

생성된 ZigBee 프레임은 KNX-ZigBee 게이트웨이를 통해 

ZigBee 네트워크에 전송된다. 전송된 ZigBee 프레임은 

ZigBee 네트워크의 On/Off Light 장치에 수신되어 On/Off Light 

장치에 연결된 전등을 켜게 된다. 그림 20은 KNX-ZigBee 게

이트웨이가 변환이 LCD를 통해 모니터링된 결과이다. 

위의 변환 과정 모니터링 결과와 같이 수신된 KNX의 텔

레그램은 ‘BC 11 01 38 01 E1 00 81’로서 KNX의 Binary Input 

장치가 생성한 KNX 텔레그램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텔레그램에서의 목적지 주소는 ‘0x3801’이며 사용자 데이 

 

 

그림 15. 실험을 위한 KNX/TP1 텔레그램. 

Fig.  15. KNX/TP1 telegram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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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실험을 통해 생성된 ZigBee 프레임. 

Fig.  19. ZigBee frame generated from experiment. 

 

 

그림 20. KNX-ZigBee 게이트웨이 상에서 변환 과정 모니터링. 

Fig.  20. Monitoring of converstion in the KNX-ZigBee gateway. 

 

터는 ‘1’이다. 또한, 변환 과정을 통해 DPT는 DPT_1.001이라

는 것과 응용 계층 서비스로써 A_GroupValue _Write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KNX 통신 모듈측의 KNX-ZigBee 변환 루틴이 ZigBee통신 

모듈측에 전송한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ZigBee 통신 모

듈측의 KNX-ZigBee 변환 루틴은 매핑 테이블 상의 매핑 정

보를 활용하여 ZigBee 프레임을 생성한다. 이 실험에서는 

ZigBee 프레임 생성 과정에, KNX 통신 모듈 측의 KNX-

ZigBee 변환 루틴을 통해 수신한 정보를 이용하여 HAP 프로

파일 및 On/Off Cluster와 사용자 데이터 ‘1’로써 변환이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변환 과정이 완료되면 KNX-ZigBee 게이트웨이의 

 

그림 21. ZigBee 프레임의 모니터링 결과. 

Fig.  21. Monitoring result of ZigBee frame. 

 

 

그림 22. 데모 시스템을 통한 KNX-ZigBee 동작 확인. 

Fig.  22. Verification of the operation of KNX-ZigBee gateway using 

demo system. 

 

ZigBee 통신 모듈은 생성된 ZigBee 프레임을 ZigBee 네트워

크로 전송한다. ZigBee 네트워크 상의 송수신되는 ZigBee 프

레임들은 ZigBee Packet Analyzer라는 장치를 통해 모니터링 

될 수 있다. 그림 21은 본 실험을 통해 변환된 ZigBee 프레

임중 APS 계층부분을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ofile ID는 HAP를 가리키는 

0x0104로 설정되어 있으며 Cluster ID는 On/Off Cluster를 가리

키는 0x0006으로 설정되어 있고 APS계층의 페이로드로써 사

DA Us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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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데이터 0x01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실험 과정을 통해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KNX 네트워크 상의 Binary Output 장치와 ZigBee 네트워크 

상의 On/Off Light장치가 KNX Binary Input 스위치가 생성한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 동시에 제어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KNX-ZigBee 게이트웨이가 정상적으로 구동됨을 확

인할 수 있다[3].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홈 네트워크를 위한 유선 기반 프로토콜인 

KNX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ZigBee간의 연동을 

위하여 KNX-ZigBee 게이트웨이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방법

을 소개하였다. 게이트웨이 방식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연동

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KNX-ZigBee 게이트웨이는 주소 변환의 간결

함으로 인해 구현의 복잡도를 현저히 낮추었으며, 양 네트워

크간의 데이터 표현 방법에 입각하여 각 요소간의 체계적인 

맵핑을 달성하였다. 또한, KNX-ZigBee 게이트웨이를 통해 

KNX 시스템은 ZigBee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존의 KNX 시스

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효율적인 무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ZigBee 시스템은 기존 KNX 네트워크에 대한 호환

성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 구축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

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KNX-ZigBee 게이

트웨이 개발을 위한 본 연구를 통해 KNX와 ZigBee 표준 프

로토콜 기반의 유무선 통합 홈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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