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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무선 랜(Wi-Fi)을 통하여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LED 조명 색 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 하고. LED 조명을 

위한 Android App 개발 과정을 설명한다. 스마트폰과 LED 조명은 Wi-Fi를 통해 통신하며, JAVA언어로 개발한 Android 
App을 이용하여 학습 주제에 따른 색온도(Color Tempeaure)로 제어하게 되면 LED 조명 색온도가 변경되어 학습 환경 구축

이 완료되어, 집중력 향상으로 인한 학습 능률이 증가된다.

키워드: 무선 랜(Wi-Fi), 색온도(Color Tempeaure), 학습 조명 (Learning Lighting)

I. 서 론

학습 조명은 자연적인 빛과는 다르게 인공적인 빛을 발산하는 

LED 전구를 이용하여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색온도를 발산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학습의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조명을 

말한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성적이 포함되기 시작하고, 스펙이 

중요시 되는 시대이다. 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같은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를 한다면 학습 조명을 

이용하여 공부를 한다면 집중력 향상으로 인한 시간이 단축되고, 
성적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D전구의 

Wi-Fi 칩에서 나오는 무선신호와 무선공유기의 무선 랜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연결하여, 개발한 App의 과목리스트의 과목을 

선택하면 과목에 따른 색온도를 발산하는 LED 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Android App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를 그림 1에 보인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Structure

Il. 관련 사례

KAIST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과 정답률을 향상시키

는 색온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 데이터

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GS건설은 스마트 LED 학습 조명을 

각 자녀방에 시공하여 학습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건설 시에 천장에 설치를 해야만 한다 [2]. LIFX와 HUE에서는 

LED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습조명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3,4].

lll. 학습 조명 개발

2.1 색온도 설정

개발에 사용된 LED전구로는 LIFX 사의 Edison Screw를 사용하

였다. App개발을 위한 개발 킷으로는 lifx-sdk-android-master를 

이용하여 전구와 연결 후 학습 조명으로 적절한 빛으로 설정하기 

위해 KAIST의 연구 결과 “학습 환경을 위한 LED 조명 콘텐츠 

탐색 –초등 4학년 수학 및 멀티미디어 학습을 중심으로-” [1]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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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습 조명 색온도 

Fig. 2. Learn lighting Color Tempeaure

개발할 때 기본 값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과목을 설정하였으

며, 위에 그림2와 같이 색온도를 설정 하였고 Wi-Fi 망을 통하여 

통신을 하며 리스트에서 과목을 선택 할 경우 과목에 설정 된 색 

온도로 LED 전구의 색온도가 변경되어 학습 조명 설정이 완료 된다.

2.2 개발 환경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운영체제 Window 7

개발 언어 JAVA

툴 Eclipse

전구 Lifx Edison Screw

표 1. 개발 환경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lifx-sdk-android-master를 Eclipse에 Import하여 학습 조명으로 

개발하였고, LED전구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Wi-Fi망을 

설정하여야 한다.

2.3 개발 결과

스마트폰과 LED전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App에서는 

과목리스트가 나타나지 않게 되며 전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연결O(과목리스트) 연결X(과목리스트)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그림 3. 과목별 색온도

Fig 3. Color Tempeaure in terms of the subject

스마트폰과 LED전구가 동일한 Wi-Fi 망을 설정한 후 학습조명 

App 리스트에서 과목을 설정 할 경우 LED 전구에 과목에 맞는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다.

IV. 결 론

Wi-Fi 망을 통하여 스마트폰과 LED전구에 연결이 가능하며 LED 
전구 제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연결에 성공하게 된다면 학습조명

App에서 과목리스트가 나타나게 되며 과목을 선택할 경우 LED전구

가 과목에 맞는 색온도로 빛을 발산하게 된다. 그 후 학습을 할 

경우 일반 형광등에서 공부 할 때보다 집중력향상으로 인해 학습능률

이 오르게 될 것이다. 향후에 학습능률이 실제로 오르게 되는지에 

검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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