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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ducted a LED lighting system dimming control experiment by dividing a full-scale 

mock-up into two zones, a perimeter zone and an interior zone (2019.06-08). First, we replaced 

the fluorescent lamp of the existing lighting system with a high efficiency LED lighting system, 

and calculated the indoor daylight illuminance, LED artificial light distribution, and dimming 

rate (turning-on rate) for each control method. Second, we performed an LCC analysis 

according to the LED lighting system installation and control method. We selected the 

experimental case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usage pattern. Case 1 was selected for full auto 

dimming control. Case 2 was selected for manual dimming control five times a day. Case 3 was 

selected for a switch on-off control that turned off between 12:00-17:00. For work plane 

illuminance of 500 lx during auto dimming control, the dimming rate was 70% (zone A_82%, 

zone B_58%) on average in clear sky, 60% (zone A_69%, zone B_51%) on average in 

intermediate sky, 51% (zone A_57%, zone B_44%) on average in overcast sky. The difference 

in dimming rates of auto dimming control (Case 1) and manual dimming control (Case 2) were 

3% or less, and the value difference was small. By replacing the fluorescent lamp with a high 

efficiency LED lighting system and analyzing LCC for the control method, the break-even point 

of the LED auto dimming control was 11.5 years and the break-even point for manual dimming 

control was 7.6 year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dimming control method is 

economically feasible.

주요어 : LED 조명, 디밍 제어, 조명 에너지, 실내 조도, Mock-up 실험, LCC 경제성 분석

Keywords: Light Emitting Diodes Lamp, Dimming Control, Lighting Energy, Indoor 
Illuminance, Mock-up Test, Life Cycle Co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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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실내 조명은 거주자에게 필요한 시각적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사용되는 조명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30% 정도를 차지한다(Kim and Kim, 2019). 최근 조명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고효율,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이 부각되면서 기존 광원을 점차적으

로 대체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서도 LED 조

명기기 설치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었다(MOLIT and KEA, 2018). 이와 더불어 LED 조명의 

제어 방법 중 실내로 유입하는 주광(Daylight)을 활용하여 조명 에너지를 절약하는 디밍 제어 

방법(Dimming control) 또한 발전하고 있다. 디밍 제어는 주광과 LED 인공조명을 병행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조도 이하로 주광의 밝기가 낮아질 경우, 자동으로 인공조명이 동작하

도록 제어하여 외부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실내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

술이다. 조명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고, LED 조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천

공별로 주광과 인공조명의 관계에 따른 디밍 제어 실증 연구와 기존 조명 기기와의 경제성 분

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규모 사무 공간(Full scale mock-up)을 대상으

로 LED 디밍 제어 실증 실험을 실시하여 제어 방법에 따른 실내에서의 주광과 인공조명의 분

포 및 실내 조도의 특성, 디밍률(소등률) 등을 산출하고, 또한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 및 

제어 방법을 기존 조명 기기인 형광등과 LCC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조명 에너지 절

약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

다양한 기후에서 LED 디밍 제어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Williams and Atkinson (2012)에서는 세계 80여개 이상의 연구를 리뷰하여 다양한 건물 유

형 및 조명 제어 방법에 의해 가능한 평균 에너지 절감률을 제시했다. 실제 디밍 제어는 평균적

으로 기준 조명 에너지의 약 24~38%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Fernandes and Lee (2014)

은 미국 뉴욕 타임즈 빌딩에서의 기준층 외주부의 LED 디밍 제어 실측 결과, ASHRAE 

90.1-2001 규정 코드에 비해 조명 에너지의 약 28%가 절약되며, LED 시스템의 투자회수기

간은 8~13년이라고 서술했다. Richman et al. (2011)은 미국 핸포드 Mock-up Space에서 T8 

형광등과 비교하여 LED 시스템의 조명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했다. LED 시스템의 디밍 제어

는 T8 형광등보다 조명 에너지를 약 24% 절감할 수 있으며, 6~14년의 투자회수기간을 제시

했다. Gentile and Dubois (2017)는 스웨덴 룬드에 위치한 교육 시설의 57개의 개별 사무실에

서 실제 거주자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Rhinoceros 3D-Daysim을 이용하여 디밍 제어 시뮬레

이션을 실시했다. 조명 에너지는 평균 약 30%가 절감되었고 최대 55%의 조명에너지가 절감

된다고 밝혔다. De Bakker et al. (2017)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ASHRAE 90.1-2013 

Profile을 적용한 재실자의 점유율을 시뮬레이션으로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LED 디밍 제



Mock-up Experiment and LCC Economic Analysis of LED Lighting System Dimming Control for Lighting Energy Saving in Office Buildings

Journal of KIAEBS Vol. 14, No. 3, 2020 ∙ 285

어 실측 실험 통해 약 25-30%의 조명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Liu et al. (2016)

은 중국 산둥성 기후에서 퍼지 이론을 적용한 LED 제어 효과를 DIAlux 시뮬레이션과 실측 

실험을 통해 검토했으며, Al-Ashwal and Budaiwi (2011)는 사우디아라비아 기후에서 주광

과 인공 조명이 병행 적용된 하이브리드 조명시스템을 사무실 건물에 적용시켜 에너지 성능

을 조사했다. 주광과 인공 조명을 병행한 디밍 제어 시 최대 35%의 조명 에너지가 절감되었

다. 국내 다양한 천공 조건에서도 LED 디밍제어의 효과를 실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세 가지 천공 조건에 대한 실험과 상세한 LCC 분석을 통

해 LED 디밍제어의 에너지 절감 및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측정개요

실험실 개요

현장 실험은 Figure 1과 같이 서울에 위치한 K대학교 건물의 5층, 소규모 사무실 공간으로 

조성된 실험실(Full scale mock-up)에서 실시되었다(위도：37.58°, 경도：127.03°). 

실험실의 크기는 폭 8 m, 깊이 6 m, 높이 2.6 m이며, 공간의 전면(facade)에는 폭 5 m, 높이 

2.5 m의 Low-E (Low Emissivity) 단층 유리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4개의 프로젝트 창이(1.2 

Figure 1. Full-scale mock-up overview and s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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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x 0.6 m) 바닥면에서 8.3 m 높이에 설치되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 외피에 적용된 유리의 

일사 및 조도투과율은 18.8% 및 19.3%이며, 창의 전면은 정남향에서 20°회전되어 남남서

(SSW 200°)쪽으로 설치되어있다. 실험실 공간의 디밍제어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기존의 32 

W 2등용(64 W) 형광등 6세트(가로 127 cm x 세로 31 cm x 높이 4 cm)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

재 인증을 받은 A사의 32 W LED 조명기기 6세트(가로 127 cm x 세로 31 cm x 높이 4 cm)로 

교체하였다. 설정된 목표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명기기는 Figure 2와 같이 배치되었다. 

창호에서 조명기기 중심까지의 이격 거리는 1.5 m이며, 각 조명기기 간의 이격 거리는 

1.73~1.80 m로 구성되어 전체 공간에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 제어를 위하여 공간은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은 Figure 2, 3에 

명시되어 있다. 주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창 측에서 0~3 m 떨어진 영역을 Zone A로, 3~6 m 

떨어진 영역을 Zone B로 선정하였다

Figure 2. Mock-up room dimension and floor plan diagram

Figure 3. Mock-up room dimension and cross-section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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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기기는 2.4 GHz의 저전력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제어 프로그램(Aurora Design 

Lab, 2020)이 설치된 PC나 스마트 폰과의 상호 통신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조명

기기로부터 발산되는 광속은 2335.85 l m, 기기 효율은 61.78%이다. 실험에 적용된 조명 기

구는 Table 1과 같다.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위한 현장측정은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

월동안 매일 실시되었으며, 데이터는 1분 간격으로 저장되었다. 외부 천공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 데이터와 외부 수직면 일사량 및 외부 수직면 조도가 측정되었다. 실내로 유입

되는 주광과 인공조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Zone A와 Zone B의 중간 지점(창에서 1.5 

m, 4.5 m)에서 작업면 조도(바닥면에서 0.75 m)가 측정되었다. 포토 센서에서의 조도도 측정

되어 실내조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실내 조도 변화 분포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실험에서 사용된 조도 및 일사는 조도계(Konica Minolta, 2019)와 일사계(Lutron Electronic, 

2019)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측정 장비, LED 컨트롤 프로그램 등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실험 케이스 선정

LED 디밍 제어 방법 별로 디밍률과 실내 조도의 분포를 검토하기 위한 Case 선정은 Table 3, 

Figure 4와 같다. 천공별로 Case 1은 A사의 LED 자동 디밍 시스템을 적용하여 Full Auto 

Table 1. Luminaries used in mock-up room (Kim et al., 2020)

Lamp Size (mm)
Activity 

power (W)

Luminous 

flux (lm)

Efficiency

(lm/W) 

Color 

temperature (K)

Color Rendering 

Index (CRI)

Fluorescent

Lamp
1275x310x40 64 W 4,800 75 8,000 70

LED

Lamp
1275x310x45 35 W 3,325 95 6,000 80

Table 2. Measured parameters and sensor specifications

Device Parameter
Data 

Management
Range Accuracy Shape

T-10MA

(Konica

Minolta)

Vertical Surface 

& Indoor

Illuminance

USB (Universal 

Serial Bus)

cable with PC

0.01~299,900 lx

or 

0.001~29,990 fcd

±3~5%

SPM-1116

SD

(Lutron

Electronic)

Exterior Solar 

Irradiation

SD (Secure 

Digital) Card

with PC

0~2,000 W/m²

or

0~634 Btu/ft²

± 10 W/m²,

± 3 Btu/ft²

or ± 5%

LED

Control

Program

LED dimming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Company A, Korea),

Dimming speed, Target illumination, Control mode 

management, LED channel and Pan ID address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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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ming제어를 실시하는 경우이며, Case 2는 재실시간 중 07:00, 09:00, 11:00, 13:00, 17:00

의 주광을 체크하여 하루에 5번 Manual Dimming 제어를 하는 경우, Case 3은 12:00~17:00

까지 소등하는 Switch On-off 제어를 하는 경우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LED 조명 시스

템은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추어 점등 및 소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천공별 실내조도분포 및 디밍률 분석

청천공(Clear Sky) 디밍률 분석

LED 디밍 제어를 위하여 주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창 측에서 0~3 m 떨어진 영역을 Zone A, 

3~6 m 떨어진 영역을 Zone B로 설정했으며, Case 1의 Zone A영역(청천공)은 Case 1-A-1, 

Zone B영역(청천공)은 Case 1-B-1로 명명한다.

Figure 5는 청천공 시 디밍 제어를 실시했을 때 A존과 B존의 실내 조도 데이터이다. 

Case 1-A-1 (Clear)와 Case 1-B-1 (Clear)에서 모두 자연 채광과 LED 인공 조명이 병행

Table 3. Set of LED control method

Case
LED Group A (Zone 1) LED Group B (Zone 2)

LED #1 LED #2 LED #3 LED #4 LED #5 LED #6

Case 1 Full Auto Dimming Full Auto Dimming

Case 2
Manual Dimming (5 Times in 1 Day)

07:00, 09:00, 11:00, 13:00, 17:00

Manual Dimming (5 Times in 1 Day)

07:00, 09:00, 11:00, 13:00, 17:00

Case 3 Switch Control 12:00~17:00 (Off) Switch Control 12:00~17:00 (Off)

Clear sky (1) Intermediate Sky (2) Overcast sky (3)

Figure 4. LED dimming schedule (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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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작업면 기준 조도는 500 lx (±30 lx)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작업면 기준 조도로 

설정한 500 lx 이상으로 주광의 밝기가 밝아질 경우 자동으로 디밍 제어되어 LED가 소등

되었다. 

청천공 시 LED 자동 디밍제어를 적용했을 때 A존과 B존의 디밍률은 각각 68%, 42%

로 분석되었다. 창 측에서 0~3 m 떨어진 A존의 최대 주광 조도는 1123 lx, 평균 주광 조

도는 421 lx로 실측 되었으며, 3~6 m 떨어진 영역 B존에서의 최대 주광 조도는 407 lx, 

평균 주광조도는 133 lx로 실측 되었다. 07:00, 09:00, 11:00, 13:00, 17:00의 주광을 체크

하여 하루에 5번 수동 디밍 제어한 Case 2-A-1 (Clear), Case 2-B-1 (Clear) 또한 작업면 기

준조도 500 lx를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공조명이 동작한다. 수동 디밍 제어 시 A존과 

B 존의 디밍률은 각각 70%, 44%로 분석되어 자동 디밍보다 각각 약 2% 더 높은 디밍률을 

나타냈으며, Case 3-A-1 (Clear), Case 3-B-1 (Clear)는 12:00부터 17:00까지 소등되어 자

연채광만을 활용하였다. 청천공 시 LED On-off 제어의 디밍률은 A와 B존 각각 42%로 

분석되었다.

Figure 5. Illuminance and dimming rate under dimming control (clear sky_07.16) (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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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천공(Intermediate Sky) 디밍률 분석

중간천공 시 Case 1의 Zone A영역은 Case 1-A-2, Zone B영역은 Case 1-B-2로 명명한다. 

Figure 6은 중간천공 시 디밍제어를 실시했을 때의 실내 조도 데이터이다. 

Case 1-A-2 (Intermediate)와 Case 1-B-2 (Intermediate)에서도 주광과 LED 인공조명이 

병행되어 작업면 기준 조도는 500 lx (±30 lx)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중간천공 시 LED 자동 

디밍제어를 적용했을 때 A와 B존의 디밍률은 각각 57%, 31%로 측정되었다. 주광조도는 

A존에서 최대 709 lx, 평균 297 lx로 분석되었으며, B존에서 최대 주광 조도는 280 lx, 평균 

주광 조도는 150 lx로 분석되었다. 하루에 5번 수동 디밍 제어한 Case 2-A-2 (Intermediate)

와 Case 2-B-2 (Intermediate)의 디밍률은 각각 59%, 32%로 측정되었으며 LED On-off 제어

를 실시한 Case 3-A-2 (Intermediate), Case 3-B-2 (Intermediate)는 12:00부터 17:00까지 소

등되어 자연채광만을 활용하며, 디밍률은 각각 A와 B존 각각 42%로 측정되었다. Case 

3-B-2 (Intermediate) 에서는 12:00~17:00 동안 소등할 경우 작업면 기준 조도 500 lx를 만족

하지 못했다.

Figure 6. Illuminance and dimming rates under dimming control (intermediate sky_07.24) 

(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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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천공(Overcast Sky) 디밍률 분석

Figure 7은 담천공 시 LED 디밍제어를 실시했을 때 조도 데이터이다. Case 1의 Zone A영

역(담천공)은 Case 1-A-3, Zone B영역(담천공)은 Case 1-B-3로 명명한다. 

Case 1-A-3 (Overcast)와 Case 1-B-3 (Overcast)에서도 자연채광과 LED 인공조명이 

병행되어 작업면 기준 조도는 500 lx (±30 lx)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담천공 시 LED 자동 

디밍제어를 적용했을 때 A와 B 존의 디밍률은 각각 51%, 23%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담

천공에서는 주광조도가 기준조도 500 lx를 넘는 시간이 없었다. A존에서 최대 주광 조도

는 493 lx, 평균 주광 조도는 251 lx로 분석되었으며, B존에서의 최대 주광 조도는 191 lx, 

평균 주광 조도는 102 lx로 분석되었다. Case 2-A-3 (Overcast)와 Case 2-B-3 (Overcast)

의 LED 수동 디밍 제어에서도 500 lx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공조명이 동작하며 이 때 A와 

B존의 디밍률은 각각 52%, 24%로 측정되었다. Case 3-A-3 (Overcast), Case 3-B-3 

(Overcast)는 12:00부터 17:00까지 소등되어 자연채광만을 활용하며, 디밍률은 각각 42%

로 분석되었다.

Figure 7. Illuminance and dimming rate under dimming control (overcast sky_07.06) (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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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는 천공별 실내조도분포 및 디밍률을 종합하였다. 청천공에서 LED의 자동, 수동 

제어 시 On-off 제어를 제외한 평균 디밍률은 82%이다. B존에서는 On-off 제어를 제외한 평

균 디밍률은 58%이다. 청천공에서 A존과 B존의 평균 디밍률은 70%로 분석되었다. 중간천

공 시 A존의 자동, 수동 디밍제어 시 평균 69%, B존에서는 51%로 분석되었으며, A존과 B존

의 평균 디밍률은 60%로 분석되었다. 담천공 시에는 A존의 자동, 수동 디밍제어 시 평균 

57%, B존은 46%로 분석되었으며, A존과 B존의 평균 디밍률은 51%로 분석되었다. 또한, 

LED의 On-off 제어는 세가지 천공에서 모두 42%로 분석되었다.

LCC 경제성 분석

LCC 비교 방법

LCC 기법이란 추가적 투자에 대한 제비용을 대상물의 경제수명이라는 시간 범위 내에서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상하거나, 현재의 투자비용을 미래가치로 등가 환산하여 통합적

인 경제성을 평가하는 수법이다(Gluch and Baumann, 2004). 본 연구에서 LED 디밍 제어의 

LCC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아래 식에 따르는 연가법을 사용하였다. 연가법이란 현재의 비용

을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으로 배분할 경우의 매년의 비용, 즉 연간등가비용(Uniform 

Capital Recovery)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하며 자본회수계수라고도 한다. 

P  A×·  
     (1)

P = 현재가치, A = 연간유지비, i = 실질이자율, n = 기간(년)

i  A× 

 

   (2)

i = 실질이자율, A = 연간유지비, f = 물가상승률, in = 이자율

Table 4. Dimming rate for sky conditions (Avg.1: Case 1-A~2-A, Avg.2: Case 1-A~3-A) (Kim et 

al., 2020)

Sky 

Condition

LED Group A (Zone A) LED Group B (Zone B)
Total

Avg.1

Total

Avg.2
Cass 

1-A

Case 

2-A

Case

3-A
Avg1 Avg2

Case

1-B

Case 

2-B

Case 

3-B
Avg1 Avg2

Clear

Sky (1)
81 83 42 82 69 57 59 42 58 53 70 61

Intermediate 

Sky (2)
68 70 42 69 60 50 51 42 51 48 60 54

Overcast 

Sky (3)
57 58 42 57 52 45 46 42 46 44 51 48

Avg. 69 70 42 69 60 41 42 42 51 48 6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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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본 연구에서 LED 디밍제어의 LCC 분석을 위해 적용한 주요 경제지표들이다.

LCC 경제성 분석에서의 이자율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

되는 것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 환산을 위해 적용할 이자율에는 물가상승률을 복합하여 고

려한 실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간 한국은행

(Economic Statistics System, 2020) 정기 예금 금리 및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2.28%

의 물가 상승률과 0.73%의 실질 이자율을 산출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전기 에너지 비의 

계산을 위한 전력 요금은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2020)의 2019년 

6~8월 96.9원/kWh을 적용하였다. 

Table 6은 LED 조명 시스템과 기존 형광등의 LCC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 유

지 관리비, 해체비, LCC 총액 등을 정리하였다. 조명시스템 대안(LED 디밍제어)의 LCC 분

석 기간은 15년으로 산정하고, 초기 투자비항목으로는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2020)의 가격을 이용하였다. 조달청의 가격을 근거로 한 기존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던 형광

등과 관련된 기기들의 초기 가격 합은 510,000원 이었으며, 램프 교체비, 등기구 및 안정기 수

선비, 전기에너지 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는 765,398원로 산출되었다. 여기에서 유지관리 

발생 비용 항목으로 형광등의 램프 교체는 총 126,000원 소요되며, 등기구와 안정기의 수선 

비용은 198,000원이고, 초기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의 합은 총 1,275,399원이 소요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LED 고효율 조명기기의 초기 가격은 Case 1(자동 디밍제어)에서 자동, 수동 디밍 컨트롤

러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1,016,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Case 2(수동 디밍제어)는 

816,000원, Case 3과 4는 786,000원으로 산출되었다. 교체되는 LED 조명시스템의 유지관

리비는 15년 동안 램프 교체, 등기구, 안정기 등을 수선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비용만

으로 계산했으며 Case 2, 3, 4는 각각 106,211원, 148,547원, 241,390원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Case 4는 LED를 디밍 제어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와 LED 수동 및 자동 디밍제어 방

Table 5. Experimental schemes for the evaluation of LED dimming control

Year General lending rate (%)
Consumer price index (CPI)

Real interest rate (%)
2016=100 Inflation rate (%)

2009 7.17 86.08 1.94 0.92

2010 5.65 88.45 0.97 0.67

2011 5.51 91.05 0.71 0.63

2012 5.76 94.72 1.27 0.71

2013 5.40 96.79 1.30 0.68

2014 4.64 98.05 2.19 0.70

2015 4.26 99.30 4.03 0.86

2016 3.53 100.00 2.94 0.67

2017 3.37 100.97 2.76 0.63

2018 3.48 102.93 4.67 0.85

Average 4.88 95.83 2.28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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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추가하였다. LED 조명기기 제어 방법인 Case 1~4는 기존형광

등에 비해 초기설치비가 각각 506,000원, 306,000원, 276,000원, 276,000원이 더 들지만 총 

유지관리비는 Case 1과 2는 639,373원, Case 3은 593,063원, Case 4는 524,0808원으로 절감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8의 LCC 경제성 분석 결과, 형광등 대비 Case 1의 LED 자동 디밍 제어는 손익 분기

Table 6. Experimental schemes for the evaluation of LED dimming control

Main 

category

Sub 

category

Bas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Fluorescent

Lamp

LED with

Auto

Dimming 

Controller

LED with 

Manual 

Dimming 

Controller

LED

Switch On-off

Control

LED

No Dimming

Control

Initial 

Investment 

Cost 

(Public 

Procurement 

Service)

Lighting 

fixtures

₩67,000

×6 EA 

(32 W 2 Lights)

₩131,000

×6 EA

₩131,000

×6 EA

₩131,000

×6 EA

₩131,000

×6 EA

Lamp 

₩3,500

×12 EA 

(32 W 2 Lights)

- - - -

Ballast 

stabilizer

₩11,000

×6 EA 

(32 W 2 Lights)

- - - -

Manual 

dimming 

controller

-
₩30,000

×1 EA

₩30,000

×1 EA
- -

Auto 

dimming 

controller

-
₩200,000×1 

EA
- - -

Total ₩510,000 ₩1,016,000 ₩816,000 ₩786,000 ₩786,000

Maintenance 

Cost

(Public 

Procurement 

Service)

Lamp 

replaceme

nt cost

₩3,500

×12 EA 

×3

(4 Year cycle) 

= 126,000

- - - -

Repair 

costs

₩11,000

×6 EA 

×3

(5 Year cycle)

= 198,000 

- - - -

Electricity 

energy 

costs 

(×15y)

₩96.9/kWh 

×13 hour

×365 day ×64 W

₩96.9/kWh

×13 hour 

×365 day

×35 W 

×(100-55)%

₩96.9/kWh 

×13 hour

×365 day

×35 W 

× (100-56)%

₩96.9/kWh 

×8 hour

×365 day

×35 W

₩96.9/kWh 

×13 hour

×365 day

×35 W

Total ₩765,398 ₩108,625 ₩106,211 ₩148,547 ₩241,390

Dismantling 

(Operation)

Labor

costs
- - - - -

Total 0 0 0 0 0

Total LCC (15 years) ₩1,275,399 ₩1,124,625 ₩922,211 ₩934,547 ₩1,02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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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11.5년, LED 수동 디밍 제어인 Case 2는 7.6년, LED 디밍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인 Case 

4는 9년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ED 수동 디밍 제어 Case 2와 LED on-off 제어인 Case 3를 

비교했을 때 손익 분기점은 7년, LED 수동 디밍 제어와 LED 디밍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손익 분기점이 4년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형광등, LED 자동 및 수동 디밍제어, 

LED on-off 제어, LED를 디밍제어하지 않았을 때의 상세 LCC 분석을 통해 LED 시스템의 

디밍 제어 방법은 조명 에너지 절감 뿐 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 또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규모 사무 공간(Full scale mock-up)을 대상으로 LED 디밍 제어 실

증 실험을 실시하여 제어 방법에 따른 실내에서의 주광과 인공조명의 분포 및 실내 조도의 특

성, 디밍률(소등률) 등을 산출하고, 또한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 및 제어 방법을 기존 조

명 기기인 형광등과 LCC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조명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을 도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1) LED 디밍 제어를 실시했을 때, 주광과 인공 조도가 병행 적용되어 실내 작업면 조도는 

500 lx (±30 lx)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500 lx를 기준으로 디밍 제어 시 디밍률(소등률)

을 산출한 결과, 청천공에서는 평균 70% (Zone A_82%, Zone B_58%), 중간천공에서는 

평균 60% (Zone A_69%, Zone B_51%), 담천공에서는 평균 51% (Zone A_57%, Zone 

B_44%)의 디밍률(소등률)을 나타내 각 천공별로 위에 기술한 디밍률 만큼 조명에너지

를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자동 디밍 제어(Case 1)와 수동 디밍 제어

(Case 2)의 디밍률은 3% 내외로 수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8. Mock-up room dimension and cross-section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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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제어 방법 별로 LCC를 분석한 결

과, 형광등 대비 Case 1의 LED 자동 디밍 제어는 손익 분기점이 11.5년, LED 수동 디밍 

제어인 Case 2는 7.6년, LED 디밍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인 Case 4는 9년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LED 수동 디밍 제어 Case 2와 On-off 제어인 Case 3를 비교했을 때 손익 분기점

은 7년, LED 수동 디밍 제어와 LED 디밍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는 손익 분

기점이 4년으로 분석되었다. LED 시스템의 디밍 제어 방법은 에너지 절감 뿐 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 또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3) 본 연구에서는 하절기에 실내 조도 측정을 중심으로 LED 디밍 제어 실험을 실시했지만 

향후 춘추분과 동절기에도 데이터를 확보하여 LCC 분석을 보충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 

블라인드와 HVAC 시스템을 연계하여 냉난방 에너지와 조명에너지를 최적 및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제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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