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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조명 & 스마트 가로등

블루카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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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시티 구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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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 (경광등 융합형)

스마트 가로등 (CCTV 융합형)

스마트 가로등 (CCTV 및 WiFi 융합형)

안개로 인한 도로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가로등

터널 유고감지 및 운전자 알림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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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블루카이트의 경광등 융합형 가로등이 설치된 프로젝트 이미지 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경광등 융합형) 스마트 가로등(CCTV 융합형)
안개로 인한 도로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가로등 통합 운용 관제 솔루션

에너지 절감

LED 조명

City

Surveillance

CCTV

Big Data

IoT 센서

Connectivity

게이트웨이
Node

통합적 

관리·제어

관제 솔루션

스마트시티 & 스마트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물인터넷기술(IoT)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 문제를 개선하는 것 입니다. 

블루카이트는 선진 LED 조명기술 · 제품을 근간으로 

CCTV,  WiFi AP, 이상음원탐지장치 및 각종 IoT센서를 

결합한 융합솔루션으로 단순한 기능적 결합이 아닌, 

지능형분석 솔루션을 사용하여, 자율의사결정으로 각 

기능들이 룰 베이스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도시

LED조명 및 모든 시설물들이 통신으로 연결되는 도시

사물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도시

블루카이트

LED스포츠조명 LED골프장조명 ICT융합 솔루션LED산업조명

블루카이트는 특화된 LED조명기술을 근간으로 

스포츠조명, 산업조명, 공공조명, 재난안전솔루션을 

망라하는 종합에너지솔루션 제공 및 IoT/IC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선도하는 기업 

입니다.

스마트LED조명

- IoT: Internet Of Things

-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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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 극대화 및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제어

·  고효율 LED 가로등

· 통신 NODE 내장 

· 관제서버와의 연계

· 개별 또는 그룹단위 가로등 원격지 제어 및 관리  

· 스케쥴 디밍 (시간대별 디밍)을 통한 추가적인 

   에너지절감 및 빛 공해 감소

· 장비장애 (가로등 고장) 정보 실시간 확인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 (비용 절감)

 

시스템가로등

관제 서버 기능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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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본 제품은 에너지절감 LED가로등과 ICT기술을 융합한 시스템가로등이다. 시스템가로등은, 가로등에 내장된 통신 NODE 와 원격지의 관제서버 (Central 

Management Server)간 양방향 통신을 통하여 가로등에 대한 상태정보, 제어정보를 송.수신하여 시 전체에 설치된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IS 기반 자산관리 가로등 제어-그룹/개별 고장 가로등정보 실시간 확인 다양한 리포팅

Gateway

최대 200 NODE / 게이트웨이

CMS
(Central Management Server)

Ethernet

150W 

제품사양

소비전력

LED
조명부

 50W 

100W 

색온도 연색성 입력전압 동작온도*광효율 *광속

130 lm/W  

6,500 lm

5000K 80 Ra

무게

AC100~240V -30℃~-60℃ 13,000 lm

19,500 l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PC

분체도장

본체 재질

커버 재질

마감 재질

Type II-S 

배광 타입

5.2 kg

6.6 kg

8.0 kg

암취부형

Ø60.5mm

설치 유형

마운트 홀 규격

무선 통신 Zigbee



응급.위험상황의 시민 정보전달

·  고효율 LED 가로등

·  통신 NODE 내장 

· 경보시스템 (Emergency Alert System)

    : 4가지 색상 제공을 통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응

·  관제서버와의 연계 

본 제품은 시스템가로등의 기본적인 기능에 응급상황에 대한 경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광등을 융합한 제품이다. 경광등는 4색 (Red, Green, 

Blue, Amber) 의 칼라코드를 제공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상황별로 칼라코드를 달리 운용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응급상황시 비상벨 push → 관제소 알림 → cctv 영상전환 → 관계 기관 출동

세종시 설치 사례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미세먼지 단계별 경광등 칼라코드 운용

미세먼지정보  시민 알림  서비스

스마트가로등 (경광등 융합형)

Gateway CCTV 영상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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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광등 융합형 스마트가로등 & CCTV 융합형 스마트가로등

· IoT 비상벨

현장 구성품

150W 

제품사양

소비전력

LED
조명부

 50W 

100W 

색온도 연색성 입력전압 동작온도*광효율 *광속

130 lm/W  

6,500 lm

5000K 80 Ra

무게

AC100~240V -30℃~-60℃ 13,000 lm

19,500 l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PC

분체도장

본체 재질

커버 재질

마감 재질

Type II-S 

배광 타입

5.2 kg

6.6 kg

8.0 kg

암취부형

Ø60.5mm

설치 유형

마운트 홀 규격

무선 통신 Zigbee

경보시스템 IEEE802.14.4(2.4GHz Zigbee), Mesh Network

RF Tx power/RF Rx sensitivity : 5dBm /-96dBm
경보색상: RED, GREEN, BLUE & AMBER

경보기



* 적용분야

일반도로, 보행도로, 방범 취약지역, 산업 시설, 쇼핑몰, 학교 및 주변, 주차장, 병원, 문화재  시설 

현장설치에 유연한 디자인

· 고효율 LED가로등

· 통신 NODE 내장 

· 4색 칼라코드 (Red, Green, Blue, Amber) 경광등 내장 

· 관제서버와의 연계

· 다양한 현장설치에 유연한 CCTV 장착 구조설계 채택 

   (CCTV 사양변경 및 상/하 틸트지원) 

본제품은 시스템가로등과 CCTV를 융합한 스마트가로등이다. 특히, CCTV는 사용용도에 따라 형태 와 사양이 달라지며, 이러한 다양한 CCTV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유연한 CCTV 장착 설계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가로등 설치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CCTV부 Tilt가 

가능한 설계 방식이 적용된 현장설치에 최적화된 스마트가로등이다.

다양한 CCTV 사양 및 CCTV 부 상.하 틸트(Tilt) 

스마트 가로등 (CCTV 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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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CAMERA 기본사양 : 2M pixel camera 
(PTZ , BULLET 선택)

* 고객 사양 맞춤 가능

150W 

제품사양

소비전력

LED
조명부

 50W 

100W 

색온도 연색성 입력전압 동작온도*광효율 *광속

130 lm/W  

6,500 lm

5000K 80 Ra

무게

AC100~240V -30℃~-60℃ 13,000 lm

19,500 lm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PC

분체도장

본체 재질

커버 재질

마감 재질

Type II-S 

배광 타입

5.2 kg

6.6 kg

8.0 kg

암취부형

Ø60.5mm

설치 유형

마운트 홀 규격

무선 통신 Zigbee

경보시스템 IEEE802.14.4(2.4GHz Zigbee), Mesh Network

RF Tx power/RF Rx sensitivity : 5dBm /-96dBm
경보색상: RED, GREEN, BLUE & AMBER

Bullet 2 Bullet CCTV부 상/하 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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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분야

일반도로, 보행도로, 방범 취약지역, 산업 시설, 쇼핑몰, 학교 및 주변, 주차장, 병원, 문화재  시설 

CCTV 및 WiFi 융합
스마트 가로등

· 지능형 조명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LED 조명

· Full-HD PTZ IP 카메라 (2백만 화소, 광학 10배 줌)

· 3x3 MIMO 450Mbps 통신 지원 및 Ad-Hoc 무선 영역 확장

· WiFi  지원

· 다양한 센서 (조도 / 동작센서) 

본 제품은 에너지절약형 LED조명과 CCTV기능 및 WiFi 중계기능을 결합하여 다양한 융합/연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제품으로 최신 LED조명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였으며, 고해상도(Full HD급)의 PTZ IP 카메라를 장착하였다. CCTV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무선(WiFi)를 

통하여 원격의 관제소로  전송할 수 있어 도시안전, 현장상황 인식, 주차 및 교통통제 등 다양한 도시 운용 및 기획을 위한 추가 서비스 개발 플랫폼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POLE 및 하나의 전원을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서 초기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설치 후 운용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사양

LED
조명부

100W 
( AP/CAM: 20W)

125 lm/W  12,500 lm 5000K 80 Ra

Max 23dBm@5GHz

5dBi

WiFi RF TX Power 

WiFi Antenna Gain

소비전력 색온도 연색성 입력전압 동작온도*광효율 *광속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강화유리 4T (투명)

분체도장

본체 재질

커버 재질

마감 재질

Type II-S 

배광 타입

형암취부

Ø60.5mm

12Kg무게

형설치 유

마운트 홀 규격

AC100~277V -30℃~-60℃ 

[에너지절감 및 방범효과의 IoT 안심 Zone 구축]

LTE모뎀

Gateway

조도센서
노이즈센서
진동센서
GPS

무선 AP

항온함체

스마트시티
 플랫폼

LED 조명을 통한 
에너지 절감 60%

융복합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 및
스마트 시티 센서 맵 구현

IP CAMERA

LED조명

부산스마트시티 설치사례 : 스마트 LED 가로등 

스마트 가로등 (CCTV 및 WiFi 융합형)

IP CAMARA 2M pixel camera
10X Zoom PTZ(f=5.1~51mm)
onvif
소비전력 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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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농도 변화에 따라 
LED가로등의 색온도와 밝기를 조정

· 소비전력180W

· 색온도 변화 범위 2700K~5000K

· 경보시스템 (Emergency Alert System)

   : 4가지 색상 제공을 통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응

· CCTV 카메라 (Full-HD 2백만 화소)

· 무선통신 NODE (2.4GHz, Zigbee)

본제품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안개상황을 CCTV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딥러닝 학습기반의 영상분석 알고리즘으로 안개속 가시거리를 산출하여, 

가로등의 색온도를 조정하여 안개속 가시거리를 개선시키며, 경광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방 안개상황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함으로서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가로등이다.

서비스 개요

·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안개낀 도로속에서의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단계별로 감지 (학습기반 딥러닝 분석 알고리즘) 

 ·  안개농도에 따라 LED가로등의 색온도와 밝기를 조정하여(Cool→Warm: 5000K→2700K)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장

·  경보 시스템을 동작시켜 인근지역 운전자들에게 안개 상황을 알려주어 안전운전을 유도 및 2차 사고 방지

[빛의 파장 특성]

  · 낮은 색온도 (Low Kelvin Temperature) : 장파장 특성으로 안개속 투과율 특성이 좋아 안개속 가시거리가 확대 됨

  · 높은 색온도 (High Kelvin Temperature) : 단파장 특성으로 직진성이 우수함

도로 분석 현장대응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강화유리 4T (투명)

분체도장

본체 재질

커버 재질

마감 재질

Type II-S 

암취부형

Ø60.5mm
무게 9Kg

설치 유형

마운트 홀 규격

제품사양

LED
조명부

21,600lm
23,400lm

2700K~5000K 80 Ra AC100~277V -30℃~60℃

소비전력 색온도 연색성 입력전압 동작온도*광효율 *광속

180W 120lm/W (@2700K)
130lm/W (@5000K)

안개로 인한 도로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가로등

IP CAMARA 2M pixel camera
onvif

배광 타입

경보시스템 IEEE802.14.4(2.4GHz Zigbee), Mesh Network

RF Tx power/RF Rx sensitivity : 5dBm /-96dBm
경보색상: RED, GREEN, BLUE & AMBER

·안개가시거리 개선 : 가로등 색온도 조정 
                                  (Cool White →Warm White)

·안개가시거리 단계별 경보 : 경광등 4칼라 코드

· CCTV로 부터의 안개영상 분석· CCTV

· LED 가로등 (색온도 변화형)

· 경광등

· 가시거리 산출

· 가시거리 4단계 구분

Deep Learning



사고유발유형 탐지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

· 경보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

   : 4가지색상 제고을 통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응 

· CCTV 카메라 (Full-HD 2백만 화소/ 광학 3배 Zoom)

본 제품은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사고유발유형 (낙하물, 역주행, 보행자)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CCTV 최첨단 영상분석알고리즘과 

사고상황을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을 융합한 제품이다.

·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터널내 사고 및 사고유발유형 (낙하물, 역주행, 보행자출현등)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경광등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정보를 제공하여 2차사고를 예방

· 동시에 터널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을 통하여 터널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터널내 사고정보를 전달하여 터널진입을 억제함으로서 2차사고 예방

     및 터널 내 사고에 대한 원활한 수습을 지원

서비스개요

화재 · 연기차량사고

역주행 차량 보행자

낙하물

터널 내 각종 사건 ·사고

신규 시스템

기존 CCTV

터널 CCTV

자동 경고

사고 발생상황 경고지능형 사고 감지 서버

서버 전송 관제사

관제센터

지능형 터널 유고 시스템 운용

터널 유고감지 및 운전자 알림 솔루션

제품사양

터널 
솔루션

25W 

소비전력

4.5Kg

무게

AC 220~240V

입력전압

벽부 고정형

설치유형

RED, GREEN, BLUE, AMBER

COLOR CODE 동작온도

-30℃~-60℃ 

알루미늄 

분체도장

본체 재질

마감 재질

경보시스템

경보색상: RED, GREEN, BLUE & AMBER

IEEE802.14.4(2.4GHz Zigbee), Mesh Network

RF Tx power/RF Rx sensitivity : 5dBm /-96dBm

① 터널 내부

(① 터널 내부)

②터널 외부 (경광등 융합형 스마트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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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서비스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부산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에서는,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4대 분야 30개 실증 

서비스가 제공 되었다. 주요 실증 서비스는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주차 등 첨단 교통편의 서비스, 사회적 약자 보호, 미아방지, 해상안전 상황 

인지형 대피 안내 등과 같은 안심 서비스,매장 및 건물 에너지 관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분야가 총 망라되었다. 

블루카이트의 SPES-SETA 제품이 설치된 구간은 센텀시티내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로써,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입주한 주변 상권과 더불어

BEXCO 국제전시장이  맞은편에 위치하고, 많은 유동인구와 랜드마크 건물들이 주면에 위치하고있어  테스트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메탈 할라이드 조명 250W를 SPES-SETA 100W 1:1로 교체하여 60%의 에너지 절감율을 구현 하였으며, 무선 조명제어를 통한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도 할 수 있다. 

[ 무선제어시스템 ] [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기관에서 이용 가능 ]

4G LTE Router 

SPES Air Link

e-CUBE Distribution
Board

HUBNVR
Video Recording

Gateway

ZigBee

SPES-ST-WP SPES-ST-NN

4G LTE Router

Wireless

Wi-Fi

Local Network

USB Dongle SETA(LT)

Roadway Lighting
Node

ZigBee / Wi-Fi SPES-RC
Control

& Data Collection Cloud ServerData Base Internet

4G LTE Base Station
Smart City PLATFORM

부산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블루카이트는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 사물인터넷(IoT)의 테스트기반(Test-Bed)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참여 하였다. 블루카이트는 여러 서비스 중  스마트  가로등인 IT융복합 가로등인 SPES-SETA (CCTV융합형 스마트 가로등)를 39대 설치 

했으며, 일반 보안등으로 SETA(LT)22대를 함께 설치 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SPES-SETA 기본 기능 외에도 다른  IT 기술을 접목하여 명실 

공히 IoT 기반의 스마트 가로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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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명은 일반조명과 달리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하며,  올림픽 경기장 조명으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블루카이트 스포츠조명은 이미 미국 메이저 리그 2곳의 경기장 ‘시애틀 매리너스와 뉴욕 양키스 스테디움’에 설치되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았으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 경기장의 주조명으로 선택받게 되었다. 올림픽 경기장의 조명은 밝기가 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일한 출력을 유지해야하고,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편안한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화질 올림픽 방송중계를 위해 

초당 600프레임에서도 빛 떨림 현상(Flicker)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블루카이트 조명은 이모든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명실상부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표하는 스포츠조명으로 설치 되었다. 블루카이트 조명은 초당 1,500 

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촬영에서도 빛 떨림 현상(Flicker)이 발생하지  않는다. HD방송보다 4배이상의 크기를 갖는 해상도 화면으로 야간 경기를 

관전하거나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야간 스포츠의 꽃인 조명 또한 확실하게 각인 될 것이며, UHD를 지원하는 블루카이트 스포츠 조명은 고화질 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소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에 설상 종목이 개최 될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의 조명은 종래의 기술인 메탈 할라이드 조명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유럽 스키팬을 위해 

야간 방송중계에 대한 요구가 대두 되었고, 주간경기 위주로 편성되었던 경기 일정은 유럽 시간대에 맞추어 야간 경기로 재편성 됨에 따라 조명의 

증설이 불가피하게 대두 되었다. 본 프로젝트를 메탈할라이드 제품으로 진행하게 되면 7,000KW의 총 소비전력이 필요 했지만, 블루카이트의 LED

제품으로 설치함에 따라 4,160KW로도 OBS (Olympic Broad casting Services,올림픽 방송서비스) 조도 기준을 만족할 수 있었고, 1차측의 용량 증설 없이도 

올림픽을 치르기에 충분한 밝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조명 대비 조도 향상

· 뛰어난 에너지 절감율

· 원격 유선제어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 조명 구현

· 초고속 촬영 (Ultra Slow Motion)중계시 화면떨림현상 없음

· UHD 초고화질 방송중계 가능

· 선수/관중/시청자에게 자연색에 가까운 색상 제공 (연색지수90Ra)

· 즉각적인 조명 온/오프 (예열 필요없음)

· 기존 조명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제품 수명

·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스키점프경기장 ]

[ 크로스컨트리 ] [ 바이애슬론 ] [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경기장 ]

1

2

스포츠 조명 분야 프리미엄 LED조명 전문 기업으로 스포츠 조명 분야의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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