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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RS-485방식으로 연결된 멀티에어컨 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LonWorks 네트워크의 BMS제어

기에 의해 각 멀티에어컨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빌딩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론웍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건물 내 구축된 전력, 조명 등의 서브시스템을 중앙제어하는 BMS 제어기와, 다수의 실외기 및 상기 실외기와 RS-485 통

신방식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연결된 실내기로 구성되는 멀티에어컨 시스템과, 론웍스 네트워크 및 RS-485 통신방식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상기 BMS제어기에서 상기 멀티에어컨 시스템을 중앙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LON게이트웨이를 포함하

여 구성되어, 상이한 통신방식의 멀티에어컨 시스템을 그대로 빌딩관리시스템에 편입시킬 수 있으며, 멀티에어컨 시스템

을 구성하는 각 실내기에 일일이 통신모듈을 연결하지 않아도 각 실내기별로 개별제어가 가능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건물

내 통합제어 시스템의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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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론웍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건물 내 구축된 전력, 조명 등의 서브시스템을 중앙제어하는 BMS 제어기와;

다수의 실외기 및 상기 실외기와 RS-485 통신방식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연결된 실내기로 구성되는 멀티에어컨 시스템

과;

론웍스 네트워크 및 RS-485 통신방식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상기 BMS제어기에서 상기 멀티에어컨 시스템을 중앙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LON게이트웨이로 구성되며,

상기 LON게이트웨이는 론웍스 네트워크를 통해 입력된 제어명령 데이터를 터를 LonTalk 프로토콜의 표현계층까지 처리

하는 뉴런칩과; 상기 뉴런칩으로부터 전달된 응용계층 데이터를 RS-485 통신방식의 프로토콜 형식으로 변환하여 멀티에

어컨 네트워크로 전달하고, 상기 멀티에어컨 네트워크로부터 전달된 상기 각 실내기 또는 실외기의 상태정보 데이터를

LonTalk 프로토콜의 응용계층으로 변환처리하여 상기 뉴런칩으로 전달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상기 뉴런칩 및 마이크

로 프로세서가 각각 론웍스 네트워크 및 멀티에어컨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OSI 1계층을 담당하며 상기 뉴런

칩과 론웍스 네트워크 사이 및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상기 멀티에어컨 네트워크 사이에 각각 연결되는 적어도 둘 이상

의 트랜시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빌딩관리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ON게이트웨이는 상기 뉴런칩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저장되며, 상기 뉴런칩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임시저장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빌딩관리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ON게이트웨이는 상기 각 실내기 또는 실외기가 최대 50대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빌딩관리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빌딩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RS-485방식으로 연결된 멀티에어컨 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서도 LonWorks 네트워크의 BMS제어기에 의해 각 멀티에어컨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빌딩관리시스템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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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건물의 설비가 현대화됨에 따라 빌딩 내 설치된 전력/조명, 방재 등의 다양한 서브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브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빌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하고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빌딩관리시스템의 구성이 도시된 구성도이다.

종래 기술에 따른 빌딩관리시스템은 건물 내 설비된 조명, 전력관리, 보안 등의 서브시스템(미도시)과, 론웍스(LonWorks)

네트워크기술을 통해 상기 각 서브시스템을 통합제어하는 BMS 제어기(Building Management System, 10)와, 상기 각

서브시스템에 연결되어 상기 BMS제어기 및 각 서브시스템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Lon 통신모듈(미도시)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론웍스(Local Operating Network Works) 시스템은 산업자동화의 분산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써 분산환경,

개방성, 단위디바이스(device)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으로서, BACnet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ANSI/EIA 709.1

(control networking), IEEE 1473(train communication), SEMI E54.6(semiconductor equipment) 등의 표준으로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론웍스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론토크(LonTalk)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로서, 프로토콜 스택이

공개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으므로 론웍스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개발자는 통신

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일일이 구현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만 작성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빌딩관리시스템에 에어컨 시스템(20)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에어컨시스템(20)을

구성하는 다수의 실내기마다 상기 Lon 통신모듈을 연결하여야 하므로 상기 빌딩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제어하고자 하는

실내기의 수가 증가할수록 상기 시스템의 구축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Lon 통신모듈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상기 Lon 통신모듈을

통해 수신된 제어명령에 따라 연결된 모든 실내기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되므로 각 실내기의 개별제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RS-485방식으로 연결된 멀티에어컨 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LonWorks 네트워크의 BMS제어기에 의해 각 멀티에어컨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S-485

통신방식의 프로토콜 데이터를 LonTalk 프로토콜 데이터로 변환하는 빌딩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빌딩관리시스템은 론웍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건물 내 구축된 전력, 조명

등의 서브시스템을 중앙제어하는 BMS 제어기와, 다수의 실외기 및 상기 실외기와 RS-485 통신방식으로 적어도 하나 이

상 연결된 실내기로 구성되는 멀티에어컨 시스템과, 론웍스 네트워크 및 RS-485 통신방식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상기

BMS제어기에서 상기 멀티에어컨 시스템을 중앙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LON게이트웨이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빌딩관리시스템의 구성

이 도시된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빌딩관리시스템은 론웍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건물 내 구축된 다수의 서브시스템(60)을 중앙제어하는

BMS 제어기(Building Management System, 50)와, 실외기 및 실내기로 구성되는 멀티에어컨 시스템을(70) 포함하여 구

성되다.

상기 서브시스템(60)은 건물 내에서 빌딩의 설비, 전력, 조명, 방범, 출입통제, 엘리베이터, 방재 등 단순한 감지시스템부터

복잡한 제어명령을 해야 하는 제어시스템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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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에어컨 시스템(70)은 각 실마다 배치되는 실내기와, 상기 다수 실내기와 공유되어 각 실내기마다 분배되는 냉매

의 흐름을 제어하는 실외기로 구성되는 멀티에어컨이 설비되며, 상기 멀티에어컨이 각 층 또는 소정의 공간마다 설치되어

건물 전체의 공기조화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상기 멀티에어컨 시스템(70)은 다수의 상기 빌딩관리시스템 전체에 연결되는 론웍스 네트워크와 상이한 네트워크

방식인 RS-485방식으로 실내기-실외기가 연결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RS-485는 시리얼 전송의 인터페이스 규격의 하나이며, 시리얼 통신 방식이란 데이터비트를 1개의 비트단위로 외부로 송

수신하는 방식으로써 구현하기가 쉽고, 전송거리가 길며, 기존의 통신선로(전화선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시리얼 통신방식은 크게 비동기식과 동기식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비동기식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컨트롤러를 일

반적으로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라 한다. 상기 UART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보통 TTL

신호레벨을 갖기 때문에 노이즈에 약하고 통신거리에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TTL신호를 입력받아 노이즈에 강하고 멀리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IC를 LINE DRIVER/RECEIVER라 부르며, RS-485는 이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빌딩관리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상기 멀티에어컨 시스템(70)과 BMS제어기(50)가 데이터

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각 실내기 또는 실외기가 최대 50대로 연결가능하여 RS-485방식의 데이터와 론웍스 네

트워크의 데이터를 상호 변환하는 LON 게이트웨이(8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LON게이트웨이의 구성이 간략하게 도시된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LON게이트웨이의 구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LonWorks 네트워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LonWorks는 뉴런(Neuron)칩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제어 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통신매개체

와 더불어 커다란 대역폭을 사용하고, 라우터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전송 메디움(케이블)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며, 디바이스를 통한 각 노드의 구성은 연결특성과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능성을 갖는 각 노드의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다.

상기 론웍스 네트워크의 핵심은 론톡(LonTalk) 프로토콜로서, OSI 7계층에 준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1-6계층까지를

트랜시버(Transceiver) 및 프로세서 칩에서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 형태로 제공하며, OSI 1계층에 해당되는 트랜시버를

통해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하며, TP케이블(twisted pair cable), 전력선(power line(AC 100/220V)), 전원선(linked

power(DC 24V)), 무선(radio frequency), 동축케이블, 광섬유(optical fiber), 적외선(infrared) 등의 매체를 지원한다.

따라서, 상기 LON게이트웨이(80) 역시 상기와 같은 LonWorks 네트워크의 특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즉, 상기 LON게이트웨이(80)는 LonWorks 네트워크를 통해 입력된 제어명령 데이터를 LonTalk 프로토콜의 표현계층까

지 처리하는 뉴런칩(81)과, 상기 뉴런칩(81)과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함으로써 LonTalk 프로토콜 및 멀티에어컨 프로토콜

의 응용계층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8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뉴런칩(81)은 별도로 저장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되며, LonTalk 프로토콜의

OSI 6계층까지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82)는 역시 별도로 저장된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기 뉴런칩(81)에서 처리된 6계층까

지의 데이터를 제외한 7계층(응용계층)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해당 네트워크로 전송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LON게이트웨이의 구성이 상세하게 도시된 블록도이다.

즉, 본 발명에 따른 LON게이트웨이(80)에 있어서, 상기 뉴런칩(81)은 네트워크의 응용을 간단하게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

어 및 펌웨어로 구성되며, 고유의 응용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서 운용되고, 센서와 구동기의 운영을 위해 입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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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뉴런칩(81)은 통신 및 연산을 위한 3개의 8비트 프로세서와 모델에 따라서 내부 메모리 또는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프로세서 자체가 프로토콜 스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디바이스 개발자는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만 작

성하고 통신과 관련한 프로토콜을 일일이 구현할 필요가 없으며, 본 발명에 따른 뉴런칩(81)은 OSI 7계층의 데이터 처리

를 위한 하나의 8비트 프로세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상기 뉴런칩(81)의 외부 메모리(83)는 플래시 램으로 구비된 메모리와 SD램으로 구비된 메모리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

으며, 상기 뉴런칩(81)을 구동하기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상기 메모리(83)에 저장되어 상기 뉴

런칩(81)의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뉴런칩(81)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임시저장될 수 있다.

한편, 상기 LON게이트웨이(80)는 트랜시버(84a, 84b)를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상기 트랜시버(84a, 84b)는 통신 매체와

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OSI 1계층인 물리계층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상기 뉴런칩(81)과 각 전송케이블(medium, N1,

N2) 사이의 버스 연결을 위한 모듈을 말하며, 특히 LonWorks 트랜시버(84)는 꼬임선(Twist Pair : TP), 전력선(파워라인

에 데이타를 그대로 실어 보냄), 링크파워(Link Power, 약전, 24V선에 데이타를 같이 실어 보냄) 무선(Wireless, RF), 동

축케이블(Coaxial), 광(Fiber Optic), 적외선(Infrared)등등 여러 가지 매체를 지원한다.

또한, 상기 뉴런칩(81)과 연결되어 데이터를 변환하는 8비트의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82)는 멀티에어컨 네트워크(N1)

와 연결된 트랜시버(84b)를 통해 상기 멀티에어컨 네트워크(N1)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며, 수신된 데이터 중 7계층에 해

당하는 데이터만을 LonTalk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상기 뉴런칩(81)으로 전달하게 되며, 제어 어플리케이션이 로딩되어 상

기 마이크로 프로세서(81)의 동작을 제어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기 론웍스 네트워크(N2)상에 연결된 BMS제어기(50)로부터 상기 멀티에어컨 시스템(7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명령이 전달되며, 상기 론웍스 네트워크(N2)와 연결된 트랜시버(84a)를 통해 LonTalk 프로토콜의 제어명령 데이터

가 수신된다.

수신된 제어명령 데이터는 상기 뉴런칩(81)의 통신포트를 통해 LonTalk 프로토콜의 각 계층을 담당하는 CPU로 전달되

며, 상기 각 CPU를 순차적으로 거쳐 6계층의 데이터까지 처리된다.

다음, 상기 CPU와 연결된 입출력 병렬포트를 통해 8비트의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82)로 전달되며, 상기 마이크로 프로

세서(82)는 수신된 LonTalk 프로토콜의 제어명령 데이터를 7계층인 응용계층에서 멀티에어컨 프로토콜로 변환/생성하여

멀티에어컨 네트워크(N1)와 연결된 트랜시버(84b)를 통해 상기 멀티에어컨 네트워크(N1)로 전달하게 된다.

또한, 상기 멀티에어컨 네트워크(N1)로부터 각 실내기 또는 실외기의 상태정보 데이터가 상기 트랜시버(84b)를 통해 수신

되면,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82)는 제어 어플리케이션의 제어동작에 따라 멀티에어컨 프로토콜 데이터 중 7계층인 응용

계층의 데이터만을 처리하여 상기 뉴런칩(81)으로 전달한다.

다음, 상기 뉴런칩(81)으로 수신된 멀티에어컨 프로토콜의 상태정보 데이터는 상기 각 계층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CPU를

통해 LonTalk 프로토콜의 상태정보 데이터로 변환되며, 변환된 데이터는 상기 트랜시버(84a)를 통해 론웍스 네트워크

(N2)로 전송된다.

론웍스 네트워크(N2)로 전송된 상기 LonTalk 프로토콜의 상태정보 데이터는 상기 BMS 제어기(50)로 수신되어 상기

BMS제어기(50)에서 상기 멀티에어컨 시스템(70)의 상태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빌딩관리시스템을 예시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와 도

면에 의해 본 발명은 한정되지 않으며, OSI 6계층까지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뉴런칩과 상기 뉴런칩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를 변환처리하여 해당네트워크로 전달하도록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함으로써 LonTalk 프로토콜과 멀티에어컨

프로토콜 데이터를 상호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보호되는 범위 이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응

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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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빌딩관리시스템은 OSI 6계층까지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뉴런칩과 상기 뉴런칩으로

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변환처리하여 해당네트워크로 전달하도록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함으로써 LonTalk 프로

토콜과 멀티에어컨 프로토콜 데이터를 상호변환하는 LON게이트웨이를 구비하여, 상이한 통신방식의 멀티에어컨 시스템

을 그대로 빌딩관리시스템에 편입시킬 수 있으며, 멀티에어컨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실내기에 일일이 통신모듈을 연결하

지 않아도 각 실내기별로 개별제어가 가능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건물 내 통합제어 시스템의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 기술에 따른 빌딩관리 시스템의 구성이 도시된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빌딩관리시스템의 구성이 도시된 구성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LON게이트웨이의 구성이 간략하게 도시된 블록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LON게이트웨이의 구성이 상세하게 도시된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0, 50: BMS 제어기 60: 서브시스템

20, 70: 멀티에어컨 시스템 80: LON게이트웨이

81: 뉴런칩 82: 마이크로 프로세서

83: 메모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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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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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722271

- 8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3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도면 6
 도면1 7
 도면2 7
 도면3 8
 도면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