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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원이나 학교 등의 안 한 생활을 한 LED 제어 랫폼 개발을 제안한

다. 우리는 공원이나 학교에서 주변 환경에서 사람이 근 하면 밝기를 조 하여 불안 요소

를 제거하고, CCTV 카메라와 연계된 보안제어 장치 개발을 통해 안 한 생활 서비스를 제

공한다. 한 상황에 따른 감성조명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제 랫폼 개발은 공원

이나 학교 등의 조명시설을 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방범, 교통, 환경, 방재, 시설

물 리 시스템들을 경제 으로 구축하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확장 가능한 서비스 기

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시스템은 동일 장치에서 사계 마다, 테마별 감성을 표출

하도록 임 그룹을 수행시킴으로써 원하는 감성을 표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서론

   공원이나 학교 등의 안 한 생활 개선을 해 

PLCP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생활권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무선통신을 활용한 

근거리 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권을 연결

하는 원거리에 한 통신 기술제공  시설물과 연

계한 도시 인 라 심의 통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

다. 둘째, 도시 생활권의 조명 음 지역으로 인한 불

안 요소를 제거하고 상황에 따른 조명제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명 제어 서비스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 운  리를 해 방범, 교통, 환경, 방

재, 시설물 리 시스템들을 경제 으로 구축하고 효

율 으로 리하기 한 다양한 기능과 체계를 제공

하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인간 심 인 자연조명의 변화를 실

내에서 연출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1].

고정 이고 주기 인 조명은 동일 장소에서 다양한 

조명 변화를  수 없고, 사계 에 따른 변화도 불

가능하다. 색 온도와 밝기의 변화를 통해 공간을 창

조하는 감성조명 시스템을 제안한다. 

   인간은 6000K 근처의 색온도에서는 작업 능률이 

높아지고, 3000K 근방의 색온도에서는 편안함을 느

끼며 조도가 차츰 어두워짐에 따라 멜라토닌이 분비

되어 졸음을 느끼게 된다[2]. 거실과 같이 능률 인 

작업과 편안한 휴식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곳에서

는 동일한 조명장치에서 다양한 밝기와 색온도를 연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3]. 최근 들어 사용자의 로

일  스 에 따라 주기 으로 제어되는 조명, 

지능형 조명 등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4].

   우리는 임 그룹을 통한 테마별 감성 조명을 

실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계  테마는 , 여

름, 가을, 겨울에 한 임 그룹으로 구성한다. 

임은 LED Tile을 제어하는 명령 임이다. 

각 Frame은 RGBW 값을 몇 간 지속하고 다음 

임을 지정한다. 특정 테마는 임 그룹으로 

표 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은 동일 장치에서 사계

마다, 테마별 감성을 표출하도록 임 그룹을 

수행시킴으로써 원하는 감성을 표출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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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 제어 랫폼 구성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원/학교 그룹 가로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등 제어 단말 개발은 조명 음 지역으로 

인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상황에 따른 감성조명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CCTV 카메라와 연

계된 보안제어 장치 개발로 사람이 근 하면 감성조

명을 통하여 안 한 공원/학교 인 라 기술을 개발

한다. 셋째, 통합 제 랫폼 개발은 공원이나 학교 

등의 조명시설을 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방범, 교통, 환경, 방재, 시설물 리 시스템들을 경제

으로 구축하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확장 가

능한 서비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Fig. 1) Conceptual Diagram of LED Control Platform

   본 연구를 통해 공원/학교 그룹 가로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등 제어 단말 개발, CCTV 카메

라와 연계된 보안제어 장치 개발,  통합 제 

랫폼 개발로 각종 련 자료의 체계 , 과학  정비

로 실무행정 정보의 신뢰성 확보하고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안 한 학교와 공원, 더욱 감성 인 학교

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감성 인 LED 가로등의 

개발은 가로등에 조명 컨트롤러가 내장됨으로써, 

Embedded 소 트웨어  제 소 트웨어를 탑재

시킴으로써 로그램에 의한 감성조명 연출, 정보 

서비스, 그리고 정보 수집 등의 기능  특성을 갖는

다. 따라서 인터넷 망과 기 공 을 해 개발된 

시설기간망과의 결합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 될 수 

있다.

   제안 랫폼은 LED를 상으로 하고, 사용자가 

작성한 임 그룹에 따라 제어되는 감성조명 시스

템이다. (Fig. 2)은 기능  구성을 보여 다. 

(Fig. 2) Functional configuration of  LED Control  

Platform

   Host는   Emotional Lighting Database를 참조

하여 LED 제어 신호를 보낸다. Host와 제어기 간 

통신 인터페이스는 자체 정의된 로토콜을 사용한

다. Host는 제어기로 다수의 LED 조명모듈을 제어

하기 한 제어 신호를  보내거나 센서 정보를 수

신한다.

   Lighting Controller는 다른 LED 조명 모듈 시스

템과 제어신호를 공유하고, Power Controller를 제어

하며, Color Mixer & converter 제어 LED의 밝기와 

색 온도를 지정한다. Color Mixer & Converter는 

Lighting controller로부터 LED 조명의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합한 색의 조합을 결정하고,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éclairage) 

Color Space와 Digital RGB로 주어진 값을 RGB 

LED에 합한 제어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제어신

호를 RGBW PWM Signal Generator로 송신한다.

   RGBW PWM Signal Generator는 LED Tile의 

개별 인 LED를 제어하기 한 PWM 신호를 생성

하고, 각 LED array를 제어하기 한 채 을 다수 

포함한다. Power Controller는 LED Tile을 구동하기 

한 정 류 회로를 포함하며, LED Tile에 원활한 

력을 공 하고, 정 류 구동을 한 류 센싱 회

로를 포함한다. Sensor는 량 센서를 포함하며, 

량센서는 주변온도  LED 자체 발열로 인한 량

의 변화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Compensation은 

주변온도  LED 자체 발열로 인한 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보정한다.

3. LED 제어 랫폼 설계

   LED 제어 랫폼은 (Fig. 3)과 같이 제어 가로등, 데

- 25 -



201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2014. 4)

이터베이스 매니 , 비교 분석기, Web UI,  CCTV 연

계 보안제어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Fig. 3) Construct Diagram of  LED Control Platform

3.1 제어 가로등

   RGBW LED를 활용한 통합 컨트롤러를 개발하

여 주변 밝기 등 가로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도

조  기능과 로그램에 의한 감성조명 제어를 수행

할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 등 움직임이 센서에 감

지되면 LED 가로등이 더 밝게 조명하도록 dimming

이나 RGBW LED 제어한다.

   학교나 공원의 리 그룹 내에서 인체감지 센서

들에 의해 이동경로에 따라 밝기가 조 되는 기능을 

포함한다. 우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RGBW LED 

LAMP를 직  제어하는 PWM 기술을 사용한다. 학

교나 공원 등 일정 그룹의 조명 통합 LED 제어를 

하여 병렬형 LED 제어를 수행한다. RGB LED 조

명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WM 방식을 

이용하여 색상  밝기를 제어하고 있으며, 여기에

서 PFC(Power Factor Correction)는 LED 드라이버 

회로에 DC 원 공 한다. RGB LED의 각기 다른 

PWM 제어에 의하여 한정된 색상으로 여러 가지 

빛의 색상에 한 표 과 밝기를 조 함으로써 감성

조명을 수행할 수 있다. 원의 제어에 의하여 색온

도 6700K(Kelvin) 의 푸른색에서는 상쾌한 분 기, 

색온도 5000K의 연한 백색 계통에서는 자연스러운 

분 기, 색온도 3000K의 따뜻한 색에서는 안정된 분

기의 감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색온도를 조

정할 수 있는 LED를 사용하여 조사되는 조명의 색

온도를 바꿈으로써 색다른 감성 인 분 기를 연출

할 수 있다. 

3.2 DB Manager

   DB Manager는 학교/공원 등의 리 그룹별로 

사고 방  감성조명을 처리한 결과를 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해 테이블 별로 데이터를 분류

하고 장할 수 있도록 한다. DB Manager는 Web 

UI에 자료를 제공하고 1달간의 데이터만을 보존 

리한다.   

3.3 Comparative Analysis

   사고 방/감성조명을 한 표  지표화  추

을 비교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Web UI와 연동하여 

화면에 표 할 수 있도록 컴포 트로 개발한다.  비

교 방식은 사고가 있을 경우, 사람들의 감성 조명 

만족도를 기 으로 표 하는 방식과 시간 별 표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시간단 에 한 비교결과를 

백분율로 처리한다.

3.4 CCTV와 연계 보안제어 시스템

   움직임 감지 센서에 따른 밝기 조 로 더욱 선명

한 CCTV 상을 얻을 수 있고, 부가 으로 사고

방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4. 제안 로토콜

Host와 제어기 간에는 제어 신호를 보내거나 센

서 정보를 수신한다. (Fig. 4)는 Host와 제어기 간 

통신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Communication between Host and 

Controller

<Table 1> packet format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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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to-Controller는 데이터 요구와 제어 요구 

내용을 보낸다. 데이터 요구에는 조도센서 값, RGB 

센서 값, 측정시간 값, 그리고 재 RGBW 제어 값

을 포함한다. 제어요구에는 시간별 RGBW 메트릭스

(Time 6byte, Red 1byte, Green 1byte, Blue 1byte, 

White 1byte, 반복횟수 1byte), 제어 시작 코드, 제

어 종료 코드, 등 체 on/off 코드 등을 포함한

다.

   Controller-to-Host에는 데이터 송과 제어 처

리 결과를 포함한다. 데이터 송에는 조도센서 값, 

RGB 센서 값, 측정시간 값, 그리고 재 RGBW 제

어 값을 포함하고, 제어 처리 결과에는 처리 결과 

정상/오류를 리턴 한다.

   Host와 제어기 간에 통신할 내용들은 패킷으로 

구성하여 송한다. <Table 1>은 패킷 포맷을 보여

주고 있다. 5바이트의 헤더, 짝수 바이트의 데이터, 

3바이트의 트 일러로 구성한다. 5바이트의 헤더에

는 START, PACKET LENGTH, COMMAND 

+ITEM, DEST.ID, SOURCE ID를 포함하고, 3바이

트의 트 일러는 2바이트의 CHECKSUM과 END를 

포함하고 있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의 LED 제어 랫폼은 LED Tile을 제어

하고, RGB 센서를 통해 주변 밝기 환경에 따라 조

명을 제어하고, 임 그룹에 의한 감성 조명을 실

하는 랫폼이다. 동일한 조명장치에서 다양한 밝

기와 색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인간 심 인 자연조

명의 변화를 연출할 수 있다.

   첫째, 공원/학교 그룹 가로등의 주변 환경을 고

려한 가로등 제어 단말 개발은 조명 음 지역으로 

인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상황에 따른 감성조명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CCTV 카메라와 연

계된 보안제어 장치 개발로 사람이 근 하면 감성조

명을 통하여 안 한 공원/학교 인 라 기술을 개발

한다. 셋째, 통합 제 랫폼 개발은 공원이나 학교 

등의 조명시설을 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방범, 교통, 환경, 방재, 시설물 리 시스템들을 경제

으로 구축하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확장 가

능한 서비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개의 조명장치들이 그룹을 이루어 감성을 

표출하거나 기 정의된 테마 시나리오에 따라 표출할 

수 있다. 제안 랫폼은 사계 마다, 테마별 동일 장

치에서 서로 다른 감성을 표출하도록 임 그룹을 

작성하고, 이를 수행시킴으로써 효과 인 감성조명

을 표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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