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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차양을 위한 RF제어 시스템 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brication of RF Control System

for Building Sunshade

박정철*, 추순남**

Jung-Cheul Park*, Soon-Nam Chu**

요  약  본 논문은 건물 차양을 한 RF 제어 시스템 제작에 한 연구이다. 력, 압 UHF 무선 송∙수신 칩

인 CC1020을 사용하여 주 수 447.8625∼447.9875, Data rate 4800Baud, Channel spacing 12.5kHz,  SPDT 스 치

로 입출력 분리하여 설계하여 Microcontroller 로그램 하 다. 안테나는 나선형 Helical 안테나 형태로 제작하 다. 

시작 제품을 주 수 447.8625∼447.9875 무선 공 선 력을 측정하여 실험한 결과 소출력 무선기기 기 인 10dBm을 

넘지 않았다. 차양 효과 실험은 차양을 25%, 50%, 75% 치에서 실내 온도  조도를 1시간 단 로 측정하 다. 실험 

결과 25% 치시 조도는 82∼87%로 낮아지고, 온도는 0.6∼1.4℃ 낮아졌으며, 50% 치시 조도는 60∼68%로 낮아지

고, 온도는 2.3∼4.1℃ 낮아졌다. 75% 치시 조도는 41∼47% 낮아지고, 온도는 3.4∼5.1℃가 낮아졌다.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the fabrication of wireless control system for the building shading device. RF 
Module was controlled by UHF wireless CC1020 chip which has low electrical power and low electrical voltage. 
Also 447.8625∼447.9875 frequency, 4800Baud data rate and 12.5 kHz channel spacing was controlled by the use 
of SPDT switch and with Microcontroller program. Furthermore, the helical antenna was used. The starting 
production of 447.8625∼447.9875 kHz wireless electrical power was used. As the result, it did not exceed 10dBm 
which is the standard of low power wireless system. Shading efficiency was measured at 25%, 50%, 75% direction 
with controlling the interior temperature and the intensity of illumination at the rate of 1 hour. As the result, the 
intensity of illumination was lowered to 82~87% at 25% direction with 0.6~1.4℃ lowered temperature. At 50% 
direction, the intensity of illumination was lowered to 60~68% with 2.3~4.1℃ lowered temperature. And at 75% 
direction, the intensity of illumination was lowered to 41~47% with 3.4~5.1℃ lowered temperature.

Key Words : RF Module, SPDT switch, Microcontroller, Shading efficiency

Ⅰ. 서  론

 세계 으로 국제유가의 등으로 인하여 에 지 

사용에 따른 에 지 고갈문제와 이로 인한 에 지 약

의 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재 우리나라 에 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는 약 97.5%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 

에 지 총사용량에 한 건물 에 지사용량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종 에 지 소비량의 약 

62%가 건물에서 소비되어 있다.
[1]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는 고효율 신재생에 지의 개발 는 격 인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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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식 도입 등 한 에 지 리 방법을 통한 에

지 약방안 마련이 국가  차원에서 시 히 해결해야 

할 주요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 문화수 이 향상

됨에 따라 자연채 으로 인한 실내 환경의 쾌 성과 이

에 따른 작업 성능 향상에 큰 심을 갖게 되었으며, 

한 자연채 이 지니고 있는 조명, 냉, 난방 에 지의 잠재

성에 착안하여 첨단 고성능 채 시스템 개발에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2]

 건축물의 80%이상이 커튼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름철 복사에 의한 냉방부하와 겨울철 도에 의

한 난방부하의 향으로 유리를 통한 에 지 손실을 가

시킨다.[3] 이러한 에 지 손실을 감하기 해 다양한 

커튼월 임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태양열을 제어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맹목 인 차단은 자연채  능

력을 하시킨다. 따라서 건축물에 유입되는 일사를 조

하기 하여 차양을 사용한다. 차양은 채 , 환기, 조망

에 있어서 탁월한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기

능은 효율성, 리성, 쾌 성이라는 측면을 통해 발 되

어 왔다.[4] 따라서 태양빛의 컨트롤 즉, 차양의 한 

리를 필요로 하게 되어, 건축물내로 들어오는 직사 선

으로부터 차단시킨다. 그러므로 태양열을 조 하여 열에

지 효율 면에서 건물 냉난방 에 지  건물 내의 조

도 조 을 가져올 수 있어 자연채 과 에 지 감에 많

은 효과가 있으므로 그린빌딩, 친환경 건축물에 많이 

용된다. 한 이를 건물 내에서 통합 제어를 할 수 있도

록 네트워크화 되어 있으며, 다른 공조 시스템과의 연계

제어가 가능하여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첨단 

지능형 건축물 등에 용된다.[5] 

본 연구는 RF 제어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차양 장치를 

건물 내,외부 환경 조건에 해 능동 으로 처할 수 있

으며, 설치공사의 번거로움  각종 배선처리의 문제

을 해결 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물이나 거리제한 없이 

메시지 달 방식의 RF 무선네트워크를 구성하여[6], 출

입 제, 조명 제, 소방 제, 주차 제, 방범 제 등의 네

트워크시스템과 속하여 건물 체를 실시간 으로 통

합 감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Ⅱ. 실험 방법

1. RF 모듈 설계

본 논문에서는 력 압 UHF 무선 송∙수신 칩

인 Chipcon사의 CC1020을 사용하여 설계하 다. 

CC1020를 제어하기 한 Program 동작순서는 그림1에 

나타냈다.[7,8] 

그림 1. 동작 순서도
Fig. 1. Operation flowchart

주 수 설정에 사용되는 지스터들은 FREQ_2A, 

FREQ_1A, FREQ_0A, FREQ_2B, FREQ_1B, FREQ_0B 

주 수 Register가 있으며 CLOCK_A, CLOCK_B 클럭 

발생 지스터가 있다. 지스터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 계산된다.[9,10] 

가. Frequency Calculation

 fc = fref × {0.75+(FREQ+0.5×DITHER)/32768}

 fref = fxosc / (REF_DIV+1)

 IF = 307.2kHz                                 (1)

 DITHER = 1,  REF_DIV = 1

 fxosc = 14.7456MHz

 fref = 14.7456MHz / 2 = 7.3728MHz

1.2 RX Frequency Register

 RX_frequency(447.9000)=f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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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9000MHz-307.2kHz 

                      =447.5928MHz

 RX_frequency(fc)=447.5928MHz

         =7.3728MHz×{0.75+(FREQ+0.5)/32768}

          60.708=(0.75+(FREQ+0.5)/32768)

          59.958=(FREQ+0.5)/32768              (2)

          FREQ=59.958×32768-0.5=1964725

          3BF56A(Hex)=1964725×2

 FREQ_2A=0x3B, FREQ_1A=0xF5, FREQ_0A

          =0x6B(LSB DITHER bit) 

   

1.3 TX Frequency Register

 TX_frequency(447.9000)=fc=447.9000MHz

 TX_frequency(fc)=447.9000MHz

        =7.3728MHz×{0.75+(FREQ+0.5)/32768}

         60.7503=(0.75+(FREQ+0.5)/32768)

         60.0003=(FREQ+0.5)/32768              (3)

         FREQ=60.0003×32768-0.5=1966090

         3C0014(Hex)=1966090×2

 FREQ_2B=0x3C, FREQ_1B=0x00, 

 FREQ_0B=0x15(LSB DITHER bit)  

Frequency

(MHz)

TX Frequency

FREQ_B 

Register(HEX)

RX Frequency

FREQ_A Register

(HEX)

447.8625 3BFEC9 3BF41D

447.8750 3BFF37 3BF48D

447.8875 3BFFA7 3BF4FB

447.9000 3C0015 3BF56B

447.9125 3C0085 3BF5D9

447.9250 3C00F3 3BF649

447.9375 3C0163 3BF6B9

447.9500 3C01D1 3BF727

447.9625 3C0241 3BF797

447.9750 3C02B1 3BF805

447.9875 3C031F 3BF875

표 1. 주파수 레지스터 설정값
Table.1 Frequency Register setting value

PCB는 2층으로 설계하 고 각 부품의 Library를 작성 

Component로 부호화 하여 트별로 구분하 다. PCB를 

Top Layer와 Bottom를 나 어 크기를 최소화 하도록 배

치하 으며, AC와 DC를 분리하여 AC쪽은 Copper를 제

외시켜 노이즈를 없애도록 하 다. Route시 제어 부분은 

0.5∼1.2mm 패턴으로 사용하 고, Power 패턴은 3∼

5mm로 설계하 다. 

그림 2. PCB 제작
Fig. 2. Fabrication PCB

RF 측정 실험은 차양 모터 제어기  차양 모터 리모

콘의 테스트 시료를 비하 으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

다. 차양 모터 제어기의 RF 측정을 해 비된 시료는 

그림 3과 같다. 차양 모터 리모콘의 RF 측정을 해 비

된 시료는 그림 4와 같다.

테스트 선택 키의 변조 / 무변조 테스트를 선택한 후, 

미리 약속된 데이터를 송하여 주 수를 선택한다. 주

수 설정 데이터는 표 2와 같다.  발사 시간 35 로 

설정하 고, 이후에 1 간 휴지시간을 주었다.  테스

트  RSSI 2uV 이상의 가 수신되면  발사를 정

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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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터제어 보드 사진
Fig. 3. Picture of board motor controller
         (1) USB socket (2) Binding switch (3) Reset switch

         (4),(5) Motor connection terminals

         (6),(7) 220VAC connection terminals

         (8) Select the tecxt (modulation/unmodulation) 

 

그림 4. 리모트 제어기 사진
Fig. 4. Picture of board remote controller
          (1) Select the tecxt (inverting / non-inverting) 

          (2) + DC power (3) - DC power

표 2. 주파수 설정
Table 2. Frequency setting 

000000000001→447.8625

000000000002→447.8750

000000000003→447.8875

000000000004→447.9000

000000000005→447.9125

000000000006→447.9250

000000000007→447.9375

000000000008→447.9500

000000000009→447.8625

00000000000a→447.8750

00000000000b→447.9875

2. 안테나 설계

측정에 사용된 안테나는 나선형 Helical 안테나 형태

로 만들었으며, 재질은 Cu-PLATING으로 제작하 다.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11]

그림 5. 안테나 설계
Fig. 5. Antenna Design

그림 6은 안테나의 반사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400Mhz 

역에서 측정된 반사손실은 -5.3dB ∼ -20.7dB의 값이 

측정되었다.  

가. 안테나 방사패턴

그림 7은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은 

447Mhz, 447.5Mhz, 448Mhz에서 각 각 측정 하 으며 에

지의 복사가 체 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

테나 이득은 각각 -2.99dBi, -2.30dBi, -2.43dB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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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안테나 반사손실
Fig. 6. Return loss of antenna

그림 7. 안테나 방사패턴
Fig. 7. Radiation Pattern of antenna

Ⅲ. 실험 결과

1. RF 측정

측정 실험은 변조와 무변조를 선택하여 각 주 수별 

스펙트럼 아날라이 를 이용하여 공 선 력을 측정하

다. 송출신호는 Carrier 주 수에 연속으로 무선을 송

출 측정하여 설정주 수가 오차 범 를 넘지 않는지 실

험하 다. 무변조신호시에는 데이터를 송출하지 않았으

며, 변조시에는 데이터 신호를 주기 으로 송하 다. 

변조시 심 주 수 좌∙우로 약간의 흔들림이 보이지만 

방송통신 원회 고시 기 을 넘지 않았다. 데이터 송

용 소출력 무선기기 기술기 의 공 선 력은 10dBm이

하이다. 각 주 수별 공 선 력은 표 3이며, 각 주 수

별 측정사진은 그림 8,그림 9이다.

2. 회로 동작 실험

동작 실험은 각 부품의 동작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포인트를 두고 Oscilloscope로 확인하 다. 

가. RF Switch 

RF IN과 RF Out은 T/R 스 치에서 송∙수신시 스

치 Matching 테스트를 실시하 다. 그림 10은 테스트 

Frequency

[MHz]

non modulation power 

[dBm]

modulation power

[dBm]

447.8625 7.88 7.94

447.8750 7.88 7.95

447.8875 7.88 7.93

447.9000 7.89 7.92

447.9125 7.87 7.93

447.9250 7.87 7.88

447.9375 7.88 7.78

447.9500 7.88 7.86

447.9625 7.88 7.86

447.9750 7.88 7.86

447.9875 7.88 7.71

표 3. 안테나 전력
Table 3. Antenna Power

(a) Non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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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odulation

그림 8. 447.8625Mhz 신호
Fig. 8. 447.8625Mhz Signal

(a) Non modulation

(b)Modulation

그림 9. 447.8875Mhz 신호
Fig. 9. 447.8875Mhz Signal

실시 시 ①, ②가 측정 으로 차양 모터 제어기의 RF 

수신 테스트 포인트를 측정하여 데이터 수신시와 수신하

지 않는 상태를 측정하 다.

그림 10. 회로 테스트 포인터
Fig. 10. Test point of circuit

그림 11과 같이 RF 수신시 ①의 테스트 포인트에서 

데이터 신호가 수신이 되면 ②의 테스트 포인트가 High

가 되면서 데이터 수신이 되었다. 그리고 수신 완료 후 

Low 상태가 되어 스 칭이 원활하게 동작이 이루어졌다.

그림 11. 스위칭 신호
Fig. 11. Switching signal

나. 송∙수신 테스트

RF 수신 기 상태에서 데이터 송시 각 각의 송신 

 수신 신호를 Oscilloscope로 측정하 다. 이 측정 데이

터를 바탕으로 필드테스트를 수행하 다. 그림 12에서 

①은 수신되는 데이터 신호이며, ②는 송신 데이터 이다.

 

그림 12. 송신 테이터/수신테이터 (1배)
Fig. 12. Transmit data / Receive data(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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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드 테스트

필드 테스트는 차양 모터 제어기에 차양 모터를 연결

하여 동작 테스트를 하 다. 장소는 사무실내 창문에 총 

3개를 설치하여 차양 모터 리모콘으로 실내 테스트를 하

으며, 밖에서 차양 모터 리모콘 동작으로 차양 모터 제

어기들의 동작을 테스트 하는 실외 테스트를 하 다. 그

리고 차양 원단을 변경해 가며 사무실내 온도  조도를 

측정하여 차양 효과를 실험하 다.

그림 13. 송신 테이터/수신테이터 (10배)
Fig. 13. Transmit data / Receive data(10 times)

2.3.1 실내 동작 테스트

실내 테스트는 차양이 설치된 사무실 문을 닫은 상태

에서 그림 14에 나타낸 5개의 테스트 포인트에서 100번

의 신호를 보내어 성공률 테스트를 하 다.  

테스트 결과 ①, ④ 지역은 통신 실패 없이 모두 수신 

되었으나, 그 외 지역은 게는 1번, 많게는 3번 정도 통

신 실패가 있었다. 실패 분석 결과 ②지역은 단순한 데이

터 오류가 1번 발생하 으며 ③, ⑤ 지역에서는 수신감도

가 ①, ④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14. 실내 테스트 포인터
Fig. 14. Indoor test point

Test point success rate (%) failure rate(%)

1 100 0

2 99 1

3 98 2

4 100 0

5 97 3

표 4. 실내 테스트 결과
Table 4. result of  Indoor test

2.4 차양 효과 측정

차양이 설치된 사무실에서 시간은 오후 12:00기 으로 

1시간 단 로 온도  실내 유입되는 조도를 측정하 다. 

테스트는 3일 동안 총 10번 하 으며, 태양의 치를 고

려하여 실험시간 마다 차양 치를 다르게 하여 실험하

다. 차양의 25% 치 결과, 원단에 따라 조도는 13%∼

18% 낮아 졌으며, 사무실내 온도는 0.6℃∼1.4℃가 낮아

졌다. 50% 치 시에는 조도는 32%∼40% 낮아 졌으며, 

사무실내 온도는 2.3℃∼4.1℃가 낮아졌다. 75% 치 시 

조도는 43%∼59% 낮아졌으며, 온도는 3.4℃∼5.1℃가 낮

아졌다. 따라서 차양은 여름철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태양빛을 차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를 낮

추는 효과를 보 고,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외부로 방

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차양

치

원단 개구율

1% 2% 3%

조도

(%)

롤스크린 

미설치
100%

실내

25% 82 85 87

50% 60 65 68

75% 41 44 47

온도

(℃)

롤스크린

미설치
28.1

실내

25% 26.7 27 27.5

50% 22.4 23.7 24.2

75% 22.1 23 23.8

표 5. 차양 위치에 따른 결과
Table 5. Result of Shade position

Ⅳ.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로 사용되는 표

인 시스템인 Zigbee, Bluetooth, 무선 LAN등의 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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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거리, 건물 구조상의 장애물 발생시 보완 책, 네트

워크 구축상의 복잡성, 유지 보수성, 시스템 가격등을 보

완하고, 개선하여 건물 차양을 효과 으로 무선 제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첫째, RF Module은 UHF 무선 송∙수신 칩인 CC1020

을 사용하여 주 수 447.8625∼447.9875, Data rate 

4800Baud, Channel spacing 12.5kHz,  SPDT 스 치로 

입출력 분리하여 설계하여 력, 압은 물론 력 

소모 측면에서 효용성이 뛰어나고, 시스템 구  비용이 

렴하 다.

둘째, 시작제품은 주 수 447.8625∼447.9875 MHz 무

선 공 선 력을 측정하여 실험한 결과 소출력 무선기

기 기 인 10dBm을 넘지 않았다.

셋째, 실내에  5개의 테스트 포인트를 두고 측정한 결

과 실내에서는 철문으로 차단된 공간에서는 수신감도가 

낮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 간에 차양 모터 제어기

를 설치하여 통신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 다.

넷째, 차양을 25%, 50%, 75% 치에서 실내 온도  

조도를 1시간 단 로 측정한 결과 25% 치시 조도는 82

∼87%로 낮아지고, 온도는 0.6∼1.4℃ 낮아졌으며, 50% 

치시 조도는 60∼68%로 낮아지고, 온도는 2.3∼4.1℃ 

낮아졌다. 75% 치시 조도는 41∼47% 낮아지고, 온도

는 3.4∼5.1℃가 낮아짐을 알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차양 장치 시스템을 통하여 태양(빛, 

열)차단  유입으로 건물 에 지 감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 다. 그러나 고성능 에 지 감을 하여 태양의 

치, 실내온도, 계   타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연구

가 이루어  진다면 더욱 효과 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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