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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메타버스 기반

의 가상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시켜주어 가족애를 증진시켜주고 특히 안 에 취약한 타지에 살고 있는 

노부모를 가상공간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응을 할 수 있도록 홈가상화 서비스를 한 물리홈 

안 센서와 제어장치를 제안한다. 홈가상화를 통한 홈안 시스템은 메타버스 서버와 클라이언트, 홈가

상 랫폼 게이트웨이와 물리홈 센서와 제어장치로 구성되며, 본 논문에서는 하부구조인 홈가상 랫

폼  게이트웨이와 센서  제어장치간의 로토콜  이의 로토타입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실공간의 홈센서  제어장치와 교신할 수 있어 가상공간을 통한 홈안 서비스를 구

할 수 있다.

1. 서론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가족에서 핵

가족으로 가정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한 고령화 사회가 

진 되고 있고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 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한 방과 신속한 응이 매  

요해지고 있다. 이를 해 사회안 망이 가동되어야 하

지만, 그 사각지역 문제가 심하고 세부 인 안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사회 구성의 기본 단 인 가정에서의 

실 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물리 으로 분산되어 있

는 가정을 가상공간에서 서로 연결하여 가상 가족 안  

업 서비스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시 이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홈가상화를 통한 홈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하부 구조인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와 물리홈 안

 센서와 제어장치간 연계 기능과 이의 로토타입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로 표 되

는 분산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홈 뿐만 아니라 타지의 

부모님의 홈의 안 을 모니터링하며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이를 가상공간을 통해 물리공간의 홈을 제어하여 신

속하게 응할 수 있는 안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상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물리

홈 안 센서  제어장치와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간 

연동 구조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이를 구 한 하드웨어 

로토타입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소 트웨어와 로토콜

을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물리홈 안 센서  제어장치와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간 연동 구조

   물리 홈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홈 안  센서들

로부터 센싱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가상 랫폼 게이트

웨이로 송하며,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한 

커맨드를 해석하여 홈제어장치로 이를 송한다.

홈센서/제어장치 인터페이스 장치는 가정내에 설치되어 

있는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를 통해 메타버스 환경의 

가상 홈과 물리홈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홈안  센서  제어장치로부터 정보 수집

 홈안  센서  제어장치와 RS232/485, LAN, 

WLAN, ZigBee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속

 홈안  센서  제어장치로부터 Periodic, Event, 

On-Demand 방식으로 센싱 정보  상태 정보를 

수집

습득한 센싱 정보  상태 정보를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로 송

 습득한 센싱 정보와 상태 정보를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로 송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와 이더넷 소켓 방식을 

통해 데이터 송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로부터 요청/제어명령 수

신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로부터 센싱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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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명령을 수신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와 이더넷 소켓 방식을 

통해 데이터 송

요청/제어명령을 홈 센서/제어장치로 송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한 센싱 정

보 요청  제어 명령을 홈 센서/제어장치로 송

 홈안  센서  제어장치와 다양한 통신 방식으로 

속

  

3. 하드웨어 로토타입

   물리홈 안 센서와 제어장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계

되었다. 홈 안 센서는 센서칩이 장착되는 센서부, 센서칩

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부, 그리고 이를 

패킷화하여 인터페이스 어뎁터로 송하는 통신부로 구성

된다. 센서부와 처리부 사이는 GPIO로 연결된다. 홈제어

장치는 인터페이스 어뎁터로부터 송받는 통신부, 이 데

이터를 처리하는 처리부, 그리고 처리부의 결과에 의한 액

에이션을 하는 구동부로 구성된다. 구동부와 처리부 사

이는 GPIO로 연결된다. 인터페이스 어뎁터는 홈센서/제어

장치와 MACH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MACH 게이트웨이와는 RS232로 연결

되고, 홈센서/제어장치와는 ZigBee, RS232/485, LAN, 

WLAN으로 연결된다. 이를 한 외부 장치 인터페이스로 

RS232/485, RJ45를 지원한다.

(그림 1) 공통 랫폼 설계

   구 한 가스 센서 (VOC), 일산화탄소 감지 센서, 연기 

감지 센서, 가스 밸 와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로토타입

은 그림 2와 같다. 

종류 모델명 기능 값 구분

VOC MICS-5135
LPG, LNG, 알코올, 
휘발성 가스 감지. 

단 : ppm

10ppm ~ 
1000ppm

감지
CO MICS-5132

CO 가스 감지.
단 : ppm

10ppm ~ 
1000ppm

Smoke DC-SD_003 연기 유무 감지 유/무

Valve
MVD205
(Solenoid)

가스 밸  개폐 개/폐 제어

<표 1> 센서  제어장치 규격 

(그림 2) 홈센서  제어장치 하드웨어 로토타입

4. 소 트웨어  로토콜

   소 트웨어 기능 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통신 

인터페이스에 따른 에이 트가 존재하고 이로부터 수집되

는 센싱데이터  이를 제어하는 제어 데이터는 IF 에이

트가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로 송신하거나 수신하여 

처리한다. 통신 인터페이스에 다른 에이 트 (Z_Agent, 

485_Agent)와 IF 에이 트는 IPC 통신을 통해 연결되며, 

IF 에이 트와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와는 TCP 소켓 

통신을 통해 연결된다. 홈센서/제어장치 가상화 지원 기능

은 실의 물리 인 홈에 있는 홈센서/제어장치와 가상의 

홈에 있는 홈센서/제어장치간에 1:1  1:n 매핑 가상화를 

지원한다. 가상공간에 표 되는 홈센서/제어장치의 정보 

표출을 해 물리공간에 존재하는 홈센서/제어장치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송하여 표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공간에 표 되는 홈센

서/제어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물리공간에 존재하는 홈센

서/제어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해 홈가상 랫

폼 게이트웨이로부터 컨트롤 명령을 받아 홈센서/제어장

치 인터페이스 장치는 각각 해당되는 홈센서/제어장치로 

수신한 컨트롤 명령을 달한다. 이때 각 홈센서/제어장치

의 용 로토콜로 변환하여 송한다. 물리공간에 존재

하는 홈센서/제어장치로부터 발생한 이벤트 정보  주기

으로 센싱되는 정보를 가상공간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

려주기 해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로 트리거를 통하

여 알려 다. 수집한 데이터를 필터링과 보정을 통한 데이

터 정합 기능을 수행한다.

   인터페이스 에이 트는 홈 안 센서  제어장치와 

MACH 게이트웨이 간에 데이터 송을 담당한다. 홈 안

센서와 제어장치는 Slave 모드로 동작하므로 IF Agent

가 Master로 동작하여 센싱 값을 수집하고 제어를 명령한

다. 센서 App과 액추에이터 App은 Atmega 8에서 펌웨어 

(C 언어)로 작성하 으며, IF Agent는 Cortex-A8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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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디드 리 스 2.6에서 소 트웨어 (C 언어)로 작성하

다. 

(그림 3) 기능 블록

   VOC 센서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PPM으로 변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uint16 VOC_Generation(uint32 adc_data){
if((adc_data < 170) || (adc_data > 818))

return 0;
return (((adc_data * 990UL) / 648UL) 

- 249UL);
}

   CO 센서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PPM으로 변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uint16 CO_Generation(uint32 adc_data){
if((adc_data < 170) || (adc_data > 818))

return 0;
return (((adc_data * 990UL) / 736UL) 

- 280UL);
}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가스 밸 , 가스 센서

(VOC), 일산화탄소 센서, 연기 감지 센서와 MACH 게이

트웨이간의 로토콜은 그림 4와 같으며, 총 5개의 기능 

로토콜로 구성된다. 그림 5-7은 이의 세부 로토콜 시

스 차트를 나타낸다.

(그림 4) 로토콜 시 스 차트 – Level 1

(그림 5) 로토콜 시 스 차트 – Level 2 (등록)

(그림 6) 로토콜 시 스 차트 – Level 2 

(컨트롤)

(그림 7) 로토콜 시 스 차트 – Level 2 (센싱과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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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홈가상화를 통한 홈안 시스템을 구축

하기 한 하부 구조인 홈가상 랫폼 게이트웨이와 물리

홈 안  센서와 제어장치간 연계 기능과 이의 로토타입

을 기술하 다. 기존의 홈네트워크에서의 홈제어는 단순히 

인터넷이 연결된 홈게이트웨이에 속하여 이루어졌지만, 

분산되어 있는 가족간의 연결과 업 안 서비스를 해

서는 가상공간을 통한 정보 공유와 제어가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하부구조인 홈 가상 랫폼 게이트웨

이와 연동하는 물리홈 안  센서  제어장치를 제안하

고 로토타입을 도출하 다. 본 결과물을 통하여 가상홈

과 물리홈의 연결이 가능하고 가상공간에서 물리홈을 모

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계획은 

홈안 을 한 센서와 제어장치를 다양화시키고 이를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제이션을 구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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