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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W LED 이용한 RBFNN 기반 감성조명 시스템 설계

Design of RBFNN-based Emotional Lighting System Using RGBW LED

임 승 
*
․오 성 권

†
 

(Sung-Joon Lim․Sung-Kwun Oh)

Abstract  -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LED emotional lighting system realized with the aid of both intelligent 

algorithm and RGB LED combined with White LED. Generally, the illumination is known as a design factor to form the 

living place that affects human's emotion and action in the light- space as well as the purpose to light up the specific 

space. The LED emotional lighting system that can express emotional atmosphere as well as control the quantity of light 

is designed by using both RGB LED to form the emotional mood and W LED to get sufficient amount of light. RBFNNs 

is used as the intelligent algorithm and the network model designed with the aid of LED control parameters (viz. color 

coordinates (x and y) related to color temperature, and lux as inputs, RGBW current as output) plays an important role 

to build up the LED emotional lighting system for obtaining appropriate color space. Unlike conventional RBFNNs, Fuzzy 

C-Means(FCM) clustering method is used to obtain the fitness values of the receptive function, and the connection 

weights of the consequence part of networks are expressed by polynomial functions. Also, the parameters of RBFNN 

model are optimized by using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The proposed LED emotional lighting can save the 

energy by using the LED light source and improve the ability to work as well as to learn by making an adequate mood 

under diverse surroun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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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빛은 공간을 비추고 공간을 형성하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

된다. 그리고 빛에 의한 공간의 연출은 인간의 심리에 향

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빛에 따라 공간의 느낌이 변하

는 것처럼 빛은 그 환경에 응하는 인간의 심리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빛이 가진 ‘색(color)’ 이라는 속성을 

통해 근래에는 ‘컬러테라피’등의 응용학문으로까지 발 하게 

되었고 감성조명은 이를 이용한 조명시스템이다. 빛과 색을 

응용한 감성조명의 용과 활용은 결국 ‘빛 공간’ 안에 생활

하는 인간의 정서와 행 에 여러 가지 향을 미치게 된다. 

조명은 인간의 감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항상 동질 이지 않고 공간의 질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한정된 공간’이 아닌 동 인 성질의 

‘특정한 시간’ 으로서의 공간을 추구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은 디자인 상의 요소와 속성에 의해 야기되는 

감성요소와 이러한 감성요소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루

어져있기 때문에 감성요소와 련된 부분은 인의 라이

스타일을 결정짓는 요한 변수가 된다. 우리는 과거에 

기능  측면만을 고려한 조명에서 차 독창성을  반 하는 

조명을 선호하고 감성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매, 교육, 시 등의 특수한 목 을 추구하는 공간에 이러한 

감성조명이 용 될 때 신체 , 정신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조명환

경이 앞으로 더욱 풍요롭게 발 하게 될 것이다[1,2].

원으로 사용되는 발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는 자의 에 지 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동하면서 특정한 장의 빛을 발하는 고체발 소자로서, 일반 

자기기의 표시등이나 숫자표시에 사용됨으로써 우리 생활

과 친숙해 졌다. 창기에는 휘도가 낮고 색의 한계가 있었

으나 재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고 생산기술이 진보함에 따

라 반 구 인 수명, 낮은 소비 력, 높은 신뢰성을 갖춘 반

도체 소자로 각 받고 있다. 1993년 450nm이하의 장을 가

진 고휘도 청색 LED가 개발되면서 기존의 색  녹색 

LED와 함께 빛의 3원색을 모두 낼 수 있게 되어 완 한 컬

러의 표 이 가능해졌다. 이후 LED를 이용한 완  컬러 

, 교통신호등, 간 , 백라이트유닛 등 다양한 응용 제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LED가 정보기술과 녹색기술 

산업으로 각 받고 련 시장이 속히 확산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감성조명으로 색 공간 확보를 해 Red, 

Green, Blue 3색상의 LED를 이용하고,  조명으로서 기능

 측면의 충분한 량확보를 해 White LED를 함께 사

용하여 감성분 기의 연출과 조명으로서의 기능  요소를 

만족하는 조명 설계를 목 으로 한다. 나아가 시뮬 이터를 

통한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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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색채분석도구(I.R.I HUE & TONE), 제 C-2001-001387호

Fig. 1 Color Analysis Tool(I.R.I HUE & TONE), 

C-2001-001387

2. 감성조명의 이해와 감성언어의 색도좌표 추론

감성조명은 색온도와 휘도를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 

용시키면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의 조명기술이

다. 따라서 일출과 일몰, 한낮시간의 변화에 따른 태양 빛의 

변화를 실내에 그 로 연출할 수 있으며, 색온도를 

2,400K~7,000K 범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다. 

한 임의로 실내공간을 나 고, 각각의 공간마다 다른 빛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빛의 조 이 요한 것은 태양빛에 

따른 사람의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태양 빛은 생명이 

진화하는데 향을 주며, 특히 태양 의 스펙트럼 특성과 빛

의 리듬, 그리고 1년의 계 인 빛의 변화에 응해서 사람

은 다양한 심리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한 색온도에 따

라 활기, 정열, 안락함, 안정됨, 휴식 등의 다양한 심리  

향을 받는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빛의 성질을 이용해 따뜻

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

게 만들어 주는 감성조명이 개발된 것이다. 즉 감성조명은 

공간 곳곳에 사용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음식을 

더 맛있게 보여주며, 음악과 어우러져 우리의 삶을 한껏 풍

요롭게 만들어 다. 본 장에서는 감성조명으로 사용하기 

한 감성언어와 수업과목에 따른 색도좌표를 추정하여 실

제 조명에 목시키기 한 이론을 연구한다. 

2.1 감성언어의 추론

본 에서는, 감성공학 분야에서 연구된 컬러이미지스

일(Color image scale)과 형용사이미지스 일(Adjective 

image scale)을 이용하여 감성언어를 색(Color)으로 추론하

고 추론된 색의 3원색 분포를 알아낸 뒤 최종 으로 색도좌

표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에 해 설명한다[5,6,7].

2.1.1 색채분석도구와 이미지스 일(Image Scale)

이미지스 일은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심리와 감성을 구분하는 객  기 이며 디자인 등에 총체

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감각과 과학을 결합시킨 

방법이다. 이는 단색 혹은 배색의 이미지를 이미지 스 일

의 각 축에 배치시킴으로써 색채를 보고 느끼는 심리  감

성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기 이 되는 매트릭스(matrix)이다.

아래 그림 1는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에 

의한 색채표 을 색상(Hue)과 색조(Tone)로 단순화시켜 색

채 분포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한 색표이다. 이는 기존에 

개발된 여러 유형의 색조체계를 발 시켜, 한국인의 감각을 

수용하면서 세계  범용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

다. 총 120색은 110개의 유채색과 10개의 무채색으로, 110개

의 유채색은 10개의 색상과 11개의 색조로 구성된다[6].

형용사 Image Scale, 단색 Image Scale은 각각 세로방향

으로 부드러운(Soft), 딱딱한(Hard), 가로방향으로 동 인

(Dynamic), 정 인(Static)의 동일한 기 축으로 이루어진 

공간 내에서 고유의 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상 인 

이미지를 구체 인 색채로 는 구체 인 색을 추상  이미

지로 환(이미지 매칭)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 이미지 매칭 결과

Fig. 2 Result of image matching

2.1.2 감성언어의 추론 결과

형용사 이미지스 일을 단색 이미지스 일과 매칭한 후 

표본 61개를 상으로 3원색의 분포와 x, y 좌표를 얻은 결

과를 아래 표 1에 나타내고 각 단계별 설명을 보인다[4,5].

[단계 1] 각 형용사이미지에 매칭 되는 단색이미지에 한 3

원색의 분포를 기록한다.

[단계 2] 8bit 해상도의 RGB를 정규화 시킨다.

  


,    


,   


          (1)

[단계 3] CIE1931 등색함수를 이용하여 3자극치(X, Y, Z)로 

변환한다.























  
  
  












              (2)

[단계 4] 얻어진 X, Y, Z를 정규화 시킨다. 이 게 얻어진 

x, y는 CIE1931 색도좌표 값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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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택된 이미지스 일의 3원색 분포와 x, y 좌표

Table 1 Distribution of selected image scale of three original 

colors and x, y coordinates

단계 1 단계 4

형용사
이미지

3원색 분포
x y z

R G B

은 194 68 141 0.3841 0.2423 0.3735

활동 인 203 0 63 0.531 0.173 0.296

뛰어난 0 132 127 0.22 0.3596 0.4204

차가운 57 173 124 0.278 0.3969 0.3251

⋮ ⋮ ⋮ ⋮ ⋮ ⋮ ⋮

견고한 81 134 152 0.2876 0.3215 0.3909

남성 인 77 94 84 0.3235 0.3514 0.3251

도시 인 93 59 110 0.3291 0.2512 0.4197

견실한 132 138 150 0.3239 0.323 0.3531

          

2.2 수업과목에 따른 조명 추론

조명의 색온도가 사람의 심리상태나 뇌 에 미치는 향

을 기반으로 수험생이나 학생들이 더욱 효율 으로 수업에 

임하도록 역  과목에 합한 색온도를 정의하고 최종

으로 색도좌표를 구한다. 아래 표 2는 색온도를 색도좌표로 

환산하는 식을, 표 3은 학습 역에 따른 과목별 합한 조명

의 색온도와 환산식을 이용한 계산을 보인다[7,8].

표   2  고장 시뮬 이션 결과CIE x, y 색도좌표 환산식

Table 2 Fault simulation resultsTransform expression of CIE 

x, y chromaticity coordinates

색온도
(Tc) 

1667K ∼ 
4000K

=-0.2661239* /  - 0.2343580* /

+ 0.8776956* /  + 0.17991

4000K ∼ 
25000K

=-3.0258469* /  + 2.1070379* /

   + 0.2226347* /  + 0.24039



1667K ∼ 
2222K

=-1.1063814*  - 1.3481102*

   + 2.18555832*  - 0.20219683

2222K ∼ 
4000K

=-0.9549476*  - 1.3741859*

  + 2.09137015*  - 0.16748867

4000K ∼ 
25000K

=3.081758*  - 5.8733867*

  + 3.75112997*  - 0.37001483

표   3  학습 역에 따른 합한 조명의 색온도와 색도좌표

Table 3 Color temperature and chromaticity coordinates of 

adequate illumination according to lesson area

역 색온도
(Tc) 과목 색온도

(Tc)  , 

언어
역

4200K ∼ 
4600K

국어 4200K 0.3720, 0.3712

외국어 4400K 0.3643, 0.3660

암기 4600K 0.3572, 0.3610

수리
역

7600K ∼ 
8200K

과학 7600K 0.2992, 0.3091

수학 8000K 0.2952, 0.3048

술
역

2200K ∼ 
2600K

음악 2200K 0.5054, 0.4152

미술 2400K 0.4856, 0.4146

창의 2600K 0.4676, 0.4123

3. 다항식 기반 RBF 신경회로망 모델 최 화

만일 256개의 의사 무작  패턴이 가해졌을 때, 66개의 

결정 패턴만을 가하면 고장 검출률 100%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총 322개의 패턴으로 고장 검출률 100%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 무작  패턴을 더 많이 가하면 

총 테스트 수는 길어지지만 값을 일 수 있다. 총 5440개

의 테스트로 100%를 얻을 수 있는 무작  테스트보다 테스

트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본 장에서는, 측정기로부

터 얻어진 x, y좌표와 조도(lx)를 입력으로 하고, 출력을 

LED의 류로 하는 지능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  지

능형 알고리즘으로 사용한 다항식 기반 RBF 신경회로망

[9,10,11]에 해 설명하고, 사용된 FCM 클러스터링 방법

[12,13]에 해 설명 한다. 이 FCM(Fuzzy C-Means)의 멤

버쉽 함수를 지능형 모델의 최 화를 한 은닉층의 활성함

수로 사용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의 성능 향상에 주요

한 역할을 하는 라미터들(클러스터의 수, FCM 클러스터링

의 퍼지화 계수,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형태)의 최 화를 

해 사용한 입자군집화알고리즘(Particle Swarm Optimization 

: PSO)[14,15]에 해 설명한다.

3.1 제안한 RBF 신경회로망의 구조

먼  일반 인 RBF 신경회로망은 일반 으로 3개의 층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가진 신경회로망으로써 n차원의 

입력 벡터 x=[x1, x2, …,xn]
T
는 은닉층을 통해 비선형식으로 

변환되고, 은닉층을 통해 얻어진 활성 벨들은 출력층에 

치한 뉴런에 의해서 최종 으로 선형 형태로 변환된다.

RBF 신경회로망은 빠른 학습시간과 일반화(generality) 

능력 그리고 단순화(simplicity) 능력이 다른 알고리즘과 비

교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과 비

선형 시스템의 모델링 등에 사용된다. 일반 으로 리 사

용되어지는 방사형 기 함수 형태는 식 (4)과 같이 가우시

안 형태로 표 되어진다[9].

 exp   





∥ ∥                 (4)

여기서 xj는 j번째 입력 데이터, vij은 j번째 입력의 i(i=1, 

..., K)번째 RBF의 심, σi는 i번째 은닉층 노드에서 RBF의 

활성화 역을 결정하는 분포상수이며 일반 으로 은닉층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은 ‘1’의 값을 가진다. 네트워크의 출력 

y(x)는 각각의 활성화 벨의 선형 조합으로써 다음 식 (5)

과 같이 계산된다.

yx i  
K wiRi x                       (5)

은닉층에서의 개발이 결정 인 RBF 신경회로망 설계에 

있어서 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그 이유는 (a) 은닉층의 

형태와 수는 기본 인 설계의 이 되고, (b) 입력공간에

서의 은닉층의 분포는 네트워크의 기능에서 요한 련이 

있으며, (c) 각각의 은닉층에서의 라미터의 최 화는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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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요하다.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이와 같은 

요한 설계 이슈들에 해 다루기 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즉, RBF 노드 상호간의 연결가 치와 

노드 심  폭과 같은 라미터 변경 등이 연구되었으며, 

입력 데이터 에서 임의로 심 선택법[13] 등이 사용되어

졌다. 한 은닉층의 형태가 결정되어진 후, 출력층에서의 

신경들의 가 치에 한 최 화가 직 으로 이루어진 논

문들도 있다[15].

제안한  RBFNNs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조건부에 기존의 

가우시안 함수가 아닌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 다. 

FCM 알고리즘은 각 클러스터에 데이터의 소속정도를 퍼지

집합으로 출력하는 방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활성함수

로써 사용하기에 합하여 가우시안 함수의 역할을 체하

여 사용할 수 있었다. 결론부에서는 일차선형, 2차선형, 변형

된 2차 선형을 사용한다[9-11].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

를 동정하기 한 후반부 라미터 동정은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Equation: LSE)을 사용하 다. LSE는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여 주고, 역 모

델의 학습을 한 번에 구하여 내어 오류역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와 달리 학습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가

진다.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해 성능지수 식을 식 (6)에

서 보여  Root Mean Square Error(RMSE)을 이용하여 실

행하 다.

SE 





 






            (6)

여기서, y(x)는 주어진 실제 출력 데이터이고 (x)는 모

델의 출력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림 3 개선된 방사형 기 함수 신경회로망(RBFNNs)

Fig.  3 Improved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이 게 개선된 방사형 기 함수 신경회로망은 다입력 다

출력의 모델링에도 robust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측능력이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3.2 멤버쉽 함수로써의 FCM Clustering Algorithm

클러스터링 방법이란 데이터의 분류를 해 사용되는 알

고리즘으로 데이터의 패턴, 속성, 형태 등의 기 을 통해 비

슷한 데이터끼리 분류하여 개체의 소속집단을 정의해 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들간의 거리를 기 으로 근

한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들을 특성별로 분

석하여 클러스터를 기 으로 특성을 별하는 Fuzzy 

C-Means clustering(FCM) 방법을 사용하여 규칙의 심  

 분포상수를 구한다.

FCM 클러스터링 방법은 n개의 벡터 (i=1,...,n) 집합을 

c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각 클러스터의 목 함수가 최소

가 되는 심값을 찾는 방법이다. FCM과 K-Means 클러스

터링 방법[15]의 요한 차이 은 FCM클러스터링 방법은 0

과 1사이의 소속감 정도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들을 몇 개

의 클러스터로 나  수 있는지를 별하기 한 퍼지 분할

을 사용한다는 이다[12].

3.3 입자 군집 최 화(PSO) 알고리즘에 의한 RBFNN 

모델 최 화

본 에서는 제안한 퍼지 모델의 성능 향상에 주요한 역

할을 하는 요 라미터(클러스터의 수(즉, 제안된 모델의 

규칙의 수), FCM 클러스터링 방법에서의 클러스터 심

과 분포상수 그리고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형태)를 최 화

하기 하여 목된 입자 군집 최 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고리즘[14]은 자연선택의 진화 메커니

즘이 아닌 새떼와 물고기 떼와 같은 생체군집의 사회  행

동약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15]. PSO 역시 군집기반 알고

리즘으로 병렬처리 특징을 가지며, 군집과 개체는 Swarm과 

Particle로 표 된다. PSO의 각 Particle의 최 의 해를 얻기 

해 다차원 탐색공간을 날아다니며, 그들 자신과 이들 이웃

의 경험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 의 치로 이동해 간

다. PSO는 이론의 간결성, 구 의 용이성, 연산의 효율성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짧은 계산시간 안에 최 의 해를 생성 

할 수 있고, 다른 확률  방법보다 안정 인 수렴특징을 나

타낸다.

4. 원의 색도좌표 데이터 취득을 한 Hardware  

Software

Red, Green, Blue 각각의 원을 임의의 밝기로 켠 뒤 원

거리에서 바라본 원의 색은 RGB 각각의 분리된 색으로 

보이지 않고 첩된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 색은 그

림 1의 색 공간상의 어느 한 (좌표)이 된다. 역으로, 색 

공간상에 임의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RGB 3원색의 분포 정

도를 알 수 있다. 본 에서는 여러 원의 Beam이 첩되

었을 때 첩된 Beam의 색 공간상 좌표를 구하고, 이를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지능형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델링의 입력 

정보를 얻는다.

 RGB는 색공간상에서 3자극치의 독립된 변수이나, W 

원은 RGB 3원색이 더해진 합성  이다. 이는, 사용자가 원

하는 감성의 색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연출하기 해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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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상에 W 원을 추가 했을 때, 그 공간은 3원색의 분포

가 변하게 되고 결과 으로 원하는 색 공간을 연출할 수 없

게 됨을 뜻한다. 따라서 감성조명에서 W 원의 추가시 색

도좌표 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해 본 에서는 RGB와 W가 합성된 Beam의 색도좌표를 

실험 으로 측정하고, 이를 지능형알고리즘을 통한 모델을 

구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실험 으로 색도좌표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정 한 측정기를 이용한 방법과 원에 3

원색의 포함 정도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센서를 이

용하는 방법의 2가지 방법으로 근하여 최종 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본 시스템의 체 인 흐

름을 그림 4에 보인다.

그림 4 시스템의 체 인 흐름

Fig. 4 Total flow of the system

4.1 실험을 한 하드웨어의 구성

본 에서는, 원의 색도좌표를 실험 으로 측정하기 

한 하드웨어의 구성을 블록 다이어그램과 배선도로 나타내

고 각 블록에 한 설명이다.

그림 5 개발된 블록 다이어그램

Fig. 5 Developed block diagram

4.2 컬러센서를 이용한 원의 데이터 취득 [CASE 1]

로그램에 의해 선택 으로 RGBW LED를 등하고, 컬

러센서는 550msec 주기로 Beam의 3원색 분포를 측정하여, 

통신을 이용해 마스터 컨트롤러로 송하고 최종 으로 PC

에 장되도록 설계 되었다. RGBW LED는 최 류의 

1/10, 1/12인 2mA, 5mA의 간격으로 변화시키며 센서로 데

이터를 취득한다. 이 게 취득된 총 17303개의 데이터를 PC

로 송, 장 한다.

취득된 8bit 해상도의 데이터를 식(1)와 같이 정규화시킨 

뒤, 식(2)의 등색함수를 이용하여 3자극치의 X, Y, Z로 변환

하고 식(3)를 이용하여 정규화 시킨다. 이 게 얻어진 x, y

를 표 4에서 결과값을 정리하 고 그림 6에서 색공간상에 

나타내었다.

표   4 Color Sensor를 이용한 데이터 취득 결과

Table 4 Results of data acquisition by using color sensor

R G B W r g b x y z

0 0 0 5 7 7 8 0.3243 0.3158 0.3599

2 0 0 5 7 7 8 0.3243 0.3158 0.3599

4 0 0 5 6 7 9 0.304 0.3011 0.3949

6 0 0 5 13 7 9 0.3772 0.2949 0.3278

8 0 0 5 15 8 9 0.3893 0.3096 0.3011

10 0 0 5 19 8 9 0.4175 0.306 0.2765

⋮ ⋮ ⋮ ⋮ ⋮ ⋮ ⋮ ⋮ ⋮ ⋮

그림 6 색도좌표상의 컬러센서 데이터 취득 결과 표시

Fig. 6 Display the result obtained data by color sensor on 

chromaticity coordinates

4.3 컬러미터를 이용한 원의 데이터 취득[CASE 2]

본 에서는 색도계(Chromameter, CL-200A)를 사용한 

데이터 취득과정을 나타내고자 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통신

을 이용하여 마스터 컨트롤러로 송되고 최종 으로 PC로 

송, 장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로그램에 의해 선택 으로 각 LED를 등하고, 색도계

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여, 통신을 통해 마스터 컨트롤러로 

송하고, 최종 으로 PC에 송, 장되는 것은 컬러센서 

에서와 같으나, 측정기기의 다름으로 인해 RGB LED는 0～

20mA까지 1mA간격으로, W LED는 20～60까지 10mA간격

으로 등한다. 이 게 얻어진 총 46305개의 데이터를 PC로 

송, 장 한다.

시스템의 입출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lx는 해당 단계에서 

LED의 밝기 정보를 나타내고 x, y는 빔의 색도좌표를 나타

낸다. 이 게 얻어진 x, y를 색공간상에 나타내었다(그림 7).

데이터 취득 결과를 고찰해보면, 기능  측면의 충분한 

량확보라는 일면의 효과와 풍부한 감성의 표 을 한 넓

은 색 공간 확보라는 이면의 목 이 서로 상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요에 따라 히 RGB와 W LED의 혼

합비율을 선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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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 취득 결과  LED조명의 표  한계

Fig. 7 The results of data acquisition and the expressive 

limitation of the LED

표   5  색도계를 이용한 데이터 취득 결과

Table 5 Results of data acquisition by Chromameter

R G B W lx x y

0 0 0 20 49.2 0.2884 0.2984

1 0 0 20 49.6 0.2924 0.2984

2 0 0 20 50.1 0.2965 0.2983

⋮ ⋮ ⋮ ⋮ ⋮ ⋮ ⋮

19 0 0 20 57.9 0.3524 0.2982

20 0 0 20 58.3 0.355 0.2982

0 1 0 20 51.1 0.287 0.3061

⋮ ⋮ ⋮ ⋮ ⋮ ⋮ ⋮

4.3.1 LED 원에 감성언어 표 의 한계  원 

변경

그림 7의 결과를 통해 RGBW LED 조명의 분  특성과 

사용된 LED 원의 표 특성을 알았다. 이 특성을 보면 풍

부한 감성언어의 표 에는 조명 자체의 넓은 색 공간을 요

구 한다. 한 W LED와 RGB LED를 함께 사용한 결과 색

도좌표상에 표 할 수 있는 감성언어의 표 은 제한된다. 

이를 보완하기 해 풍부한 감성언어의 표 을 한 조명의 

색공간 확  실험을 진행한다.

풍부한 감성언어의 표 을 해 W LED를 변경하여 조

명의 색 공간을 확 하고, RGB LED의 수량을 기존 1개에

서 3개로 늘렸다. W LED는 색공간 상의 심  이동을 목

으로 더 낮은 색온도의 LED를 사용하 다. 

5. 실험 결과  고찰

5.1 모델의 성능 평가

본 에서는, 제안된 네트워크의 구조와 표 6의 최 화 

라미터 정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 분석한다. 

모델은 컬러센서[CASE 1]와, 컬러미터[CASE 2]를 통해 얻

어진 색도좌표와 조도를 입력으로 하고, LED에 흐르는 

류를 출력으로 한다. 클러스터의 수(RBF 신경회로망의 은닉

층 수)를 변경하면서 성능지수를 비교한다. 모델의 성능지수

는 식 (6)의 RMSE를 사용하여 컬러센서의 데이터와 컬러

미터의 데이터를 비교한다.

그림 8 색도좌표상의 변경된 조명의 데이터 취득 결과

Fig. 8 The expression of the results of data acquisition on 

the chromaticity coordinates

표   6  PSO 알고리즘  모델 구축을 한 정보

Table 6 Value of the parameters of the PSO algorithm and 

the proposed model

Parameters CASE 1 CASE 2

Generation size 100

Swarm size 50

vmax 20% of search space

[wmin wmax] [ 0.4  0.9 ]

c1, c2 2.0

Number of clusters 2∼5

Polynomial type 1≤T≤3

퍼지화 계수(FC) 1.1~4

  

    

표 7에서는 모델의 성능지수를 보인다. 컬러미터는 W 

LED가 20mA이상 되어야 측정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환경에

서의 평가를 해 컬러센서, 컬러미터 모두 W LED가 

20mA 때 데이터를 기 으로 평가 하 다. 입력은 x,y 좌표

값과 조도값(lx)값을 입력으로 하고 RGBW LED 4개의 

류를 출력으로 하여 모델링하 다.

[CASE 1]은 컬러센서 데이터를 사용한 성능이다. 성능평

가는 체 1331개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799개(60%)와 테

스트 데이터 532개(40%)로 랜덤하게 분할하여 실시하 다. 

표 7에서와 같이 모델의 성능은 클러스터의 수가 증가하면 

좋아지는 결과를 보이나, 컬러미터 보다는 안 좋은 성능이

다. 이는 8bit 해상도인 컬러센서 자체의 낮은 해상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ASE 2]는 컬러미터 데이터를 사용한 성능이다. 컬러센

서 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은 높은 해상도의 정 하고 안정

된 측정이 가능한 컬러미터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한 컬

러미터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조도(lx)데이터를 얻는다. 데

이터 추출을 정 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은 체 데이터 체 9261개로 학습데이터 5557개(60%)

와 테스트데이터 3704(40%)로 분할하여 실시하 다. 본 실

험을 통해 색도계를 이용한 데이터 모델링이 컬러센서를 이

용한 데이터 모델링을 이용한 것에 비해 출력과 모델과의 

에러값이 어드는 것을 확인하 고, 은닉층수에 따라 성능

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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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제 데이터와 모델링 데이터 출력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output between real data and 

modeling data

감성언어

감성언어
추론 결과(입력)

모델 출력
검증 결과(출력)

색도좌
표

x y x y
입력/  
출력

뛰어난 0.2200 0.3596 0.2308 0.3531 1-1'

차가운 0.2780 0.3969 0.2775 0.3955 2-2'

실용 인 0.2906 0.3464 0.2974 0.3551 3-3'

한 0.3200 0.3192 0.3221 0.3219 4-4'

세련된 0.3551 0.4045 0.3491 0.3981 5-5'

보수 인 0.3395 0.3569 0.3345 0.3478 6-6'

매력 인 0.3431 0.3245 0.3355 0.3173 7-7'

시원한 0.3295 0.2943 0.3226 0.2875 8-8'

        

표  7 데이터 측정 방식에 따른 제안한 RBFNN 모델의 

성능지수

Table 7 Performance index of proposed RBFNN according 

to measuring method of data

No. of 
Clusters T

L
E
D

[ CASE 1 ]

FC PI EPI

2

L

R

1.17

3.3193 3.9751

G 3.7133 4.4447

B 3.2015 3.7621

5

R

2.6

3.1576 4.0106

G 3.5728 4.5294

B 3.0354 3.9026

No. of 
Clusters T

L
E
D

[ CASE 2 ]

FC PI EPI

2

L

R

1.7

0.6271 0.6524

G 0.9569 0.9786

B 0.4072 0.4736

5

R

1.24

0.4752 0.5475

G 0.7372 0.7759

B 0.2196 0.3870

표 7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CASE 1보다는 CASE 2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Linear다항식 타

입인 경우로 비교하 다. 데이터를 선택하여 성능을 로그

램 인 개선을 하여 다항식 형태를 2차 선형식과 변형된 

2차 선형식을 이용하여 같은 클러스터의 범 에 따른 성능

지수를 표 8에 나타냈다.

표   8  향상된 다항식 타입에 따른 성능지수 향상

Table 8 Enhancement of performance index through the 

other polynomial type

No. 
of 
Clust
ers

L
E
D

[ CASE 2 ]

Q MQ

FC PI EPI FC PI EPI

2

R

1.60

0.8799 0.9483

1.71

0.7044 0.8180

G 0.7329 0.7558 0.5504 0.5969

B 0.9770 1.3298 0.9281 1.0592

5

R

1.63

0.4049 0.6580

1.74

0.3691 0.5571

G 0.5072 0.6083 0.4337 0.4889

B 0.4049 0.9882 0.3505 0.7128

5.2 모델의 검증

앞 에서는, 원에 특성으로 인한 표 의 한계를 고찰

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한 원 변경실험을 실시한 후, 

변경된 원의 입출력 계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 다. 이 

때 원의 변경은 RGB LED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W LED

에 색온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실제동작을 통해 체 감성언

어 61개  17개의 표본과 수업과목에 한 검증을 실시한

다. 검증을 해 각 감성언어에 맞는 색도좌표와 조도(lx)를 

환산해 주는 시뮬 이터를 그림 9와 같이 설계하 다.

그림 9 RGBW  LED 감성조명 시뮬 이터 화면

Fig. 9 Display of RGBW LED sensitivity illumination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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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의 시뮬 이터 동작에 해 자세히 설명하면, 목

하는 감성언어를 설정하면(좌상-감성언어) 그에 맞는 색도

좌표를 찾은 뒤( 하-x,y좌표), 찾은 색도좌표에 해당하는 

조명의 설정치를 나타내어주고(우상-Color), 조명의 설정치

를 통신포트를 통하여 외부 조명기기로 송하게 된다(좌

-통신포트). 이 때 목 하는 감성언어를 표 하기 한 W 

LED의 최 치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데(하 -W Selection) 

이 값은 최 치이므로 필요에 의해 낮추면 된다. 이 때 

략 인 LED의 색상을 스크린 상에 나타내어 주는데( 앙) 

이는 실질 으로 랜트(LED 조명)를 근사화 시킨게 아니

므로 이라 할 수 없고 참고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성언어의 설정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설정되는 단계

로 조명으로 얻고자하는 요소를 선택한다. 해당 감성언어의 

색도좌표를 찾는 방법은 앞 ‘2.1 감성언어의 추론’ 에서 상

세히 다뤘다. 찾아진 색도좌표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시뮬

이터에 장되어있다. 사용자가 선택한 감성언어는 색도

좌표의 형태로서 모델의 입력이 되고, 모델은 앞  ‘3. 다항

식기반 RBF 신경회로망’에서 설명되었다. 모델의 출력은 조

명의 설정치가 된다. 설정치는 해당 LED의 류 값(mA)으

로 이 단계에서 실질 인 물리량을 얻은 것이다. LED는 최

 20mA로 제한되어 있다. 얻어진 조명의 설정치를 외부의 

조명기기로 송하여 해당 LED가 설정된 값으로 켜지도록 

하면 최종 으로 목 하는 감성언어에 해당하는 감성 빛 공

간을 완성하게 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RGBW LED 감성조명 시스템의 

모델링을 해 기존의 RBF 신경회로망에 FCM 클러스터링

과 입자 군집 최 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심 다항식 확장형 RBF 신경회

로망 시스템  시뮬 이터를 설계하 다.

제안된 모델의 구축 방법  설계 목 은 다음과 같은 특

징들을 가지고 있다. (a)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RBF 신경회로망의 활성함수인 가우시안 함수 신 FCM 

클러스터링의 합도를 사용하여 데이터 특징을 반 하여 

으로써 주어진 데이터의 효율 인 처리를 도모하 다. (b) 

복잡하고 비선형성이 강한 취득 데이터와 LED의 류 데이

터를 효율 으로 모델 구축에 반 하고자 다항식 형태의 연

결가 치를 용함으로써 비선형 인 특성을 모델에 충분히 

반 하 다. (c) 모델의 성능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라미터들은 PS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의 구축을 최

화 하 다. (d) 얻어진 모델을 시뮬 이터와 실제 하드웨어

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조명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는지 평

가하 다.

실험 으로 측정된 RGB+W LED 조명의 색도좌표 데이

터를 지능형알고리즘으로 모델링하여 감성조명 시스템에 도

입하기 한 연구를 하 다. 모델의 성능평가  검증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실제 데이터와 모델링 된 데이터의 에러값

을 비교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의 근사화 

 일반화 능력의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얻어진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 이터에 용하고 검증을 시도한 결

과 제안한 모델이 실제 랜트에도 용이 될 수 있는 효과

인 설계 매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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