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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ED 조명은 IT융합 시대로의 진화에 따라 단순조명에서 인간중심화 및 다기능화 시스템 조명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센서기능, 통신기능 등의 IT기술과 응용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통하여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조명 제어로 에너지가 절감되고 빛의 세기와 색 조절 등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조명이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시스템 조명을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센서 적용 및 제어가 가능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ED 조
명관제를 위한 유무선 통신 플랫폼 및 관제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LED 조명 관제 시스템은 Bluetooth 매쉬 네트

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LED 조명 제어,  LED 조명 상태 모니터링,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에너지 피크

점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제안한 유무선 통신 플렛폼과 관제시스템을 통해 LED 조명의 수명 연장 및 에너지 절

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LED illumination has been developed from simple illumination to human oriented multi-functional system 
depending on the IT convergence trends. Thus, the convergence of IT technology such as various types of sensor and 
communication functions with application software can make saving of energy, and there are also several needs about 
the tailor-made illuminations requirements for the diverse users who want to take their own colors, strengths of the 
light. For the adaption of these kinds of intelligent system illumination, user oriented sensor and control should be 
possible. The LED lighting control system transmits and receives data via the Bluetooth mesh network and provides 
functions such as LED lighting control, LED lighting condition monitoring, energy usage monitoring, and energy peak 
point manage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suggest wireless communication platform and control system for the 
LED illumination control. We can expect life extension of LED illumination, and energy saving through this sugges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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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조명은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

간 활동에 필수적인 기본요소이며 대부분 값비싼 에

너지인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조명은 

단순 조명에서 쾌적한 환경 유지와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의 응용 분야가 늘어나고,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전력소비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다[1,2]. 

이러한 조명 산업은 발광다이오드(LED)의 높은 광

효율, 장수명, 저 전력, 친환경적인 장점으로 차세대 광

원으로 LED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LED조명은 정부의 

LED 보급정책 및 수요적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장점으로 LED 조

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LED 조명은 IT융합 

시대로의 진화에 따라 단순 조명에서 인간중심화/다기

능화 시스템조명으로 발전하였고 IT, 에너지, 수송기기, 

농업, 의료, 환경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와 융복합을 통

해 다양한 기능성 시스템 조명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

한 센서 기능, 통신기능 등의 IT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융합시켜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조명 제어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빛의 세기와 색조절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조명이 요구되고 있다[3]. 

이러한 LED 조명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지능형/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미국 조

명업계의 전문가들은 LED 조명보다 더 빨리 적용되

어야 하는 기술로 조명에 대한 중앙제어시스템을 선

정하였다. LED 조명의 제어 및 효율적 운전 관리는 친

환경 저에너지 시스템 조명을 구현할 수 있는 주요 기

술로 부각되고 있다. LED 조명은 제어가 되는 경우 기

존 형광등이나 백열전구와 달리 수명이 연장이 가능

해지고 지능형/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

보다 4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존 조명 시스템의 경우 LED 조명의 관제를 위해 사용

되는 센서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센서의 추가 확장

이 어려운 원보드형태로 개발되어 표준화 및 서비스 

확장이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4,5]. 

이에 본 논문에서는 LED 조명의 효율적인 제어와 서

비스 응용 및 다양한 센서모듈을 추가 확장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 플랫폼과 관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Ⅱ. 조명제어 기술 현황

본조명제어 시스템은 전체 운용 시스템을 총괄 관리

하는 조명제어관리 소프트웨어가 PC에 탑재되어 있고,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조명제어 모듈과 각종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모듈로 구성

된다. 제어모듈은 연결된 각 안정기를 별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프로토콜을 이용하며 DALI 또는 DMX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LED 광원이 부각되기 시작

하면서 그림 1과 같이 LED 드라이버에 DALI 프로토콜

을 구현한 시스템이 출시되고 기존 형광등기구에도 

DALI를 이용하지만 같은 원리로 LED가 보다 적극적

으로 사용되며 DALI 통신으로 LED의 광출력을 

1~100%로 조절이 가능하다[6,7].

Fig. 1 DALI LED Driver

LED 제어모듈은 단독으로 동작하게 구성할 수도 있

지만 확장을 위해서 대부분은 외부의 중앙제어장치에

서 명령신호를 받아 이에 따라 안정기를 구동시키는 형

태로 현재 대부분의 조명제어 시스템은 상황별 점등제

어를 위한 운용 및 설정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사의 친환경 조명제어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마이크로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 

6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Fig. 2 Schneider-electric Ligh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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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을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과 블라인드 컨트롤을 통

한 실내온도 최적화로 공조 시스템의 작동을 줄여 에너

지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이머와 같이 매

우 국지적인 소규모 솔루션부터 빌딩자동화 시스템에 

포함되는 중앙 집중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Redwood사의 조명제어 시스템은 LED 조명용 전원 

공급을 위해 전기선이 아닌 UTP 통신 케이블을 사용하

여 별도의 전기 배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통신 케이블 

배선만으로 조명에 대한 전원 공급과 조명 제어 신호의 

통신을 처리한다. LED 조명으로 공급되는 전원은 네트

워크 스위치의 PoE와 동일한 규격을 적용함으로써 

Low Voltage 전기 이용에 따른 안전성을 보장한다. 기

존 LED 조명의 전원 공급을 위한 안정기는 필요하지 

않으며 Redwood 엔진으로 부터 UTP 케이블을 통하여 

LED 조명등에 필요한 전기(DC)가 공급된다. 그림 3은 

Redwood 사의 스마트 조명/제어 시스템의 구성도로  

Redwood Engine, Redwood Dimmer, Redwood 

Gateway, Redwood Sensor가 UTP 케이블(Cat. 5e/6/6a)

로 연결 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3 Readwood Light Control System

국내에서는 LED를 단순 부품 개념에서 시스템 관점

으로 차별성을 강조하는 부품 및 소재, 다양한 센서와 

기능, HW/SW 제어, 빛환경 콘텐츠 등의 융합 기술 개

발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한국광기술원

과 공동으로 도로 조명 디밍제어시스템 표준 제정을 추

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명 제어 시스템은 LED의 광색 및 색온

도, 배광제어, 인체감지를 통한 디밍 제어를 활용하여 

광 테라피 및 심리, 생리 조명, IT기술 적용 빌딩 에너지

절감 통합 제어시스템, IoT 활용 자동화 스마트 조명 제

어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ED 조명 내부에 장착하여 초저전력 

통신기능(BLE)과 목적에 따라 각종 센서를 자유롭게 

탈부착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조명장치 통신모듈’

을 제공하고, 이를 손쉽게 모니터링 하고 제어할 수 있

는 ‘관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Ⅲ. LED조명 제어 플랫폼 설계

본 논문에서는 LED 조명관제를 위한 유무선 통신 플

랫폼 및 관제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4는 LED 조명 관

제 시스템 전체 구성도이다. LED 조명 제어 플랫폼은 

조명의 효율적인 제어와 조명장치의 다양한 규격과 센

서 연동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Control Board와 Sensor 

I/O Board를 따로 구분 하여 구성 하였다. 각 LED 조

명 통신 모듈은 블루투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메쉬 네

트워크로 연결된다. LED 조명 통합 관제 시스템은 메

쉬 네트워크로 연결된 LED 조명의 에너지 관리 및 상

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상황에 따라 조명을 

제어한다.

Fig. 4 LED Light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3.1. LED 조명 통신 모듈 설계

LED 조명 통신 모듈은 그림 5와 같이 Control Board, 

Sensor I/O Board, SMPS, LED Panel로 구성된다. 

Control Board는 MCU와 통신모듈로 구성되며 Sensor 

I/O Board와 GPIO로 연결되어 연결된 센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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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하며 취합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내부 프로토콜로 

내장된 통신모듈을 통해 서버로 전송한다. Sensor I/O 

Board는 3.3V에서 24V까지 다양한 센서 모듈의 전원

공급이 가능한 멀티 입출력 I/O 보드로 표 1.과 같이 구

성된 8개 이상의 I/O 포트를 통해 연결된 센서 모듈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GPIO로 Control Board에 센서 데이

터를 전송한다.

Fig. 5 LED Light Communication module Block Diagram

Table. 1 Sensor I/O Board I/O Socket

Item specification I/O

power DC 3.3V, DC 5V GPIO 
connector

8chAD converter MCP3208, SPI 
interface

Input

DC 3.3V analog sensor
 connector

4port Input

DC 5V analog sensor
 connector

4port Input

DC 3.3V digital sensor 
connector

4port Input

DC 5V digital sensor 
connector

4port Input

DC 12V power output 
connector

4port Output

DC 5V power output 
connector

4port Output

DC 3.3V UART connector 1port Output

DC 5V UART connector 1port Output

12C communication port 1port Output

GPIO output 9 pin Header output

3.2. LED 조명 게이트웨이 설계

LED 조명의 내부 혹은 외부에 장착되는 각각의 블루

투스 모듈과 블루투스 게이트웨이 장치가 메쉬 네트워

크로 연결되며, 블루투스를 통해 전송되는 각각의 LED 

조명 정보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와이파이 또는 유

선 이더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버로 전송된다. 게이트

웨이는 그림 6과 같이 WiFi Module, BLE Module, 

RS232/485 Module, Ethernet Module로 구성된다.

Fig. 6 LED Light Gateway module Block Diagram

3.3.  LED 조명 메쉬 네트워크 구조 설계

LED 조명 메쉬 네트워크는 그림 7.과 같이 각 노드

(LED 조명 및 게이트웨이 장치)들이 다른 노드의 작동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형태

의 구조로 블루투스 장치들 간 패킷 릴레이 방식으로 

노드 간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

를 블루투스로 커버가 가능하다. 또한 각 기기가 전체 

블루투스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서 데이터를 주고받

게 되며, 모두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다양한 기기 간 상

호 제어가 가능하다.

Fig. 7  LED Light Mesh Network Structure

3.4. LED 조명 통합 관제 시스템

LED 조명 통합 관제 시스템은 그림 8과 같이 

Monitoring Module, Message Converter, LED Control 

Module로 구성된다. 각 모듈 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 Message Converter

․내부 프로토콜에 따른 메시지 생성 및 파싱

․Bluetooth Gateway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서 LED 

조명의 에너지 정보 및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Monitoring Module로 전송

․LED Control Module로부터 획득한 LED 조명제어 

데이터를 제어 프로토콜에 따라 메시지를 생성하고 

게이트웨이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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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ED Light Control System Module Block Diagram

￭ Monitoring Module

․LED 조명의 에너지 사용량, 점/소등 및 고장 유무 상

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주기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

․LED 조명에 부착된 센서의 동작 유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오류 발생 시 관리자에게 메시지 전송 및 

LED Control Module로 LED 제어 요청

￭ LED Control Module

․설치된 LED 조명에 대한 1:1 제어를 위해 LED 조명 

정보를 등록 및 관리

․에너지 관리 목표치 및 전력 피크점을 설정하고 에너

지 소비에 따라 LED 조명으로 제어 명령을 전송

․LED 조명을 제어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운영 

시나리오에 맞추어 점/소등 및 다밍 조명 제어 명령

을 전송

․LED Control Module로부터 전송 받은 제어 요청에 

따라 해당 LED 조명에 제어 명령을 전송

Ⅳ. 비콘 데이터 송신 테스트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LED 조명관리를 위해 PIR 

센서를 통해 사람의 접근을 감지할 경우 BH1750 조도

센서를 통해 자연광을 측정하여 자연광에 따른 LED 조

명 PWM 제어를 통해 실내 조명을 조절하기 위해 테스

트를 진행하였다.

블루투스 장치의 고유 ID 값인 UUID 설정하여 각 블

루트스 장치를 구분하고, 움직임이 감지 될 경우 마이

크로프로세서로부터 조도센서의 데이터를 읽어 들여 

LED 조명을 자연광에 따른 PWM 제어를 통해 조명의 

밝기를 조절, 움직임 데이터와 조도데이터를 블루투스 

비콘의 Major와 Minor 으로 설정하여 비콘 신호로 전

송하여 전송된 블루투스 장치 목록 및 데이터를 UART 

통신을 사용하여 PC 프로그램에 출력하였다. 그림 9는 

이와 같은 블루투스 장치의 BLE 데이터 출력결과이다.  

Fig. 9 Bluetooth BLE RawData

Fig. 10 Beacon Data Transmission Test

그림 10은 비콘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며  

테스트를 통해 움직임 감지에 따른 조도데이터 전송 및 

LED 조명 PWM 자동 제어가 가능하였으며, PC를 통해 

블루투스 데이터의 확인 및 원격 제어도 가능하였다.

Ⅴ. 결  론

조명은 전기 에너지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 백열전구, 형광램프는 에너지 효율이 20%로 매우 

낮다 이러한 조명 산업은 LED의 높은 광효율과 저전력

의 장점으로 차세대 광원으로 주목하게 되었고 조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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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전문가들은 LED 조명보다 더 빨리 적용되어야 하

는 기술을 조명에 대한 중앙제어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특정 센서가 포함된 

일체형 위주의 LED 조명을 Control Board와 Sensor I/O 

Board를 분리하여 설계하여 각종 센서의 호환성 및 확

장성 지원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보

이며 LED 조명 통신모듈의 플랫폼화를 통해 각각의 환

경에 맞는 센서의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LED 조명 관제시스템을 통해 LED 조명 상태를 모

니터링 및 제어하여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통한 에너지 

피크점 관리 및 조명 관제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과 전기 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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