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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단일 조도센서를 이용한 조도검출 방식은 좁은 FOV (Field of View) 특성 상 측정 위치에 따라 검출 조도의 

균일도가 저하된다. 다수개의 조도센서를 통해 평균 조도값을 검출하는 방법은 복잡도 증가 및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넓은 FOV를 가지는 하나의 이미지센서를 기반으로 한 조도검출 방

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은 기존 조도센서가 가지는 시스템 복잡도, 오류 증가 등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하다. 
실내 환경에서의 성능평가 결과는 색차조도계 (CL-200A)를 이용한 기준값 대비 조도센서가 1개인 경우 평균 12%, 
조도센서가 5개인 경우 평균 10.7%, 이미지센서의 경우 평균 6.2%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센서를 기반으로 한 제안된 검출방법은 균일성이 향상된 공간조도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ABSTRACT

The traditional illuminance intensity detection method using a single sensor has a problem that uniformity of 
illuminance detection is deteriorated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position due to the narrow FOV characteristic.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 method of detecting an average illuminance value through a plurality of illuminance 
sensors is used, but the complexity and detection error are increa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illuminance intensity 
detection method based on a single image sensor with wide FOV. The proposed method can solve the problems such as 
system complexity and error increase of existing illuminance sensor.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 of average 
value is 12% using a illuminance sensor, 10.7% using five illuminance sensors, and 6.2% using an image sensor 
compared with the reference value using the color difference illuminometer.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asily and accurately detect the space illuminance with improved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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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인간생활이 풍부해짐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성 (절전성), 환경친화성, 기능성, 안
전성, 장식성 (효과)을 추구하며, IT 기술을 접목한 사용

자 만족도, 실용성을 강조한 건강한 조명환경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4].
건강한 조명환경을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조명을 

실시하려는 장소의 조명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명설비를 시

공하고 난 후에는 이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설계 단계에서 조명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건물의 면적과 사용목적에 따라 장소, 시간, 밝기에 

대한 최적의 설계 기준을 도출하여 최소의 에너지를 사

용하는 건물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 
조도 계산법은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속이 작업면

에 도달하여 얻어지는 조도를 표준적인 계수들을 이용

하여 작업면 전체조도의 평균치로 구하는 간략한 방법

으로 현재까지 실용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

나, 정확한 조도분포를 알아내기가 원리적으로 불가능

하다[5-7].
기존 조도 검출방법은 빛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조도

센서 (CdS Sensor)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보정을 거쳐 

조도를 검출한다. 조도센서의 특성 상 FOV(Field of 
View)가 좁아 측정위치에 따라 조도 검출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센서를 이용하여 해결을 해야 하나, 데이터 통합

과 보정작업으로 개발 복잡도 및 비용이 증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센서를 이용해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한 검출방법과 이미지센서모듈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개발된 이미지센서모듈과 조도센서를 통해 얻

어진 조도를 색차조도계 (CL-200A)를 이용한 기준값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Ⅱ. 본  론

2.1. 조도 계산법

조도 계산법은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속이 작업면

에 도달하여 얻어지는 조도를 표준적인 계수들을 이용

하여 작업면 전체조도의 평균치로 구하는 간략한 방법

으로 현재까지 실용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정확

한 조도분포를 알아내기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광
속법에 의하면 전반조명을 실시한 실내에서 작업면의 

평균 조도는

 
∙∙∙ (1)

 : 작업면의 평균조도[lx]

  : 조명기구 1개에 들어있는 램프들의 총광속[lm]
 : 조명기구의 개수

 : 조명율

 : 보수율

 : 작업면의 면적[m2]

으로 계산된다. 이 식에서 조명율은

조명기구개에들어있는램프들의총광속
작업면에입사한광속






로 정의되며, 는

 (3)

 : 조명기구에서 직접 작업면에 입사하는 광속

  : 천정, 벽 등에서의 상호반사를 거쳐 작업면에 

입사하는 광속

작업면의 평균조도 는 설계하고자 하는 면의 평

균조도를 나타낸다. 조명기구 1개에 들어있는 램프들의 

총광속 는 조명기구가 방출하는 빛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값이다. 조명기구의 개수 은 작업면의 조도를 설

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의 수량을 나타낸다. 조명율 

는 조명기구에서 발생한 광속량과 작업면에 실제로 

도달하는 광속량의 비율을 말한다. 보수율 은 시설된 

조명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램프의 광속과 조명기구 및 

실내면의 조명효율이 저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산정

한 값이다. 작업면의 면적 는 설계하고자 하는 면의 면

적을 나타낸다[8].

2.2. 기존 방식의 문제점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단일 조도센서 (CdS 센서)의 

측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작업 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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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검출하다보니 조도값이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 차

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조도센서의 특성 상 FOV가 

좁아 센서의 위치에 따라 조도 검출의 균일도가 떨어지

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

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센서를 이용하여 해결이 가능하나, 데이터 통합과 보정

작업으로 개발 복잡도 및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추가

로 발생한다.
그림 1은 조도센서의 특성을 나타낸 그림으로 조도

에 따라 광저항의 변화량이 다르며, 파장에 따라 상대 

스펙트럼 응답이 달라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어렵다.

Fig. 1 Characteristic of Illumination sensor

2.3. 제안한 공간조도 검출방법

제안한 공간조도 검출방법은 기존의 조도센서를 통

한 조도 검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간조도

를 검출한다.
검출은 이미지센서의 ISP (Image Signal Processing) 

내 AE (Auto Exposure) 동작 시 얻어지는 Shutter Speed

와 Sensor Gain의 값을 생성된 LUT과 비교하여 공간조

도를 검출한다. 
그림 2는 공간조도 검출방법의 흐름도이다. 

Fig. 2 Flow Chart of Space Illumination Detection Method

AE는 피사체의 밝기를 카메라가 판단하여 자동적으

로 밝기 노출 시간을 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Mean Value Algorithm으로 픽셀 밝기 평균

값으로 적절한 노출시간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 ×＃

 ××× ×＃

(4)

 : 고정된 상수값,   : 주변광의 휘도

 : 이득,   : 노출시간,  : 조리개값






 (5)

 : 현재 밝기 평균값,  : 최적 밝기 평균값

 : 현재 노출시간,  : 최적 노출시간

그림 3은 도출된 최적의 노출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노출시간을 조절해 최적의 밝기 평균값을 맞추어 가는 

AE 동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Operation of Auto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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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 및 구현

그림 4는 이미지센서모듈 블록도로 이미지센서, ISP, 
Micro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지센서와 ISP
를 통해 얻어진 Shutter Speed와 Sensor Gain 값이 I2C
를 통해 System Control로 전송된다.

Image signal
processing

Image signal
processing

M icro controller
(space illuminance

detection algorithm)

System Control

Video

Image Sensor M odule

Fig. 4 Block Diagram of Image Sensor Module

Image Sensor Module은 소니사의 IMX225 이미지센

서와 넥스트칩사의 NVP2430 ISP를 기반으로 제작되었

다. IMX225 이미지센서는 CMOS active pixel type이며, 
최대 60fps로 약 1.3M pixel의 영상을 추출한다. 10 bit 
A/D converter와 CDS 기능을 제공한다. 얻어진 신호는 

ISP인 NVP2430으로 전송된다. NVP2430 ISP는 이미지

센서에서 받은 Bayer Pattern을 신호처리하여 Raw Data
로 출력한다.

ISP HW (Hardware)는 넥스트칩사의 NVP2430을 선

택하였다. ISP는 입력 영상의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가

지 신호처리를 거친다. 이미지센서를 통해 Bayer pattern
의 Image를 얻고 Interpolation을 통해 비어있는 영역에 

색을 채워 넣는다. Color Correction에서 이미지센서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색 오류를 보정한다. Color Space 
Conversion을 통해 색공간을 변환하여 표현한다. 외곽

선 강조, AWB, AE를 통해 최적의 영상을 추출한다.
그림 5는 ISP의 동작에 대한 그림이다.

Image
sensor Bayer Interpolati

on
Color

correction
Gamma
correction

Edge
enhancement

Auto white
balance

Auto
exposure

Compression
engine

RGB gain
control

Shutter control

Video

Y

CrCb

YCbCr

Y

Color space
conversion

Fig. 5 Operation of ISP

ISP FW (Firmware)는 데이터 송수신 및 영상 전송을 

위한 I/O 등과 AE/AWB/AF 기능 동작 등이 구현되어 

있다. 사용한 SW는 IAR embedded workbench 8051을 

사용하였으며, 코드 내에 AE 동작 시 얻어지는 데이터 

Shutter Speed와 Sensor Gain 데이터,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I2C interface 함수를 구현하여 적용하였다. ISP 내 

공간조도 검출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ISP 업체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나, 원활하지 않아 System Control 부분에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System Control은 Image Sensor Module에서 전송된 

Shutter Speed와 Sensor Gain의 값에 따른 Lux값이 LUT
로 구현되어 있으며, 검출된 공간조도에 따라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HW는 임베디드 리눅스 기

반 뉴로메카사의 BBAir를 구매하였으며, FW 상에 공

간조도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영상도 함께 

출력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6은 System Control의 FW 상 데이터 입출력 I/O 

및 공간조도 검출 LUT를 생성한 모습이며, 그림 7은 이

미지센서와 ISP의 회로도이다. 그림 8은 최종적으로 제

작된 이미지센서모듈과 System Control 모습이다.

Fig. 6 Generated Space Illumination Detection L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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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ircuit Diagram of Image Sensor and ISP

Fig. 8 Manufactured Image Sensor Module and System 
Control

Ⅳ. 성능평가

제안한 공간조도 검출방법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실내 환경에서 조도센서와 이미지센서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색차조도계 (CL-200A)를 이용한 기준값과 비

교하여 발생하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9는 성능평가 구조 모습이며, 표 1은 색차조도

계의 세부 정보로 JIS C 1609-1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분광응답도는 CIE 기준으로 파장별 응답도이고, 측정

가능 범위는 0.1에서 99,000 lx임을 나타낸다.

Fig. 9 Performance Evaluation Structure

Table. 1 CL-200A Specifications

Model Chroma Meter CL-200A

Luminance Meter 
Class

Class AA of JIS C 1609-1:2006 
“Illuminance meters part 1 : General 
measuring instruments”

Relative Spectral 
Response

CIE Standard Observer curves


Receptor Silicon Photocell

Measuring Range 0.1 to 99,000lx

조도센서의 HW는 조도센서와 아두이노 우노, 저항 

10kΩ을 연결하여 조도센서에 따라 측정된 값이 10bit 
디지털값으로 변환되어 출력하도록 하였으며, 10bit 출
력으로 인해 조도를 전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정값

을 통해 조도가 검출되도록 하였다. FW는 아두이노에

서 제공되는 SW (Software)를 이용하여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간별 측정된 값과 보정값의 곱

으로 조도가 출력되도록 하였다.
그림 10은 구현된 조도센서의 FW모습이며, 표 2는 

lux에 따른 보정값을 나타낸 표이다.

Fig. 10 Implementation of CdS Sensor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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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cted Value of Illumination

CdS
Sensor

CL
-200A
[lux]

Cal. 
Value

CdS
Sensor

CL
-200A
[lux]

Cal. 
Value

0 0 - 540 111.2 0.206

20 1.1 0.055 560 127.6 0.228

40 2.1 0.053 580 141.2 0.243

60 3.1 0.052 600 157.5 0.263

80 4.1 0.051 620 181.3 0.292

100 5.3 0.053 640 204.8 0.320

120 6.5 0.054 660 233 0.353

140 7.9 0.056 680 284 0.418

160 9.4 0.059 700 319 0.456

180 11.1 0.062 720 360 0.500

200 12.9 0.065 740 411 0.555

220 15.0 0.068 760 480 0.632

240 17.9 0.075 780 560 0.718

260 22.1 0.085 800 671 0.839

280 25.7 0.092 820 814 0.993

300 29.5 0.098 840 1,041 1.239

320 33.2 0.104 860 1,313 1.527

340 37.2 0.109 880 1,717 1.951

360 42.3 0.118 900 2,260 2.511

380 47.3 0.124 920 3,190 3.467

400 52.5 0.131 940 5,840 6.213

420 58.5 0.139 960 8,840 9.208

440 64.6 0.147 965 10,460 10.839

460 71.3 0.155 970 12,710 13.103

480 79.5 0.166 975 16,200 16.615

500 87.8 0.176 980 23,680 24.163

520 98.0 0.188 985 32,500 32.995

조도센서 1개 (1 point), 조도센서 5개 (5 point), 이미

지센서 3가지 형태를 비교하였다. 조도센서 1개의 조도

는 그림 9의 #3 지점에서 측정한 값을 나타낸다. 조도센

서 5개의 조도는 식 6과 같이 5 point의 측정값의 평균으

로 구한다.

 


  



 

  ⋯ (6)

는 조도센서에서 측정된 조도의 평균, 

는 조도센서 당 측정된 조도, 은 조도센서의 수량을 의

미한다. 
이미지센서의 조도는 그림 9의 측정 영역에서 검출

된 값을 나타낸다.
성능분석 결과 조도센서 1개는 평균 12%, 조도센서 5

개는 평균 10.7%, 이미지센서는 평균 6.2%의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1은 측정 항목별 차이에 대한 그림으로 x축은 

색차조도계를 통해 측정된 기준값이며, y축은 측정된 

데이터와 기준이 되는 데이터와의 차이값(%)을 나타낸 

것이다. 조도센서 1개를 이용한 방식은 조도에 따른 차

이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도센서 5개는 

1개에 비해 개선됨을 알 수 있으나, 이미지센서에 비해

서는 변화가 크다.

Fig. 11 Differences by Measurement Item

표 3은 각 항목별 측정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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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ta by Measurement Item

CL-200A
[lux]

Illumination Sensor 
1EA [lux]

Difference
[%]

20.3 12.0 40.9

207.9 183.0 12.0

398.0 411.0 3.3

704.0 671.0 4.7

781.0 669.0 14.3

805.0 1,028.0 27.7

964.0 1,035.0 7.4

1,147.0 1,299.0 13.3

2,163.0 2,247.0 3.9

2,240.0 2,242.0 0.1

2,241.0 2,244.0 0.1

2,242.0 2,246.0 0.2

2,379.0 2,254.0 5.3

2,669.0 3,168.0 18.7

4,070.0 3,179.0 21.9

12,540.0 8,830.0 29.6

21,480.0 23,155.0 7.8

Average 12.4

CL-200A
[lux]

Illumination Sensor 
5EA [lux]

Difference
[%]

16.2 12.0 25.9

150.2 140.2 6.7

251.2 285.4 13.6

536.1 524.8 2.1

568.7 644.2 13.3

618.3 561.4 9.2

741.5 698.4 5.8

815.9 895.2 9.7

1,569.0 1,601.6 2.1

1,666.0 1,493.0 10.4

1,754.0 1,580.0 9.9

1,770.0 1,597.0 9.8

1,779.0 1,652.2 7.1

1,956.0 2,169.4 10.9

3,209.0 3,458.8 7.8

5,500.0 4,536.4 17.5

7,340.0 8,846.8 20.5

Average 10.7

CL-200A
[lux]

Image Sensor
[lux]

Difference
[%]

16.2 18.1 11.7

150.2 156.3 4.1

251.2 259.6 3.3

536.1 550.1 2.6

568.7 547.3 3.8

618.3 605.9 2.0

741.5 755.0 1.8

815.9 883.4 8.3

1,569.0 1,509.3 3.8

1,666.0 1,600.1 4.0

1,754.0 1,690.9 3.6

1,770.0 1,700.0 4.0

1,779.0 1,648.6 7.3

1,956.0 1,809.0 7.5

3,209.0 3,425.3 6.7

5,500.0 6,181.1 12.4

7,340.0 8,685.2 18.3

Average 6.2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조도 검출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조도를 검출하는 이미지센서모듈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성능검증은 실내 사무실 환경에서 

조도센서와 이미지센서의 측정값을 색차조도계를 이용

한 기준값과 비교하여 조도센서 1개의 경우 평균 12%, 
조도센서 5개의 경우 평균 10.7%, 이미지센서의 경우 

평균 6.2%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FW 형태로 

쉽게 구현이 가능해 적은 비용으로도 공간조도를 검출

할 수 있고, 추가로 영상획득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보다 정밀한 시스템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치 환경 (광 환경)에 따

라 공간조도 검출의 LUT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환경에 따

른 표준화된 LUT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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