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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기고문

마이크로파 움직임 센서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 절감 시스템

이 재진
㈜텔트론

Ⅰ. 개

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9년 신년호에서 에
너지 절약을 ‘제5의 에너지(Fifth Fuel)’로 꼽았다. 에
너지 절약과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석
유, 석탄,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에 이은 주요 에너
지원으로 언급하면서 202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
의 20% 이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 수입률이 97%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의한 에너지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지만, 한정된 국토 여건, 해당 기술의 취약 등
으로 추진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
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정
책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파트와
빌딩의 지하 주차장, 회사 화장실, 공원의 공중 화장
실 등은 24시간 조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
학의 빈 강의실, 빌딩 계단 등은 8시간의 근무 시간
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센서는 감지 거리가 짧고, 감도의 변화가 주
위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계절에
따라, 주변에 물체가 머무는 시간에 따라 감도가 달라
져, 주차장, 화장실과 같은 먼 거리를 감지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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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10.525 GHz 주파수는 2008
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2008-130호로 움직
임 센서용으로 주파수 분배가 이루어져 산업 현장에
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적외선 센서의 단점을
극복한 이러한 마이크로파 움직임 센서는 지하 주차
장, 빌딩의 계단, 학교 강의실 및 화장실에 조명 제
어용으로 등장하였으며, 침입 감지 센서, 탱크로리의
수위 센서 및 충돌 방지 센서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이용이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마이크로파 센서를 이용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 운용하여 본 결과, 약
64%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고, 빌딩의 현
관, 계단 및 화장실에 적용하여 본 결과, 약 69%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LED 기술과 동
반 적용 시에는 80% 이상의 전기 에너지 절감 효과
를 가져온다는 것이 예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빌
딩 화장실 및 지하 주차장의 조명에 마이크로파 움
직임 센서를 이용하는 전기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적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압박이 심한 탄소 배출 절
감이 가능하며, 제5에너지를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
라는 것을 제안한다.

Ⅱ. PIR 센서와 마이크로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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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조명 센서는 열감지 센서인 PIR(passive infrared or pyroelectric infrared) 제품이 대부분으로 현
재 자동문, 아파트 현관 입구 조명등, 무인 경비 시
스템의 감지 센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PIR 센서
의 원리는 센서 자체와 센서 주변 온도의 차이가 생
기면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차이에 비례하는
전압 신호를 출력하여 감지하는 방법이다. PIR 센서
의 문제점은 그 원리에 있다. 즉, 주변 온도와의 차
이를 감지하므로 주변 온도와 온도 차이가 있는 물
체가 움직여서 센서에 가까워질 때 가장 감도가 좋아
지는데, 일단 물체가 가까워져서 주변 온도를 충분
히 데워주면 감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하나의 예로
아파트 현관 등의 경우, 처음에는 켜지나 현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켜지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감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이다.
따라서 여름과 같은 경우는 주변 온도가 인체와
비슷해지므로 겨울에 비하여 오동작이 많아진다. 또
한 천천히 움직이거나 열을 막는 차폐물을 사용하면
감도가 많이 저하된다. 하나의 예로 검은 우산을 사
용하여 PIR을 사용한 방범 시스템을 무기력화 시키
는 사건을 들 수가 있다.
마이크로파 도플러 센서는 그러한 PIR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한다. 그 이유는 도플러 센서는 자신이 발
송한 마이크로파가 반사되는 것을 직접 수신하여 주
파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파 도플러 센서
는 대부분의 주위 환경에 둔감하여 주변 온도, 먼지
의 적층 여부, 주변 잡음 등에 관계없이 잘 동작한다.
마이크로파 센서는 PIR에 비하여 가격이 고가인
것이 단점이나, 고기능용으로 사용하면 PIR 센서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진다. 즉, 중․대규모 시스템의 전
력 절감 분야에서는 마이크로파 도플러 센서가 유일
한 해결책이라 판단된다.

Ⅲ. RF 센서 시장

마이크로파 센서와 PIR 센서의 일반 특성 비교
마이크로파 센서 적외선 센서
감지원리 도플러 효과
PIR(열적외선)
, 방범용,
조명제어, 방범용,
응용분야 조명제어
자동문 등
자동문 등
, 시간,
조도, 시간,
특징 감도조도조절
가능 감도 조절 가능
대기전력
0.5 W
0.1 W
1. 비금속제품 투과
1. 가격이 저렴
감지
2. 많이 보편화 되어
2. 대기 환경(온도, 습
만큼 다양한
장점 도, 빛, 먼지)에 영 있는
제품이
있어 기호에
향을 받지 않음. 따른 제품
선택
3. 미세한 움직임 감
가능
지 탁월
1. 비금속 제품 투과
불가능
1. PIR 센서보다 고가 2. 대기 환경(온도, 습
단점 격 형성
도, 빛, 먼지)에 영
2. 다양한 제품군 부족 향을 받음.
3. 미세한 움직임 감지
능력 다소 떨어짐.
감지
20 m
13 m
거리

<표 1>

조명용 센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하 주차장, 화
장실, 비상계단 등의 조명 제어는 적외선 방식일 경
우, 날씨의 변화, 설치 연수에 따라 작동이 불량하므
로 마이크로파 센서 모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 2014
년 기준 약 5,860억 원 시장으로 [그림 1]과 같이 형
성되어 있다. 마이크로파 스위치 시장의 경우, 10평
이하의 화장실은 1개의 센서로 제어 가능하다고 하
며, 전국에 107,800개 학교, 전국 빌딩의 복도 비상계
단 500,000개로 산정하였을 때 추산한 결과이다. 현
재의 시장과 그림의 시장으로부터 향후 연 6,0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전망되고 있다.
국내 자동문 감지기는 적외선 및 열 감지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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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제어용 마이크로파 센서를 전원 단속용
스위치로 이용하는 시장
[그림 1]

비해 우천 등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아 오동작율이
낮은 마이크로파 방식 적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유럽
의 경우 90% 정도 마이크로파 검출 방식을 사용 중
으로 국내 마이크로파 자동문 센서 시장은 [그림 2]
와 같이 ’08년 10억 원에서 ’14년 130억 원으로 성장
하여 향후 연 14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내 이동체 감지 센서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는
’08년 61억 원 규모에서 2014년에는 450억 원 규모
로 성장하였다. 이 분야는 가로등 점멸 스위치 센서,
횡단보도 불법 보행자, 조수 근접 센서 등 다양한 방
면에서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나, 주변 환경의 간섭,
이동체 분간 기술 등이 개발되지 못하여 시장이 아

자동문 감지기 시장 규모 전망
출처: ETRI 신기술정책 연구팀(2009. 3.))

국내 이동체 감지 센서 시장 규모 전망
(출처: ETRI 신기술정책 연구팀(2009. 3.))
[그림 3]

직은 협소한 실정이나, 향후 기술이 개발되면 10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움직임 센서 분야 수출입 현황은 매년 4천만 달러
에서 5천만 달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증
가 추세에 있다. 수출은 백만 달러에서 최대 천만 달
러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Ⅳ. 센서 기능 및 규격
마이크로파 움직임 센서는 도플러 원리를 이용하
여 목표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도플러 주

움직임 센서 분야 수출입 현황
출처: 한국센서연구조합 http//www. sensorcall.net)

[그림 2]

[그림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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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는 송신파를 반사하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며, 출력 전압의 크기는 움직이는 물체의 반
사율 및 크기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원리이다. 일반
적으로 높은 유전상수를 가진 절연체나 금속은 반사
율이 높아 출력 전압은 더 크게 된다.
수식적으로는 도플러 효과에 의하여 반사되어 수
신되는 주파수 f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 oppler

fTr an sm i tted
fD oppler   ×V Tar get ×cosθ× 
c

(1)

여기서 c는 빛의 속도(∼30만 km/sec), V = 목
표물의 속도, θ = 센서와 움직이는 물체와의 각도,
f
= 센서의 출력 주파수이다.
예를 들어서 V = 1 m/s(저속 보행 속도)이고,
움직이는 물체의 감지를 위하여 허용된 주파수인
10.525 GHz를 사용한다면 | f
|∼70 Hz가 된다.
마이크로파 실효 등방 방사 전력(E.I.R.P.)은 주파
수 사용 규정에 의하여 14 dBm을 넘지 못하도록 되
어 있어서 센서의 최대 감도를 제한한다. 출력 전압
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근접 상태에서 수 십 mV 정
도여서 오실로스코우프 등으로 직접 출력 전압 파형
을 관찰할 수 있으나, 수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미약 신호로 직접 관찰하기 어렵다. 따라서 op-amp
를 이용하여 저주파 증폭기를 이용하여 대역 통과
증폭기를 만들면 된다.
대역 통과 주파수 특성은 보통 1∼100 Hz이면 충
분하다. 오피 앰프의 이득은 임의의 값이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전압 이득이 10,000인 오피 앰프를
사용하고, 10 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성인 남자의 팔
관절을 흔들면 오피 앰프 출력단에서 0.2∼0.4 V 정
도의 신호를 관찰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 센서 회로는 일반적으로 초고주파 모
듈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레이다 원리
로 다음 [그림 5]와 같다. 오실레이터에서 발진된 전
Tar get

Tr an sm i tted

Tar get

D oppler

파가 안테나를 통하여 방사되고, 방사된 전파의 산
란된 전파 및 반사 전파가 수신 안테나로 입력되면,
믹서가 출력전파와 수신 전파를 비교하여 IF(= |
f
f
— f
|)신호를 발생한다.
센서의 회로도는 [그림 5]와 같이 전원 공급을 통
하여 발진된 발진소자(Oscillator)의 주파수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서 정확히 filter된 신호를 요구되는
사용목적에 따라 송신 안테나에 신호를 보내게 되면,
안테나를 통해 송신된 신호가 움직이는 사물 또는
생물체의 data 값의 정보를 수집하여 수신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부에 feedback된다.
이때 Mixer단에서는 송신된 주파수와 수신된 주
파수를 비교 및 분석한 후, IF Output에 다양한 형태
의 분석 알고리즘(Algorithm)을 통해 물체의 움직임
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센서는 [그림 6]
과 같다.
제품의 구성에 있어서 SOM(self-oscillating mixer)
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자 또는 단위 기능 블럭에서
주파수 혼합 기능을 하면서 주파수 혼합에 필요한
LO(local oscillator)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다. SOM의
가장 간단한 구조는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현된 것이다. 10.525 GHz에서는 주파수가 높으므
로 LO의 발진용 공진기는 DR(dielectric resonator)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7]은 움직임 센서를 구현하려고 하는 직렬
궤환자가 발진(self-oscillating) 혼합기를 사용한 마이
R ecei ved

D oppler

Tr an sm i tted

p

[그림 5]

고주파 센서 회로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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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렬 궤환 자가 발진(self-oscillating) 혼합기를
사용한 마이크로파 센서 감지부의 기능도
[그림 7]

(b)

마이크로파 센서 사진(a) 및 마이크로파 센서
전파 방사부와 수신부(b)
[그림 6]

크로파 센서 감지부의 기능도이다. 원리는 직렬 궤
환을 이용한 것으로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소스(S:
source)단에 직렬 궤환을 위한 보통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으로 이루어진 수동 소자와 바이어스를 위한 사
분의 일 람다선 및 저항, 바이패스 축전기 등으로 이
루어진 소스단 바이어스 회로부, 게이트(G: gate)단
에는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한 절연체 공진기와
절연체 공진기를 게이트단과 커플링하기 위한 수동
소자로서 보통 직렬인 마이크로스트립 라인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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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수동 소자, 수동 소자인 드레인(D: drain) 쪽
의 출력단 정합 및 바이어스 회로, 전원 인가 단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8]은 마이크로파 물체 감지 센서 안테나의
E-축(a)과 H-축(b)의 방사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의 상세 규격은 <표 2>와 같다.
움직임 센서로써 RF 센서와 방식별 각 센서의 장
단점을 비교한 것이 <표 3>이다.

Ⅴ. 센서 모듈 및 기능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력 전압 회로 및 신
호 처리 회로 등 주변 회로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적
용하도록 한 것이 센서 모듈이다. 모듈의 구성은 구
동하려는 시스템, 즉 그룹 제어, 개별 제어, 중앙 제
어 및 통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림 9]에
는 일반적인 그룹 제어 방식에 따른 회로를 보였으
며, 이를 구현한 것이 [그림 10]이다.
센서 모듈은 입력 전원 AC 85∼220V를 사용하며,
기능 선택 스위치를 설치하여 다양한 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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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

(b)

물체 감지 센서 안테나의 방사 패턴 E-축(a)과 H-축(b)

있도록 하였고, 타이머 설정 기능은 10∼90분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그 크기는 W200 mm × D80 mm ×
H150 mm이다.
센서 모듈의 구체적인 기능은 <표 4>와 같다.
<표 2>

센서 모듈은 자체에 스위치가 있어 고장 시에는
스위치를 Off하여 전원을 By pass 시켜 조명에 전원
공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의 편의성을 위하
여 제품은 수동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내부 릴레이

센서 규격
Parameters
Frequency

Min.

Max.

10.525±25

Output power (EIRP)
Power supply

Typ.

15.5
5

Condition

MHz

Over temp

dBm
5.25

V

60

mA

Settling time

6

mS

Noise

10

mVrms

Current sonsumption

4.75

Unit

30

CW
Received signal

100

mVp-p

3 dB Antenna beam width - azimuth

81

degree

3 dB Antenna beam width - elevation

36

degree

Storage temp.

—20
—30

Size

45×40

mm2

Pulse width

5

mS

Duty cycle

1

%

Operating temp.

Pulse
operation

Average current

55

CW

∼

3 80 Hz

℃

70

2

mA

@5 %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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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일반 특성 비교
구분 방식 마이크로 웨이브
초음파
원리
도플러 편이
도플러 편이
방위각
∼150°
∼45°
거리
수십 m∼수 km
1m
특성
움직임 감지
움직임 감지
장애물
장애물 투과
장애물 투과 못함.
소리
무관
잡음에 오동작
온도
무관
무관
습도
무관
무관
먼지
무관
무관
빛
무관
무관
야간
무관
무관

<표 3>

적외선
기전력
∼100°

영상
카메라
∼100°

5m

50 m

움직임 감지
장애물 투과 못함.
무관
감도 감소
감도 감소
감도 감소
오동작
무관

영상에서 움직임 감지
장애물 투과 못함.
무관
무관
감도 감소
감도 감소
무관
불작동

(a)

[그림 9]

마이크로파 센서 모듈 블록 다이어그램

변경 및 소프트웨어를 일부 수정하면, 자동으로 전
환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체 고장 및 조작 전원이 차
단되었을 때 조명등이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있다.
제어부는 입력 전원 AC110∼220 V, 센서 간 전원
DC12 V로 전면에 8시간 점등용으로 하여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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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0]

센서 모듈 사진(a)과 센서 모듈 설치 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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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모듈 기능
항목
제원
사용전압 단상 110∼220 VAC, 50∼60 Hz
동작하는
사용 등기구 AC 전원으로
모든 등기구

<표 4>

출하 값

비고

-

․형광등 등의 유도성 부하는 최대 1,000 W
사용 전력 최대 1500 W
․외부스위치사용으로사용전력높일수있음.
․증가: 감지 거리 감소
VR1 감지 거리
최대 감지 거리 ․감지 거리: 3∼25 m
․감소: 감지 거리 증가
외부 조도와 ․최소 값: 무조건 자동 조명
․감소: 밝아도 자동 조명 관계없이
VR2 동작밝기
자동 조명 ․최대 값: 잘 안보일 때 동작
․증가: 어두울 때 자동 조명
(최소 값)
․1∼1,500 Lux
․증가: 시간 증가
․1초∼10분(0∼1분/1∼5분/5∼10분)
VR3 점등시간
1 초(최소 값)
․감소: 시간 감소
․3구간, 선형적 조절
흑백 1쌍
․오토온 동작 전원용
전선
노랑 1쌍
․전열기구 동작용
상하
․수평에서 수직까지 변화
각도 조절
좌우
․360도
ON․항상 켜짐
스위치
자동 점멸 가능
OFF․자동 점멸
부착
천정 부착
-

에 사용하는 기능을 구비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시간을 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움직임 센서 모듈은 모듈 한 개당 100 W, 1,000 W
정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신호만 출력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 현장에서 조명의 종류와 환
경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시간 설정은 일반적
으로 1초∼10분 설정할 수 있으며, 감지되는 동안에
는 계속 Reset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시간의 개별 설
정은 불가하지만, 감지 능력이 뛰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작동이 없으며,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 설
정된 시간만큼 점등을 유지하였다가 자동으로 소등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센서 모듈의 응용 분야는 첫째, 조
명 자동 제어 분야로 지하 주차장 조명 제어, 빌딩

공유 공간 조명 제어, 대기실, 화장실의 조명 센서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침입 감지 센서로 보안 시스
템의 침입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로 사용이 가능하
며, 셋째, 접근 감지 센서로 위험물․위험 지역 접근
경보기, 비행장․인삼밭․과수원 등 조수 접근 경보
장치로 활용이 가능하며, 넷째, 속도 측정 센서로 차
량 속도 감지기 센서, 야구공 속도 측정기 센서로 이
용할 수 있다. 다섯째, 차량 감지기 센서로 차량의 질
주 속도, 투수가 던진 야구공의 속도 등 물체 속도 측
정에 이용되며, 여섯째, level 센서로 액체 수위 측정
에 이용된다. 특히, 우유 탱크, 기름 탱크의 수위를
측정하는 데는 독보적이다. 이 외에도 속도 위반 차
량 검지기의 센서, 스피드건의 센서, 야구공, 비행기
등의 이동 속도 측정기 센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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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설치 운용 사례

달 전기 요금이 69% 절감됨을 알았다. 이때 시설비의
회수 기간은 11개월로 나타났다. 즉, 과거 12개월의
센서 설치 전, 월별 평균 전기료는 256,595원이었으
나, 설치 후부터는 약 8만원으로 크게 절감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 시 64%, 일반 빌
딩공유 공간에 설치 시 69%의 절감을 보였으나, 조
명등을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면, 약 80%
까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의 경우, 출입차량의 빈번한 정도, 시골과 도
시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
었다.

용인시의 갈현마을 신한아파트는 지하 2층에 주
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대수는 124대, 총 형광
등 개수는 204개로 설비되어 있으나, 전기 에너지를
감축하려고 점등 형광등 개수는 63개에 불과하였다.
현재 지하 주차장법은 조명을 70 lux를 유지하기 위
하여 204개 전부를 점등해야 하지만, 전기 에너지 절
감을 위해 63개만 점등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마이크로파 센서 모듈을 차량 진행 방향을
따라 약 12 m마다 설치하고, 사용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63개의 형광등을 차량과 사람의 진입에 따라
Ⅶ. 결 론
조명을 제어한 결과, 연간 전기 요금을 64 % 절감할 수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여 전기 에너지 절감
있음을 알았다. 이때 전기 절감 총 공사비는 1,574,560
원으로 전기 절감분으로 설치비 비용을 회수한다면 량을 계산해보면, 형광등 1개당 월 절약 1,555원, 연
간 18,660원이었으며, 이때 소요되는 예상 공사비는
기간은 1.5년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소재 ITplex 빌딩은 4,118 150,000원/인·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현장의
출입 빈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m ,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에 2개사씩 총 10
개사가 입주하여 사용 중으로 각 사무실별로 전기계 이 되었다.
마이크로파 움직임 센서로 사람 및 사물의 미세
량기가 있어 월별로 전기료의 지급은 사무실별로 각
자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층별 화장실과 일 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으므로 상전원
부 계단 및 복도 현관에 총 20개를 설치하고 운용한 으로 구동되는 전등을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설치 전후, 한 을 On/Off 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주
<표 5> 신한아파트 지하 주차장 RF 센서 모듈에 의한 조명 제어 결과
구분
시스템 구축 전
시스템 구축 후
비고
형광등(EA)
63
63
소비 전력/시간(kwh)
2.36
0.85
1.51
일일(24시간) 소비 전력(kwh)
56.6
20.4
36.2
월간(30일) 소비 전력(kwh)
1,700
612
1,088
월간 전기 요금(원) 90원/kw
153,000
55,080
97,920
연간 전기 요금(원)
1,836,000
660,960
1,175,040
※ 시험 비교 기간: 2007. 6. 15∼2007. 7. 9, 총 공사비: 1,574,560원, 설치비 비용 회수 기간: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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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RF 센서 모듈에 의한 조명 제어 결과
설치 전
설치 후
적용 기간
06’ 11월∼07’ 10월(12개월)
07’ 11∼12월(2개월)
평균 요금
265,595
81,181
절감 비율
69 %
예상 비용 회수 기간
11개월

<표 6> ITplex

는 전기 절약형 감지 센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빛,
먼지, 대기 온도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영향을 거
의 받지 않으므로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빌딩 내에
서 사용에 적합한 것을 알았다.
마이크로파 움직임 센서를 지하 주차장 조명 제
어 시스템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할 경우의 간접 효
과를 알아보면, 약 147 MW의 전력 절감이 가능하
며, 빌딩 내 사무실에 확대 설치할 경우, 345 MW 전
력 절감이 가능하다. 즉, 화력 발전소 터빈 1기가 약
500 MW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효과가 작지
않음을 예견할 수 있다. 태안 화력 발전소는 500
MW 발전 용량 2기로 총 시설 용량이 1,000 MW이
고, 총 공사비 1조 879억 원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
면 전기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견
주어 알 수 있다.
※ 지하 주차장 절감
전국아파트 5,734,341가구 × 가구당 주차장 평균
1대/1가구 × 주차장 형광등 40 W/대 = 229 MW
- 229,373 kW × 절감율 64 % =147 MW

센서 모듈
공용화장실, 계단, 복도 및
현관에 설치 약 20개
총 공사비 1,900,000원
RF

※ 빌딩 입주 사무실
전국 업체 수 3,121,963개 × 4개 등/업체별 × 40 W
× 절감율 69 % = 344,665 kW(=345 MW)
전기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CO 감소량은 전국적
으로 0.6 %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절감량의 1년 전
력량을 계산하면 492 MW × 24 h × 365일은 4,309,920
MWh이며, 이는 석유의 경우, CO 절감량은 760 g ×
4,309,920,000 kWh으로부터 3,275,539 톤이 계산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기준 CO 환산
톤으로 5억 9,100만 ton이므로 총 절감량은 약 0.6 %
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EU 등 선진국은 2010년까지
1990년도 온실가스 배출 대비 평균 5.2 % 줄이기로 하
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절감을 해야 한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
(IPCC, 2002)로 이러한 에너지 절감 방법은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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