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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을 응용하여 원격으로 가정의 에 지를 효율 으로 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OpenWrt기반 소형 유무선 공유기를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랫

폼으로 활용하여, DC 모터가 장착된 창문 블라인드를 날씨 변화에 따라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제

어가 가능하게 하 다. 로토타입 시스템 구 은 Buffalo사의 WZR-HP-G450H 유무선공유기, Arduino
사의 UNO 인터페이스 보드, DC 모터로 구성하 다. 원격제어 시스템은 iOS 기반으로 애 리 이션을 

제작하 다. 체 시스템의 동작 검증은 스마트폰과 유무선 공유기, 인터페이스 보드의 소켓통신을 통

하여 DC 모터의 속도를 원격으로 조 함으로 동작을 확인하 다.

1. 서론

   최근 사회의 PC보 률이 1인 1PC보다 발 되어, 1인 

다 PC화됨에 따라 용이한 인터넷 속을 하여 유무선 

공유기가 보편화 되고 있다. 유무선 공유기는 하나의 네트

워크 기기 이면서 동시의 하나의 임베디드 컴퓨터로서 

PC에 하는 CPU와 수십 MB의 메인메모리  보조 메

모리를 가지고 있다. 한 임베디드 디바이스용 오  소스 

운 체제인 OpenWrt (Open Wireless Router)를 통하여 

로세싱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이용하여 주

변기기와의 연동이 가능하다[1-3].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향으로 기후 변화에 한 

여러 가지 환경 인 문제들이 두되고 있으며 이는 재 

세계 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1990년  비

하여 100년 마다 지구 해수면 온도는 약 0.6∼0.4°C정도 

상승되고 있고 이러한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지구환경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는 동, 식물 등의 

멸종 기를 래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괴되는 심각

한 상태에 도달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는 지구 온난

화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용되는 차양이 부분은 고정형 는 수동형

태의 차양으로서 이는 일사 고도각의 변화에 따라 유기

으로 운  할 수가 없다. 개폐가 가능한 차양의 경우도 국

내 실제 운 도 조사에서 이미 블라인드가 항상 올라가 

있거나 항상 내려가 있어 실내로 유입되는 햇빛의 양을 

조 하지 못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이는 재실 자들의 차양 

제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 제어 된다 하더라

도 가장 큰 이유는 부심을 방지하기 한 것으로 차양 

제어가 실내 환경  에 지 감에 기여하는 인식은 매

우 미비하 다. 자동 제어 블라인드는 외부 기후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일사를 실

내로 유입하고 필요시 일사를 차단하여 실내 설계 조도 

유지와 함께 조명에 지 손실을 감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근 건물 리 시스템(BMS, Building 

Management System)  건물에 지 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 건물에 도입되

고 있으나 이는 아직 자연채 을 이용한 조명에 지 리 

분야에는 목이 미비하다. 국내 오피스내의 인공조명은 

단순한 스 치에 의한 ON, OFF의 기능만 수행 할 뿐 주

을 이용한 자연조명(Nature Lighting)과 인공조명의 밝

기조 (Dimming)을 통합하여 운 하는 사례는 없다[4].

   본 논문에서는 OpenWrt기반의 원격 모터 제어 시스템

을 구 하 다. 시스템은 유무선 공유기에 OpenWrt를 포

하여 인터페이스 보드(Interface Board)와 DC 모터를 

연결하고 소켓통신으로 스마트폰과 통신하여 모터 제어를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 시스템 구성 

 동작 흐름과 3장 구 결과에 이어, 4장에서 결론을 제

시한다.

2.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유무선 공유기를 제어할 스마트 폰, 모

터 제어를 한 인터페이스보드  인터페이스 보드와 통

신할 유무선 공유기로 구성된다. 즉, 스마트폰은 유무선 

공유기와 통신을 하고, 유무선 공유기는 유무선 공유기의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 57 -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USB(Universal Serial Bus)에 설치된 인터페이스 보드와

의 통신을 통해 모터를 제어한다. 이후, 결과는 실물 모터 

제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무선 공유기는 Buffalo社의 

WZR-HP-G450H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 고, 상세사양

은 <표 1>과 같다. 스마트폰은 Apple의 iPhone-4S를 사

용하 고 상세사양은 <표2>와 같다. 인터페이스 보드는 

Arduino의 UNO를 사용하 다. 상세사양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그 외에 모터는 DC 모터를 사용하 다. 상세

사양은 <표 4>와 같다.

Router Specification

Router Buffalo WZR-HP-G450H

CPU Atheros AR7242 @ 400mhz

RAM 64mb

USB USB 2.0 x 1

Language ANSI-C

IDE
Linux Fedora 13 

(2.6.34.9-69.fc13.i686.PAE)

OS
OpenWrt (Backfire_10.03-ar71xx 

(Linux Kernel 2.6.34))

<표 1> 유무선공유기 사양

Smart-Phone Specification

Smart-Phone iPhone 4S @ iOS 5.1

CPU Apple A5 @ 80mhz

RAM DRAM @ 512mb

Language Objective-C

IDE Xcode 4.4.1

OS Mac OS X 10.8

<표 2> 스마트폰 상세 사양

Interface-Board Specification

Interface-Board Arduino UNO

Micro controller ATmega328

RAM SRAM @ 2kb

Language AVR-C

IDE Arduino 1.0.1

OS Cross-Platform

<표 3> 인터페이스 보드 상세 사양

Motor, MOSFET Specification

Motor DC모터 WRE-260A

Voltage 1.5v ~ 3v

<표 4> 모터 상세 사양

3. 시스템 구   동작 검증

   동작 과정은 스마트폰과의 통신은 UDP (Universal 

Datagram Protocol) 소켓 통신을 통해 송된 데이터를 

유무선 공유기에서 받아 Opkg 패키지를 사용하여 미리 

설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보드로 송하여 모터 제어를 

한다. (그림 1)은 서술된 동작 과정을 도표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시스템 동작 흐름도

   (그림 2)에서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유무선 공유기와 

속하여 UDP 소켓 통신으로 데이터 송을 해서 (그림 3)

과 같이 모터 제어를 하 다.

(그림 2) 스마트폰 UI

(그림 3) 시스템 동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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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OpenWrt가 포  된 유무

선 공유기에 속하여 인터페이스 보드를 이용하여 DC 

모터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로서 실제 유무선 공유

기를 이용한 주변 기기와의 연동  소켓 통신을 하 으

며 DC 모터에 블라인드 제어 시스템을 연결할 경우 유무

선 공유기의 임베디드 기기로서의 활용성을 보 다. 

감사의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2년 

콘텐츠산업기술기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정규식, 김정길, 곽후근, 장훈, “유무선 공유기를 이용

한 임베디드 리 스 시스템 구축  응용”, 그린, 2009

[2] Tod E. Kurt, "Low-cost On-board Linux, Vision, 

Wi-Fi, and more for the Roomba Robotics Base", Proc. 

of AAAI Spring Symposium 2007, pp.88-89, 2007

[3] Chiaki Yamaguchi and Ryoei Ito, "A Field Image 

Monitoring System Based on Embedded Linux", Proc. 

of the 16th Tri-University International Joint Seminar 

and Symposium 2009, pp. 1-4, 2009

[4] 김종민, “자동제어 롤 블라인드가 시쾌 성 향상  

에 지 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한양 학교 공

학 학원, 2009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 59 -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