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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장으로부터 요구는 야간에도 고화질 상을 획득하기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는 방범용 야간 고화질 상 확보를 한 시스템과 감성 인 실내외 조명 리 시스템을 한 IADP 

(IoT Auto Dimming Platform)를 설계한다. 공원이나 학교 등 외부 환경에 따른 LED 오토 디  제어 

 근감지에 따른 밝기 제어, 가정에서 거실등, 침실등, 공부방 등의 환경을 고려한 밝기 제어를 통

한 시력 보호  감정 제어,  테마 로그램에 의한 주기  LED 경  제어를 제공하도록 외부환경

에 따른 테마형 IoT 오토디  랫폼 IADP를 설계한다.

1. 서론

   산업간 융합 시 에 IoT기술이 제품과 단 서비

스의 용을 넘어 방범용 고화질 상의 획득  감

성조명을 한 IADP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1]. 

첫째, IoT 기술의 폭넓은 용으로 생활환경개선을 

한 장 모니터링 장치 기술, 다양한 네트워크기

술, 각종 IT 솔루션들이 개발되고 있다. 둘째, IoT기

술을 근간으로 기존 산업계의 신 인 발 을 모색

하는 이 기종 컨버젼스 산업의 활성화로 이들 기술

이 활발하게 용되고 있으므로 문명의 상징인 도시

의 주거환경이 한 차원 더 발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시장으로부터 요구는 야간에도 고화질 상을 획

득하기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2,3].  첫째, 반도

체 설비회사인 (주)스템코, 청주흥덕경찰서, 서청주 

우체국 등 거래처의 정보통신 공사  설비 시공  

주요 요구사항으로 야간의 방범활동  도난 방지 

등에 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야간의 조

명제어를 CCTV와 연계하여 고화질의 상 획득함

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둘째, 도시 생활권의 조명 

음 지역으로 인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상황에 따

른 조명제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명 제어 서

비스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 운  리를 해 

방범, 교통, 환경, 방재, 시설물 리 시스템들을 경제

으로 구축하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다양한 

기능과 체계를 제공하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이 필요하다. 

2. IADP 구성   

   (Fig. 1)은 외부환경에 따른 테마형 IoT 오토디

 랫폼 IADP를 보여주고 있다. LED Controller 

and Sensor와 IAD(IoT Auto Dimming) 셋탑박스로 

구성한다. 

(Fig. 1) Conceptual Diagram of IADP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감성 인 LED 가로등의 

개발은 가로등에 조명 컨트롤러가 내장됨으로써, 

Embedded 소 트웨어  제 소 트웨어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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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로그램에 의한 감성조명 연출, 정보 

서비스, 그리고 정보 수집 등의 기능  특성을 갖는

다. 

(Fig. 2) Functional configuration of  LED Control

   (Fig. 2)에서 Host는 Emotional Lighting 

Database를 참조하여 LED 제어 신호를 보낸다. 

Host와 제어기 간 통신 인터페이스는 자체 정의된 

로토콜을 사용한다. Host는 제어기로 다수의 LED 

조명모듈을 제어하기 한 제어 신호를  보내거나 

센서 정보를 수신한다. Lighting Controller는 다른 

LED 조명 모듈 시스템과 제어신호를 공유하고, 

Power Controller를 제어하며, Color Mixer & 

converter 제어 LED의 밝기와 색 온도를 지정한다. 

3. IADP 설계

   (Fig. 3)은 IADP의  LED Control & Sensor이

다. 공원이나 학교 등 외부 환경에서 근감지 센서

를 통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IAD 셋탑박스에 보고, LED가 더 밝게 조명하도록 

오토디  제어, PWM기술을 활용한 RGBW LED를 

제어한다.

(Fig. 3) Diagram of  LED Control & Sensor

(Fig. 4) Diagram of  IAD Settop box

   (Fig. 4)는 IAD 셋탑박스를 보여주고 있다. LED

가 야간에 원하는 조도에 맞추어 조명하도록 오토디

 제어, 공부방 등의 환경을 고려한 밝기 제어를 

통한 시력보호,  장된 테마 로그램에 의한 주

기  LED 경  제어 기능을 갖고 있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은 LED Tile을 제어하고, RGB 센서를 

통해 외부 환경에 따라 조명을 제어하고, 감성 조명

을 실 하는 IADP 랫폼을 설계한다. 동일한 조명

장치에서 다양한 밝기와 색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인

간 심 인 자연조명의 변화를 연출하고, 사계 마

다, 테마별 동일 장치에서 서로 다른 감성을 표출하

도록 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수행시킴으로써 효

과 인 감성조명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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