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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 패턴 출력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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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ED를 원으로 사용하는 장비들은 다른 원 비 기능 , 경제  효율성으로 인하여 많은 곳에 리 활

용되고 있다. 효과 인 LED 조명 제어를 해 다양한 유무선 통신 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

트폰 시 가 열리면서 다양한 원격 조정 어 리 이션이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 어 리 이

션을 이용하여 LED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고 특별한 패턴의 정보 display 기능을 실내 LED 등에 추가하

여 일상생활에서 더욱 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signed the system that helps drivers check all information about parking space at the entrance and find out whether the places is 

available or not, because the system has 'Image recognition function' which can even recognize car number plates exactly. Besides, we place the webcam 

close to the car number plate, so that car number can be identified more quickly. Finally, since we set the webcam high, the system keeps us from parking 

wrong places by displaying on th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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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LED 조명은 단순히 실내의 어둠을 밝 주는 기능

인 측면 외에도 화감상, 독서, 회의, 상가 등 상황

에 합한 시스템 조명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한 

력 소모가 일반 구 비 20%로 수명은 50∼100

배인 최  20년이고, 수은을 사용하지 않은 원으로 

친환경 이다. 이러한 LED 조명 시장의 발달은 LED 

조명 제어기술에 한 심을 집 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LED의 동 인 특성을 이용하여 제

어하는 시스템을 제작  구 하고자 한다. 더욱 스마

트하게 발 해가는  시 에 맞도록 Raspberry Pi와 

ATmega128을 도입하여 LED 조명에 달하고자 하

는 데이터를 패턴화 시켜 알림기능으로 사용하여 일

반 인 실내조명과의 차별화를 두고자 한다. 한 

LED 제어 시스템 구조  구동 방식에 한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1-5].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1093-1098, vol. 12, no. 6, Dec. 31 2017, t. 86,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17.12.6.1093



JKIECS, vol. 12, no. 06, 1093-1098, 2017

1094

Ⅱ. 본  론

2.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구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체 시스템은 입력부, 송수신부, 제어부,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부에 들어가는 어 리

이션은 본 연구의 핵심인 출력부에 표 할 패턴화 데

이터를 표  할 수 있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diagram

그림 2. 시스템 동작 순서도
Fig. 2 Flow Chart of system algorithm

제어부인 아트메가 128은 라즈베리 이를 통하여 

들어온 패턴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출력부의 dot 

matrix LED 등을 제어한다[6-8].  한 그림 2는 본 

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보여주는 동작순서도이다.

2.2 하드웨어 모식도

그림 3은 제작된 시스템의 회로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하층은 류 증폭을 한 안정화 회로와 dot 

matrix와의 송수신  제어회로로 구성되어있고, 상층

은 dot matrix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하층에 있는 송

수신 회로를 통하여 데이터가 송되면 상층의 dot 

matrix에 패턴이 표 되게 된다.

그림 3. 하드웨어 모식도
Fig. 3 Figure of hardware 

본 연구에서 사용한 dot matrix는 256개의 개별 

LED를 16x16으로 배열하여 제작하 다. dot matrix

회로는 그래픽이나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유연하다. 따라서 에노드측은 아트메가의 포트를 이용

한 개별제어를 하고 캐소드 축은 쉬 트를 통하여 에

노드 축과 동기시켜 인체의 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통한 잔상효과를 이용하여 연속 인 패턴을 

출력 할 수 있는 동작 특성을 가진다.

2.3 Dot Matrix 회로도

그림 4는 16x16 dot matrix로 배열된 각각의 LED

를 선택하기 한 회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6x16 dot matrix로 배열된 체 LED를 한 회로이

다. 그림 4의 LED 회로는 LED, n-MOSFET, 

p-MOSFET, 시멘트 항, 쉬 트 지스터, 아트메

가 128로 구성되어 있다.

A

T

M

그림 4. LED 회로도
Fig. 4 Circuit diagram of LED



LED 등 패턴 출력기 연구

 1095

LED 구동을 하여 외부 원을 이용하여 류를 

증폭시킨 후, 아트메가 128의 5V의 압을 MOSFET

의 Gate단에 인가해주어 채 을 형성한다. 한 아트

메가 128의 압이 쉬 트 지스터를 통과한 후 

MOSFET의 Gate단의 채 을 형성해 으로써 지로 

류가 흐를 수 있게 하여 선택하고자 하는 LED 등

을 등 시킬 수 있다. 류 값을 증폭시킨 후 p- 

MOSFET의 하단부가 부하단인 것을 이용하여 dot 

matrix 상단에 p-MOSFET를 이용하 고 n-MO 

-SFET의 상단이 부하단인 을 이용하여 dot matrix 

지부에 n-MOSFET를 사용하 다. 류를 증폭하

는 과정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방열이 가능한 5W 시멘트 항을 이용

하 다.

2.4 NDK

본 논문에서는 쉽게 할 수 있었던 C 언어를 이

용하기 해 NDK를 사용하여 어 리 이션을 제작

하 다. 제작된 어 리 이션은 소켓통신으로 라즈베

리 이와 연동된다. 라즈베리 이에서 실행된 서버 

로그램이 서버 서비스를 개시하면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된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실행시켜 서버에 속

할 수 있다. 라즈베리 이를 이용하여 입력부인 어

리 이션과 제어부의 아트메가128의 통신 역할을 수

행한다[9-11].

그림 5. 어 리 이션 화면
Fig. 5 Application screen 

그림 5는 제작된 어 리 이션 화면이다. 좌측의 

dot matrix는 사용자가 직  출력하고자 하는 패턴이

나 문자를 설정 할 수 있고 우측의 상하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패턴을 움직일 수 있다. 한 우측 

하단의 6개 버튼에는 화, 방범 등 최  6개의 패턴

을 장할 수 있다

2.5 작품 외형

그림 6은 제작된 체 시스템의 외형 사진이다. 

LED 등을 쉽게 보여주기 해 그림 5와 같은 구조를 

갖는 그림 5와 같은 시스템을 제작하 다.

그림 6. 작품 사진

Fig. 6 Photo of fabricated system

Ⅲ. 실험  결과

3.1 p-MOSFET 출력 실험

그림 7은 아트메가 128의 출력이 p-MOSFET의 

gate에 인가될 때의 형과 MOSFET를 통과한 후 

dot matrix LED와 항 사이의 출력 형을 측정한 

것이다. 

그림 7. 아트메가128과 MOSFET 출력 형

Fig. 7 Output of ATmega128 and MOS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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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트메가 128의 신호가 MOSFET를 통과

한 후에도 형이 그 로 유지되고 형의 상이 반

로 나타나며 VSG의 값이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증진형 p-MOSFET는 정공의 포집을 하여 VGS

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3.2 장된 패턴 출력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어 리 이션에 장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부인 LED등에 표 하여 청각장애인

의 시각에 의한 상황인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해진 패턴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어 리 이션을 

이용해 직  패턴이나 문자를 LED matrix에 표 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8의 (a)∼(b)는 어 리 이션

에 장시킨 패턴을 16x16 dot matrix로 배열된 LED

를 통하여 표 한 것이다.

(a)

(b) 

그림 8. 장되어 있는 패턴

Fig. 8 Memorized Pattern :(a) phone, (b) alarm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어 리 이션에서 달되는 데이터가 

LED 등에 표 되는 것을 아트메가 128과 라즈베리

이를 이용해 효과 으로 제어함으로써 일반가정과 회

사 등 범 한 범 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문자나 

패턴을 표 하는 행 를 통해 단순한 LED 등의 개념

이 아닌 정보를 시각화하는 디스 이의 개념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정보에 한 단이 시각 으로만 가능

한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빠른 정보습득

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재난상황 발생 시 빠른 알

림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향후 백색 LED만을 사용하지 않고 3색 LED를 사

용한다면 상황에 따른 색 설정으로 더욱 효과 인 정

보 달이 가능할 것이다. 한 소방시스템의 데이터를 

라즈베리 이를 통해 출력부인 LED로 달하는 기능

이 추가된다면 재난에 한 피가 더욱 빠르게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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