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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자의 수면-각성 주기에 따른
스마트폰 기반 장제어 LED 조명시스템

☆

Smartphone-based Wavelength Control LED Lighting System 
according to the Sleep-Wake Cycle of Occu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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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생체리듬 조 에 여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빛의 특정 단 장 비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 장 비율이 고정된 

기존 조명 빛은 재실자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상을 래한다. 특히 교 근무자의 경우, 일정치 않은 근무시간과 항시 동일한 

빛 환경으로 인해 생활패턴이 불규칙 으로 변화하여 집 력 하로 사고 발생의 험도가 높아지거나 퇴근 이후 숙면을 취하지 못
하는 등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정  향을 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 근무자를 상으로 근무 는 퇴근 시 에 따

라 각성  수면에 합한 조명 빛을 손쉽게 계측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장 제어 가능한 LED 조명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 LED 조명을 상으로 조 제어비율에 따라 변화하는 조명 빛 특성을 스마트폰에 내장된 컬러센서  외부에 연동된 소형 스펙
트로미터(Mini-Spectrometer)를 통해 계측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장된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측 모듈과 조명제어모

듈을 구 한다. 교 근무자를 상으로 시스템 처리 차에 따라  ‘근무’ 시간 에는 각성이 필요한 시 으로 악하여 작업유형에 

따라 분류한 목표조도를 고려하여 단 장 비율이 최 치인 제어비율로 서비스하고, ‘퇴근’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 장 비율이 최소치인 제어비율로 조명 빛을 가변화한다.

☞ 주제어 : 수면-각성, 생체리듬, 조명시스템, 엘이디, 스마트폰

ABSTRACT

Melatonin hormone involved in human’s circadian rhythm adjustment sensitively responds to light’s specific short wavelength ratio. 

A shift worker‘s circadian rhythm disturbance and sleep disorder are caused by the existing lighting conditions, whose short wavelength 

ratio is fixed. The life pattern of a shift worker changes irregularly because of irregular working hours and the same lighting environment; 

thus, his/her concentration is reduced. For such a reason, negative effects ensue to the detriment of healthy everyday life, including 

a high risk of accidents or having unsound sleep after leaving work. A smartphone-based wavelength control LED lighting system that 

targets shift workers and that can easily measure and control lighting suitable for wake-sleep cycle, according to working hours and 

closing hours, is proposed in this paper. First, after the light characteristics of LED lighting that changes depending on light control ratio 

are measured through the color sensor installed on the smartphone and the externally-linked Mini-Spectrometer, they are stored in the 

database. Based on the stored optical characteristics data, the measurement module and light control module are implemented. 

Lighting is offered using a control ratio having the maximum rate of short wavelength in consideration of the target illuminance, 

classified according to work type by identifying working hours as time when waking is required for shift workers. After a shift work leaves 
work, the amount of lighting is varied, using a control ratio having a minimum short wavelength rate so that a shift worker can enter 

the sleep state naturally. 

☞ keyword : Sleep-Wake, Circadian rhythm, Lighting System, LED,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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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며 기본

으로 시각 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 으로

는 인간 건강과도 한 연 이 있다[1-3]. 빛을 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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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면 모든 종류의 자기 를 의미하며 의로는 사

람이 볼 수 있는 약 380nm~780nm의 장을 가진 가시

선을 뜻한다[4]. 

빛의 특정 단 장 비율은 인간의 생체리듬 조 에 기

여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과 한 연 이 있으

며 멜라토닌 분비량의 조 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향을 미친다[5-12].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03년 Lockly 

SW 외 2명은 460nm 장의 빛이 555nm 장의 빛보다 

멜라토닌 억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 2004년 Helen R 외 2명은 595nm, 660nm의 장 장의 

빛보다 470nm, 495nm, 525nm의 단 장 빛이 멜라토닌 분

비  억제에 더욱 민감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5-6]. 국내에서도 2011년 김경실 외 1명은 446nm~477nm

에 해당하는 단 장 역의 비율이 10% 이상 변화하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침을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혔다[7]. 즉 서비스 시 에 따라 단 장 비

율을 하게 조 할 경우 재실자의 각성 상태를 유지

하거나 수면 상태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도움을 주므

로 건강한 생체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13]. 

기존 조명 빛은 항시 고정된 단 장 비율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재실자 생체리듬이 불규칙하게 변화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수면 상지연증후군, 수면 상 진증후

군 등 다양한 수면장애 상을 래한다. 폐된 실내공

간에 오랜 시간 상주하는 재실자,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교 근무자, 과 한 업무량에 의해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야간근무자 등은 변동 인 근무시간과 획일화된 조명 빛 

환경으로 인해 건강에 을 받는 수 이다[14~16]. 따

라서 작업유형과 근무시 에 따라 합한 단 장 비율을 

가진 조명 빛 환경으로 가변화해야 한다. 특히 밤과 낮을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교 근무자는 획일화된 빛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생체리듬이 불균형해지고 이로 인해 근무 

도  집 력이 하되어 사고 발생의 험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밤에서 낮으로 변경되거나 혹은 그 

반 로 변경되는 시 에 빠르게 교 근무자의 생체리듬

을 재조정하기 한 조명 빛 제어기술이 필요하다[17].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RGBW 컬러센서와 

외부에 연동된 소형 스펙트로미터(Mini-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재실자 주변의  특성을 계측한 후 작업 유형 

 시 에 따라 단 장 비율을 제어하기 한 LED조명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조명 빛 특성 계측모듈과 조명제어

모듈로 구성된다. 조명 빛 특성 계측모듈은 컬러센서와 

소형 스펙트로미터(Mini-Spectrometer)를 통해 계측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RGBW->XYZ 변환식과 McCamy의 색

온도 산출식을 이용하여 조도, 색온도, 색좌표, 분 분포

(SPD;Spectral Power Distribution) 등 수집 데이터를 연산 

 변환한다. RGBW->XYZ 변환은 색차조도계  스마

트폰에 내장된 컬러센서로 부터 수집한  특성 데이터

를 기반으로 다  회귀식을 통해 변환식을 도출한다. 조

명제어모듈은 재 조명 서비스 시 을 고려하여 재실자

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거나 수면 상태에 자연스럽게 진

입할 수 있도록 단 장 비율이 최 치 는 최소치에 해

당하는 제어비율로 조명 빛을 가변화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교 근무자를 상으로 하며 각성 

 수면 시 을 각각 ‘업무 시작 시간’ 부터 ‘업무 종료 

1시간 ’, 그리고 ‘업무 종료 1시간 ’ 부터 ‘업무 종료 

시간’ 으로 정의한다. 각성 시 에는 단 장 비율이 최

치인 조 제어비율로 서비스하여 교 근무자의 집 력

을 향상시킴으로써 사고발생의 험을 최소화하고, 수면 

시 에는 단 장 비율이 최소치인 조명 빛을 서비스하여 

퇴근 이후 편안하게 수면 상태에 진입하도록 조명 빛을 

변화시킨다.

2. LED 조명의  특성 실측 실험

2.1 실험 환경

(그림 1) 실험공간  장치

(Figure 1) Experimental Space and Devices

그림 1은 실험공간  구성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ed(R), Green(G), Blue(B), Warm White(W), 

Cool White(C) 원을 조합한 감성조명과 Warm 

White(W), Cool White(C) 원으로 이루어진 LED 백색 

면 조명의  특성을 평가하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 

측정 장비는 스마트폰(Galaxy Note 2)에 내장된 RGBW 

컬러센서와 스마트폰의 외부에 연동한 소형 스펙트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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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타입 설명

type int
Type of lighting
RGBWC Lighting = 1
WC Lighting = 2

red int

Dimming ratios

green int

blue int

warm int

cool int

cl-lux float Illuminance, Color 
Temperature by CL-200Acl-temp float

cl-x float Chromaticity x, y by 
CL-200Acl-y float

cl-large-x float
Tristimulus X, Y, Z by 
CL-200A

cl-large-y float

cl-large-z float

short-wave float Short-wavelength ratio 
calculated from the SPD

sp-r int

The measured Values from 
the Smartphone

sp-g int

sp-b int

sp-w int

조명 제어요소 조광제어비율 측정요소

RGBWC 
Lighting

Red, 
Green, 
Blue, 

Warm, 
Cool

(0, 0, 0, 0, 0)
(0, 0, 0, 0, 64)
(0, 0, 0, 0, 128)

(…)
(255, 255, 255, 255, 192)
(255, 255, 255, 255, 255)
Total 3125 times

RGBW,
Illuminance, 
Color Temp, 
Chromaticity, 
Tristimulus, 

SPD

WC 
Lighting

Warm, 
Cool

(44, 44)
(44, 48)
(44, 52)⁝(…)

(255, 252)
(255, 255)

Total 2809 times

RGBW,
Illuminance, 
Color Temp, 
Chromaticity, 
Tristimulus, 

SPD

터(Mini-Spectrometer) 그리고 색차조도계(CL-200A)와 분

계(Jaz-ULM-200)로 구성된다. 실험공간은 가로 1,200mm, 

세로 1,200mm, 높이 2,000mm인 라이  캐비넷을 활용하

으며고 측정 장비와 조명 사이 거리는 최 조도에 따라 

RGBWC 조명의 경우 1m, WC 조명은 1.7m로 설정하 다. 

2.2 실험 방법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RGBWC 조명과 WC 

조명을 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제어비율을 순차 으로 

증가시켜 조명 빛을 변화시킨다. 이때 측정장비를 이용

하여 각 제어비율마다 변화하는 조명 빛 특성을 계측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표 1) 조 단계별 빛의 특성 요소

(Table 1) Characteristic Elements of Light 

according to Dimming Control 

RGBWC 조명은 0에서 255까지의 제어범 를 0, 64, 

128, 192, 255와 같이 5 단계의 제어비율로 구분하고, WC 

조명은 0, 4, 8, 12, 16, … , 248, 252, 255의 총 65 단계 

제어비율로 구분한다. 즉 RGBWC 조명의 제어단계는 

5
5(3,125)회이며 WC 조명의 총 제어단계는 652(4,225)회

로 처리된다. WC 조명의 경우 하드웨어 특성에 따라 제

어비율이 48 미만일 경우, 조명출력에 필요한 최소 력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명이 등되지 않는다. 이에 따

라 WC 조명의 조 제어비율을 44(Off), 48, 52, … , 248, 

252, 255로 설정하여 총 54
2(2,916)회의 제어단계로 구분

한다. 제어비율에 따라 각 조명의 특성을 실측하는데 있

어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컬러센서의 RGBW, 색차조도

계의 조도, 색온도, 색좌표, 삼자극치 등이 있으며 소형 

스펙트로미터(Mini-Spectrometer)와 분 계(Jaz-ULM-200)

는 분 분포(SPD;Spectral Power Distribution) 데이터를 수

집하여 색온도  단 장 비율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Java 언어를 기반으로 조 제어용 어 리

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용하여 표 1의 조명 빛 특성 

정보를 확보하 다.

2.3 조명 빛 특성 DB

본 연구에서는 상조명의 제어비율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특성을 악하기 해 센서와 계측장비로부터 수집

된 raw 데이터를 DB에 장한다. 이때 DB는 MySQL을 

사용하 고 조명 빛 특성 장을 해 표 2와 같이 스키

마를 설계하 다.

(표 2) 테이블의 필드  타입 설계

(Table 2) Design of Field and Type in Table

표 2의 type 필드는 조명의 유형을 식별하기 한 요

소로 RGBWC 조명은 1, WC 조명은 2가 장된다. 

RGBWC 조명의 조 제어비율은 red, green, blue, warm, 

cool 필드에 장되며 WC 조명은 warm, cool 필드에 

장된다. 이때 WC 조명은 red, green, blue 원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해당 필드에 0을 입력한다. cl-lux, cl-temp, 

cl-x, cl-y, cl-large-x, cl-large-y, cl-large-z는 색차조도계로

부터 계측된 조명 빛 특성을 장하는 필드로써 각각 조

도, 색온도, 색좌표 xy, 삼자극치 XYZ를 의미한다. 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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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g, sp-b, sp-w의 필드는 스마트폰 컬러센서를 통해 계

측한 데이터 장 필드로써 각각 red, green, blue, white 

원에 한 세기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short-wave는 분

계에서 계측한 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멜라토닌의 억

제도가 높은 446nm~477nm의 단 장 비율 연산 값이다.

2.4 조명 빛 특성 분석

그림 2와 그림 3은 각 조명별로 수집한 빛 특성 데이

터를 기반으로 조도  색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RGBWC 조명의 조도  색온도 변화

(Figure 2) Variation of Illuminance and Color 

temperature in RGBWC Lighting

(그림 3) WC 조명의 조도  색온도 변화

(Figure 3) Variation of illuminance and color 

temperature in WC Lighting

그림 2~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RGBWC 조명의 

최소조도  최 조도는 각각 1.19lux와 1,143.9lux이며, 

WC 조명은 각각 8.69lux와 1,071.2lux이다. 한 RGBWC 

조명의 최소 색온도  최  색온도는 2,304K과 19,269K

이며 WC 조명은 2,511K과 5,383K으로 실측되었다. 

RGBWC 조명의 경우 400lux 미만의 조도 구간에서는 색

온도가 약 1,800K~20,000K 범  내에 불규칙하게 분포하

는 반면 400lux 이상의 조도 구간에서는 색온도 범 가 

차 소해지는 경향을 보 다. 한 최 조도에 가까

워질수록 색온도가 약 4,800K~5,800K의 범  내에 집

으로 분포함을 확인하 다. WC 조명은 600lux 미만의 

조도 구간에서 약 2,500K~5,400K 범 의 색온도가 고루 

분포하 고, 600lux 이상의 조도 구간에서는 색온도의 표

 범 가 차 어 약 3,500K에 도달함을 확인하 다. 

두 개의 조명 모두 조도 변화에 따라 색온도가 확연한 자

이를 보 으나 조도값이 일정 임계치를 과한 이후에는 

색온도의 표  범 가 소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표 3) RGBWC조명의  특성 변화

(Table 3) The Change of Light Characteristic of 

RGBWC Lighting

조도 [lx]
색온도 

[K]

단파장 
비율 [%]

색좌표

100±5
(23 data)

2831 
~ 

19270

0.98 
~ 

35.63

200±5
(23 data)

2552
 ~ 

5453

3.55
 ~ 

21.99

300±5
(21 data)

4202 
~

 9302

14.64
 ~ 

25.41

400±5
(18 data)

4306
~

7056

12.29
 ~ 

21.76

500±5
(49 data)

3762
 ~ 

9058

10.96
 ~ 

22.78

600±5
(26 data)

4607
 ~ 

6483

14.2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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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WC조명의  특성 변화

(Table 4) The Change of Light Characteristic of 

WC Lighting

조도 [lx]
색온도 

[K]

단파장 
비율 [%]

색좌표

100±5

(29 data)

2517
 ~ 

4968

3.92 
~ 

16.66

200±5

(29 data)

2576
 ~ 

5358

4.67
 ~ 

18.03

300±5

(33 data)

2554 
~

5364

4.53
 ~ 

18.25

400±5

(43 data)

2512
~

5371

4.17
 ~ 

18.36

500±5

(47 data)

2535
 ~ 

5378

4.41
 ~ 

18.41

600±5

(35 data)

2709
 ~ 

5114

6.06
 ~ 

17.68

표 3와 표 4는 RGBWC 조명과 WC 조명의 특성을 실

측한 후 목표 조도를 기 으로 색온도, 단 장 비율, 색

좌표를 비교한 것이다. 두 개 조명 모두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lux~600lux까지 100lux씩 증가시켜가며 구분

하 고 오차는 ±5lux 범 로 정하 다. RGBWC 조명은 

100±5lux에서 색온도와 단 장 비율, 색좌표가 가장 넓게 

분포하 고 600±5lux에서 색온도 표  범 가 가장 소

하 다. WC 조명은 조도와 상 없이 색온도와 단 장 

비율이 각각 약 2,500K~5,400K, 4%~18% 범  내에 고루 

분포하 고 색좌표 범  한 유사하 다.

3. 스마트폰 기반 장 제어 LED 조명시스템

3.1 시스템 흐름도

(그림 4) 제안한 시스템의 흐름도

(Figure 4) Flow Chart of the Proposed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크게 조명 빛 특성을 실

측하기 한 계측모듈과 조명제어모듈로 구성된다. 조명 

빛 특성의 실측을 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RGBW 컬러

센서  외부에 연동한 소형 스펙트로미터(Mini- 

Spectrometer)를 사용하고 조명제어를 하여 Zigbee 무선

통신이 가능한 LED 컨트롤러  조 제어용 서버를 사

용하 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조명제어시스템의 흐

름도이다. 제안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재

실자 주변의 빛 환경을 계측하고 각성  수면에 합한 

조 제어비율을 산출하여 서비스에 용한다. 첫 번째, 

스마트폰의 RGBW 컬러센서와 소형 스펙트로미터

(Mini-Spectromter)를 통해 재 사용자 주변의 조명 빛에 

한 RGBW 센싱 데이터와 분 분포(SPD;Spectral Power 

Distribution) 데이터를 실측한다. 두 번째, RGBW 데이터

를 XYZ 삼자극치로 변환한 후 색좌표 xy, 조도 Y, 색온

도 CCT, 그리고 목표조도 별 각성  수면에 유효한 특

정 단 장(446nm~477nm) 비율의 최소치와 최 치를 산

출한다. 이때 RGBW->XYZ의 변환은 다  회귀식을 활

용하며 색온도 변환은 McCamy의 변환식을 용하 다

[18]. 세 번째, 스마트폰에 장된 교 근무자의 각성  

수면 시 과 재 조명 서비스 시 을 고려하여 목표조

도  단 장 비율의 최소치 는 최 치에 해당하는 조

제어비율을 검색한다. 서비스 시 이 각성에 해당하면 

목표조도의 제어비율 후보군에서 단 장 비율이 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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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 제어비율을 최종 서비스 후보로 추출하고 수면 시

에 해당하면 단 장 비율이 최소치인 조 제어비율을 

서비스에 용한다. 이후 조 제어비율을 포함한 조명제

어용 송신 패킷을 생성하여 LED 컨트롤러로 송한다. 

3.2 조명 빛 특성 계측

조명 빛 특성 계측 모듈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RGBW 

컬러센서와 소형 스펙트로미터(Mini-Spectrometer)를 이용

하여 Red, Green, Blue, White, 분 분포(SPD;Spectral 

Power Distribution)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RGBW-> 

XYZ 변환  McCamy 색온도 산출을 한 알고리즘 처

리, 단 장 비율 연산을 수행한다. 아래의 식 1~4는 각 처

리 과정에 따른 수식을 나타낸 것이다.





   (식1)





   (식2)

 
 

  

           (식3)













 ×
 
 


           (식4)

식1과 식2는 RGBWC 조명과 WC 조명의 RGBW-> 

XYZ 변환식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RGBW->XYZ 변환

식은 스마트폰의 RGBW 데이터와 색차조도계의 XYZ 데

이터를 기반으로 다  회귀식을 이용하여 도출하 다. 

해당 변환식은 5개의 상수와 RGBW의 변수 4개로 구성

되며 그  5개의 상수는 다  회귀식에 의해 수학 으

로 유도된 값이며 변수 4개는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측정

한 데이터다. 스마트폰에 식1과 식2를 용하여 산출한 

XYZ와 색차조도계(CL-200A)에서 실측한 XYZ를 비교한 

결과, 두 개 조명의 평균 오차율은 각각 2.314% 

(RGBWC), 0.943%(WC)를 나타냈다. 식 3은 색좌표를 기

반으로 색온도 산출을 해 사용된 McCamy의 색온도 변

환식이다[18-19]. 식 4는 소형 스펙트로미터(Mini- 

Spectrometer)로부터 수신한 분 분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시 선 체 장 범 (380nm~780nm)의 Absolute 

Irradiance와 생체리듬과 한 연 이 있는 단 장 범

(446nm~477nm)의 Absolute Irradiance 계를 백분율로 나

타낸 것이다.  Absolute Irradiance는 분 복사조도를 의미

하며 단 는 μw/cm²/nm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 5는 식1~

식4에 해당하는 조명 빛 특성 계측 알고리즘의 의사코드

이다.

void function measureLightCharacteristic {
   set R to the value obtained from the color sensor;
   set G to the value obtained from the color sensor;
   set B to the value obtained from the color sensor;
   set W to the value obtained from the color sensor;
   set X to tristimulus X;
   set Y to tristimulus Y;
   set Z to tristimulus Z;
   set x to chromaticity x;
   set y to chromaticity y;
   set lux to illuminance;
   set cct to color temperature;
   If the current RGBWC Lighting true;
      X=0.1502*R+0.0291*G-0.0176*B+0.7951*W-7.26
      Y=-0.5645*R+0.8168*G-0.445B+1.1337*W-10.3
      Z=-0.1371*R-0.0190*G+1.1202*B-0.1809*W+4.13
   false;
      X=0.3067*R-0.1156*G-0.0657*B+0.7144*W-0.06
      Y=0.2349*R+0.1499*G+0.0901*B+0.3958*W+0.528
      Z=-0.4071*R+0.2413*G+0.9211*B+0.0237*W-0.82
   x=X/(X+Y+Z)
   y=Y/(X+Y+Z)
   lux=Y
   set mc for the McCamy CCT operation;
   mc=(x-0.332)/(y-0.1858)
   cct=-437*pow(mc, 3)+3607*pow(mc, 2)-6861*mc+5514.31}

(그림 5) 계측모듈의 의사코드

(Figure 5) Pseudo-code of the Measurement 

module

3.3 LED 조명 제어

LED 조명제어모듈의 처리 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스마트폰에 장된 교 근무자의 작업 유형과 근무 시

간, 그리고 재 조명 서비스 시 을 비교한 후, 목표조

도에 부합하는 조 제어비율 후보군을 검색한다.  서

비스 시 이 각성에 해당하면 목표조도의 조 제어비율 

후보군  단 장 비율이 최 치인 제어비율을 최종 서

비스 후보로 추출하고, 수면에 해당하면 단 장 비율이 

최소치인 제어비율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Zigbee 무선통

신을 기반으로 해당 조 제어비율을 포함한 조명제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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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패킷을 생성하여  LED 컨트롤러로 송한다. 그림 

6은 WC 조명을 상으로 목표조도가 200lux일 때 부합

하는 조 제어비율을 검색한 후 단 장 비율의 최 치 

 최소치에 해당하는 제어비율로 조명을 제어하는 일련

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각성  수면 주기에 따른 조명 서비스의 차

(Figure 6) The procedures of Lighting service 

according to sleep-wake cycle

4. 조명서비스 결과

4.1 서비스 시   조명제어지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교 근무자의 각성 시

을 ‘업무 시작 시간’ 부터 ‘업무 종료 1시간 ’ 으로 

정하고, 수면 시 은 ‘업무 종료 1시간 이 ’ 부터 ‘업무 

종료 시간’으로 설정하 다. 한 교 근무시간을 총 8시

간씩 3교 로 정하여 01반은 00시~08시, 02반은 08시~16

시, 03반은 16시~24시로 구분하 다. 즉 01반의 각성 시

과 수면 시 은 각각 00시~07시와 07시~08시, 02반은 

08시~15시와 15시~16시, 03반의 경우 각각 16시~23시와 

23시~24시에 해당한다. 작업 유형에 따른 목표조도는 다

음과 같다. ‘A업무’는 목표조도100 lux, ‘B업무’는 200lux, 

'C업무‘는 400 lux로 설정하 다. 작업 유형은 KS 3011 

조도기 을 기반으로 설계한 것으로서 ’A업무’는 ‘빈번

하지 않은 시 작업’을 의미하며, ‘B업무’는 ‘고휘도 비 

혹은 큰 물체 상의 시 작업’, ‘C업무’는 ‘일반휘도 비 

혹은 작은 물체 상의 시 작업’으로 정의된다[20]. 

4.2 각성  수면 시 에 따른 조명서비스

본 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용하여 조명 빛을 자

동으로 제어하고 조 된 빛의 특성을 계측하여 정확도를 

확인하 다. 

표 5는 작업 유형  제어지표에 따라 서비스된 조명 

빛 특성을 계측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5의 

RGBWC 조명에서 blue 원의 제어비율을 살펴보면 각 

목표조도마다 각성 시 에 255, 수면 시 에는 최 치인 

255가 추출되었다. 즉, blue가 단 장 비율을 기반으로 조

명환경을 조 할 경우 다른 원에 비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원임을 확인하 다. WC 조명의 특성을 살펴보

면 각성 시 에는 warm white 원의 제어비율은 44단계

로 유지하면서 cool white 원의 제어 비율만을 차 높

여야 한다. 반면에, 수면 시 에는 cool white 원의 제

어비율을 44~48단계로 유지하면서 warm white 원의 제

어 비율만을 조 해야 한다. 두 개 조명의 차이 을 살펴

보면 각성  수면 시 에 따라 변화하는 WC 조명의 단

장 비율은 약 4%~18% 범  내에서 목표조도의 증감여

부에 따라 비례하는 패턴을 보 다. 이와 달리 RGBWC 

조명의 단 장 비율은 목표조도변화와 상 없이 약 

0.9%~35.6% 범  내에서 불규칙하게 변화하 다.

표 6은 RGBWC 조명과 WC 조명을 상으로 구 한 

시스템을 용하여 서비스 한 결과이다. 테이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명의 종류  작업 유형에 따라 목표조도와 

‘각성’, ‘수면’의 서비스 시 을 구분한 후 조도  단 장 

비율의 변화를 실측하 다. 두 조명 모두 서비스 시 에 

따라 목표조도에 부합하는 빛의 밝기  단 장 비율로 

서비스됨을 확인하 다. 한, RGBWC 조명은 다양한 

원의 조합으로 목표조도의 변화에 따라 빛의 밝기뿐만 아

니라 색상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반면 WC 조명은 주로 빛

의 밝기와 두 가지 색상 변화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즉 

원의 조합에 따라 LED 백색조명은 그 용도와 용처가 

다를 수 있으며,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 의 특성을 기

으로 두 개 조명을 비교할 때 부분의 색좌표가 랑키

안 궤 (Planckian Locus)에 치하면서 단 장 비율  빛

의 색상 변화가 일정한 WC 조명이 RGBWC 조명보다 

반조명으로 더욱 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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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유형

제어
시간

목표조도 및 
단파장비율

데이터 
타입

조명 모델
RGBWC Lighting WC Lighting

측정된 조도 및 
단파장비율(SPD)

측정된 색좌표
측정된 조도 및 
단파장비율(SPD)

측정된 색좌표

A

00~07
08~15
16~23

100 lux
Maximum

제어비율 (64, 255, 255, 64, 0) (44, 120)
수치 102 lux, 35.6 % (0.254646, 0.21841) 102 lux, 17.97 % (0.317771, 0.331436)

그래프

07~08
15~16
23~24

100 lux
Minimum

제어비율 (192, 192, 0, 64, 0) (120, 44)
수치 95 lux, 0.976 % (0.451747, 0.451601) 91 lux, 3.92 % (0.45481, 0.395971)

그래프

B

00~07
08~15
16~23

200 lux
Maximum

제어비율 (128, 128, 255, 192, 0) (44, 148)
수치 201 lux, 21.9 % (0.345029, 0.273682) 201 lux, 18.03 % (0.323726, 0.340551)

그래프

07~08
15~16
23~24

200 lux
Minimum

제어비율 (192, 128, 0, 192, 0) (152, 48)
수치 200 lux, 3.55 % (0.463844, 0.415889) 198 lux, 4.67 % (0.449485, 0.406778)

그래프

C

00~07
08~15
16~23

400 lux
Maximum

제어비율 (64, 255, 255, 128, 64) (44, 208)
수치 394 lux, 21.76 % (0.313027, 0.295716) 421 lux, 18.36 % (0.325395, 0.345345)

그래프

07~08
15~16
23~24

400 lux
Minimum

제어비율 (255, 255, 0, 128, 64) (220, 44)
수치 404 lux, 12.2 % (0.366887, 0.36387) 407 lux, 4.17 % (0.45785, 0.41588)

그래프

(표 5) 작업유형과 서비스 시 에 따른 조명별 특성 분석

(Table 5) Characteristic Analysis of Lightings according to Work type and Servi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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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명서비스 결과

(Table 6) The Result of Lighting service

조명타입 및 
작업유형

목표조도
서비스시점

조도 및 
단파장비율

조명 서비스

RGBWC
‘A’

100lx
‘각성’

103 lux
35.6 %

100lx
'수면‘

95 lux
0.976 %

RGBWC
‘B’

200lx
‘각성’

202 lux
21.9 %

200lx
'수면‘

199 lux
3.55 %

RGBWC
‘C’

400lx
‘각성’

395 lux
21.76 %

400lx
'수면‘

403 lux
12.2 %

WC
‘A’

100lx
‘각성’

102 lux
17.97 %

100lx
'수면‘

91 lux
3.92 %

WC
‘B’

200lx
‘각성’

201 lux
18.03 %

200lx
'수면‘

198 lux
4.67 %

WC
‘C’

400lx
‘각성’

421 lux
18.36 %

400lx
'수면‘

407 lux
4.17 %

5. 결론  향후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교 근무자를 상으로 스마트폰에 내

장된 컬러센서를 이용하여 주변 빛 특성을 계측하고, ‘각

성’  ‘수면’ 시 에 따라 단 장 비율 조 이 가능한 조

명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부가 으로 소형 스펙트

로미터(Mini-Spectrometer)를 연동하여 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명 빛의 상세 정보를 계측하여 

‘각성’이 필요한 시 에는 단 장 비율이 최 치인 제어

비율로 조명 빛을 서비스하고 ‘수면’이 필요한 시 에 이

르면 단 장 비율이 최소치인 제어비율로  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를 통해 교 근무자의 근무 시간 에는 멜라

토닌 분비를 최  억제시켜 사고 발생의 험도를 최소

화하고, 퇴근 무렵에는 멜라토닌 분비량을 진시킴으로

써 수면 장애 상을 방지하도록 설계하 다. 

시스템 개발을 해 먼  교 근무자의 작업 유형과 

근무 시간에 따른 ‘각성’  ‘수면’ 시 , 그리고 조명제

어지표를 정의하 다. 그런 다음 교 근무자의 작업 유

형과 조명 서비스 시 에 따라 목표조도  단 장 비율

의 최 치 는 최소치로 서비스를 제공 한 후 빛의 특성

을 실측하여 지표와 비교하 다. 조명서비스 결과, 두 개 

조명 모두 서비스 인 조도가 목표조도에 부합하 고 

서비스 시 에 따라 단 장 비율이 합하게 조 되었음

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24 기, 기상조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  특성을 실측  분석하고, 자연 의 시간 별 단

장 비율을 제어지표로 활용하여 창이 없는 실내공간에 

오랜 시간 상주하는 근무자에게 건강한 조명 빛을 서비

스하기 한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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