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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은 오랜 시간 자연 에 순응하며 진화해왔고 자연 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다 능률 인 작업과 

편안한 휴식을 갖는다. 자연 의  특성은 색온도, 단 장, 조도  휘도 등으로 분류되며  특성에 

따라 인간에게 미치는 향과 효과가 달라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연 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

용자의 건강과 감성, 조명의 에 지 효율 등 다양한 목 에 따라 최 의 조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제어시스템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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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제어시스템 구성도

1. 서론

   인간은 오랜 시간 자연 에 순응하며 진화해왔고 자연

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다 능률 인 작업과 편안한 휴식

을 갖는다[1,2]. 자연 은 공간과 형태를 인식하고 색상을 

구분하는 시각 인 효과 뿐만 아니라 색온도, 단 장, 조

도  휘도 등의  특성에 따라 인간의 감성과 건강  

조명의 에 지효율에 향을 미친다[3]. 

자연 의 색온도는 인간의 심리, 감성에 향을 주며 공간

의 목 에 맞게 다양한 조명을 연출할 수 있다[4]. 자연

의 색온도 변화를 실내 조명 환경을 통해 재 할 경우 인

간은 가장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풍부한 색채로 감성 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자연 의 단 장은 인간의 생체리

듬  수면-각성에 여하는 체내 멜라토닌을 분비 는 

억제하여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5]. 한, 자연 의 조도 

 휘도는 실내 조도 기 에 맞게 인공 을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조명 에 지 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6]. 

이러한 자연 의  특성을 실내 조명 서비스에 반 할 

경우, 자연 이 인간에게 주는 감성과 건강 인 측면과 실

내 조명의 에 지 효율에서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연 의 색온도, 단 장, 조도  

휘도 등의  특성을 사용자의 조명 사용 목 인 건강, 감

성, 에 지 등에 부합되도록 분석하여 최 의 조명서비스

를 제공하는 통합제어시스템을 구 하 다.

2. 통합제어시스템 구

2.1 시스템구성도

   그림 1은 통합제어시스템 구성도이다. 

   자연  측 데이터는 분 계, 량계, 기상 측기, 색

차계, 휘도계 등 5종 장비를 활용하여 70종의 데이터를 취

득하 고, 자연  Raw DB에 장하 다. 장된 자연  

데이터분포를 확인한 후, box-and-whisker plot을 이용하

여 whisker 바깥쪽에 치하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분류하

여 제거하는 필터링을 수행하고 날짜  운량에 따라 데

이터를 통합한 다음 상 계 분석을 통해 가 치가 낮은 

속성들을 제외하여 축소된 차원의 새로운 데이터 셋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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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기능

성하여 자연  처리 DB에 장하 다. 인공  DB 구축

은 Warm, Cool로 구성된 A사 LED와 분 계, 랑계, 색

차계, 휘도계를 사용하 다. 조명의 제어비율은 W:55, 

C:55부터 각 단계마다 W/C 값을 4씩 증가하여 총  2500

단계를 측정하 다. 다목  조명 서비스를 한 자연  특

성의 제어 비율을 추출하기 해서는 다 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다. 한 유클리디안 거리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한 색좌표 매칭 알고리즘을 용하여 최

의 인공  후보군을 추출하 다. 장된 DB는 My 

SQL- connector를 통해 어 리 이션과 연동하 다. 통합

제어시스템의 UI  기능은 Java, Swing  Image I/O를 

사용하 고, 데이터 분석을 해 R을 연동하 다. 

2.2 통합제어시스템 주요 기능

   통합제어시스템은 자연  Raw Data 취득, 처리, 분

석  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한다. 그림 2는 통합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다. 

   통합제어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File, Monitoring, 

Analysis, Light Service, Setting으로 5개의 그룹 21개의 

서 기능으로 구성하 다. ‘Monitoring’과 ‘Analysis’ 메뉴

는 자연  처리 DB와 연동되어 자연  데이터의 시각

화, 비교분석, 회귀분석 등의 기능을 서비스하 다. ‘Light 

Service’ 메뉴는 자연  처리 DB와 인공  DB가 연동

되어 사용자의 건강, 감성, 에 지에 맞는 조명을 서비스

하 다. 그림 3은 다목  조명 서비스를 한 UI이다. 

(그림 3) Light Service UI

   UI구성은 조명 서비스 선택하는 패 , 인공 과 매칭

할 자연 의 계 과 날짜, 시간을 선택하는 패 , 선택된 

자연  데이터의 시간별  특성을 나타내는 패 , 선택된 

자연  데이터와 매칭된 인공 의 정보를 나타내는 패

로 구성 되어 있다. 조명 서비스 선택 패 에서 사용자의 

조명 사용 목 에 따라 건강, 감성, 에 지를 선택한 후, 

자연 의 계 과 시간을 선택하면, 조명 사용 목 (건강, 

감성, 에 지)에 부합되는 factor를 기 으로 자연 의 데

이터 목록을 나타낸다. 선택된 자연  데이터 목록의 

factor와 매칭되는 인공조명의 Warm/Cool 비율, 분 분포 

 색좌표를 나타내고, 선택된 조명 factor로 서비스 된다.

2.3 건강 조명 서비스 실행 

   그림 4는 통합제어시스템 'Light Service'에서 건강을 

선택한 후, 자연 의 데이터  , 일몰시간(6시20분)의 

실행한 이다.

(그림 4) 서비스 실행  

   선택한 자연 데이터의 단 장 비율은 4.1%로 분석되

었고, 인공  DB에서 4.1%와 근사한 값을 가지는 후보군

을 10가지를 선정 한 후, 사용자의 수면 유도를 해 

100lux 이하의 조도 값을 가지는 최 의 조명 후보를 선

정하여 UI상에 표시하 다. 그림 3의 조명은 시스템에 의

해 제어된 조명으로 W:120/C:44의 제어비율, 3.92%의 단

장, 97Lux의 조도를 가진 조명이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목  조명 서비스를 한 통합제어시

스템을 구 하 다. 

   먼 , 자연  Raw DB는 분 계, 량계, 기상 측기, 

색차계, 휘도계 등 5종 장비를 활용하여 70종의 데이터를 

취득하 고, 인공  DB는 Warm, Cool로 구성된 A사 

LED를 W:55, C:55부터 각 단계마다 W/C 값을 4씩 증가

하여 총 2500단계의 취득 데이터로 구축하 다. 통합제어

시스템의 UI  기능은 Java, Swing  Image I/O를 사

용하 고, 데이터 분석을 해 R을 연동하 다. 

   향후에는 색온도, 단 장, 조도  휘도 이외에도 자연

의 다양한 factor를 고려하고, 최 의 인공  후보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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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도록 조명 매칭  품질 평가 알고리즘을 개선

할 정이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4R1A2A1A11054509)

※ 본 논문은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과학벨트기능지

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6K0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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