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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LED 실내조명을 위한 효율적인 제어 시스템

An Efficient Control Sy7stem for Intelligent LED Indoor Lighting

홍성일*, 윤수정*, 인치호**

Sung-IL Hong*, Su-Jeong Yoon*, Chi-Ho Li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LED 실내조명을 한 효율 인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지능형 LED 실내조

명을 한 효율 인 제어 시스템은 스  정의에 의한 조명 스타일과 재실 감지에 의한 조명 스타일에 PIR 센서와 

조도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주 강도와 같은 요소를 포함시켜 무선 센서 네트워크로 등제어를 하고 에 지 감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재실감지에 의한 실내조명 등제어는 PIR 센서를 사용하여 미세 움직임을 감지하고, 

창측과 내측의 불필요한 조명 밝기 제어는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주 의 수 을 측정하여 제어하 으며, 주  유입량이 

많은 경우 창측 조명은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으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도록 설계하 다. 제안하는 지능형 LED 

실내조명을 한 효율 인 제어 시스템의 효율성 검증 결과, 외부 조명이나 주 이 조 이라도 실내로 유입되면 실내

조명의 밝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에 지 감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control system for intelligent LED indoor lighting. The proposed 
an efficient control system for intelligent LED indoor lighting were included to elements such as daylight intensity 
measured through the PIR sensor and illuminance sensor at lighting style by the schedule defined and the 
occupancy detection. And it was controlled lighting through to the wireless sensor network, and was designed for 
the energy savings. Also, the lighting control of indoor lighting based on occupancy detection detect fine 
movements using a PIR sensor. And an unnecessary lighting intensity control of the window-side and the inside 
were controlled according to daylight level measurement result using the light sensor. In daylight inflow many case, 
the window-side lighting was to automatically darker, and in daylight inflow less case, was designed to be 
automatically bright. The efficiency validate results of an efficient control system for intelligent LED indoor 
lighting, the brightness of the indoor light were to maximize the energy saving by controlling in real time when 
entering as indoor a little that external lighting or daylight.

Key Words : Indoor lighting, Control system, Automatic control, Local control unit, ILCS, ILAC algorithm

Ⅰ.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

존 에 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가정을 에 지 소비형

으로 환하기 해 RFID/USN을 활용한 Green IT 략

을 핵심과제로 두고 있다. 고유가 시기가 지속됨과 우

리나라 에 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함에 따라 에

지 소비 약과 효율  사용이 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국가 에 지 체 사용량  건물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 건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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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소비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0% 정도

이므로 조명의 효율 인 제어는 에 지 감 차원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재 공동주택에서 기에

지 소모를 이기 해 력제어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

지만, 부분 기설비 계통의 단말로부터 송되는 상

태정보를 앙 제장치가 처리하고, 고장 발생 시 경보

음을 발생시켜 력 차단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2].

LED 조명시장은 주요 수요처가 조명으로 변화되는 

변곡 의 시기를 맞이했다. 2014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사실상 백열 구가 퇴출된다. 

주거용 LED 조명 비 은 정부의 백열등 퇴출 효과가 가

시화되며 2011년 7%에서 2016년 50%까지 확 될 것으

로 상되고, 오피스용 LED 조명 비 은 상 으로 효

율이 높은 CFL 구 보 률이 주거용보다 높아 2011년 

6%에서 2016년 30%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3-4].

 사회에서 조명에 기 하는 효과는 단순히 빛을 

밝히는 원으로써의 역할만이 아니다. 에 지는 유한하

고 환경요소는 시간이 흘러 갈수록 요시 되어 가고 있

기 때문에, 여느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명 한 환경 

친화 이고 에 지를 감하는 고효율 조명 시스템의 필

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력을 약하기 한 방안

으로 리자를 투입, 조명 소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력 리 시스템을 도입해 설치 운 하는 방법이 있다. 

자는 사람이 일일이 실내를 돌면서 리해야 하므로 

효과 이지 못하며, 유선으로 력 리하는 시스템을 

설치 운 하려면 별도의 배선 공사와 부가 장치들을 개

발 설치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무선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무선 센서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 시스템은 최근 건물  홈

오토메이션에서 일상생활에 용하기 해 요한 요소

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빛의 강도를 조 하

여 가정에서는 따뜻한 분 기를 형성하고, 작업, 연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

이 있다[5-7].

본 논문에서는 주 을 조명제어 시스템에 도입할 때

와 기존의 단순 기능의 조명제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지능형 LED 실내조명을 한 

효율 인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 (ILCS, Indoor Lighting Control System)은 

스  정의에 의한 조명 스타일과 재실 감지에 의한 조

명 스타일에 PIR 센서와 조도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주

강도와 같은 요소를 포함시켜 무선 센서 네트워크로 

조명제어를 하고 에 지 감을 할 수 있는 효율 인 지

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에 지의 총 비용

을 최소화하기 한 조명제어를 목 으로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용자 명령에 의해 제어되며, 움직

이는 물체를 감지하여 실내조명을 등 는 소등한다. 

모니터링시스템은 조명제어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조명

의 상태를 웹 라우 로 보여주며, 한 실시간으로 웹 

라우 상에서 조명등을 직  제어할 수 있다.

Ⅱ.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

템은 실내조명을 자동으로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유지 보수  신·증설이 용이하고, 모든 구성기기는 다  

송 방식과 지그비 방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실내 조명

기구를 개별 는 그룹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분산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안 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 에 의한 실내조명 제어 시 실내 치

별 조도분포를 정확하게 측이 가능하고 실내 사용목

에 따른 권장조도를 유지하기 해 부수 으로 사용되는 

실내조명의 조 제어(dimming control)를 통한 실내 

기 에 지 소비 감량 계산을 한다. 

제안된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은 에 지 

효율을 극 화 하면서 공간구조 응이 손쉬운 조명 제

어 솔루션으로 통합 시스템  지그비 통신 용하여 설

치  유지보수 비용을 감하도록 설계하 다. 에 지 

제어가 가능해 력낭비를 감소시키고 사용 환경에 따른 

최  조도설정과 외부 밝기에 따른 자동 조도제어, 재실 

여부에 따른 자동 /소등  최  조도유지, 출퇴근/소

등설정, 개별/그룹제어를 하도록 설계하 다.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은 리부  컨트

롤러부, 디바이스부로 구분된다. 리부는 제시스템

(Management System), LCP(Lighting Control Panel)로 

구성하 고, 컨트롤러부는 게이트웨이, 센서, 컨트롤 스

치로 구성하 으며 디바이스부는 지그비 모듈, 조명기

기 등으로 구성하 다. 한, 사용자는 제서버를 통해 

센서 데이터 선택  모든 센서들을 제어할 수 있고, 

앙 집 식으로 구성하여 설계 하 다. 앙집 식 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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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처에서는 모든 센서 노드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LCU(Local Control Unit) 존재

한다. 그림 1은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의 구

성을 나타낸다.

그림 1.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intelligent LED indoor 

lighting control system

Management의 제서버는 편의성에 을 맞추어 

유무선 조명제어를 해 GUI 기반의 앙 집 형 시스템

을 이용한 유무선 모니터링  원격제어, 실내 역의 시

나리오 제어를 통한 다양한 Zone의 디  제어, 개별/그룹

제어, 체/층 제어, 스  제어 입력을 하도록 기능을 

구성하 다. LCP는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른 에 지 

감 최 화를 해 GUI 기반으로 설계하여 공간제약을 받

지 않는 원격제어 지원  무선 인터페이스 지원, 그룹/

체 제어, on/off/dimming 제어, 에 지 모니터링을 하

도록 기능을 구성하 다. 

컨트롤러의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등 컨트롤러와 게

이트웨이를 결합하여 USN을 연동한 에 지 리/ 감 

알고리즘 용하 다. 그리고 IP 기반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원격제어/모니터링 서비스  개별/그룹 제어 실행, 

체/층 제어 실행, 스  제어 DB 장, 그룹설정 DB 

장, Zigbee to Ethernet 신호변환, Zigbee Coordinator

를 하도록 기능을 구성하 다. 센서는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조도/모션/PIR 센서를 탑재한 무선노드로서 감지를 

통한 자동 조명제어 지원을 해 각종 센서를 결합하여 

유연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USN 연동형 서비스 지원하도

록 기능을 구성하 다.

디바이스의 지그비 모듈은 조명 력 모니터링 통신 

 디  제어를 한 지그비 무선제어 신호 송수신을 한

다. SMPS는 고효율 LED 조명에 특화된 SMPS를 설계

하 다. LED 드라이버는 조명제어를 한 유무선 인터

페이스를 지원하는 안정 이고 세 한 LED 조명에 특화

된 드라이버를 설계하여 다양한 환경에 용 가능한 유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IP-USN 기술을 이용

한 지능형 조명제어를 하여 LED 조명의 효율을 극 화

하도록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

템은 스 에 의한 등제어와 재실감지에 의한 등제

어 방식을 용하 다. 그리고 등제어 시, 주 제어 방

법을 용하여 에 지 소모를 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주 제어를 한 자연 채 은 부분 개구부 는 창

을 통해 주 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으

로 건축물의 수직벽에 설치되는 창을 측창이라 하고, 측

창을 통해 주 이 실내로 유입하는 경우 재실자들은 시

각  불쾌감이 발생하며, 실내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냉방부하와 에 지 사용량도 증가하게 된다.  실내의 안

쪽 조도가 떨어지고 창측과 내측의 조도 분포가 불균일

하지만 수평방향으로 조망이 쉽고 설계상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용되는 측창 채 방식을 사용하 다. 

주 제어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주 을 감지해 조도를 

자동 조 함으로써 에 지를 감하는 기술이다. 실내조

명 제어 시스템에서는 창문으로 유입되는 주 을 측정하

고, 그룹별로 조명을 On/Off 제어하거나 그룹별 패턴을 

용한 등제어를 통해 에 지를 감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2는 주 변화에 의한 그룹별 실내조명 등상태

를 나타낸다. 그림 3은 시간 별 창호를 통해 유입되는 

주 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2. 주광변화에 의한 실내조명 점등상태
Fig. 2. Llight status of indoor light by dayligh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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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대별 주광의 변화
Fig. 3. Change of time zone Daylight

주 제어 용  스  변화에 의한 실내조명의 

등제어는 실내 장소  업무시간에 따른 스 과 규칙

인 TSP(Time Schedule Program)에 의해 자동 ·소

등 시켜 효과 인 조명제어  에 지 감을 할 수 있다. 

그림 4는 스  변화에 의한 등제어를 나타낸다. 

그림 4. 스케줄 변화에 의한 점등제어
Fig. 4. Lighting control by schedule change

주 제어를 용한 재실감지에 의한 실내조명 등제

어는 건물의 성격, 방향, 사용자 성향 분석을 통해 가장 

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

다. PIR 센서를 사용하여 미세 움직임을 감지하고, 창측

과 내측의 불필요한 조명 밝기 제어는 조도센서를 이용

하여 주 의 수 을 측정하여 제어하 다. 주  유입량

이 많은 경우 창측 조명은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으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도록 설계하 다. 이 방법은 창

문으로 유입되는 주 을 활용하여 패턴 등제어로 에

지 소모를 감할 수 있다. 재 많은 학교에서 운  

산의 상당한 부분을 기료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

실감지에 의한 실내조명의 등제어를 용한다면 기 

에 지 사용량 감소와 태양 의 한 사용으로 쾌 한 

교육환경에도 정 인 향을  것이다. 그림 5는 주

제어 용  재실감지에 의한 실내조명 등상태를 나

타낸다. 

그림 5. 재실감지에 의한 실내조명 점등상태
Fig. 5. Light status of indoor light by occupancy

detection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은 에 지 효율

으로 제어하기 하여 ILACS (Indoor Light Automatic 

Control System)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용하 다. 

그림 6은 ILACS 제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ILACS가 동작되면 실내 설계조도(기 조도)를 설정

하고, 제어방법을 선택한다. 스 에 의한 제어방법을 

선택하면 재 시간 를 확인하여 스 ( 등방법) 결

정한다. 그리고 주  계산  조도 센서에 의한 실내조도

를 측정하여 등 벨을 결정하고, 결정된 등 벨에 

따른 등패턴을 이용하여 조명기기를 설정된 그룹으로 

등제어 한다. 스 을 확인하여 끝나지 않았으면 스

에 의한 제어를 반복하고, 그 지 않으면 스 에 

의한 등제어를 종료한다. 스 에 의한 등제어는 

게이트웨이에 입력된 시간 별  요일에 따른 스 에 

의해 조명제어를 한다. 이 방법은 패턴 등에 의한 조명

의 on/off  디 제어 때문에 리 인 측면에서 효율성 

증 효과를 가져온다.

재실 감지에 의한 제어방법을 선택하면 PIR 센서를 

이용하여 재실여부를 확인하고, 감지되지 않았으면 재실 

감지에 의한 등제어를 종료한다. 재실이 감지되면 주

 계산  조도 센서에 의한 실내조도를 측정하여 등 

벨 결정하고, 결정된 등 벨에 따른 등패턴을 이

용하여 조명기기를 설정된 그룹으로 등제어 한다. 그

리고 모션 센서를 통해 실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재

실감지에 의한 등제어를 반복하고, 그 지 않으면 종

료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종료여부를 확인하여 제어방

법 선택을 통해 등제어를 반복하거나 ILACS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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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LACS 제어 알고리즘
Fig. 6. ILACS control algorithm

ILACS 제어 알고리즘에 의한 실내조명의 제어는 실

내 환경의 쾌 성 유지와 운 인력의 감  에 지 

약 등의 목 으로 이루어진다. ILACS 제어 알고리즘은 

실내 심지  는 치에서의 조도가 얼마가 되는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내의 각 조명등에 따른 심지 의 

조도는 실험을 통해 측정되거나 모델링된 값에 다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한, 실내 조도의 내부 의존성은 조명

등이 설치된 장치와 물건구조에 의해 빛의 반사  산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ILACS 제어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조명제어의 방법

에는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 을 이용한 

실내 조명제어로는 크게 멸제어와 조 에 의한 패턴제

어로 구분되어진다. 멸제어는 사 에 주입된 주 의 

정 범 에 따라 실내조명 기구의 멸을 결정하기 때

문에 시스템 설치와 유지가 간편하지만 멸로 인하여 

실내 조도의 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조 에 의한 

패턴제어는 실내로 유입되는 주 량 변화에 따라 조명기

구에 입력되는 력을 조 하여 LED 조명기구의 출력

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실내 정조도를 정확하게 유지 

할 수 있고, 설치  유지 리가 쉽다.

그림 7은 ILACS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 설계한 지

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로그램의 로토타입을 나타

낸다. 실내조명 제어 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개별  

그룹으로 설정된 각각의 조명을 선택하여 등제어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선택한 조명은 스  설정과 재

실 감지 설정  장을 통해 등 제어를 한다. 한, 에

지 리  센서 운 설정을 통해 에 지 소모 상태와 

센서들에 한 설정내용을 웹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Fig. 7. Prototype of indoor lighting control system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지능형 LED 실내조명 제어 시스

템의 효율성 평가를 한 시스템 실험 환경을 그림 8과 

같이 구성하 다. 

그림 8. 시스템 실험환경
Fig. 8. System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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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은 실내조명 제어 로그램을 탑재하 고, 

센서는 재실감지 센서와 조도센서를 사용하 다. 분 함

은 각각의 그룹과 지그비 통신  등 제어를 해 지그

비 모듈과 게이트웨이로 구성하 고, 각각의 그룹별은 

지그비 모듈과 LED 드라이버, LED 다운라이트, LED 평

조명으로 구성하 다. 

그림 9는 실험환경을 기반으로 리룩스 조명 시뮬 이

션 도구를 한 실험조건들을 나타낸다. 실험 환경을 통

해 주  유입  재실감지에 의한 그룹제어와 주  유입

에 따른 디 제어, 스 에 의한 등제어, 개별제어, 재

실 감지 센서에 의한 등제어, 상시 등제어가 가능하

도록 실험 조건을 설정 하 다. 

그림 9.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험조건
Fig. 9. The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simulation

그룹제어는 채 이 좋은 낮 시간에 등되는 조명기

기가 없도록 채  창호가 있는 공간에 조도 센서를 설치

하고, 측정된 주   조도와 재실감지 여부에 따라서 그

룹별로 자동 등제어가 되도록 설정하여   조명

기기의 수명이 연장 되도록 설정하 다. 주  유입에 따

른 디 제어는 채  창호가 있는 공간에 조도 센서를 설

치하고, 측정된 주 을 이용하여 보상에 의한 조명밝기

의 자동 조 을 통해 효과를 극 화시켜 에 지를 

감하도록 설정하 다. 스 에 의한 등제어는 실내

조명의 on/off  디 제어로 리  측면의 효율성을 증

하기 해 요일  시간 별로 스 을 설정하고, 선

택한 고정 디  값에 따라서 조도를 유지  등제어가 

되도록 설정하여   조명기기의 수명이 연장 되도

록 설정하 다. 개별제어는 속이 100%로 유지되도록 

조명기구별 스 치를 직  on/off하여 되도록 설정

하 다. 재실감지 센서에 의한 등제어는 공용공간에서 

움직임 감지를 해 10m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하고, 일

정 시간동안 주 에 이동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조명

을 소등하거나 최  조도 상태를 유지하여   조명

의 수명이 연장 되도록 설정하 다. 상시 등제어는 필

요이상으로 실내조명이 등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조명기구의 속에 하여 60%~100%로 가변 등하여 

에 지를 감하도록 설정하 다.

그림 10은 형 등(32W)과 LED 조명(18W)의 조도 비

교를 나타낸다. 작업 면으로 부터 1m 간격으로 조명기기

를 설치하고 측정하 을 때, LED 조명은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반면에 형 등은 70%까

지 조도가 떨어져 총수명의 평균 밝기가 20% 감소되었

다. 각각의 조명에 35W와 20W를 공 하지만 안정기의 

역률과 회로효율로 인하여 형 등과 LED 조명에는 32W

와 18W가 소모된다. 시뮬 이션을 해 사용한 형 등

은 85 lm/W의 효율과 2,720 lm의 속을 얻었으나 

60%의 기구효율과 총수명의 평균밝기 때문에 1,301 lm

의 유효 속과 131 lx(lm/m2)의  작업면 조도를 얻을 수 

있었다. LED 조명은 72 lm/W의 효율과 1,296 lm의 

속을 얻었으나 총수명에 한 밝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과 동일한 1,296 lm의 유효 속과 130 lx(lm/m2)의 

작업면 조도를 얻을 수 있었다. 실내조명 제어에 의한 효

과상승을 해 일반형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만 해

도 력소모는 70% 정도 감소시키고, 효율은 1.3배 정도

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한, 센서 연동  시나리오, 패

턴에 의한 등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어를 통해 4

0～60%의 력소비 감이 가능하 다. 

그림 10. 조도비교
Fig. 10. Illuminanc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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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지능형 LED 실내조명 

시스템에서 주  유입  재실감지에 의한 그룹제어의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주 과 LED 조명에 의한 

천장의 실내조도 측정결과는 평균 328 lx와 237 lx의 결

과를 얻을 수 있었고, 상 오차가 각각 4.5%, 5.20%로 나

타났으며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에 의한 천장의 실내조도

는 평균 537 lx의 측정결과를 얻었다. 한 실내조도 분

포 측을 통해 자연채 을 이용한 조명제어 시스템의 

계획단계에서 실내의 특성과 제원에 따른 사  성능평가

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주 에 의한 실내조도

(b) LED 조명에 의한 실내조도

(c) 최종 실내조도

그림 11. 조도 측정 결과
Fig. 11. Illuminance measurement result

표 1은 형 등과 LED 조명의 력소비 시뮬 이션 비

교를 나타낸다. 기존의 형 등을 사용하면 력은 연간 

93,440KW 소모되지만 단순히 LED 조명으로 교체만 해

도 연간 40,880KW의 력소모가 감소되었고, 실내조명 

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61,904KW를 감소되었으며, 

결과 으로 최  65.2%의 력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Design 

capacity

Before After

Fluorescent 

light 

LED 

Lighting

System

introduction

capacity 32W X 2 32W X 1 18W X 1 18W X 1

hr 8 8 8 8

ea 1,000 1,000 1,000 1,000

used 

days
365 365 365 365

KW 186,880 93,440 52,560 31,536

표 1. 전력소비 시뮬레이션 비교
Table 1. Compared of power consumption simulation

표 2는 형 등과 LED 조명의 에 지 감 비용의 비

교를 나타낸다. 소비 력에 한 에 지 감 액은 연

간 $252,957 감 되었고, 유지 리 비용은 연간 $22,842 

감되어 총 $275,799의 비용을 감 시켰다. 형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면 약 4년 3개월 후에는 기 투

자비용을 회수 가능한 결과를 얻었다. 

표 2. 에너지 절감 비용
Table 2. Energy savings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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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수행한 ETRI SW-SoC융합 R&BD센터의 연구결과입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 을 조명제어 시스템에 도입할 때

와 기존의 단순 기능의 조명제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지능형 LED 실내조명을 한 

효율 인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실내조명 

제어시스템은 스  정의에 의한 조명 스타일과 재실 

감지에 의한 조명 스타일에 PIR 센서와 조도 센서에 의

해 측정되는 주 강도와 같은 요소를 포함시켜 무선 센

서 네트워크로 조명제어를 하고 에 지 감을 할 수 있

도록 설계하고, 재실감지에 의한 실내조명 등제어는 

PIR 센서를 사용하여 미세 움직임을 감지하고, 창측과 

내측의 불필요한 조명 밝기 제어는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주 의 수 을 측정하여 제어하 으며, 주  유입량이 

많은 경우 창측 조명은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으면 조

명이 자동으로 밝아지도록 설계하 다. 

결과 으로 건물의 설계단계에서 최 의 채  시스템 

용이 가능하 고, 외부의 조명이나 주 이 조 이라도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만큼 실내조명의 

밝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함으로써 에 지 감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었고, 향후에는 무엇보다도 에 지 감을 

하여 계 과 시간, 천공 상태에 따라 실내 자연채 에 

의한 조도분포가 지속 으로 변화하는 것을 감안한 자연

채  계획과 실내 조도분포를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

는 조명제어 시스템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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