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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LED 조명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무선 이중망 통합 인터페이스 구현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Interface based on Wire and Wireless Dual Network
for Ensuring the Reliability of Intelligent LED Lighting System

이 운 선*․박 태 진**․박 만 곤†  

(Un-Seon Lee․Tae-Jin Park․Man-Gon Park)

Abstract  -  The ZigBee communication method,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applied to the LED lighting control system, 

has drawbacks of low-speed and low-capacity, and the communication failure possibility due to environmental influences is 

on the ris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communication reliability by applying an integrated interface with a 

wire-wireless dual-network. This paper developed a communication module, which has a platform converging and combining 

the ZigBee of USN environments with the PLC of power line communication environments, to implement a dualized 

communication interface system supporting the wire-wireless integrated protocol, and implemented a wire-wireless 

networking device and a control system software technology. As a result, it was automatically switched into the PLC 

communication within 4.4 seconds on average when there was an access failure in the ZigBee communication network, so a 

reliable communication network was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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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기 에 지 사용의 끝없는 증가는 련분야에 

한 연구와 개발로 이어져 온 만큼 항상 우리 주 에서 여러 

형태로 체감되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자력발 의 신뢰

성 하와 불신은  다른 에 지 감에 한 자구 인 노

력과 정책, 그리고 연구 개발에 맞추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 지  많은 부분이 조

명 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에서 조명자체의 고 효

율화와 조명제어시스템 향상을 통해 에 지 감을 추구하

는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조명기기

에 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조명시스템

을 포함한다[1-3]. 조명시스템에는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소 트웨어  리 소 트웨어가 필수 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LED를 원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비 약 

60% 이상의 고효율 조명 구 이 가능하며, LED 자체의 고 

효율화와 조명제어시스템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에 지 감

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으로 조명제어에 사용되는 통신시스템들은 유선 

는 무선의 단일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유선방

식의 경우 공사비용이 과하게 발생하여 경제성이 떨어지고, 

무선의 경우 통신이상 상황 발생 시 한 처가 어려운 

단 이 있다. 특히, 무선망의 경우 다수 ZigBee 통신을 기

반으로 LED 조명제어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다. 

ZigBee는 수많은 분산노드에 해 출력, 속의 무선 

모니터링  제어 애 리 이션용으로 개발된 최신의 RF표

이나 여러 가지 단 이 존재한다. 그 단 을 살펴보면 1)

상 으로 느린 데이터 송 속도를 요구하는 애 리 이

션에서 블루투스의 단 을 해결하고자 하 으나 RF 물리계

층인 ZigBee 애 리 이션에는 802.15.4 규격이 규정한 호환

성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오버헤더를 포함하고 있고, 2)

블루투스처럼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요건이 

비교  느슨한 편이다. 한 3)최  송 속도가 250Kbps이

어서 1Mbps를 가지는 타사 네트워크 제품에 비해서 많은 

역폭을 가진다는 것과 4) 역주 수 2.4.GHz  메쉬네트

워크에서 최  속시간에 한 속시간이 긴 편이다. 특

히 5) 속과 용량이라는 단 을 지니고 있으면서 실내 환

경에서는 주변 기 자장치의 향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4][5]. 따라서 그 규모와 수요가 성장하

고 있는 LED조명산업의 발 을 해서는 유무선 이 망 통

합 인터페이스를 용하여 통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유무선(ZigBee, PLC) 통신에 

한 통합인터페이스기술을 구 한 후, 1) 속시간 테스트, 2)

이 화 테스트, 3)거리 테스트 등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그 

신뢰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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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  통신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a) Multi-Communication and device driver

(b) 명령어 패킷과 실험결과

(b) Command packet and experiment result

그림 1 다  통신을 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명령어 패킷

Fig. 1 Device driver and command packet for multi 

communication

2. 실증사례  련연구

2.1 지그비 통신 기반 가로등 제어 시스템 실증사례

지그비 통신 기반의 가로등 제어 시스템은 인천 청라지구

에서 테스트베드로 구축되었으며, 가로등 분 함 1 당 1개

의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었다. 그 구축 황은 표 1과 같다. 

시료수 분 함수 가로등주 속시간 결과

1 1 30 4‘10’‘ 속 양호

2 1 40 4‘30’‘ 속 양호

3 1 45 4‘40’‘ 속 양호

4 1 50 5‘20’‘ 속 지연

5 1 55 5‘30’‘ 속 지연

6 1 60 5‘50’‘ 속 지연

7 1 65 6‘20’‘ 속 지연

8 1 70 7‘05’‘ 속 지연

9 1 75 8‘00’‘ 속 지연

10 1 80 9‘00’‘ 속 지연

표   1  인천 청라지구 가로등 제어 시스템 구축 황

Table 1 The Street Lights control system construction In 

Chungra district, Incheon 

 결과를 살펴보면 분 함 한 에 ZigBee 통신망의 게이

트웨이가 하나일 때는 가로등주가 50 까지 LED모듈이 5분 

이내에 통신 속되었으나 50  이상에서는 5분 이내에 통신 

속이 되지 않았다. 결국 게이트웨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속지연의 문제를 해결하 다. 이로써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신 

지연의 문제 은 1)공   환경  장애물(주변 건물), 2)다

른 기지국(Wi-Fi 등)으로부터의 ZigBee와 유사한 주 수 

역에 따른 자  장애, 3)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수분  염분 침투로 인한 안테나 성능 하, 4)10dB이상의 

출력 벨의 제한(H/W변경의 어려움과 법 문제)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ZigBee의 단 과 통신에러 발생구간에 신

속히 처할 수 있는 유무선 이 망 통신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2.2 LED 조명장치를 한 원격 다 통신 시스템

LED 조명장체에 한 ZigBee, PLC, RS232 그리고 RS485

까지 원격 다 통신 시스템  제어에 한 소 트웨어  하

드웨어 설계와 구 을 나타내었다. 한, 클라이언트-서버통

신 방식을 이용한 LED 조명제어 장치가 웹 라우 를 통해

서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을 두었다[6].

그림 1은 다  통신에 한 설계  구 을 통해서 1)디바

이스 드라이버를 한 커 과 디바이스간 통신, 2) 명령어 패

킷을 통해서 원격 다  통신 결과를 보이고 있다. 

2.3 LACC를 이용한 원격제어 시스템 구   용

LAN, PLC, ZigBee 등과 같은 유무선 네트워크 장치를 이

용하고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어시스템에서의 

치명 인 문제를 비교  렴하고, 작은 노력을 들여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네트워

크 기능을 가진 임베디드시스템의 경우 펌웨어 업그 이드가 

타 장치에 비해서 장 이 많으므로 네트워크 노드들을 원격으

로 리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제어방법이 요하다. 

LACC(Local Area Control Center) 구성은 PLC(Power 

Line Communication) 로부터 얻은 센서값에 사용자 알고리즘

을 용하여 노드의 엑추에이터를 제어하는 PLC-LACC 인터

페이스와 PLC로부터 얻은 센서  엑추에이터의 값을 수집, 

평균 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서버로 송하는 

LACC-Server 인터페이스로 구분된다. 결과 으로 서버로 

송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리가 된다. PLC 사용

자 알고리즘은 로컬의 엔지니어에 의해 변경되지만 최종 으

로는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7].

시스템 구성을 살펴보면, 1)센서노드  릴 이를 리하는 

PLC 블록과 2)통신망에 속을 하여 데이터를 송 리 해주

는 LACC 블록, 3)LACC로부터 송된 데이터를 리 모니터

링할 수 있는 통제 서버로 구성된다. 그림 2는 LACC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3. 시스템 설계  구

3.1 시스템 통합 설계

고효율 LED 조명제어 구축을 한 유무선 이 화 통합 

시스템 구 을 해서 1)LED 디머, 2)모션감지 센서, 3)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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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ACC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LACC 

그림 3 시스템 동작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diagram for system driving

(a) 디  송장치

(a) MDT

(b) 로컬 컨트롤러

(b) Local controller

그림 4 각 장치별 블록도

Fig. 4 Block-diagram for each equipments

트웨이, 4)로컬 컨트롤러, 5)LED 디 트랜시버, 6)ZigBee 모

듈 그리고 7)PLC 모듈 등으로 구성하되, 체 시스템 동작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LED 디 기술을 구 하기 해서 MDP(Dimmer)와 

MDT (Dimming Transceiver)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MDP

는 MDT로부터 485통신을 통해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

하(LED등)의 밝기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선

통신을 한 485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그 외 부하

(LED등)의 밝기 조정을 한 LED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

다. MDT는 LC(로컬 컨트롤러)와 디머간 유무선 계기의 

역할을 하면서 LC와 ZigBee 는 PLC를 통한 유무선 통신

을 수행하고 디머와 RS485통신을 사용하여 유선통신을 수

행한다. 

게이트웨이 장치는 웹 제시스템과 부하제어기간 유선

계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더넷을 통해 제 PC로부터 제어

되며, 부하제어기와는 RS485통신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여기에는 RS485 통신 인터페이스회로, 

제PC와의 이더넷 통신, 게이트웨이의 상태확인을 한 

LED, 게이트웨이 디버깅을 한 RS-232통신(콘솔용 1포트), 

RTC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로컬 컨트롤러는 게이트웨

이와의 유선 통신  부하(SSR, MDT, Sensor)에 한 제

어 역할을 한다. 즉, 이더넷으로부터 게이트웨이를 거쳐 485

통신으로 제어되며, GPIO를 통한 SSR제어, ZigBee와 PLC

를 통한 MDT  센서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여기에

는 RS485 통신 인터페이스회로를 포함하며, 상태확인을 

한 LED, SSR과 LED, PAN ID 설정을 한 로터리 스 치, 

유무선 통신을 한 PLC/ZigBee 모듈 그리고 래치 제어를 

한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망 통신이 구

된 디  송장치와 로컬 컨트롤러의 블록도는 그림 4와 

같다.

3.2 시스템 설계  구

로토콜 설계는 서버  클라이언트간 통신제어에 필요

하며, 클라이언트는 서버로의 “등록”요청  등록, 연결상태 

체크, 연결 시 시간, 날짜를 송하는 것으로 한다. 메시지 

형태에 따른 송값과 설명은 표 2와 같다. 

3.2.1 로컬 컨트롤러&게이트웨이 제어 로토콜

 

서버  게이트웨이와 련된 네트워크 송 로토콜을 정

의하며, 1)장치 정보, 2)장치 제어, 3) 력량 요청, 4)매핑, 5)

이벤트, 6)센서 제어, 7)디버그 그리고 8)코드로 구성된다. 따

라서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장치에 한 정보 

 제어에 한 기능을 제공하며, 로토콜 구성을 한 구분

자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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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 payload

msg-type

(uint8)

msg-type

(uint8)

msg-type

(uint8)

msg-type

(uint8)

등록된 장치 
수 조회:0x20

장치 재시작 
요청:0x3A

력량 
요청:0x40

이벤트 
달:0x70

등록된 장치 수 
조회 응답 :0x21

회로 제어 
요청:0x30

력량 요청 
응답:0x41

주변 노드 
이벤트 
달:0x71

등록된 장치 
정보조회:0x22

회로 제어 
응답:0x31

력량 
설정:0x42

등록된 장치 
조회응답:0x23

센서 모드 세부 
설정 요청:0x32 payload

장치 상태 
정보요청:0x24

센서 모드 세부 
설정 응답:0x33

msg-type

(uint8)

msg-type

(uint8)

장치 상태 
요청응답:0x25

센서 공유 모드 
설정 요청:0x34

센서 감도 
설정 
요청:0x80

디버깅용 로그 
요청:0x90

센서 공유 모드 
설정 응답:0x35

센서 감도 
설정 
응답:0x81

디버깅용 로그 
응답:0x91

게이트웨이 
설정요청:0x36

센서 모드 
설정 
요청:0x82

디버깅용 로그 
기화:0x92

게이트웨이 
설정응답:0x37

센서 모드 
설정 
응답:0x83

부하제어기 
디버깅용 로그 
요청:0x93

이벤트 보고 
모드 설정 
요청:0x3B

부하제어기 
디버깅용 로그 
응답:0x94

이벤트 보고 
모드 설정 
요청:0x3C

부하제어기 
디버깅용 로그 
요청:0x95

표 4 장치정보  제어/센서제어/ 력량요청/이벤트/디

버그

Table 4 Device information and control/Sensor control/ 

Request of energy wattage/Event/Debug
메시지 타입명 방향 값 설명

REQ_PING (S)(G) 0x01 통신상태 확인(응용)

RES_PING (S)(G) 0x02 통신상태 확인(응용)

REQ_REGISTER (S)(G) 0x11 노드 등록

RES_REGISTER (S)(G) 0x12 노드 등록에 한 응답

REQ_REGISTER_NODE (S)(G) 0x13
노드의 클라이언트 
등록

RES_REGISTER_NODE (S)(G) 0x14 노드의 클라이언트 등록에 한 응답

SEND_TIME_INFO (S)(G) 0x15
시간, 날짜 정보 
송(S->G)

REQ_REGISTER_BROA
DCAST (G)->(N) 0x05 노드 등록 요청 로드캐스트

ASSIGN_TOKEN (G)->(N) 0x06 토큰 할당

REQ_TOKEN_RELEASE (G)<-(N) 0x07 토큰 해제 요청

RES_TOKEN_RELEASE (G)->(N) 0x08 토큰 해제 응답

표   2  서버  클라이언트간 통신 로토콜

Table 2 Communication protocol between server and client

PDU

protoco
l_id

(uint8)

Sub_Pr
otocol_i
d

(uint8)

seqNum

(uint16)

destId

(uint16)

srcId

(uint16)

payload

msg-t
ype

(uint8)

params

(variable 
length)

0x80 0x21 Defini
tion Definition

표   3  노드제어 로토콜을 한 base-PDU

Table 3 base-PDU for node-control protocol

노드제어 로토콜을 한 PDU의 패이로더(payload)에서 

변수 길이가 포함된 라미터는 게이트웨이 정보(0x2000), 

회로별 on/off/디  상태  제어를 나타내는 부하제어기 정

보(0x2010), 동작감지 센서 정보(0x2050), 설정된 디  벨

인 MDT 정보(0x2040) 등으로 구성하고 각 메시지 형태별 

상세정의는 표 4와 같다.

장치정보에서는 게이트웨이에 등록된 노드 수(subNode_ 

Id), 장치 수(numOfDevice), 장치 ID(Device_Id), 장치 타입

(Device_Type), 회로 ID(Circuit_Id), 디  벨과 센서  

스 , 조도 기반의 센서제어를 가능  하는 운 제어 명령

(Ctrl_mode), 센서로 조명제어 운  시 램 가 On 되어 있

는 시간(on_Time), 센서의 세부 설정에 한 결과와 값을 

나타내거나 이벤트 보고 설정에 한 결과와 값을 나타내기

도 한다. 

추가해서 감도  설정에 따른 센서 ID(Sensor_Id), ‘성공’

과 ‘실패’를 나타내는 결과 값  감지센서 동작을 나타내는 

모드의 설정, 센싱 감도를 나타내는 벨을 포함한다. 그리

고 력량 요청  설정을 한 메시지 타입에 따라서 서  

노드 ID(subNode_Id), 디바이스 ID(Device_Id), 채  ID 

(Channel_Id),  력량(Energy)을 구성하며, 제어기 노

드에서 발생하는 on/off에 한 이벤트를 서버로 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포맷을 포함한다. 

데이터 포맷에는 조명제어에 련된 이벤트(0x01), 게이

트웨이  로컬 컨트롤러간 통신장애, 로컬 컨트롤러  

MSN, MDT간 통신장애(0x03, 0x04), 스 치 이벤트(0x10) 

등이 있다. 

끝으로 디버깅용 로그에는 재시각(currentTime), 재부

 횟수(rebootCount), 재부 된 마지막 시간(lastReboot 

Count), 서버에 속한 횟수(serverConnectionCount), 서버

에 속된 마지막 시간(lastServerConnectionCount)으로 구

성된다.

4. 실험  평가

4.1 평가방법  시뮬 이션

본 연구논문의 결과에 한 실험 평가항목에는 1)센서동

작, 2) 력량 수집장치(MWHM)   MDT의 속 완료 시간 

확인, 3)MDT 통신 상태(5m 이내거리)에서 PLC 통신으로의 

성공  환 시간, 4) HIV 2.5㎟ 300m 거리에서의 통신 상

태여부, 5) 력선에 과부하 는 노이즈 유발 장치( 형 진

공청소기, 기난로)를 연결한 상태에서 PLC 통신 이상여부

를 확인하 으며, 그 구성도와 테스트 환경은 그림 5와 같

고, 각 장치별 모듈은 그림 6과 같다[8]. 

본 연구논문의 시뮬 이션 결과를 얻기 해 그룹별 등록

된 로컬 컨트롤러  그 하  장치에 한 치를 설정하되 

1)디머장치 매핑을 통해서 해당 회로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2)센서장치 매핑을 통해서는 센서가 이동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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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 장치별 구성도

(a) Configuration diagram of each experimental devices 

(b) PLC 통신  과부하 테스트

(b) Communication and overload test for PLC

그림 5 실험 장치별 구성도와 PLC 통신 테스트

Fig. 5 Configuration diagram of each experimental devices 

and communication test for PLC

(a) PLC 통신 모듈

(a) Module of PLC communi- 

cation

 
(b) 로컬 컨트롤러

(b) LOCAL CONTROL

(c) 무선디  장치(MDT)

(c) Device of wireless dimming

 (d) 인체감지센서

(d) Sensor of a human body

그림 6 각 장치별 모듈

Fig. 6 Module of each devices

지하는 로 LED램 를 동작시키도록 한다. 여기에 각 회

로  디머 그리고 제어회로에 통신 오류가 발생하면 PLC

회로가 동작하도록 구성하되, 제어회로(1-8), 가상회로

(9-12), PLC회로(13-16)로 분류되고 제어된다. 매핑 설정에 

따른 구성화면은 그림 7과 같고 각 회로별 동작에 한 설

명은 표 5와 같다.

(a) 로컬 컨트롤러  그룹별 매핑 설정

(a) Setting for local controller and each group

(b) 매핑 설정에 따른 제어회로/가상회로/PLC회로

(b) Control, virtual, and PLC circuit depending on 

mapping set-up

그림 7 매핑  회로 설정 

Fig.  7 Setting for mapping and circuit 

디머가 매핑 되어있는 회로는 0∼10단계별 소등/ 등 밝

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센서감지 후 일정시간(5∼240 ) 동

안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구분 설  명

제어회로

(1~8번 회로)

센서가 감지될 경우 회로를 제어하는 용

도로 사용

가상회로

(9~12번 회로)

센서가 감지될 경우 디머를 제어하는 용

도로 사용

PLC회로

(13~16번 회로)

제어 회로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백업 

용도로 사용되는 회로

표   5  장치 회로별 설명

Table 5 Description by devices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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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장치별 근속도 시간  ZigBee 통신에서 PLC 

통신으로의 환 근시간

Fig. 8 Access time of each devices and changed access 

time of between ZigBee to PLC communication  

4.2 결과  분석

통신 인터페이스 이 화 모듈개발에 따른 유무선 복합 통

신 로토콜 기반의 시스템제어  효율성을 확인하기 해 

항목별 ZigBee 속시간 테스트와 이 화 테스트로 구분하

여 실험하 다. 

첫째, 통신 테스트를 수행하기 해서 로컬 컨트롤러로부

터 센서, 무선 디 장치, 력량 수집장치간 ZigBee 속시

간을 측정했으며, 실험 수행은 5회로 했다. 표 6은 ZigBee 

통신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표   6  ZigBee 통신 시험 결과

Table 6 ZigBee communication test result 

시료
속시간 Average

second1차 2차 3차 4차 5차

센서1 5 4 7 6 7 5.8

센서2 4 5 7 7 5 5.6

센서3 5 5 9 6 7 6.4

MWHM 8 9 13 10 8 9.6

MDT 10 14 16 12 18 14.0

둘째, 이 화 테스트는 PLC를 이용하되, ZigBee통신

(MDT)이 우선 채 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하며, 속장

애 발생 시 자동으로 PLC통신으로 환되도록 한다. 한, 

5m 이내거리에서 PLC 통신으로의 환 요구에 한 속

시간을 측정했으며, 실험 수행은 5회로 했다. 표 7은 PLC 

통신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표   7  PLC 통신 시험 결과

Table 7 PLC communication test results

시료
속시간 Average

second1차 2차 3차 4차 5차

PLC1 4 4 4 5 4 4.2

PLC2 4 5 4 6 4 4.6

각 장치별 속시간 테스트와 이 화 테스트에 한 평균 

속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산업 장의 조건을 만

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력선에 과부하 는 노이즈  

유발 장치를 연결한 상태에서의 실험에서도 평균 속시간 

이내의 안정된 통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지그비 속시간 테스트를 한 센서1은 5.8 , 센서2는 

5.6 , 센서3은 6.4  소요되었으며, 체 평균은 5.9 , 

MWHM( 력량 수집장치)는 9.6 , MDT는 14 에 속 완

료되었다. 이 화 테스트를 한 무선망 통신(MDT)이 우선

채 로 설정되어 있고, MDT 속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PLC 통신으로 환되었으며, 5m 이내거리에서 PLC 통신으

로의 환 시간은 평균 4.2 , 4.6  소요되었으며, 체 평

균 4.4  소요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 다.

5. 결  론

본 연구논문의 통신인터페이스 이 화 모듈개발을 통해서 

1)기술 요소 부품의 규격화 선도와 2)유무선복합 통신 로

토콜을 이용한 시스템 제어 기술 확보, 3)LED 조명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화 테스트는 

ZigBee 통신이 우선채 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신에

러 발생 시, PLC 속으로의 자동 환  환 시간에 따

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ZigBee 통신을 한 각 

노드별 속시간 한 좋은 결과를 보 다. 한, 력량에 

한 정보수집에 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ZigBee, Ethernet, PLC 등 백본망 연동을 통한 시스

템 제어 로토콜 기반의 제서버  연동 클라이언트간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1)수명 개선을 해서 기존 LED 조명 구동에 따른 

SMPS 의 수명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2)원가 감을 

해서도 고출력 디머블 AC 드라이버 IC 개발과 IC 제어를 

한 유무선 통신 모듈  응용 시스템 개발 확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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