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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mote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for HID Street-lamp 
Based on Low Cost Zigbee Commun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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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remote control and surveillance monitoring system of HID street-lamp using low-cost type of 

Zigbee communication module was developed. A plurality of capacitors with different capacity are attached to magnetic 

ballast for HID lamps. Changes in the amount of illumination can be adjusted by the changes in capacity so that the 

electric energy can be reduced. In Zigbee communication module, a ATmega128L microprocessor is used and in main 

CPU, ARM9 Core is used to construct a low-cost smart system. In surveillance monitoring systems, the system was 

configured to remote monitoring of presence of error in the lamp abnormalities, the status of leakage current and 

abnormalities of ballasts and capacitors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empirical experiment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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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에 지 약에 한 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의 조명산업 분야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원의 컬러, 밝기의 조정, 에

지 감의 필요성, 친환경 제품 등에 한 요구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LED분야의 심 집 은 물론이

고,  다른 한편으로서의 최근 조명 디자이 들은 고휘도 

방 등(High intensity( 는 luminescence) discharge lamp; 

이하 ‘HID’로 표기)에 한 고 효율, 고 성능의 시스템 설계

에 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2].  

HID 방 램 는 발 의 벽 온도에 따라 아크방 의 

안정이 유지되는 열 음극 방  램 를 모두 말하며, 일반

으로 고압 수은램 , 메탈할라이드 램   고압나트륨 램

를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최근 발 의 세라믹 소재 사

용에 의한 고 연색성, 고 효율  소 용량, 소형화 원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의 시장 유율은 수은램 가 

10[%] 내외, 나트륨램 가 약 30[%],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lamp) 램 가 약 50[%]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

다[3,4].

본 논문에서는 고압방 등으로서 고 연색성의 장 이 있

어 가장 자연 에 가까워 그 사용범 가 넓은 메탈할라이드

등에 하여 가로등의 원격제어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을 목 으로 한다. 즉, HID 램 용 안정기에 하여 용

량이 각각 다른 다수개의 콘덴서를 장착하여 커패시턴스 용

량의 변화에 따라 조도조 이 가능하도록 자식 스 치부

를 조작하여 궁극 으로 고효율로 HID  가로등이 운 되도

록 하여 기에 지를 감하는 것이다.  

이때의 가로등 제어시스템은 원격으로 제어  감시 모니

터링이 가능하도록 Zigbee 기반의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용하도록 한다.  소비 력, 가격  많은 네트워크 노드 

수를 가질 수 있는 Zigbee 통신[5,6,7]에 하여 RF 송신/수

신 단말 모듈을 개발하여 무선 원격통신으로 HID 램 의 

소등  조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시스템을 개발

하 다. HID 램   안정기[8,9]의 동작 상태를 개발 통신 

모듈을 통하여 양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HID 램  

는 안정기의 동작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사용자에

게 알려 으로써 번거로운 확인 작업이 필요 없이 가로등, 

터 등, 공장 등, 창고 등, 경  조명 등에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조도조 로 에 지 

약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분산제어시스템의 일환으로  가격

형 고성능을 지닌 MCU(main computer unit)  LCU(local 

computer unit)를 개발하여  장의 가로등 등주감시기에 

설치하여 고유한 데이터를 설정하도록 하 으며, 타 연동 시

스템과 연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 으며, 자기진단 기

능, 각종 데이터 분석  이력 리 기능을 첨가하여 유지보

수의 편리함 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감시 제어

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그 동작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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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조명제어시스템의 구성 

2.1 원격 조명제어  감시 시스템의 구성 

HID 가로등에 한 에 지 약  원격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에 하여 본 논문에서는 HID 가로등 램 에 

한 개별  일  ON/OFF제어와 스 쥴 제어를 수행하면

서 가로등의 고장과 , 소비 력의 상태 모니터링을 수행

하면서 각 가로등의 상태 이력 리와 통합 리를 수행하는 

다양한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PC 에서의 제서버와 이더넷 통신으로 연결된 메인 컴퓨

터 유닛 MCU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5[M] 내지는 50[M]

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등주에는 소형의 로컬 

컴퓨터 유닛 LCU의 컨트롤러 장치가 부착되어 반복방식의 

Zigbee 통신을 통하여 거리의 제한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명등제어

등주감시기-2

등주감시기-N

등주감시기-1n

ZIGBEE 

등주감시기1

등주감시기-2n

등주감시기-Nn

가로등소비전력제어

Ethernet

관제서버

MCU

ZIGBEE 

ZIGBEE 

MCU

MCU

그림 1 원격 조명제어  감시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remote HID lamp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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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CU 구성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2 Block diagram of MCU configuration.

그림 2는 그림 1의 체 구성도를 바탕으로 하여 주 시스

템인 MCU의 구성에 한 블럭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었다. 

이의 구성에서는 ARM Cortex 시리즈인 32[bit]의 사양의 

ARM9(AT91SAM9260BGA)를 채택하여  가격형이면서  

고성능의 특징을 살리는 설계로 시스템을 구 하 다. 리셋

시 스 동작을 한 게이트 어 이와 각종의 데이터와 이력

을 장할 수 있는 메모리, RTC  온도센서, 이더넷과 

Zigbee 통신, USB 연계가 가능하도록 H/W를 구성하 으

며, S/W의 구성에 있어서는 임베디드 리 스를 기반으로 

하 고(Kernel Ver 2.6.32) 임베디드 웹서버를 구축하여 

LCU를 원격 제어  이력 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 다. 이들의 구체 인 사양과 기능을 표 1에 나타내

었고 실제의 MCU 제어 보드와 Zigbee모듈의 모습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표   1  MCU의 구성에 한 주요 사양과 기능

Table 1 Specification and  function of MCU configuration.

항목 사   양

H/W

▪MCU : ARM9(AT91SAM9260BGA)

▪SDRAM : 64MBytes

▪DataFlash 512KBytes × 1Pcs, 8MBytes × 1Pcs

▪NAND Flash : 128MBytes  

▪RTC : FM3130

▪Temperature Sensor : LM75A

▪통신 : Zigbee, Ethernet

S/W

◦Embedded Linux (Kernel Ver 2.6.32)

◦Embedded WebServer

◦LCU 이력 등록/조회 리

◦LCU 원격 제어 기능

◦MCU 환경 설정/조회 기능

◦램  라메터 설정/조회 기능

◦램  스 쥴 설정/조회 기능

◦원격 로그램 업그 이드

S - D R A M

C P U

E t h e r n e t

Z ig b e e

M o d u le

그림 3 MCU 제어 보드와 Zigbee모듈의 모습

Fig. 3 Photograph of MCU board and Zigbee module.

이때의 주 시스템인 MCU의 구성에서는 ARM Cortex 시

리즈인 32 [bit]의 사양이면서 가격형 고성능의 특징이 있

는 ARM9 (AT91SAM9260BGA)를 채택하여 H/W를 구성에 

있어서는 임베디드 리 스를 기반으로 하 고 임베디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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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구축하여 LCU를 원격 제어  이력 리 등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의 구체  사양과 기능을 

표 1에 나타내었다. 

Zigbee 
Module

Backup Battery
& Charging Circuit

SMPS 
Module

HID Lamp

Volt, Curr Sensing

Relay#3 Relay#2 Relay#1

FuseRelay
Driving

HID
Ballast

Capacitor
Module

AC 220V

그림 4 LCU 구성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4 Block diagram of LCU configuration.

그림 5 LCU 제어 보드와 Zigbee모듈의 모습

Fig. 5 Photograph of LCU board and Zigbee module.

표   2  LCU의 구성에 한 주요 사양과 기능

Table 2 Specification and  function of LCU configuration.

항목 사   양

H/W

▪Voltage Sensing : Differential Amp

▪Current Sensing : CT

▪Dimming Control : HID lamp Ballast Capacitor   

Control via Relay Control

▪Battery Charging Circuit

▪LED : 상태표시 LED

S/W

◦스 에 의한 ·소등

◦이벤트 발생 로그 장

◦램  이상 유무 체크: 이상 시 Error Event 발생

◦ 압, 류 계측: 정해진 시간에 송

◦  여부 체크: 이상 시 Error Event 발생

◦Ballast 이상 여부 체크: 이상 시 Error Event 발생

◦조도제어용 콘덴서 이상 여부 체크: 이상 시 Error 

Event 발생

◦ 원 이상 유무 체크: 이상 시 Error Event 발생

◦Firmware download, ID download

그림 4와 그림 5는 MCU의 하부 구성 요소인 LCU의 시

스템 구성에 한 블록 다이어그램과 실제의 모습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각 등주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 LCU에는 

원에 필요한 SMPS 모듈  백업 배터리와 충 제어기, 

압  류센서, 각각의 커패시터 모듈을 탈부착 제어를 수

행하여 조도를 제어할 수 있는 릴 이와 그 드라이빙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방식을 수행하여 송거리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 Zigbee 통신모듈의 송수신단이 부착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표 2에서는 각 등주에 설치된 LCU의 H/W사양과 

S/W구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스 에 의한 램 의 등 

 소등, 압  류의 계측,  여부의 체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2.2 가형 Zigbee 모듈의 시스템 구성

Zigbee 통신은  력,  가격  사용의 용이성을 가

진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표 인 기술  하나로 2003년 

IEEE 802.15.4 작업분과 원회에서 표 화된 PHY/MAC층

을 기반으로 상  로토콜  응용을 규격화한 기술이다. 

이러한 Zigbee는 가정 사무실 등의 장소나 국소지역에서 근

거리 통신과 유비쿼터스 컴퓨 을 구 할 수 있다. Zigbee 

통신기기는 반경100[m]안에서 25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으며 메시(Mesh)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면 

하나의 무선네트워크에 약 65000 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5].

이러한 Zigbee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력소모이다. 

기 지그비칩의 동작 시 력소모는 체로 최  66[mW] 

내외로 UWB의 력소모가 200[mW], 무선 LAN의 력 소

모가 1[W]정도임을 감안할 때 낮은 력을 소모함을 알 수 

있다[6,7]. 

본 논문에서 구성된 Zigbee 통신 모듈은 가격형의 설계 

개념으로 시스템을 구성하 다. 메인 CPU는 ATmega128L

을 선정하여 64[Kbyte] SRAM으로 메모리를 구성하 으며,  

Zigbee RF 통신의 데이터 송수신 Transceiver IC로는  

CC2420RTCR을 사용하 고, 한 신호증폭을 한 RF 

Front부는 CC2591를 사용하 으며, 상태표시 LED를 부착하

다. 이때의 통신 거리는 반복방식을 채용하여 최소 

500[m], 최  900[m]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이때의 

H/W설계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때

의 EEPROM에서는 자체 자기이력이 장되도록 하 으며, 

온도센서의 부착과 SPI(Simplified Peripheral Interface) 등

의 간단 인터페이스 방식을 채택하는 등 가형 모듈을 구

성하 다.

 여기서의 ATmega128L의 AVR은 8비트 RISC구조로 명령

어가 간단하며 동작속도가 빠르고, 1[MHz]당 약 1[MIPS] 

의 성능을 가지며 주요 133개의 강력한 명령어 (단일클럭 

실행), 32×8 범용 동작 지스터와 주변 콘트롤 지스터 구

성, 16[MHz] 환경에서 16[MIPS] 이상의 성능, 2사이클 곱셈

기를 칩에 내장한 것이 주 특징이다. 주변 사양으로는 로

그래  가능한 53개 I/O, 외부 인터럽트 Ext. INT 8개,  

10[bit] ADC와 칩 내장형 아날로그비교기가 내장되어 있다

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 S/W의 구성에서는 LCU의 기능과 비슷하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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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 1/3 부하 (b) 약 2/3 부하

(c) Capacitor고정 부하증대 (c) Full 부하

그림 8 실험결과의 형과 계측 

Fig.  8 Waveform and measurement of experimental results.

(a) Setting display of MCU

(b) Scheduling setting display of LCU

그림 9 MCU의 설정화면과 LCU의 스 쥴 설정

Fig. 9 Setting display of MCU and LCU monitoring.

에 의한 램 의 등  소등, 압  류의 계측,  

여부의 체크와 원 이상 유무의 체크 등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6 가형 Zigbee 통신 모듈의 구성

Fig. 6 Configuration of low cost Zigbee module diagram.

3. 시스템 구성에 의한 실험과 모니터링 

3.1 실험 시스템의 구성과 결과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원격 조명시스템

의 실험장치의 구성과 실험과정을 나타내었다. 400[W] 의 

HID가로등에 한 실험시스템의 구성에서 좌측 사진은 소

등시의 실험 셋트이며 우측은 등시의 실험 경이다. 

 

그림 7 실험장치의 구성

Fig. 7 Photograph of experimental system.

그림 8은 HID 램 용 안정기에 하여 용량이 각각 다른 

다수개의 콘덴서를 장착하여 커패시턴스 용량의 변화에 따

라 조도조 이 가능하도록 자식 스 치부를 조작하여 궁

극 으로 고효율로 가로등이 운 되도록 하는 원격 제어시

스템의 실험결과이다. 이는 HID 램  안정기 부하단에 220

[μF], 470[μF]  680[μF]의 3단계 용량별로 나 어진 력

조 의 결과 형으로 원하는 조도에 따라 커패시터의 3단

계 조 에 의하여 소비 력  피상 력, 압과 류 형 

 역률을 각각 나타내었다(단, 그림 8(c)는 470[μF]으로 

Capacitor를 고정하면서 부하를 증 시킨 형). 이때 류

의 왜곡 형(THD)에서는 부하가 커질수록 더 정 에 가

까운 형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형의 계측결과를 표 3

에 나타내었다. 

그림 9는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는 MCU의 기 설정화면 

 LCU의 스 쥴 설정화면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RTC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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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커패시터가변의 실험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with the variable capacitor.

(a) 1/3 

부하

(b) 2/3 

부하

(c) Capacitor 

고정 - 부하증

(d) Full 

부하

Capacitor

용량
220[μF] 470[μF] 470[μF] 680[μF]

소비 력 178[W] 236[W] 261[W] 341[W]

무효 력 84[Var] 46[Var] 52[Var] 112[Var]

역률 0.90 0.95 0.98 0.98

간, 등록된 LCU의 수, 모니터링 주기 등의 설정정보와 IP등

의 네트워크 정보, 통신방식등의 제서버정보를 설정하게끔 

소 트웨어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LCU의 스 쥴 설정화면에서는 램 의 상태정보, 램 의 스

쥴 ON/OFF제어 등 다양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4. 결  론

근래의 조명분야에서는 자연 채 과 같은 연색성, 밝기의 

조정에 따른 에 지 감의 필요성에 따라 LED뿐 만 아니

라 HID 가로등에도  한편의 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HID 가로등에 하여 주변의 환경에 따라 조도의 

가변으로 최  약 40[%]의 에 지 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가로등에 사

용되고 있는 HID 램 와 안정기의 동작을 원격제어와 모니

터링 감시를 하여 Zigbee  이더넷 통신 등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는  가격형의 제어보드를 개발하여 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HID 자기식 안정기의 부하에 하여 각각 용량이 다른 

세 개의 콘덴서를 부착하여 용량의 변화에 따라 조도 조

이 가능하도록 하여 력 에 지를 감하도록 하는 실증실

험을 수행하 다. 이의 결과에 해서는 류 형의 일그러

짐이나 역률의 큰 하 없이 소비 력이 잘 제어되고 있음

을 확인하 으며, Zigbee모듈의 제작에 의한 MCU   

LCU의 원격 제어동작  감시 모니터링시스템의 로그램

에서도 본래의 목 에 잘 부합되도록 동작이 잘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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