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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와 Zigbee를 연동하는 LED 기반 감성전파장치

An Emotion Transfer System Based on LED Using Bluetooth 

and ZigBee 

강동병*, 지상훈**, 이영대***, 배성한****, 정구민*****

Dong-Byeong Kang, Sang-Hoon Ji, Young-Dae Lee, Sung-Han Bae, Gu-Min Jeong

요  약  다수의 조명 장치를 연동하여 감성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스마트폰과 조명 장치를 기반으로 구현한
다. 실제 구현 시스템에서는 스마트폰에서의 감성 전파 입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LED 조명 장치를 거쳐서 다시 스마
트폰으로 감성이 전달되도록 한다. 각 LED 조명 장치는 홈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위해서 ZigBee를 기반으로 구현되
었고, 스마트폰의 네트워크는 Bluetooth를 사용하였다. Bluetooth 와 ZigBee의 연동을 위해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조
명 장치에서는 Bluetooth와 ZigBee를 모두 사용하여 이종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현 및 
실험을 통하여 제안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motion transfer system based on LED, which presents and transmitts 
users emotion through Bluetooth and ZigBee using LED light. We propose an emotional LED system interacting 
multiple LED　lighting system and implement the proposed system using smartphone and WPAN network with 
Bluetooth and ZigBee.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ZigBee is adopted for each LED lighting system and 
Bluetooth is utilized for the smartphone. Also, the LED lighting systems which are connected to smartphone 
have both ZigBee and Bluetooth module for the heterogeneous network. The implemented system shows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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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력, 고효율, 자연스러운 색상 표  등을 특징으로 

하는 LED 조명은 최근 많은 각 을 받으며 많은 연구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1][2].

LED 조명 기술은 full color screen, 디지털 가로등, 손

등, 감성 조명 등에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LED 조명의 상용화와 련되어 주목되는 두 가지 흐름

은 감성 조명과 네트워크 연동 조명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감성조명은 색상과 빛의 세기 등을 제어하여 인간에

게 이상 인 색상  밝기를 제공하여 감성을 표 하게 

하는 능동 인 조명이다. 

[3]에서는 로 이 감정을 표출하기 해 표정을 만들 

때 얼굴의 각 부 별로 조명을 다르게 결정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 으며 학습 능률과 생활에 용이한 조명환경을 

제시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한 가 제품의 일종인 조명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

하여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6]. 

LED 조명기구에 컨트롤러와 센서  네트워크를 결

합할 경우 다양한 IT 융합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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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쿼터스 조명으로 활용 할 수 있다[7]. 이러한 LED 기술

과 USN 기술이 융합된 사례가 LED 가로등, 형 

, 도시 방범시스템, 도시 조명시스템 등에 용되고 있

다.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LED/USN/스마

트폰 융합시스템에 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수의 조명

장치를 통해서 감성을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WPAN, LED,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안 시스템을 구

한다. 스마트폰의 Bluetooth와 감성조명의 Zigbee를 연동

하여 감성조명 간 감성 정보를 하고 상 편의 스마

트폰 사용자에게까지 자신의 감정을 달하도록 하 다. 

Ⅱ. USN기반의 LED 제어 시스템 동향

LED 조명을 USN을 통해 제어 하는 연구는 여러 방향

으로 연구가 진행  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 회가 

2009년 12월 8일 개최한 가시  무선통신  LED 융합 

제어 기술 세미나에서 삼성 기가 발표한 무선 시스템 

조명 제어 기술  표 화 발표 내용 한 이 범주 안에 

속한다. 삼성 기의 발표 내용은 LED 기반의 시스템 조

명에 한 비즈니스 모델에 한 발표 다. 체 네트워

크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SEMCO’s IT Solution
Fig. 1. SEMCO’s IT Solution

네트워크 시스템은 장소, 상황별로 용되는 기술이 

나뉘게 된다. 사무실, 회의실, 교육시설, 집 등의 실내 공

간은 IEEE 802.15.4　USN기반 네트워크와 Zigbee를 통

해 체 인 Network를 구성한다. Zigbee는 크기가 작고 

력으로 홈 네트워크  USN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내 공간에서의 USN 네트워크는 조도, 온도, 습도, 화

재, 재실 감지 등을 센서를 통해 재 환경 상태를 확인

한다. 이러한 센서들 간의 네트워크를 Zigbee를 통해 구

축하 다. Zigbee를 통해 취합된 실내 공간의 정보를 바

탕으로 조도, 온도, 습도를 알맞게 조 하고 화재나 재실 

감지 같은 특정 이벤트에 해 반응하고 처리해 다. 

반면 Furniture Lighting의 ZigBee Controlled LED 

Furniture Lighting 시스템은 사용자간의 소통을 꾀한 시

스템이다. 

그림 2. ZigBee Controlled LED Furniture 
        Lighting 시스템
Fig. 2. Zigbee Controlled LED Furniture 
        Lighting System

그림 2는 ZigBee Controlled LED Furniture Lighting 

시스템을 용한 책장의 모습이다. 노트북에 Zigbee모듈

이 연결되어 있어 책장의 LED를 제어한다. 여기서 사용

자는 노트북의 GUI를 통해 직  책장 칸칸 마다 색상을 

제어한다. 칸을 정하고 색상을 선택하면 용되는 형식

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인테페이스를 통해 USN 

서비스 제공해 다. 

USN은 재 실내·외에 다양한 Network 기술을 통해 

발 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실내 Network는 Zigbee가 

가격이 싸고,  력이라는 장 으로 요 Network 기

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실내의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실내조명의 색상을 달리하는 시스템이 재 사

용 이다. 

Ⅲ. 감성전파장치를 통한 감성 전파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감성조명을 통하여 감성이 

되는 시스템을 제안 한다. 감성 장치의 기본 개념

은 그림 3과 같다.  감성 장치는 스마트폰으로 달받

은 감성을 색으로 표 하고 주변의 다른 감성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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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을 달한다. 달되는 감성은 반 편에 있는 스마

트폰 사용자에게 까지 감성을 달한다.  

그림 3. 스마트폰과 LED기반 감성전파장치
Fig. 3. Smart Phone And LED Based Emotional 

Expression Device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미리 정해 놓은 감

성을 선택하여 감성을 달할 수 있다. 한 자신이 표

하고자 하는 감성의 색을 직  지정하는 방식으로 감성

을 달할 수 있다. 

감성조명의 조명 색상도 다양한 방식으로 감성을 표

할 수 있다. 각각의 조명마다 한 가지 감성을 표 하거

나 체 조명 시스템이 한가지의 감성을 표 하는 시스

템을 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리 정해 놓은 네 가지의 감성을 스마

트폰으로 선택하고 이를 감성 장치에 송한다. 감성 

정보를 달 받은 감성 장치는 그 감성을 색으로 표

하고 상 편의 스마트폰으로 감성 장치를 통해 감

성을 하는 시스템을 구 한다.

Ⅳ. 감성전파장치 설계 및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된 개념을 LED 조명, WPAN,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 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구

된 LED 기반 감성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다. 

감성 장치는 Bluetooth와 Zigbee를 연동한 마이크

로컨트롤러와 감성을 표 하기 한 3색 LED로 구성되

어있다. 한 사용자의 감성을 달 받기 한 스마트폰 

기반의 어 리 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감성 장치의 감성조명은 Bluetooth를 통해 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감성 정보를 받는다. 받아온 감성 정보를 

분석하여 LED를 통해 색상을 표 하고, Zigbee를 통해 

근처의 감성조명에 감성을 한다. 이때 감성을  

받은 감성조명은 자신이 Bluetooth와 연결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에 감성을 달한다. 

그림 4. LED 기반 감성전파장치 시스템 구조
Fig. 4. LED Based Emotional Expression Device 

System Architecture

1. 감성 전파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현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은 Windows Mobile 6.5기반의 

어 리 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 

인 역할은 사용자로부터 감성 정보를 입력 받아 

Bluetooth를 통해 데이터를 달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감성정보를 입력 받으면 설정된 감성정보의 색상 패턴을  

Bluetooth를 통해 감성 장치로 내보내게 된다.

그림 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블록 다이어그램
Fig. 5. Smart Phone Application block diagram

구 된 어 리 이션은 SMS을 이용한 Push Service

도 지원한다. Push Service는 SMS가 수신 되면 문자 내

용  미리 정의 한 감성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자 

내용  감성 키워드가 존재 하면 스마트폰 어 리 이

션은 Bluetooth를 통해 감성 정보를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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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 전파를 위한 감성 조명 구현

감성조명의 LED의 색상을 제어하고 Bluetooth와 

Zigbee를 제어하기 해 Infineon사의 XC2287을 사용하

다. XC2287은 차량용 마이크로컨트롤러로써 안정성이 

뛰어나며 CCU6 페리페럴을 통하여 LED를 제어하기 

한 PWM신호를 생성하기 용이하며, USIC을 통해 댜양

한 통신 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어 Bluetooth와 Zigbee

를 연동하는데 편리함이 있다. 

LED는 3색 LED로 R, G, B색에 한 각각의 Pin에 

류를 인가하여 직  3색을 제어한다. CCU6 모듈 한 개당 

R, G, B 신호를 해 3개의 PWM신호를 발생 시킨다. 

LED의 백색까지 자연스  표 하기 해  3개의 PWM 

신호는 차등 구동 된다.

XC2287은 Bluetooth 모듈을 사용해 스마트폰과 연동

하기 해 SPP(Serial Port Profile)를 사용한다. SPP는 

시리얼 통신을 모사한 로 일이다. 감성조명간 감성을 

할 때에는 Zigbee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Zigbee 네트워크 구성은 Multi-Cluster구조로 스마트폰

이 연결되어있는 감성조명마다 Cluster가 된다. 그림 7은 

체 시스템 회로이다.

그림 6. 감성전파장치 회로
Fig. 6. Emotional Expression Device Circuit 

그림 7은 XC2287 어 리 이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XC2287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에서 Bluetooth를 통해 

감성정보를 받았을 때, Zigbee를 통해 다른 감성조명에 

달할 때, 다시 스마트폰으로 Bluetooth를 통해 감성 정

보를 달할 때, 이 게 세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되

었다. 먼  감성조명이 스마트폰에서 Bluetooth를 통해 

감성정보를 받았을 때 감성조명에서 감성정보를 parsing

하고 감성을 LED로 표시하여 다. 그리고 Zigbee를 통

해 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해 메시지를 packing한 후 

Zigbee를 통해 감성을 한다. 두 번째 상황은 Zigbee

를 통해 달 받은 메시지를 parsing하여 달받은 감성

을 LED로 표 하여주 받은 메시지를 바로 주 의 다른 

Zigbee를 통해 다른 감성조명으로 한다. 마지막 상

황은 Zigbee를 통해 메시지를 달 받으면 두 번째 상황

과 동일하게 달받은 감성을 LED로 표 하여 주고 

Zigbee를 통해 근처 다른 감성조명에 를 한다. 그리

고 Bluetooth를 통해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감성을 달

하기 해 달할 감성정보를 메시지로 packing한 후 

Bluetooth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달한다. 

그림 7. XC2287 어플리케이션 블록다이어그램 
Fig. 7. XC2287 Application block diagram

Ⅴ. 시스템 실험

감성 장치 시스템을 실험하기 해 Windows 

Mobile 6.5 기반의 삼성 자 SCH-M715와 SCH-M490 

두 를 비하 고 감성 장치 3 를 제작하 다. 

그림 8. Bluetooth/Zigbee를 연동한 감성전파장치
Fig. 8. LED Based Emotional Expression Device 

Interworking between Bluetooth And Zig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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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의 양 에 스마트폰 두 와 앙에 감성

장치 3 의 모습이다. 실험은 앞에서 정의한 4가지의 감

성을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달하고 그 감성에 따

라 감성 장치의 LED색상이 바 는 것을 실험하 다. 

한 스마트폰끼리 SMS 문자를 송하여 감성 달을 

실험하 다.

실험 결과 Zigbee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감성 장치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송하여 LED로 감

성이 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스마트폰에서 

감성 장치로 Bluetooth를 통해 데이터 송도 원활히 

이루어져 감성 장치의 LED의 색상이 바 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LED의 색상 변화는 감성에 따라 색을 변화시키는 방

법을 달리하여 구 하 다. ‘화남’과 같은 감성은 색의 변

화를 빠르게 하여 흥분상태를 표 하 다. ‘사랑’, ‘기쁨’

과 같은 감성은 천천히 색을 변화시켜 온화한 느낌을 

달 받을 수 있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조명 장치를 연동하여 감성을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스마트폰과 조명 장치를 기

반으로 구 하 다. 3색 LED와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

의 감성조명을 통해 감성을 표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감성을 사용자의 감성을 달하 다.

본 시스템은 홈네트워크  USN에서 많이 사용되는 

Zigbee Network와 스마트폰의 Bluetooth를 융합하여 기

존의 홈네트워크  USN 시스템과 재 보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그 로 용시킬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스

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해 감성조명의 색상을 사용자

가 직  변화시키고 감성을 달할 수 있게 하 다. 향후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동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에 

시스템을 용시키고 감성조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감

성 메시지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정이다. 추가 으로 감성조명이 색을 표 하는 

방법을 한 개의 조명에서 다 표 하지 않고 한 가지 감정

을 다수의 감성조명이 같이 표 하는 시스템을 구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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