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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기반의 

효율적인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Efficient 

Indoor Emotion Lighting Control System based on Bluetooth

조은자*, 인치호**

Eun-Ja Jo
*
, Chi-Ho Lin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기반의 효율 인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블루투스 기반의 실

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 모바일이나 PC, 월 패드로 등제어 할 수 있으며, 모션 센서로 

자동 등제어가 가능하게 설계하 다. 한, 온도, 습도, 조도, 모션 센서로 외부환경에 따라 LED ·소동을 제어하고, 

움직임 미감지시에는 패턴을 이용하여 등제어하게 설계하 다. 시스템은 블루투스 기반으로 조명 센서를 사용하고, 

원하는 조명 제어를 선택하여 자동 제어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의 효율성 검증 결과 기존 

단순 On/Off의 제어 시스템보다 력 소비를 감소시켰고, 에 지 감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었으며, 거주자에게 

합하게 내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Bluetooth based on efficient indoor-emotion-lighting control system. The 
proposed Bluetooth based on indoor-emotion-lighting control system was designed to be automatically controlled by 
the motion sensor light and using a Bluetooth module may be controlled to light up or mobile PC, wall pad. In 
addition, It was designed the LED lighting On/Off control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Humidity, the temperature, 
illumination, motion sensors. System based on the bluetooth is automatic control possible using the illumination 
sensor, and by selecting the desired lighting partial control can be designed. The experimental efficiency results of 
the proposed indoor-emotion-lighting control system were designed to provide an internal environment adapted to a 
resident, were able to maximize the energy savings, have reduced power consumption than the traditional simple 
On/Off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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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직면한 에 지 기 상황에서 이를 극

복하기 하여 에 지의 효율 인 사용이 강조되고, 이

를 해결하기 한 활동  하나로 백열등, 형 등과 같

은 기존 조명들이 수명이 길고  소비 력인 LED 조

명들로 교체되고 있다. 최근 LED 조명은 효율 150 

[lm/W]인 제품이 개발되는 등 지속 인 기술 발 이 이

루어지고 있어 차 다양한 조명 시스템에서 그 용도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가 기기들을 력선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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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 근거리통신망인 와이 이, 블루투스, 지그비 등

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조명분야에서는 LED에 IT기술을 목하여 에

지를 약하고 다양한  환경 연출을 할 수 있는 스

마트 조명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LED를 이용한  기반 IT 기술과 센서 네트워크 기

술의 융합  LED 조명 련 원천기술의 직 인 보강

이 매우 실한 실정이다. 에 지 감형 산업을 강화하

기 한 LED 기반 조명기술의 활용이 극 화됨으로써 

첨단센서를 이용한 기술개발로 지능화된 조명제어 시스

템의 필요성이 증 되었다. 단순히 On/Off 방식으로 조

명을 제어하 으며 On/Off 방식의 조명제어는 거주자 

요구조도에 응하는 쾌 성을  수 없다. 실내 공간의 

반 조명에 필요한 균등한 조도를 확보할 수 없어서 효

율 인 조명에 지 감을 유도할 수 없다.[4-6] 

LED 조명은 색 재 성이 뛰어나 감성조명을 연출해 

내는데, 색온도는 사람이 느끼는 감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거 공간 내 기존 조명시설은 일률 인 조명

으로 동일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에 크게 

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부심과 불쾌감, 의 피로 

등을 유발시켜 의욕 하, 집 력  시력의 감퇴를 가

져오고 있다. 그 기 때문에 감성조명의 간 조명을 통

해 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감성을 컨트롤하여 개개인

의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빛의 변화가 사람의 뇌 와 

심리상태에 향을 미쳐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색온도를 고려한 조명시설

의 경우, 색온도가 처음 설정된 상태로 유지될 뿐, 색온

도를 가변 시킬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으며 색온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색온도를 갖는 LED를 재설치 해야 하

므로 시간  비용의 낭비와 체 LED의 지속 인 등

으로 인하여 조명기기의 내부온도가 상승되어 에 지 

효율성도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7-11]

본 논문에서는 일률 인 조명으로 동일한 빛을 발산

하는 On/Off 방식의 조명 제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

제 을 해결하기 하여 블루투스 기반의 효율 인 실

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 제안한다. 제안하는 블루투스 

기반의 효율 인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은 블루투

스를 이용한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온도, 습도, 조

도, 모션 센서를 이용하여 외부환경에 따라 정 색온도

의 ·소등과 패턴 등제어 방식을 용한다. KS A 

3011에서 제시되고 있는 조도를 기 으로 인간의 생체

리듬에 맞춰 주거 공간 내 감성어휘를 조명에 용하고, 

별도의 설정이 불필요하고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블루

투스 모듈을 사용한다. 한, 효율 인 등제어 시스템

의 리를 하여 입력된 센서 데이터에 따라 조도 벨

을 정하고 그에 따른 랜덤 패턴으로 등제어를 하여 에

지를 약하고, 주거 공간 내의 균등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쾌 한 환경을 고려한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Ⅱ. 효율적인 감성조명 제어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된 블루투스 기반의 효율 인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은 주거 공간 내에서 거주자에게 

합한 내부 환경을 제공하고 에 지를 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의 량을 측정한 후 

조도 벨을 정하고 패턴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시

스템은 온도, 습도, 조도, 모션 센서로 외부환경에 따라 

LED의 ·소등을 제어한고, 모션 센서로 움직임을 감지

할 때 움직임이 감지되면 LED 체를 등하고, 움직임

이 감지되지 않으면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벨에 따른 

등제어를 한다.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한 블루투스 

기능을 센서 모듈에 통합하여 원하는 곳의 변화를 인식·

측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설계하 다. 

그리고 멀티센서 모듈을 탑재, 제어하기 해 기기간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이용한다. 

그림 1은 체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블루투

스 기반의 효율 인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은 원격

제어기와 센서, 블루투스 모듈과 LED 감성조명으로 구

분된다.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모바일과 PC, 거주자의 

움직임을 악하여 등제어 할 수 있는 모션 센서, 

합한 내부 환경을 제공하기 해 외부환경 데이터 수집

을 한 조도, 온도, 습도 센서, 체 제어의 서버와 블루

투스 모듈의 게이트웨이와 거주자의 직  제어를 한 

월 패드, 자율 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 리모컨, 블루투스 

모듈이 추가된 LED 감성조명으로 설계하 다. 3가지 센

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도 벨을 제어하고, 모션 센

서의 움직임 감지여부를 통해 패턴 제어를 하 다. 각각

의 감성조명을 제어하기 해 각 조명에 블루투스 모듈

을 추가하여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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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패드는 LED 조명과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어

하는 서버이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그림 1. 조명 시스템 구성
Fig. 1. Lighting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그림 2는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의 제어 알고리

즘을 나타낸다. 블루투스 페어링과 함께 PORT, ADC, 

Flag, 타이머, LED 매트릭스를 기화한다. 주변 환경을 

측정한 센서들의 데이터 값을 읽고, 입력된 데이터로 색

온도를 설정한다. 모션 센서로 움직임 감지를 통한 제어

를 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100% 감성조명을 등하고 

감지되지 않으면 설치된 조도 센서로 속을 측정하고 

측정된 조도에 따라 벨을 계산하여 분류한 후 등제

어를 한다. 조도 벨 분류에 따라 10 벨이면 패턴 등

방식으로 LED 조명의 100%를 등제어하고, 10 벨 이

하 5 벨 이상이면 패턴 등방식으로 LED 조명의 75%

를 등제어 한다. 5 벨 이하이면 패턴 등방식으로 

LED 조명의 50%를 등제어 한다. 스 의 종료 여부

를 확인 한 후 센서의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거나 시스템 

동작을 종료한다.

그림 2. 감성 조명 제어 알고리즘
Fig. 2. Emotional Lighting Control Algorithm

LED 조명기구의 색채  패턴 변화에 한 사용자들

의 선호도  이미지는 LED를 이용한 조명설계시 건축

물의 용도  사용자에 합하고 근거 있는 색채  패

턴 연출에서 나온 것이다. 감성조명의 제어 색온도 설정

은 LED 색온도의 온도, 습도 센서에 의하여 구분하여 

결정하게 된다. 감성은 주거지의 환경에 따라 표 될 수 

있는 감성의 종류가 다르게 된다. 사용할 감성컬러를 미

리 정의 사용하는 것이 효과 이므로 감성을 처리하기 

해 사용할 감성컬러를 미리 정의하고, 컬러에 한 감

성 온톨 로지 표 을 했다. 그림 3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태양 빛을 나타낸다. 조명의 색온도를 2,200 ~ 8,000K 범

에서 자유롭게 조정함으로써 일출, 일몰, 한낮 시간의 

변화에 따른 태양빛의 변화를 실내에서 그 로 연출 할 

수 있어, 거주자의 활동 상태나 심리 상태에 따라 조도

와 색온도의 변화를 주어 사람에게 가장 합한 태양  

빛의 느낌을 실내에서도 인간의 요구에 맞춰 조명을 변

화시킬 수 있게 하 다.

그림 3. 시간의 변화에 따른 태양 빛
Fig. 3. Sun Light due to changes in time

조도 벨에 따른 자동 ·소등 제어로 랜덤 패턴 생

성기에서 생성된 패턴을 용하여 LED 감성조명을 

등제어하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등하게 되

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체 LED를 등하며 움직임이 

없으면 패턴 등을 수행한다. 모션 센서를 이용해 움직

임을 감지하여 제어 할 경우, 움직임이 감지되면 미리 

설정된 제어방식에 따라 감성조명을 100% 등제어하

고, 감지되지 않으면 조도 벨을 확인 후 다시 등제

어 하 다. 실내 조도는 거주자의 쾌 성과 시력보호 등

의 시각  측면과 에 지 감 측면에서 한 계를 

가진다. 실내로 유입되는 주 의 양이 과도할 경우의 사

용자는 불쾌감을 느끼며, 주거공간의 조도가 부족할 경

우에는 을 인공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에 지 사용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에 지 임을 하여 

실내공간의 기 조도범 를 유지하고, 한 조명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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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하다. 우리나라의 주택 내 공간 조도기 은 표 1

에서 나타나듯이 KS A 3011에서 정량 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주택의 조도기 은 각 공간에 따라서 최 허

용조도, 표 기 조도, 최고허용조도로 권장하고 있으

며, 조도의 측정기 은 작업면의 수평조도를 나타낸다.

구 분 측정 치 조도범  [lx]

Lyrics

Room

Peacock

Above 

the floor

40±5(cm)

300-400-600

Sewing 

,Handicrafts
600-1000-1500

Laundry 60-100-150

Living 

Room

Danran,Entertain

ment 
150-200-300

Reading ,Phone 

Makeover
300-400-600

Sewing 

,Handicrafts
600-1000-1500

Study 

Room

Study, Reading 600-1000-1500

Play 150-200-300

Library Study, Reading 600-1000-1500

Bedroo

m

Reading,Makeove

r
300-400-600

Overall 60-100-150

표 1. KS A 3011 조도 기준
Table 1. KS A 3011 Illumination Standard

표 2는 조도 변화에 따른 등 벨 분류를 나타낸다. 

LED의 패턴 등 제어의 성능 분석을 하여 주거 공간 

내 침실의 독서, 화장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조도변화

(300 lx ～ 600 lx)를 설정하여 분류하 다. 벨에 따른 

조도 범 는 장소와 거주자에 따른 요구 값 재설정이 가

능하다. 알고리즘은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여 벨에 따

라 등제어 하고 등 벨을 10 벨로 구분하여 제어

한다. 등 벨이 10 벨이면 100 %, 5 벨에서 9 벨

이면 75%, 5 벨 이하이면 50%로 구분하여 패턴에 의

한 등제어를 한다.

Lighting level Illumination range Lighting intensity

1 600 lx ～ 541 lx

50%
2 540 lx ～ 511 lx

3 510 lx ～ 481 lx

4 480 lx ～ 451 lx

5 450 lx ～ 421 lx

75%

6 420 lx ～ 391 lx

7 390 lx ～ 361 lx

8 360 lx ～ 331 lx

9 330 lx ～ 301 lx

10 300 lx ～   0 lx 100%

표 2. 점등 레벨의 분류
Table 2. Classification of lighting level

본 논문에서 제안된 블루투스 기반의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은 랜덤 패턴을 응용하여 등제어하기 때문에 

모든 LED를 골고루 사용하기 한 패턴변화 알고리즘

이 필요하 다. 센서에 한 제어신호를 통하여 LED 매

트릭스의 등  패턴을 제어하고 상하좌우가 칭이 

되었을 때 LED 감성조명 등패턴을 변화시켜도 조도

분포가 균일하 다. 그림 4는 랜덤패턴의 를 나타낸

다. 등신호가 오면 랜덤 패턴으로 등되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패턴을 90도 회 , 반 시켜 등제어 하 다. 

그러나 등  움직임 감지 신호가 할당되면 모든 LED

를 등하게 된다. LED 모듈이 반만 사용되기 때문에 

속이 기존에 비해 25∼33% 가량 감소된다. 이를 보완

하기 해 고휘도 LED 램 의 배치가 필요하다.

그림 4. 회전·반전의 랜덤 패턴 
Fig. 4. Random Pattern of Rotation & Inversion 

그림 5는 LED 조명과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

어하는 서버이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월 패드이다. 

8개의 채 로 사용자가 임의로 장소를 정할 수 있어 거

주자가 원하는 장소로 구역을 나눠 입력할 수 있고, 주

거 공간 내 구역을 나눠 그림 3의 시간 변화의 다른 태

양빛을 단추로 쉽게 감성조명을 제어할 수 있게 하 다. 

‘+’, ‘-’의 단추를 사용해 감성조명 제어 패턴의 선택을 

조 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5. 월 패드
Fig. 5. Wall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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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블루투스 기반의 효율 인 감

성조명 제어 시스템은 랜덤 패턴 등제어에 따른 시스

템의 신뢰성과 감성조명의 효과와 등제어 효율성 검

증을 해 시뮬 이터는 Dialux를 이용하 다. Dialux를 

이용한 침실 실험 환경은 비 3.8m, 길이 2.6m, 높이 

2.8m, 작업면 높이 0.85m로 구성하 다. 반사율은 천정 

70%, 벽50%, 바닥 20%로 하 다. 조명은 의 ELBA의 

FLAGS RGBW LED(소비 력 14W)을 사용하여 용

하 다. 

그림 6은 시뮬 이터에서 사용한 형 등(84W)과 

RGBW LED 조명(47W)의 발 을 나타낸다. 시뮬 이

션공간에서 400lx를 기 으로 조명을 설치하고 측정하

을 때, 형 등의 경우 가시선 각선 램  측(빨간색)

과 세로 램 선 측( 란색)이 차이가 없는 반면 LED 조

명은 각선 램  측 발 의 분포가 더 넓게 나왔다. 

한 형 등의 블 드 표시 보정의 총 속은 6,200lx이고 

LED 조명은 3,600lx으로 LED 조명은 수명이 다할 때까

지 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면에 형 등은 평균 밝

기가 감소되었다. 

(a) Fluorescent Lamp           (b) RGBW LED

그림 6. 램프 비교 발광 
Fig. 6. Emission Comparison of Lamp

그림 7은 형 등과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의 시

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KS A 3011에서 나타내는 조

도를 기 으로 침실의 독서, 화장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평균조도 400lm으로 설정하 다. 붉은 색은 설치된 

LED 조명이고 등고선을 이용하여 조도의 측정결과를 

나타났다. 조도는 480lm에서 240lm까지 측정되었고, 침

실 조명의 사용 개수는 2개로 나타났으며, 소비 력은 

47W로 측정되었다.

(a) Fluorescent Lamp Simulation

(b) RGBW LED Simulation

그림 7. 측정 결과
Fig. 7. Measurement Result

표 3은 기존 주거환경에서의 형 등 시스템과 제안된 

시스템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침실의 조도 400lm을 

기 으로 형 등은 4개의 회로를 사용하 지만 RGBW 

LED는 2개의 회로를 사용하여 조명을 제어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은 감성어휘를 

기 으로 랜덤 패턴 등제어를 통해 소비 력을 72% 

감소 시켰고, 발 효율을 39.4%, 속부하를 72% 감소

시킬 수 있었다.

Item
The existing 

lighting system

The proposed 

lighting system 

Function 

evaluation

Operating 

LAMP
4 2

50.0% 

reducing 

Power 

consump-

tion

336 94
72%

reducing

Heat(℃) 57 46
19.3% 

reducing

Luminous 

efficiency
73 45

39.4% 

reducing

Lighting 

method
Full lighting Pattern lighting

Energy 

saving

connected

load

(W/m²)

34.01 9.51
72%

reducing

표 3.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Table 3. Comparing of the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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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기반의 효율 인 감성 조명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감성조명 제어 시스

템은 칭되는 여러 모양의 패턴을 생성하여 자동 으

로 LED 주변의 환경정보에 의해 등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량을 어느 각도에서 보나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었고, 랜덤 패턴 등으로도 같은 조도 분포를 유

지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On/Off 제어 방식의 조명을 

통하여 진행되어 비효율 이고, 에 지 감소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조도를 

반 하여 쾌 한 환경 제공  에 지 감소를 유도하는 

실내 감성 조명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다. 그리고 LED 

모듈의 내부 발열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발 효율

을 높일 수 있었고, 에 지 소모 약에도 효과  이

다. 실내 감성조명 제어 시스템의 효율 인 에 지 감소 

 쾌 한 환경 제공이 가능함을 입증하 으며, 제안된 

시스템은 조명 련 산업체의 등제어 기술력 향상에

도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스마트 감성조명은 인테리어의 질 인 차별화

를 선도하며 감성 공학  디자인의 실 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감성자극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의 실 화 

가능성도 기 한다. 한, 공간별 여러 가지 행 에 따라 

다양한 감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공간과 사용자의 행

에 따라 감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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