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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조명장치의 소모 전력 절감을 위한
거리 측정 센서 기반 자동 조광 제어

Automated Brightness Control Using Distance Measuring Sensor 

for Reducing the Power Consumption of Emotional Lighting

신성훈*, 지상훈**, 정구민***, 이영대****, 배성한***** 

Sung-Hun Shin, Sang-Hoon Ji, Gu-Min Jeong, Young-Dae Lee, Sung-Han Ba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감성조명의 소모전력 절감을 위한 거리 측정 센서 기반 자동 조광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지속적인 색상변화를 표현해야 하는 감성 조명에서의 소비 전력 절감을 위하여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사용
자와의 지속적인 거리 측정 및 이를 통한 PWM Dimming 제어를 수행한다. 조명장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LED 

Driver, 초음파 센서, 통신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초음파 센서를 통해 측정된 거리 정보를 PWM 신호에 적용하여 실
시간 밝기 제어를 수행한다. 기존 조명에서의 에너지 절감 기법을 감성조명에 적용하여 사용자 부재 시 불필요한 전
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능동형 조명 시스템을 구현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implement the automated brightness control system using distance 
measuring sensor for reducing the power consumption of emotional lighting device. In order to reduce the power
consumption of emotional lighting devices which express continuous color changes, the proposed device 
measures the distance continuously using ultrasonic sensor and by using this, it also performs PWM Dimming 
control. The lighting device is composed of micro controller, LED driver, ultrasonic sensor, communication 
module and so on. And the device performs the real time brightness control by adapting the measured distance 
information from ultrasonic sensor to PWM signals. From this experiment, we implement the active lighting 
system which minimizes unnecessary power consumption during user's absence by adapting existing energy 
reduc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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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 인 에 지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

이 세계 인 문제 으로 인식되면서, 조명 련 분야에

서도 에 지 약을 목 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1][2].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RoHS(유해물

질사용제한지침) 규제 등에 따라 LED조명에 한 국가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ative’를 통해 2020년까지 발  효율 

200lm/W의 LED 개발  세계 조명 시장 50% 유를 목

표로 하는 연구가 진행 에 있다. 일본은 백색 LED 보

 확산과 120 lm/W LED 개발을 목표로 하는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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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로젝트’를 진행 한 바 있으며 만의 경우 ‘차세  

원기술 개발  보 략’을 통해 2010년 백열 구 생

산 지, 2012년 구 사용 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 조명기기의 소모 력을 이기 한 방안으로

서 다양한 자동 조 제어 기술이 연구되고 상용화되고 

있다.  자동 조  제어 기술은 주로 건물 에 지 약에 

한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가동형 차양 장치, 선

반, 덕트 등의 연구 분야가 있다. 이러한 건물 소모 에

지 감을 한 조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재/부재 

확인을 한 감지 센서와 함께 차양 장치와 연동하는 조

도 센서 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에서 소모되는 력을 

최소화 한다[6][7]. 이와 같이 기존 조 용 조명분야에서는 

사용자의 재/부재 정보를 통해 소비 력 감을 수행하

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4][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센서로 측

정된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에 지 소비 감을 한 최

의 밝기 제어와 동시에 기존 감성조명장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명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이를 해 마이크로 컨트롤러, LED Driver, 음  센서 

등으로 구성된 조명 장치를 제작하 고, 음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값을 PWM 신호에 용하여 실시간 밝기 

제어를 수행한다. 이로서 기존 조명에서의 에 지 감 

기법을 감성조명에 용하여 사용자 부재 시 불필요한 

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능동형 조명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기존의 자

동 조  제어 시스템 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Ⅲ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동 조  제어 시스템

을 소개하고 동작 과정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구 에 

필요한 각 구성요소들과 자동 조  제어과정을 설명한다. 

Ⅴ장에서는 구 한 시스템의 동작 결과를 확인하고 마지

막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자동 조광 제어 시스템

조명 장치의 에 지 소비를 이기 한 표 인 방

안으로 자동 조  조명 제어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최근 

보 되고 있는 자동 조  조명 제어 시스템은 조도센서

나 동작감지 센서 등을 내장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조

명 장치의 밝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조도 센서의 경우 조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실내의 

밝기 정보를 지속 으로 측정하여 내부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기  조도와 비교하여 조도의 증감을 결정하게 된

다. 조  컨트롤러를 용한 표 인 사례로는 뉴욕 타

임즈 본사 건물의 롤러 쉐이드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

은 실내로 들어오는 자연 을 창문에 설치된 조도 센서

를 통해 차양막 역할의 롤러 쉐이드 높이를 5단계로 제어

한다. 실내로 들어오는 량에 따라 인공조명의 밝기를 

제어함으로써 에 지 감  쾌 한 실내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그림 1. 뉴욕 타임즈 본사의 자동 조광제어 시스템
Fig. 1. The New York Times Headquarter's  automated

roller shade and daylighting control system
  

동작 감지 센서는 사람의 동작이나 재/부재 정보를 측

정하여 이에 따른 조도의 제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동작

감지 센서로는 외선, 음 , 이미지 센서 등이 사용된다.

조  컨트롤러는 센서로부터 측정된 조  신호를 분

석하여 조명 장치의 밝기를 제어하기 한 신호를 발생

시킨다. 조 의 조  방법에는 실내 차양 장치 등의 조작 

는 조명의 직 인 밝기 제어의 방법이 있다. 이  

본 연구에서는 음  센서를 통한 사용자 감지  거리 

측정을 통해 거리에 따른 자동 조  제어시스템을 구

한다. 

Ⅲ. 센서기반 자동 조광제어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음  센서의 조명장치-사용자 간 거

리 측정을 통한 감성조명의 자동 조 제어시스템을 제안

한다. 음  센서는 지속 으로 근 한 물체와의 거리

를 측정하고, 측정된 거리에 따라 조명의 재 밝기를 조

한다. 

본 연구의 상이 되는 감성 조명 장치는 사용자의 심

리 상태와 생체 리듬에 알맞은 색 온도  밝기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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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공간을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사용자와 조명 

장치간의 감성 메시지 달 등의 심미  기능이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동 조 제어 구  시 조명장

치와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지거리를 설정하고, 설정한 범  이내에서 조 제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 2는 이러한 자동 조  제

어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2. 자동 조광 제어 시스템 개념도
Fig. 2. Concept of automated brightness control 

system
 

사용자가 특정 감지 범  이내에 있을 경우 그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제어한다. 거리 센서를 내장하는 

본 조명장치는 거리 센서의 최 /최소 거리를 특정 범

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이는 최  거리 측정 시 음  

센서가 가질 수 있는 오차  오작동을 이고 감성조명 

장치의 상호작용 역할을 안정 으로 수행하기 함이다. 

조명의 밝기 제어는 사용자가 조명에 가까워질수록 밝아

지도록 하여 조명장치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력소비를 

감소시키도록 한다. 사용자가 센서 감지 범 를 완 히 

벗어난 경우 조명은 완 히 꺼지지 않고 지정된 최소 밝

기(20%)로 동작하여 조명의 동작여부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감성조명 장치의 특성 상 지속 으로 조명 빛의 밝기

와 색상 시 스가 바 기 때문에 매 순간의 밝기제어 속

도가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장치의 조명 

제어는 디지털 기반 PWM Dimming 제어를 사용하므로 

MCU내부의 타이머로 구동되는 거리 센서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매 순간의 가 치를 연산하고, PWM Duty값과

의 곱으로 실제 조명 신호를 생성한다. 

Ⅳ. 조명 장치 구현

자동조  제어 기능을 가지는 감성조명 시스템의 구

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초음파 센서 내장 조명 장치 구조도
Fig. 3. Diagram of lighting device using ultrasonic 

sensor

감성조명 장치는 4개의 3색 LED모듈로 이루어져 있

으며 사용자의 재 감정 상태를 다양한 색상 패턴으로 

표 한다. 사용자의 감정 표 은 내부에 미리 정의된 감

정 시 스를 재생하거나, Bluetooth 등의 WPAN을 통해 

수신한 색상 컨텐츠를 재생한다. 

음  센서는 지속 으로 음 를 발생시키고 펄스

로 수신한 반사 를 MCU로 송신한다. MCU에서는 입

력 트리거와 반사 간의 시간차를 카운터로 측정하고 이

를 기반으로 근 한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한다. 계산된 

거리는 재 출력되고 있는 조명의 밝기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1. SRF-05 초음파 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  센서 모듈은 SRF-05이며 

외   핀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SRF-05 초음파 센서
Fig. 4. SRF-05 Ultrasonic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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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05의 측정 가능 거리는 1cm ～ 4m이다. SRF 

음  센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부터 음  발생의 명

령에 해당하는 trigger 신호를 입력 받고 이 후 측정된 거

리에 해당하는 echo 신호를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송하

여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거리연산을 수행한다. 다음 

그림5는 SRF-05의 타이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5. SRF-05 타이밍 다이어그램
Fig. 5. SRF-05 timing diagram

 

Trigger Input 핀에 최소 10의 구형 를 입력하

면 주 수 40KHz의 8사이클 음 가 발생한다. 발생된 

음 가 물체에 반사되어 센서의 수 기에서 검출되면 

Echo pulse output 핀으로 구형 가 출력된다. 이 출력 

펄스의 폭이 음 가 물체에 부딪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해당되며, 이 펄스폭과 시간은 비례한다. Echo 펄

스의 폭은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100  ～ 25msec

사이의 값으로 출력된다. 출력되는 echo 펄스의 최  폭

은 30ms이며 이 경우 방에 물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다(time out). 음  센서로의 트리거 입력과 에코 출력

이 순차 으로 반복돼야 하므로 트리거 입력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입력되어야 한다. 트리거 입력직후 8사이클 

동안의 음  발생 시간이 필요하며, 에코 출력 펄스폭

이 최  30msec 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 할 수 있는 

주기 설정이 필요하다. 본 구 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

러에서의 트리거 신호 생성  연산의 원활함을 해 트

리거 입력의 주기를 40msec로 설정하 다. 일반 인 실

내 조명장치를 고려하여 거리 감지의 범 를 30cm ～ 

1.5m로 설정하고 이 거리 내에서 밝기를 제어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트리거 신호 생성, 에코 신호 수신, 거리 

계산  밝기제어는 XC-2287에서 일 으로 이루어진다.

2. MCU 및 조명 모듈 

조명장치의 MCU로 사용된 XC-2287은 차량용 

BCM(Body Control Module)을 해서 제작된 Infineon

사의 16bit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66MHz의 연산 속도

를 가지고 있다. 내부 으로 그림6과 같이 다양한 페리페

럴들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표 인 페리페럴로는 

High-Speed CAN통신을 지원하는 Multi-CAN,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다양한 종류의 통신을 담

당하는 5채 의 USIC 등이 있다. 

그림 6. XC-2287 블록 다이어그램
Fig. 6. XC-2287 block diagram

 

이  CCU6X와 CAPCOM2는 PWM 생성을 한 유

닛으로서 하드웨어 으로 PWM 신호를 생성하며, 입력 

신호에 한 인터럽트 발생을 용이하게 한다. CCU6X와 

CAPCOM2유닛은 모두 타이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 타이머들은 Reload 지스터를 가지고 있어서 CPU로

의 알림 없이 타이머 모듈 스스로 일정한 시간의 PWM 

신호 생성이 가능하다. 한 타이머 내의 각각의 채 에

서는 비교 지스터(Compare Register)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 지스터 값을 설정하고 PWM 생성모드를 설정하

면 CPU에 향을 끼치지 않고 CCU6X 는 CAPCOM2 

모듈의 독립 인 PWM생성이 가능하다. 이것은 기존의 

8051이나 AVR에서 타이머를 이용한 PWM 생성보다 정

확도가 높으며, CPU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PWM 생성이 가능한 장 을 지닌다. 

구 된 감성조명장치에서 사용하는 PWM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다. 첫 번째는 음  센서의 트

리거 입력으로 사용되는 신호이며 이는 CAPCOM2유닛

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두 번째는 LED dimming을 한 

PWM 신호로서 CCU6X 유닛으로 생성한다. 

 

3. 거리 측정 및 조광 제어 

XC2287의 CAPCOM2에서는 총5개의 PWM 생성모드

를 제공한다. 각각의 모드는 모드0～3과 더블 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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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이다. 이  모드3는 재 타이머의 지스터가 비교 

지스터(Compare Register)와 같으면 HIGH( 는 

LOW)로 설정되며, 타이머의 오버 로우가 발생하면 신

호를 토 하면서 결과 으로 특정 주기와 duty비를 갖는 

PWM 신호를 만드는 모드이다. 구 에 사용된 음 센

서 트리거 입력신호의 경우 체 40msec주기  10

의 HIGH 펄스를 가지는 PWM 신호이다. 이를 해 먼  

동작 주 수 분주를 통해 40msec 주기를 만드는 Reload 

Register값을 설정하고, duty비율에 맞는 비교 지스터 

값을 설정한다. 기본 XC-2287의 동작 클럭은 66MHz이

므로 1tic카운트 동안의 소요 시간은 약 15.15nsec 이다. 

XC-2287은 16비트 MCU이므로 체 한 주기 동안 셀 수 

있는 시간은 약 1msec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작 클럭을 

특정 값으로 분주하여 최  카운트 가능한 시간을 늘려

주는 과정이 필요하며, 오버 로우가 발생할 때까지의 

최  시간은 다음 식(1)을 통해 구한다.

분주


×최대 수 (1)

식(1)로부터 40msec 주기를 셀 수 있도록 하는 한 

분주는 64이다. 즉




×   

이므로 최  63.55msec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클럭 분주를 한 경우 한 개의 tic 당 소요 시간은 64

배가 늘어난 약 0.970이다. 이를 통해 40msec 주기

를 해서는 


≈  개의 tic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eload 지스터는

0xFFFF - 0xA115 = 0x5EEA   

가 된다. 이 과정으로 구해진 값을 Reload 지스터로 설

정하게 되면 오버 로우 발생 시 타이머가 0이 아닌 

Reload 지스터의 값부터 tic 카운트를 하게 된다. 결과

으로 매 오버 로우가 걸릴 때까지 40msec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으로 10의 폭을 가지는 트리거 펄스에 해당

하는 비교 지스터 값을 구한다. 한 개의 tic 당 약 0.970

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11개의 tic을 트리거 입력에 

할당하면 약 10.67가 되어 센서로 하여  거리 인식

을 한 음  발생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자동 조 제어는 음 센서로 입력된 반사 의 폭을 

시간으로 환산하고 이를 LED PWM 신호에 용하여 구

한다. 반사 의 폭은 음  발생 후 되돌아오는데 까

지의 시간이다. 음 의 속도는 매질의 온도, 복원력, 성

에 따라 달라진다. 0℃의 공기 에서 음 의 속도는 

331m/s이며 섭씨온도 t℃ 에서의 음 의 속도는 다음 식

(2)를 통해 구한다. 

   (2)

즉, 일반 인 실내공기(20℃)에서의 음  속도는 약 

343.6m/s2임을 알 수 있다. 

반사 는 음  발생 후 되돌아오는 왕복시간이므로 

음 의 속도를 고려한 물체와의 거리는 다음 식(3)과 

같이 구해진다. 



×
 (3)

실험에 사용된 SRF-05 음  센서의 측정 가능거리

는 1cm～4m 이다. 그러나 일반 인 실내조명의 치, 크

기  신호간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실제 구  시 사용하

는 거리범 는 30cm～1.5m로 제한하 다. 즉 30cm이하

의 거리에서는 본래 구 한 PWM Duty가 그 로 용이 

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 치를 여 LED의 밝기가 

 어두워지도록 하 다. 최  측정거리 1.5m이상에서

의 밝기는 본래 Duty의 20% 밝기를 내도록 구 하여 

LED가 완 히 소등되지 않도록 하 다. 

Ⅴ. 구현 결과

다음 그림 7은 구 된 감성조명장치의 모습이다. 장치 

내부 하단에 PWM Dimming제어, 블루투스 통신 등에 

필요한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거리 측정을 한 음  

센서의 송수신부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내에서의 

일반 인 조명의 치를 고려하여 3개면에만 센서를 부

착하 다. 조명장치 내부에는 각각 5개의 LED로 이루어

진 LED 모듈 4개가 높낮이를 달리하여 배치 되어있다. 

그림 7. 거리 측정 센서 내장 감성 조명 장치
Fig. 7. Emotional lighting device using distance 

measuremen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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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설정된 인지 범  30cm ～ 1.5m이내에서 거

리에 따른 자동 조  제어동작이 수행되었다. 설정 범  

내에서는 사용자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밝기가 어두워

지고, 1.5m 밖의 거리에서는 최소 밝기(20%)로 동작하는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8은 구 된 자동 조

 제어의 동작 모습이다.  

그림 8. 거리에 따른 자동 밝기 제어
Fig. 8. Automatic brightness control according 

to distance

구  결과를 통해 감성조명 장치의 불필요한 력 소

모 감과 동시에 기존 감성 조명장치의 심미 인 효과

가 그 로 유지되는 동작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로 측정된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에 지 소비 감을 한 최 의 밝기 제어와 동시에 기

존 감성조명장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명 시스템

을 제안하고 구 하 다. 이를 해 마이크로 컨트롤러, 

LED Driver, 음  센서 등으로 구성된 조명 장치를 구

하고 음  센서를 통해 실시간 밝기 제어를 수행하

다. 본 시스템의 자동 조 제어 기능을 통해 기존 조명

에서의 에 지 감 기법을 감성조명에 용하여 사용자 

부재 시 불필요한 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능동형 조명 

시스템을 구 하 다. 

향후 연구로서 재의 음  센서 이외에 포토센서, 

이  센서, 외선 센서 등의 조합으로 더욱 더 정 한 

거리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WLAN, WPAN 등의 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로 , 

디지털 앨범 등 다양한 응용 컨텐츠의 개발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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