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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 트랜드
 기존 조명 대체(중국저가 제품)  기능성 조명융합 시스템(인간중심, IoT, 스마트홈·시티 등) – 필립스, 오스람 등

 백열전구 퇴출로 세계적인 LED조명 보급 활성화  수요자 및 조명 환경 맞춤형 최적화 고신뢰성 조명

 고효율, 저가격화, 장수명  융합 목적에 적합한 디자인 유연성 및 조명 콘텐츠 실현(건축화, 4차 산업혁명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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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조명 이란?

3

미래지향적인 능동 조명으로 LED조명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환경이나 사전 설정 등
에 따라 변경 가능한 조명(스마트조명산업발전협의체 용어정의)
주) 요구사항으로는 에너지성능, 실시간 사용자 요구, 시각적 작업 또는 주위 환경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 중점을

둘 수 있다.

< 스마트조명 제어변수 >

※ 스마트조명의 종류 및 분류
- 에너지절감형 조명 (절전화 시스템 조명)

- 감성형 조명 (자연광, 디자인, 심리/생리)

- 융복합형 조명 (융합 기술 기반 조명)



3. 스마트조명의 대표적인 사례

< 스마트가로등(Smart City) >

< Energy integrated & Intelligent  Lighting >< Human-centric Lighting >

< IoT and connected Lighting(Smart H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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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명 생태계 변화(스마트조명 중소-대기업 상생협력)

5* 참조 : 강정모박사, KTC 



5. 스마트조명 생태계 구성(사례)

[Current(GE)]
: 실내/실외 및 HW/SW 요소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생태계구
성

[Signify(Philips)]
: HW 및 응용서비스 요소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생태계구성

LED Lighting

* 참조 : 강정모박사, KTC 



6. 스마트조명 세계 시장
◈ 스마트조명 세계시장은 연평균 23.6% 급격히 성장하여, '17년 63.2억불에서 '25년 296억불

- LED조명 시장은 연평균 13.5% 성장, '17년 490억불에서 '25년 1,350억불 성장 예상

◈ 초기 단계에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상업용 스마트조명 시장이 전체 시장의 약 45%를
차지, 향후 실외 및 산업 조명 시장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17)실내조명은 선진국, 실외조명은 신흥(Emerging) 국가 중심으로 성장 예상

7* 자료 : Smart Lighting Market, Marketsand Markets 2018, Global LED Lighting Market, Market Research Future



7. 스마트조명 지역별 시장 분포

8* 자료 : Smart Lighting Market, Marketsand Markets 2018

◈ 현재 유럽은 가장 높은 점유율(36%)을 나타내지만, 아시아태평양(APAC)* 시장이 연평균 가장
높은 성장률(30%) *을 나타내어 2022년 이후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
- 유럽 : 수요 인식이 비교적 높음. 필립스, 오스람, Legrand 등 존재, 스마트시티(실외조명) 중심 실증 및 보급

- 미국 : 학교, 병원, 주거 등에 실내 공간 실증에 주력, 스마트홈 및 PoE(사무실 공간) 등 연계 보급 정책

- APAC : (’17) 14.8억불 → ('23) 740억불 ; 홈, 빌딩, 도시 인프라의 현대화와 신규 구축으로 ’20년 이후 급속 확대



8. 스마트조명 국내 시장 현황(보급 정책 활성화 추정)
◈ 제로에너지 확대와 스마트홈·시티 연계를 통해 에너지절감형 스마트조명을 보급 정책을 추진

(’30년 보급률 48% 정책 추진으로 `30년 7조 3353억원 급성장(성장률 42.2%)-기존 1조 8천억원)
- 전력 절감량 : 14,409GWh('25년 30% 보급시) → 20,265GWh('30년 48% 보급시)

- 에너지 절감량 : 3,026천 TOE('25년) → 4,256천 TOE('30년)

- CO2 절감량 : 6,704,508 tCO2e('25년) → 9,249,305 tCO2e('30년)

- 스마트홈·시티(現 시장도입 단계) 확산과 함께 LED조명을 점진적 대체(세종시, 서울시, LH공사 등)

9* 자료 : Smart Lighting Market(MarketsandMarkets 2018)과 DOE 자료로 시장규모 추정,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관세청 수출입 통계 활용하여 추정



9. 해외 기업 동향
 조명기구 중심에서 디지털화 및 IoT 기반 스마트조명 플랫폼 및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

- 조명 디지털화 : 조명 관리의 효율성 증대,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 중심 솔루션 제공, 서비스 플랫폼화 등

 스마트홈·시티 및 제로에너지빌딩 연계하여 에너지절감 및 솔루션 융·복합 산업에 주력

- 전력미터링, 배전 등 홈/빌딩 오토메이션 & 제로에너지빌딩 구현(“네트워크 – 안전 – 쾌적함”과 “에너지절약” 통합)

- 스마트시티 플랫폼 인프라로써 스마트 가로등 적용 : 에너지절감, 안전(재해/사고/테러 등), 정보, 통신 등

필립스
조명 세계 1위 업체, Signify로 사명 변경 후, 스마트조명 SW 및 콘텐츠 사업 중심으로 비즈니스 패러다

임 이동. HVAC, 오디오 등을 지능 제어하는 스마트조명 시스템 제공(Interact 중심 술루션)

오스람
LED 및 광전자 최대 제조업체, 주거 및 상업용 조명으로 Lightify Pro 및 Lightify Home을 제공

최근 조명기구보다는 IoT 및 솔루션 S/W 중심으로 사업 및 전시 진행. 다양한 통신 적용 시스템 제공

GE
건물 자동 제어 분야의 선두 주자, DALI 및 0-10V 기술 기반 다양한 실내조명 제어 솔루션을 제공

Look ma, no lights : Current : 센서 및 클라우드 분석 패키지 "CityIQ 플랫폼 기술

어큐티 브랜즈
무선 스마트조명 시장의 선두, 조명 서비스 제공업체

스마트조명 솔루션을 통해 일반조명을 지능형 조명 네트워크로 전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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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마트조명 보급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계획(미국 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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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DoE, Energy Savings Forecast of SSL in General Illuminaion Applications, 2016 

DOE 에너지절감량목표($630 billion, 75% 절감) 스마트조명보급목표
- 현재 스마트 조명 보급률은 1% 미만

- ’35年 까지 스마트 조명 59% 보급 목표



11. 스마트조명 분야별 효율화 현황 및 계획(미국 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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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DoE, Energy Savings Forecast of SSL in General Illumination Applications, 2016 

 Energy Savings for each Control Type by Application 



12. 스마트조명 보급 계획(유럽, 일본)

13* 출처 : Preparatory study on lighting systems for Ecodesign, European Council for economy, 2016, Lighting Vision 2030, JLMA 2019, KTC 
강정모센터장

- 정부 주도 에너지 절감, 삶의 질 개선, 스마트시티 인프라로
스마트 조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급 확산에 노력

- 스마트조명을 포함한 3개 분야 연구에 € 55M 투입,
에너지절감, 삶의 질 개선, 스마트시티 인프라로서 보급확산

- 유럽조명제조협회 : 스마트조명 산업 로드맵 구축(EU 예산)
* 시장/경제성 분석을 완료하고 규제 방안 검토 등

유럽(EU) 일본(Lighting Vision 2030)
- ‘30년까지 LED 조명을 100% 로 전환, 스마트조명 보급률
40%까지 확대하여 기존조명 대비 60% 에너지절감 추진
* 국가 주도 스마트 홈/시티 인프라로 스마트조명 확대 추진



13. 스마트조명 국제 인증 동향

14* 출처 : KTC 강정모센터장



14. HCL(Human Centric Lighting)

Human centric lighting is lighting devoted 
to enhancing human performance, 

comfort, health and well-being, separately 
or in some combination

Non-visual effects

Non-visual effects

Human Centric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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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마트조명 실증사례(1) : 덴마크 DOLL

Doll LIVING LAB에서는 대규모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Smart 가로등을 이용한 다양한 네트워킹 및 서비스를
구현, 실증

실증 운영 서비스 및 운용 네트워크

Traffic detection Smart Parking EV charging Ambient sensing Platform Energy 
analysis

조명 및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위한 유럽 최대의 쇼룸 및 실외 실험실(2014월 9월 개장)
제조업체, 공급업체 등 약 35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제품 구매에서 표준화까지 통합 지원
스마트야외 및 실내조명, 스마트시티 서비스, 빛의 생물학적 효과(리빙랩, 품질랩, 가상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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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마트조명 실증사례(2) : 미국 DOE
미국 DOE는 실내/실외/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조명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을
통해 스마트 조명의 단위기능, 에너지 성능, 호환성, 보안, 시스템 통합 등을 검증

17https://www.energy.gov/eere/ssl/connected-lighting-test-bed



17. 스마트조명 실증사례(3) : European Cities

18

TEN EUROPEAN cities have teamed up to trial internet-connected lighting and other IoT technologies.

Aarhus, Amsterdam, Aberdeen, Bergen, Bradford, Dordrecht,
Ghent, Gothenberg and Hamburg

The five-year project – dubbed Smart Cities and Open Data
Re-use (SCORE) – is financed by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If successful, the technologies could deliver savings of around
€50 million, say the project’s leaders.

10 European cities team up to test IoT lighting

The City of London will connect about 12,000 LED street lights to an IoT mesh network

출처 : http://luxreview.com/article/2017/09/10-european-cities-team-up-to-test-iot-lighting



18. 스마트조명 실증사례(5) : 국내 세종시 스마트가로등
세종시 스마트시티를 구현을 위해 스마트가로등 시범설치(‘18.3) 및 실증
결과 : 기존 250W 가로등을 LED조명 교체시 150W로 약 40% 절감과, 

스마트조명 적용시 LED조명 대비 40% 절감을 통해 기존 조명대비 약 64% 절감

19* 자료제공 : ㈜네오비



19. 스마트조명 실증사례(5) : 국내 LH공사 공동주택 실증

36W FPL x4 60W LED x1 10단계 밝기 제어

교체 밝기제어

총
조명에너

지
절감율

76.0% ↓

* 출처 : LH공사

◈ 세종 1-3M5, 2-2M2, 용인서천 공동주택에 IoT기반 LED조명(스마트조명) 실증(2017년)
◈ 리모컨으로 조도를 10단계(0～100%)로 조절, 기존 조명 전력량 대비 약 70% 이상 절감

- 디밍제어를 사용하는 가정 중 5 level 이하로 설정하는 시간비율은 평균 76% 차지

◈ LH 세대 LED 조명 설계기준(‘17. 8
월)

항 목 기 존 현 재 비 고

거실등 형광등 330W LED 75W 10단계 조도조절

침실등 형광등 108W LED 40W

현관센서등 형광등 20W LED 10W 특정시간 조도조절

화장실등 형광등 55W LED 20W

발코니등 형광등 20W LED 10W

거실벽부등 형광등 20W 삭 제

항 목 기 존 현 재 비 고

거실등 LED 50W LED 50W
10단계 조도조절, 센

서

침실등 형광등 72W LED 30W

현관센서등 형광등 20W LED 10W 특정시간 조도조절

화장실등 형광등 40W LED 20W

발코니등 형광등 20W LED 10W

20

 분양형  장기임대형



20. 국내 스마트조명 육성 정책 및 동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년 6월(산업부)
ㅇ 형광등 시장 퇴출(~’28) 및 형광등 최저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스마트조명 보급 확대

* 신축 공공건물 의무화(’20) 및 EERS 지원 등 스마트조명 보급 확대(’40년 60%) (형광등 퇴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19년 8월(산업부 등 관계 부처)
ㅇ (형광등 퇴출)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7년 이후 신규제작‧수입

형광등의 시장판매 금지

* 의료용‧식물재배용‧해충퇴치용‧광고용 등 특수용도 형광등은 퇴출대상에서 제외

** 과거 최저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백열등 퇴출(’08 정책발표 → ’14 시장퇴출)

ㅇ (스마트조명 보급)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추가(’19.下),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20) 등을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 확대

 스마트조명 인증 동향
ㅇ KS 표준 고시(2019. 7. 8) : KSC7751(스마트조명시스템-제1-1부 일반요구사항), 

KSC7752(스마트조명시스템-제1-2부 IP주소체계) 

ㅇ 고효율인증 고시 예정(2019년 내) : 스마트LED조명(등기구, 제어시스템)

 스마트조명산업발전협의체 및 발전 전략 수립
ㅇ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스마트조명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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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마트조명발전협의체 구성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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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조명 사회 구축

목 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등 다양한 신기술 접목 및 스마트조명 생태계 구축

- 스마트조명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

추진 전략 :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3개분과 구성 추진(발전방안 기획 중)

- 스마트 조명 에너지절감 기술규격 제시

- 현장 실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입증

- 차세대 조명기술 개발 발전 방향 제시

스마트조명산업발전협의체 구성

(주관 : KEA)

(KOPTI)

대상 : 스마트조명 관련 기업(센서, 조명, 통신, 유통 포함),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수요처 등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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