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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조도센서와 마이크로웨이브센서 기반의 협력제어를 통하여 기존대비 35%P 전력절감이 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스

마트 LED 조명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센서모듈과 LED조명, 무선전송 모듈이 분리된 형태로 인지기반 

조명 제어를 통하여 ESCO 사업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형 융합 조명 시스템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키워드: 조도센서(Illumination Sensor), 협력제어(Cooperative Control), 

융합조명시스템(Convergence Illu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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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절감형 LED 조명시스템의 하나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센서모듈과 LED조명, 무선전송 모듈을 

통합 제어하여 자동차나 사람이 인지되었을 때 주차장조명을 효율적으

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PIR 센서를 이용한 조명제어는 

센서의 오류가 다수 존재하는 단점이 있었으며, 조도센서와 마이크로

웨이브 센서의 융합제어를 통한 통합 협력제어기반 조명시스템은 

없었다[1].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에너지 절감형 조명의 실제적

인 절감방안인 조도센서와 마이크로웨이브센서를 융합하여 제어함으

로써 LED조명의 에너지 감소량을 이전 대비 35%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ESCO사업에 적합한 에너지절감형 조명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이를 위해 차량진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20%의 조명제어를 

통하여 소비전력을 절감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시점을 감지하여 주차장 

조명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II.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1. System Design

제안된 시스템은 무선통신/센터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융합 LED 

제어 및 모니터링 기술과 전류연속형 LED드라이버인 다출력 SMPS

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ZigBee 기반 무선통신 센서 구현을 

위해 조도센서 인터페이스와 연계하여 무선모듈을 구성하고 외부장치 

측정 및 피드백을 통하여 센서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마이크로웨

이브 센서는 마이크로스트립 공진기를 이용한 10.5 GHz 발진기와 

필터, 링 하이브리드 및 마이크로스트립 원형 패치 안테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감지거리증강을 위한 파워앰프를 적용하였으며, 기존대

비 물체 감지각을 넓혔다. 기존 제품들이 사용하던 DR공진기 대신 

마이크로스트립 공진기를 이용하였으며  안테나와 함께 집적하여 

크기를 줄였다. 또한 효율 및 역률이 0.9이상의 에너지 절감형 SMPS 

개발하여 LED 고효율에너지 기준에 적합한 디밍기능의 PMW SMPS 

및 외부센서제어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시스템 

운용을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융합제어 알고리즘 및 펌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RF센서에서 출력된 IF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임 감지에 대한 오동작

이 대폭 감소되도록 개발하였다. 본 개발에서 적용되는 MQTT 프로토

콜은 주로 경량의 메시지 프로토콜로서 주로 M2M 이나 IOT에서 

적용되며 낮은 전력소비와 낮은 대역폭환경에서 동작되도록 설계 

되어있다.

이 프로토콜은 Pubilsh / Subscribe사이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취하게 되고 있고, Publisher과 Subscriber은 모두 Broker에 대한 

클라이언트로 작동한다. Publisher는 토픽을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Subscriber은 토픽을 구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Broker 서버에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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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 이상의 Pub와 Sub가 브로커에 연결해서 토픽을 발행 하거나 

구독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주제를 구독할 

수도 있다.그림 1은 제안된 에너지 절감하여 LED 조명 시스템의 

기능도이다. 

Fig. 1. Proposed Energy-Saving LED Illumination System

2.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al Result

본 센서 시스템의 실증을 위하여 직접 개발한 26W모듈 시제품, 

2.4GHz 통신모듈, LED SMPS, 등기구 레이스웨이, 조도 인터페이스, 

센서모듈 프라켓을 통합 적용하여 경운대학교 주차장에 장착하여 

시범 운용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중에 있다.

Fig. 2. Implemented Energy-Saving LED Illumination System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X-Band 대역의 실외 움직임감지용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와 조도센서의 협력제어를 통해 움직임 감지용 에너지절감형 

LED 조명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스마트 LED 융합제어를 

통해 에너지 절감형 융합 조명 시스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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