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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방송용 LED 조명 제어방법은 RGB LED에 3자극치 이론을 적용한 LED 전류제어를 사용한다. 제어의 편의

성을 위해 이러한 제어방법은 1차 선형함수로 근사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적절한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실제 방송 

조명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광량과 색 혼합을 위해 적용되는 확산 판 등을 사용하지 않아 방송 조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조명용 LED 패널 제어방법으로 비선형함수 근사 능력이 뛰어난 순방향신경망을 사용하

여 원하는 색도좌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에 맞는 RGBW LED 패널 제어기를 구현하고자 한다. 성능 평가 결과 xy 색
도좌표의 오차가 대부분 ±0.02 이내이며, ANSI C78.377A의 허용범위를 만족하였다. xy 색도좌표 값의 평균 오차는 

xerror=0.0044, yerror=0.0030로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함과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o control the LED lighting for broadcasting, LED current control using tri-stimulus values is used for RGB LEDs. 
For the convenience of control, this control is approximated as a linear function or used as an appropriate value through 
trial and error. Also, it is not suitable for broadcast lighting because it does not use a diffuser plate applied for mixing 
sufficient light and color required for actual it. In this study, a neural network with excellent nonlinear function 
approximation is used as a control method for LED panels for broadcast lighting. We intend to implement an LED panels 
controller suitable for the desired chromaticity coordinates and dimming values of intensity.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errors of the xy chromaticity coordinates are mostly ±0.02 and the acceptable range of ANSI 
C78.377A was satisfied. The average errors of the xy chromaticity coordinate are xerror=0.0044 and yerror=0.0030, 
respectively, and we confirmed the superiority and stabl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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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방송 환경에서는 UHD(Ultra High Definition) 
TV의 도입으로 기존의 HD(High Definition) TV에 비교

하여 4배 이상의 선명한 화질로 고품질의 영상을 구현

할 수 있다[1]. UHD 카메라는 기존 HD 카메라의 빛과 

색 영역의 재현 범위가 넓어 색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다

[1,2]. 과거에는 표현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빛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미세한 색과 조도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UHD TV 환경에서의 조명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UHD TV 영상을 위한 조명은 색 표

현 범위가 확대되어 색 표현 정밀도가 매우 중요시된다

[1, 3]. 이러한 이유로 최근 LED(Light Emitting Diode)
를 이용한 방송 조명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1-4]. 
LED를 이용한 방송 조명은 조도(intensity), 연색성

(color rendering), 색온도(color temperature), 색 공간

(color space), 디밍 커브(dimming curve), 배광곡선

(light distribution curve)과 관계한 구체적인 기술적 특

성이 요구된다[4]. 
기존 방송용 LED 조명 제어방법은 RGB(Red Green 

Blue) LED에 3자극치(tri-stimulus values) 이론을 적용

한 LED 전류제어를 사용하여 광원의 색도좌표

(chromaticity coordinates), 색온도, 조도를 제어하는 방

법이 대표적이다[5, 6]. 이러한 제어방법은 LED 전류에 

대해 색도좌표, 색온도, 조도가 비선형함수이나 제어의 

편의성을 위해 1차 선형함수로 근사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적절한 값으로 사용한다[5-9]. 더욱이 대부분의 연

구는 실제 방송 조명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광량과 색 혼

합을 위해 적용되는 확산 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

을 위해 몇 개의 RGB LED를 이용하여 충분한 광량이 

필요한 방송 조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방송 조명이 아

닌 감성 조명으로써 W LED(White LED)를 이용하여 

LED 조명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특정 

색 좌표에 국한되어 연구되었다[10]. 그리고 대부분의 

LED 패널은 온도와 같은 주위 환경에 대하여 매우 민감

하게 동작하며, 광질을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 큰 편차를 

발생한다. 
RGB LED는 색 공간에서 3자극치의 독립된 변수이

나, RGB 3원색의 합성 광인 W LED가 포함될 경우 사

용자가 원하는 조도, 색온도, 색도좌표를 나타내기 위한 

3원색의 분포가 변하게 되어 원하는 색을 표현할 수 없

다[7-9]. 그러므로 RGBW(Red Green Blue White) LED
를 이용한 방송용 조명은 비선형함수 근사가 필요하다. 
신경망(neural network)은 인간의 뇌 신경세포들의 연결 

관계를 단순한 수학적 관계식으로 구현하여 인간의 지

적 능력을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다[11-13]. 이러한 신경망은 비선형함수 근사와 데이터 

보간 기능이 뛰어나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조명용 LED 패널 제어방법으로 비

선형함수 근사 능력이 뛰어난 순방향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색도좌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에 대한 RGBW LED 제어 값을 출력하는 제어기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어기 설계에 앞서 신경망 학습을 위

해 RGBW LED로부터 광질 데이터를 계측하고, 계측된 

데이터들이 함수관계가 성립하도록 2차 다항식 보간법

(quadratic polynomial interpolation method)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근사화한다. 또한, 데이터의 대푯값을 선정하

여 신경망 학습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다. 설계

된 제어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CIE1931 색도좌

표 전체 구간에서 1,945개의 입력 데이터값을 선정하여 

계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성능검증은 ANSI C78.377A
를 적용하였다. 평균 오차는 xerror=0.0044, yerror=0.0030

으로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며, ANSI C78.377A의 

허용범위를 만족하였다. 

Ⅱ. 방송용 LED 조명과 신경망

과거 방송용 영상조명은 3200K, 5600K 등 정해진 색

온도를 갖는 제품에 Gel 필터 등을 사용하여 색온도를 

변환하였으나, LED가 적용되면서 3200K~5600K까지 

자유롭게 색온도를 변환하여 사용되면서 영화나 방송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4]. 또한, 전력 사용량이 최

대 90%까지 감소하여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고, 적외선

과 자외선 방출이 거의 없는 장점으로 인해 LED 조명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4,5]. 방송용 조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RI(Color Rendering Index), , 조도, xy 
색도좌표, 색온도 범위와 같은 성능 지표를 충족하여야 

한다. xy 색도좌표 제어는 RGBW LED를 사용하여 

CIE1931의 색도좌표 전체 구간을 완전히 표현하는 제

어방법이다. 
신경망은 인간의 학습 능력을 모방한 단순화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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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써, 학습데이터에 대한 함수 근사와 데이터 보간 

기능이 뛰어나 많은 회귀 문제와 제어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그리고 은닉층들(hidden layers)로 구성된 다층 구

조를 갖추고 있으며, 출력층에서의 오차 신호를 하위층

에 전파하여 각 층에 연결된 연결 강도(weight)를 조정

하여 역전파 학습법(backpropagation learning)을 사용

한다[11-13]. 본 연구에서는 xy 색도좌표 값을 입력받아 

xy 색도좌표의 최대 조도 값을 예측하는 NET1을 구성

하고, xy 색도좌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에 대해 LED 패
널 제어 값을 예측하는 NET2로 구성한다. 

Ⅲ. LED 제어 시스템 및 학습데이터

3.1. LED 패널 제어기 설계 및 측정 시스템

방송용 조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RI, , 조
도, xy 색도좌표, 색온도 범위와 같은 성능 지표를 정확

히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는 필수적이다. 또한, 신경망

과 같은 제어기 설계를 위해 고정밀의 계측시스템이 요

구된다. LED 패널 제어기는 200W급이며, 그림 1은 

LED 패널 제어기의 블록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이
다. 높은 정밀도를 갖는 LED 패널 제어기를 구현하기 

위해 전류제어 분해능이 0~13000단계가 가능하도록 하

드웨어를 제작하였다. 그림 2는 LED 패널 제어기와 제

작된 LED 패널이다. LED 패널에 사용된 RGBW LED
의 개수는 각각 224(16×14)개를 사용하였다.

Fig. 1 RGBW LED controller block diagram

xy 색도좌표 제어를 위해서는 조도, xy 색도좌표와 

같은 광질을 계측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림 3은 광원

의 광질 데이터 측정을 위한 설계도면과 제작된 시스템 

사진이다. 

(a)

(b)

Fig. 2 LED panel controller and panel 
(a) Controller (b) LED panel

(a)

(b)

Fig. 3 System for measurement 
(a) Design (b) Measurement system

3.2. 신경망 학습을 위한 원시 데이터 추출

원시 데이터(raw data)는 측정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

로 측정된 RGBW LED 전류제어 값과 Chroma meter로 

계측된 광질로 구성된다. 측정된 데이터는 CIE1931 색 

공간의 색도분포 전체를 포함되도록 데이터 세트로 구

성하였다. 측정 데이터는 RGBW LED 패널 전류제어 

값에 대한 CRI, , 조도, xy 색도좌표, 색온도로 구성

된 총 166,196세트의 원시 데이터로 구성된다. 그림 4는 

xy 색도좌표에 대해 조도를 3차원으로 표시한 측정된 

원시 데이터 그림이다. RGB LED 외에 W LED가 추가

됨으로써 백색 광원 영역의 광량이 매우 증가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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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nsity for xy chromaticity coordinates

Ⅳ. 신경망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

4.1. 신경망 제어기

방송용 조명 LED의 xy 색도좌표 제어기는 xy 색도좌

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을 입력받아 LED 패널 제어 값

을 출력하는 제어기이다. 제어기는 비선형함수 근사 능

력이 뛰어난 순방향 신경망을 사용하여 설계하고자 한

다. 본 연구 초기에는 xy 색도좌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

을 신경망의 입력으로 설정하고, RGBW LED 패널 제

어 값을 출력하는 역 모델(inverse model)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대부

분의 LED 패널은 온도와 같은 주위 환경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동작하며, 광질을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 큰 편

차를 발생한다. 또한, 측정 장비에서도 측정 오차를 발

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LED 패널 제어 값에 의한 측

정된 xy 색도좌표와 조도가 이러한 측정 오차로 인하여 

신경망의 입출력 함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데이터들

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계측된 광질 데이터의 오차를 

필터링할 수 있는 2차 다항식으로 근사하고, 신경망의 

함수관계가 성립하도록 입출력 관계가 간결한 모델로 

나누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 5는 제안된 xy 색도좌표 제어기로서 CIE1931 

색 공간의 xy 색도좌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을 입력받아 

LED 패널 제어 값을 출력하는 제어기를 표시하였다. 
NET1은 조도 신경망으로 xy 색도좌표 값을 입력받아 

최대 조도 값을 출력한다. NET2는 LED 패널 제어신경

망으로 xy 색도좌표 값과 디밍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LED 패널 제어 값을 출력한다. 디밍 값은 xy 색도좌표

에 대한 최대 조도값을 디밍 값 100%로 설정하여 0~ 
100%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신경망 제어기의 학습데이터 선정 및 학습

4.2.1. NET1의 학습데이터 선정 및 학습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원시 데이터를 살펴보면 함수

관계를 유도하기 어렵다. 이는 LED 패널이 온도와 같은 

주위 환경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여 동작하며, 광질을 측

정하는 시간에 따라 큰 편차를 발생한다. 그러므로 계측

기로부터 측정된 광질 데이터로부터 함수관계가 성립

할 수 있도록 한 개의 xy 색도좌표 값에 대해 한 개의 최

대 조도 값이 나오도록 원시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xy 
색도좌표를 0.03 간격으로 격자 구조로 배열하고, 각 격

자 구조에 해당하는 최대 조도값을 출력으로 설정하였

다. 그림 6은 xy 색도좌표에 대해 선택된 격자와 격자 내

의 최대 조도 값만을 표시하였다. 선정된 데이터의 개수

는 276이다. CIE1931 색 공간의 색도분포 전체 공간에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 Controll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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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Learning data for NET1 (a) Maximum illuminance 
value for xy chromatic coordinates (b) Selected xy 
chromatic coordinates

선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NET1을 학습하였다. 신
경망 학습을 위해 Matlab(Mathworks사의 software)을 

사용하였으며, NET1은 2개의 은닉층(hidden layer)과 

각각 100개의 뉴런(neuron)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

습 방법은 scaled conjugate gradient method를 적용하여 

학습결과 MSE(Mean Square Errors)가 ×로 

학습되었다. 그림 7은 학습된 신경망의 함수 근사 능력

을 확인하기 위해 xy 색도좌표 값을 0.01 간격으로 입력

하여 출력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그림 6 (a)와 매우 

유사하게 함수 근사가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2.2. NET2의 학습데이터 선정 및 학습

LED 패널 제어 값을 추정하는 NET2는 xy 색도좌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을 입력으로 사용한다. NET2 설계

를 위한 학습데이터로 NET1과 같이 원시 데이터를 직

접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계측된 데이터의 오차를 

필터링할 수 있는 2차 다항식으로 근사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 8은 원시 데이터에서 색도좌표   X

 ,   Y   구간에서의 예로 조도값에 대

한 LED 패널 제어 값을 모두 도시하였다. 앞의 설명처

럼 같은 조도에 서로 다른 LED 패널 제어 값이 표시됨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도에 대한 LED 패널 제어 값

이 함수관계가 성립하도록 데이터를 보간할 필요가 있

다. 필터링을 위한 함수는 2차 다항식 보간을 사용하여 

근사하였다. 그림 8에 근사화 된 데이터를 같이 표시하

였다.

Fig. 8 RGBW LED current control value and Interpolation 
(0.15<x<0.17, 0.06<y<0.09)

보간된 RGBW LED 제어 값뿐만 아니라, 조도값에 

대해서도 함수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원시 데이터

에서 xy 색도좌표 값의 대푯값을 선정한다. 대푯값은 xy 
색도좌표를 0.03 간격으로 격자 구조로 배열하고, 모든 

조도값을 나열하여 각 격자 내에 존재하는 xy 색도좌표 

값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같은 격자 

안에 배열된 조도값들을 300lux 간격으로 나누어 사

각형 상자 안의 조도값을 평균하여 데이터 세트로 구성

하였다. 그림 9는 이러한 방법을 필터링하여 재구성된 
Fig. 7 Output results of N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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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0개의 광질 데이터 중에 xy 색도좌표에 대하여 조

도를 표시하였다. 이처럼 재구성된 데이터를 NET2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한다. 

Fig. 9 Reconstructed data set for NET2

NET2는 LED 패널 제어 값을 예측하는 신경망으로 

디밍 값에 의해 변환된 조도 값과 xy 색도좌표 값을 사

용하여 LED 패널 제어 값을 출력한다. NET2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개수는 12,750개를 사용하였으며, 네트워

크 구조는 200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첫 번째 은닉층과 

300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두 번째 은닉층으로 구성하였

다. NET2의 학습결과는 MSE가 ×로 매우 양

호하게 학습되었으며, 그림 10은 NET2의 출력 오차를 

표시하였다. 확인 결과 전체적인 영역에서 고르게 학습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ET2의 학습데이터인 조

도와 LED 패널 제어 값이 데이터 필터링과 2차 다항식 

보간에 의해 재구성된 데이터들이 함수관계가 성립됨

을 의미한다.

Ⅴ. 실험 및 고찰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제어기의 입력을 

표 1과 같이 xy 색도좌표 값과 디밍 값으로 설정하여 총 

1,945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Item Settings

xy chromaticity 
coordinates

≤x≤  interval 0.02
≤y≤  interval 0.02

Dimming 100%, 80%, 60%, 40%, 20%

Table. 1 Input settings for performance evaluation

테스트 데이터로부터 제안된 제어기의 출력을 생성

하여 제작된 RGBW LED 패널에 3초 단위로 제어하며 

xy 색도좌표 값을 측정하였다. 그림 11은 1,945개의 테

스트 데이터에 대한 xy 색도좌표 값의 입력과 출력의 오

차값을 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오차가 ±0.02 이내이

며, 성능검증은 ANSI C78.377A를 적용하였다. 평균 오

차는 xerror=0.0044, yerror=0.0030으로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며, ANSI C78.377A의 허용범위를 만족하

였다. 제안된 제어방법은 노이즈가 있는 계측 신호와 온

도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광질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

해 2차 다항식 근사와 xy 색도좌표의 평균값을 대푯값

으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데이터

를 사용하여 신경망을 학습하였다. 제안한 제어기는 방

송 조명용 RGBW LED 패널의 비선형 특성을 잘 근사

하였으며, 색도좌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에 대하여 뛰어

난 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10 Output errors of NET2
Fig. 11 Errors of xy chromaticity coordinates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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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임의로 선정한 4가지 xy 색도좌표 값과 조도

의 디밍 값에 대해 제안된 방법의 출력과 실제 측정된 

xy 색도좌표 값을 나타낸다. 그림 12는 4가지 샘플에 대

해 암실에서 촬영된 RGBW LED의 동작 상태를 보여준

다. 제작된 LED 패널의 경우 그림 2(b)와 같이 큰 광량 

확보와 적은 제작비용을 위해 외각이 조금 큰 35×35[mm] 
RGB LED를 사용하고, W LED의 경우 외각이 50×50 
[mm]를 사용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패널의 가장자리 부

분에서 특정 LED 성분이 나타나 빛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명의 중심 부분에는 확산 판에 의해 양

질의 광원이 측정된다.

Item
Cases

Case 1 Case 2 Case 3 Case 4

Dimming 40% 40% 80% 100%

Desired 
xy chromaticity 

coordinates

x: 0.560
y: 0.357

x: 0.200
y: 0.061

x: 0.220
y: 0.652

x: 0.260
y: 0.254

Output of the 
proposed method

(current control values)

R: 5419
G:   315
B:     68
W:  832

R: 2378
G:       1
B: 5293
W:    31

R:    109
G:  9802
B:    256
W:   348

R:  1706
G:  8724
B:10087
W:  7318

Actual 
xy chromaticity 

coordinates

x: 0.564
y: 0.354

x: 0.192
y: 0.058

x: 0.215
y: 0.653

x: 0.259
y: 0.255

Table. 2 Results and input settings of sample

(a) (b)

(c) (d)

Fig. 12 RGBW LED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IE1931 색 공간의 xy 색도좌표 값과 

조도의 디밍 값을 입력받아 방송용 조명 RGBW LED 
패널 제어 값을 예측하는 제어기를 구현하였다. 제어기 

설계에 앞서 신경망 학습을 위한 LED로부터 계측 데이

터를 수집한다. 노이즈가 있는 계측 신호와 온도 등 외

부 환경에 민감한 광질 데이터를 2차 다항식 근사를 사

용하여 보간하고, xy 색도좌표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재구성된 데이터를 신

경망의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설계된 제어기의 성능은 CIE1931 색도좌표 전체 구

간에서 1,945개의 입력 데이터값을 선정하여 계측 결과

를 비교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xy 색도좌표의 오차가 

대부분 ± 이내이며, ANSI C78.377A의 허용범위

를 만족하였다. xy 색도좌표 값의 평균 오차는 xerror

=0.0044, yerror=0.0030으로 신경망을 사용한 제안된 

알고리즘의 우수함과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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