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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에 반응하는 융복합 조명 책꽂이 제작에 관한 연구

강희라
인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전공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a Convergence Color-Responsive 
Lighting Bookcase

Hee-Ra Kang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INHA University

요  약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책꽂이를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색상을 변화 시키며 즐길 수 있는 조명의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책꽂이로 디자인 하였다. 책꽂이의 조명을 탈착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여 조명만을 따
로 사용할 수도 있고, 조명 책꽂이는 모듈화 되어 있으며 메인 조명 책꽂이는 MCU(Micro Controller Unit), RGB 

LED와 컬러센서를 포함하고 있어 조명 책꽂이를 중심으로 아홉 개까지 네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확장 가능한 
다수의 조명 책꽂이는 MCU와 컬러센서를 내장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RGB LED만이 설치되어 있고 전원은 메인 
조명 책꽂이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배선장치만을 가지고 있다. 메인 조명 책꽂이를 통해 전원과 색상 신호만을 전
달 받아 서브 조명 책꽂이들은 조명의 색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기능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센서를 이용해 책꽂이의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듈화된 디자인 제품의 제안이다.

주제어 : 조명책꽂이, 컬러센서, 사물인터넷, 아두이노위도, 마이크로제어장치, 디지털융합

Abstract  Recently, a wide range of products incorporating cutting-edge technology are being introduced in 
various sectors of design. Belkin’s WeMo or Phillips’ Hu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is context, the 
color-responsive lighting bookcase is a design product that would satisfy the needs of contemporary consumers 
who seek entertainment in their purchases. By installing lightings that change color according to the user’s 
behavior, this design reconceptualizes the bookcase as a source of entertainment rather than a mundane object 
of household furnishing. The lighting apparatus can be detached and reattached, serving as stand-alone 
equipment. The lighting bookcase is modularized, comprising extensions equipped with MCU (Micro Controller 
Unit), RGB LED and color sensors. The bookcase as a whole is extendable towards four directions up to nine 
units with the lighting bookcase at the center. The extended, multiple lighting bookcases are wired to receive 
power from the main bookcase, and are equipped with RGB LEDs but not with MCUs or color sensors. 
Receiving power and color signals from the main lighting bookcase, the sub-bookcases feature changing shades 
of color. Also, it includes IoT(internet of Things). This study is a proposal of a design product, modularized to 
control the shades of the bookcase lighting using these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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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자칫 지루하다고만 생각 할 수 있는 일반 

책꽂이를 재미있는 책꽂이로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

서 시작하게 되었다. 책꽂이들은 보통 하나의 칸으로 되

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개의 나 어진 공간의 책장

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장은 놓여지는 곳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책장으로 채워진 공간에 조

명의 역할을 더하고 그 조명의 색상을 사용자가 재미요

소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보다 흥미로운 디자인

의 책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

하 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의 결과물로 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 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컬러센서와 MCU를 이용한 컬러센서에 반응하는 조

명의 구조와 구성 방법에 해 연구하고, 그것을 모듈화

시켜 조명의 색상을 확장 할 수 있는 책꽂이의 형태를 구

성한다. 한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통해 실

제로 각각의 책꽂이가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와 같은 방법으로 색상에 반응하는 조명 책꽂이의 

로토타입 제안까지를 본 연구의 범 로 한다. 

2. 색상에 반응하는 조명 책꽂이 제작을 

위한 MCU의 구성방법

2.1 MCU와 컬러센서의 구성

[Fig. 1] Hardware configuration using an MCU

책꽂이 제작을 한 기본 하드웨어 구성을  [Fig. 1]

에서와 같이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책꽂이에 포함 되는 

조명 의 제어를 해  MCU를 사용하 으며 RGB LED 

Bar와 컬러 센서를 사용하 다. 이 게 제작된 조명 은 

책꽂이에 결합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되었으며, 결합 

후 책꽂이와 책꽂이의 연결을 해 USB 스탠다드 A타

입 포트를 사용하 다. RGB LED Bar의 경우 컬러센서

에서 읽어 들인 색상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조명장치이

다. 12V를 원을 사용하며 네 개의 RGB LED Bar를 사

용하 고 각각은 RGB LED를 열 개씩 포함하고 있다. 

한 열 개의 RGB LED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아래쪽의 

네 개의 신호선에서 신호를  경우 열 개의 RGB LED

는 같은 색상을 표 한다. 이러한 색상의 제어를 해서 

사용한 MCU는 Arduino이며, RGB 출력을 해 세 개의 

PWM 포트를 이용하 다. MCU의 경우 PWM 출력 포

트를 통해 병렬로 연결된 네 개의 RGB LED Bar에 신호

를 달하는 동시에 책꽂이 의 사방에 있는 USB포트를 

통하여 같은 신호를 송할 수 있게 설계 하 다. USB 

포트의 경우 네 개의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조명 에서는 Female USB로 구성하 다. 

[Fig. 2] Standard USB A type

의 [Fig. 2]는 http://en.wikipedia.org/wiki/USB 의 

이미지를 사용하 다. [Fig.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스

탠다드 USB A타입의 경우 네 개의 신호선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순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1~4로 

양쪽 끝은 원선으로 VCC와 GND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의 두 선이 데이터 송을 한 선으로 쓰인다. 하지

만 이것은 일반 인 USB선의 구조이고 USB 선의 사용

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자화 할 수 있다. 즉 네 개의 

선을 임의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

용하는 이유는 기존에 개발되어진 USB의 포트장치를 별

도의 개발없이 선배열을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장  때

문이다. 이 게 하면,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각각의 책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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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결하기 해  다른 새로운 장치를 제작하지 않

아도 되기 때문이다. 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USB A타

입의 Femle을 이용하여 선을 맵핑하 다. 작품제작에 사

용한 RGB LED Bar의 경우 네 개의 핀을 사용하는 데, 

RGB 생삭표 을 해 세 개의 핀을 그리고 원 공 을 

해 하나의 핀을 VCC핀으로 사용한다. 이는 사용된 

RGB LED Bar가 캐소드(Cathode) 타입이기 때문이다. 

이 게 연결된 핀 배열은 1번은 12V, 2번은 B, 3번은 G이

고 4번은 R이다. 

[Fig. 3] USB A-type structure of the modified

의 [Fig. 3]은 변형되어 사용자화 된 USB A타입의 

구조를 설명한다. 빨강색으로 표 된 선은 R을, 록색

으로 표 된 선은 G를, 란색으로 표 된 선은 B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으로 표 된 선은 12V를 나타낸

다. 

2.2 MCU의 프로그래밍

본 연구에서 쓰여진 로그래 은 간단하다. RGB값

을 아날로그 값으로 입력받아 그 값을 매핑하여 PWM 

출력값으로 변환하여 보내주었다. 기에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 하 다. int R, int G, int B 그 후 이 변수를 

이용해 아날로그 입력신호 값을 받았으며 그 값의 범

는 0~1023까지의 값이었다. 이를 PWM 출력신호로 바꿔 

주기 해 map(G, 0, 1023, 0, 255)를 사용하 으며, 그 값

을 RGB LED Bar에 신호를 주기 해 출력 하 다.

3. 모듈화와 모듈의 확장을 위한 책꽂이

의 구조연구

3.1 책꽂이의 확장을 위한 구조와 연결방법

책꽂이의 확장과 연결을 해 본 연구에서는 책꽂이

와 조명 을 분리된 형태로 제작하 다. 책꽂이의 모양

은 기존 책꽂이와 비교하 을 때 특별한 변형이 없는 직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으며 뒤쪽  부분에 조명 을 삽

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는 조명 의 자장치

의 문제로 책꽂이를 보수하게 될 경우 편의를 함이다. 

한 이 게 분리된 조명 은 책꽂이와 분리될 경우 독

립된 조명의 역할도 할 수 있다. 

[Fig. 4] One of the main illumination method 
using an extended version

의 [Fig. 4]와 같이 조명 은 아홉 개 까지의 확장이 

가능하다. 한 조명 에는 MCU와 컬러센서 그리고 

RGB LED Bar를 포함하고 있는 메인 조명 과 RGB 

LED Bar만을 포함하고 있는 서  조명 으로 나 어진

다. 만약 메인 조명 을 하나만 사용하여 서  조명 으

로 조명 을 확장할 경우 [Fig. 4]의 세 번째 모습과 같이 

메인조명 에서 컬러센서를 통해 입력 받은 컬러 신호를 

나머지 서  조명 에 동일하게 송한다. 즉 같은 색상

의 아홉 개의 조명 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Fig. 5] Expansion method using nine main light 
plates.

의 [Fig. 5]는 아홉 개의 메인 조명 을 이용한 경우

의 이다. 만약 아홉 개의 메인 조명 을 사용할 경우 



색상에 반응하는 융복합 조명 책꽂이 제작에 관한 연구

27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Jun; 13(6): 267-273

각각의 조명 의 색상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즉 필요

에 따라 메인 조명 의 개수를 조 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 메인 조명 은 원 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홉 개의 원 연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각각

의 조명 을 물리 으로 연결하기 한 장치로는 스탠다

드 USB A타입 male을 사용한다. 

[Fig. 6] USB ports that are connected to the
four corners of the light plate

의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조명 의 사방에는 스

탠다드 USB A타입 female 포트를 내장하 다. 이것은 

조명 을 네 개의 방향 모두로 확장이 가능하게 한 것이

다. 한 이 각각의 조명 을 연결하기 한 장치로 아래 

[Fig. 7]의 USB A 타입 male을 사용하 다. [Fig. 7]의 

장치는 간 부분에 라스틱으로 연결부 가 제작되어 

있어 두 개의 조명 을 연결할 때 조명 을 움직이지 않

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Fig. 7] USB male type gender for lighting plate 
connection

의 [Fig. 7]의 젠더는 앙을 심으로 왼쪽과 오른

쪽이 동일한 칭모양을 이룬다. 이러한 제품 이용하기

해 조명 과 책꽂이의 두께를 맞추었다.

3.2 연결된 모듈로의 신호전송방법

메인 조명 에 포함된 MCU는 컬러센서의 입력된 신

호를 PWM을 통해 RGB로 출력하며, 이를 해 세 개의 

포트만을 사용한다. 이는 조명 에 연결된 네 개의 RGB 

LED Bar가 PWM의 세 개 포트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신호를 네 개의 RGB LED Bar가 공유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이러한 신호를 연결된 모듈로 

송하는 방법도 같다. 네 개의 스탠다드 USB A타입 

Female 포트가 신호를 공유하기 해 제작된 PCB보드

에 연결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메인 조명 에서 센서

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연결된 서  조명 으로 송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모듈의 최  확장된 형태는 아홉 

개로 제안을 한다. 아홉 개 이상이 될 경우 메인 조명

에 공 되는 아답터의 용량을 과하기 때문이다. 본 작

품에서는 원을 공 하기 해 아답터를 사용하는데 그 

용량은  12V, 5A이다. 

4. 색상에 반응하는 조명 책꽂이 제작

4.1 색상에 반응하는 조명 책꽂이 제작을 위

한 조명판 제작

조명 은 책꽂이에 삽입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그리

고 두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각종 자

장치들을 포함 하고 있는 앞 을 제외한 부분이다. 이는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상 을 고정할 수 있는 홈을 가지

고 있다. 즉 앞 을 로 올려 분리하면 언제든지 조명  

안의 하드웨어 구성을 수정 할 수 있다.

[Fig. 8] Lighting plate structure in response to 
color

의 [Fig. 8]은 RGB LED Bar를 고정하기 한 고정

 디자인 이다. 네 개의 RGB LED Bar는 일정한 간격으

로 조명 의 뒤쪽에 배치되며 와 같은 RGB LE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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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할 수 없는 턱을 만들어 고정시켰다. 추후 로토

타입이 아닌 본 작품을 량생산 할 경우 와 같은 방법

이 아닌 형을 이용한 보다 효과 인 고정 방법을 이용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로토타입 제작까지

를 범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토타입 제작을 해 하

드웨어를 고정하는 모든 장치들이 나무로 제작하 다. 

한 앞 은 투명아크릴에 샌딩 처리를 하 다. 약간

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의 MCU구성 내용이 보이

지는 않는다. [Fig.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RGB LED Bar

가 있는 부분은 조  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윗

부분의 작은 원은 컬러센서를 사용해 컬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컬러센서를 노출시키기 한 구멍이다. 샌딩 처

리된 아크릴은 두겹으로 제작되어 졌으며 이는 센서의 

높이를 정확히 아크릴의 표면에 맞추기 한 작업이다.

[Fig. 9] Lighting plate in response to color

샌딩처리된 투명아크릴 의 구멍 부분은 지름 0.5mm

로 뒤쪽에는 컬러센서가 가깝게 근 되어 있어 작은 구

멍을 통해 컬러센서에서 컬러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Fig. 9]에서 는 센서에서 입력되는 신호에 

따라 색을 변화시키는 조명 을 볼 수 있다. [Fig. 9]의 

첫 번째 그림은 조명  윗부분에 치한 컬러센서에 빨

강색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조명 이 변하는 모습을 나

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림은 록색을 가져갔을 때, 마지

막 그림은 란색을 가져갔을 때 조명 의 색상이 변하

는 그림이다. 이러한 컬러의 변화는 세가지 색에만 반응

하는 것이 아니라. RGB 컬러를 기본으로 모든 색의 값을 

읽어 들일 수 있다. 즉 오 지색이나, 혹은 보라색 같은 

색들도 읽어 들이고 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을 통해 RGB 컬로로 표 할 수 있는 모든 컬러의 표 이 

가능하다. 

4.2 조명판을 포함할 수 있는 책꽂이 제작

책꽂이는 자작나무 합 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책꽂이는 조명 이 삽입될 수 

있게 쪽에 직사각형의 구멍이 있다. 쪽에서 아래로 

내려서 조명 을 삽입시키면 책꽂이의 아래쪽에서 조명

이 고정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조명 과 같은 치에 

책꽂이도  스탠다드 USB A타입 female를 고정할 수 있

는 구멍을 같이 가지고 있다. 조명  삽입시 구멍이 일치

하여 젠더를 양쪽 조명 에 연결하는데 무리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젠더의 길이는 조명 과 책꽂

이를 결합하 을 때 양쪽의 두깨를 계산하여 그것에 맞

는 젠더를 사용하 다. 

[Fig. 10] The combination of lighting plate and 
bookcase

의 [Fig. 10]과 같이 결합된 조명 과 책꽂이는 다시 

모듈화 되어 결합될 수 있다. 

아래 [Fig. 11]는 조명 과 책꽂이가 결합된 후 다시 

그 책꽂이들을 결합시킨 것이다. 

[Fig. 11] The combination of bookcase, including 
the lighting plate

의 결합된 책꽂이에서는 첫 번째 상단의 책꽂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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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조명 을 포함한 책꽂이의 결합형태이다. 세 개

의 조명 의 색상이 모두 같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개의 

조명 이 모두 메인 조명 일 경우 모두 같은 색상을 출

력할 수 있도록 같은 색상의 입력값을 입력시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색상의 물체를 컬러센서에 각각 입력 

시킬 경우 환경의 향을 받아 동일한 RGB값을 받 들이

기는 쉽지 않다. 즉 하나의 메인 조명 을 이용하여 나머

지 두 개의 서  조명 에 출력되는 색상정보를 수신한 

것이다. 

[Fig. 11]의 왼쪽 하단의 는 세 개의 조명 이 포함

된 책꽂이를 두 개의 단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색상을 출력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개의 메인 조명

을 윗 과 아래 에 각각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 가로

로 같은 색상을 출력하고 있다. 메인 조명 의 가로 치

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치 모두 가능하다.  그

림의 경우 가로로 세 개의 책꽂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다. 즉 이 작품의 최  연결 가능한 가로 세 개의 범

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Fig. 11]의 우측에 있는 아홉 개의 연결된 조명 을 

포함한 책꽂이는 세 개의 메인 조명 을 포함하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책꽂이의 경우 세로로 세 개의 조명들이 

동일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세로로 하나씩 메인 조

명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Fig. 11]의 좌측 상단의 

결합 방법에서는 하나의 원부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

의 아답터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Fig. 11]의 좌측 하

단의 결합방법에서는 두 개의 아답터 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Fig. 11]의 우측의 결합은 세 개의 원 아답

터를 사용하 다. 

5.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 제품, 모바일 장

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된다. 

사물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피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을 해 센서를 내장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 해킹의 상이 될 수 있어 사물인

터넷의 발달과 보안의 발달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다.”1)

“사물인터넷의 구성 요소는 다음의 간단한(사실 지나

치게 단순하긴 하지만) 등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제품은 사물인터넷(IoT)을 한 

와이 이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와이 이 모듈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인터넷

을 통해 입력받은 정보를 조명 에 출력할 수 있다. 

[Fig. 12] Internet of things 
          (source : Design principles of things)

Arduino WiDo는 별도의 와이 이 세 과 하드웨어의 

연결없이 바로 와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Fig. 13] Arduino WiDo concept Description

의 [Fig. 13]에서 볼 수 있듯이 WiDo를 통해 각종 

장치들을 사물인터넷으로 제어 가능하다. 

를 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올린 사진에 

군가 “좋아요”를 러 다면 조명 을 포함한 책꽂이

에서 색상의 변화 혹은 색상을 표 하는 RGB LED를 

ON/OFF하는 것이가능 하다. 그 다면, 사용자는 자신의 

휴 화나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개정을 확인

하지 않아도 책꽂이만을 보면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만약 사용자가 자신의 책꽂이를 날씨 정보

와 연결해 놓았다면, 비가 오면 책꽂이는 란색으로 변

1) http://ko.wikipedia.org/wiki/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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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색상에 반응하는 조

명 책꽂이의 경우 와이 이를 이용한 사물인테넷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가 재미를 해 컬러를 센서에 사

물을 근 시키거나 혹은 미리 세 되어 있는 색의 표  

방법을 사물인테넷을 통한 입력값에 매핑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조명의 색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6. 결론

최근 디자인 분야를 분류하고 있는 모든 기 들이 무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픽디자이 가 

제품을 제작하고, 제품 디자이 는 그래픽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디자인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상은 아닐 것이다. 기술은 디자인과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이 들

은 자신의 역외의 다른 많은 역의 지식과 이해를 요

구 받는다. 본 자는 이러한 시 에서 책꽂이를 디자인

하게 되었고 그것의 로토타입을 완성하 다. 색상에 

반응하는 조명 책꽂이는 센서를 포함한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와이 이를 포함하여 

사물인터넷의 기능 한 지니고 있다. 즉 사용자가 센서

에 특정컬러를 근 시키면 그 색상값을 읽어 들이고 그

것을 다시 RGB LED Bar를 통해 표 하게 되며 이러한 

것들은 모듈화가 가능하여 최  아홉 개 까지 메인 책꽂

이를 기 으로 확장이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한 에

서 언 한 사물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책꽂이를 

특정 정보에 연결 시켜 반응하게 세 할 수 도 있다. 이

러한 작품 개발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갖게 되며, 로그

래머, 하드웨어 제작자 등의 업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디자이 가 와 같은 인터랙티  작품을 만드

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타 분야

와 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

다. 그 다면 디자이 는 어느 정도 기술의 이해와 그것

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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