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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대성이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제어가 용이하지 않은 체육관이나 강당 등의 높은 곳에 설
치된 블라인드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과 원거리에서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하드웨어 장치로는 FPGA 에 내장된 Soft-Processor 를 이용하며 WiFi 망을 통한 인터넷의 연결로 
스마트폰과의 통신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로는 RTOS 가 사용되어 통신 방식의 변화에 따른 확장

성을 고려하고 lwIP 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사용자 화면을 구성하고 제어하도록 설계하였다. 
 

1. 서론 1) 

현재 대부분의 수동으로 동작하는 블라인드는 개폐 
방법에서 끈을 사용한다. 블라인드의 설치 장소가 높
은 체육관이나 강당의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
아 개폐의 어려움이 있다. 
개선 방안으로 전동 모터를 사용하면 높은 곳의 블라

인드를 쉽게 제어할 수 있지만 조작부를 찾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RF 리모컨 장치를 활용한 방
법이 있지만 RF 리모컨은 분실의 문제점이 있고 휴
대성이 낮으며 건물 밖에서의 제어가 불가능하다. 또
한 시간, 계절 등의 주변 환경에 따른 능동적인 제어

에는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1]. 
휴대성이 높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동 블라인드

를 제어하면 블라인드 제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를 보다 정
밀하게 제어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제어가 
가능해 진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블라인드의 동작을 담당할 
제어보드의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보드에 내장되는 
프로세서에 다양한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제어보드로 연결하기 위한 효과적

인 통신 시스템을 설계한다.  
 

2. 블라인드 제어보드 설계 

                                                           
* 본 과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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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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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제어보드는 크게 3 가지 블럭으로 구성하

였다. 첫번째 FPGA 블럭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신블럭은 스마폰과 통신을 담당한다. 마지막 제어

블럭은 블라인드의 전동 모터를 제어한다. 

 
(그림 1) 보드 전체 구성도 

그림 1 은 보드의 전체 구성도이다. 

 
(그림 2) 제어보드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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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는 실물 제작을 가정한 보드의 모델링이다. 
제어보드는 협소한 공간의 장착을 고려하여 명함 크
기의 2 층 PCB 로 설계하였다. 

 
(그림 3) 하드웨어 회로도 도면 

그림 3 은 하드웨어의 회로도 도면으로 오른쪽에 2
가지 종류의 메모리가 배치되어 있다. 하나는 1MByte
의 메인 메모리와 USB 통신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 
공간을 위한 512Kbyte 의 공유 메모리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프로세서의 내부에 32Kbyte 의 프
로그램 코드 저장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2.1 FPGA 블럭 

 
(그림 4) FPGA 내부구성 도면 

그림 4 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의 
내부에 배치되는 IP(Intellectual Property) 연결 도면이

다. FPGA 는 전동 블라인드의 핵심으로 복잡하게 표
현되던 전통적인 표현 방법의 회로도 또는 
VHDL(Very High Description Language)를 단순화하여 
손쉬운 설계와 확장성이 확보된다. FPGA 내부에는 
32Bit 의 Soft-Processor 가 있으며 프로그램에는 C 언어

로 구현된 코드가 쓰인다[2]. 
Soft-Processor 프로그램은 RTOS(Real Time Operating 

System)을 사용하여 다중 프로세싱이 가능하도록 하
였으며 lwIP(lightweight IP)를 올려 소형 웹서버가 탑
재된다. 이 소형 웹서버는 스마트폰에서 브라우저로 
접속시 기기에 전송될 UI(User Interface) 웹페이지를 
전송한다[3]. 
2.2 통신 블럭 

통신 블럭은 USB OTG(On The Go) 컨트롤러인 
ISP1760 을 통하여 범용 USB WiFi Lan 을 사용하였다. 
확장의 용이함을 위하여 USB OTG 에 USB 방식의 다
양한 무선 모뎀(3G, LTE)을 연결하면 통신 방식의 변
경이 가능하고 Access Point 필요 없이 인터넷과의 연
결이 가능해 진다[4]. 

 
(그림 5) 통신망 구성도 

그림 5 는 블라인드 제어보드의 통신망 구성도이다. 
블라인드 제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터넷이 연
결된 Access Point 에 접속할 수 있다. Access Point 의 
WiFi 통달 거리 내에서는 스마트폰에서 WiFi 를 통한 
직접 제어가 가능하고 외부의 원거리에서는 3G 또는 
LTE 망을 통한 제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블
라인드 제어보드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블라인드를 제
어할 수 있는 UI 가 표시된다. 표시되는 UI 에는 Up, 
Down, Open, Close 의 URL 링크가 있으며 각각의 URL
링크에는 블라인드의 모터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제
어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다. 사용자가 URL 링크를 
클릭하면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 및 개폐에 해당하는 
패킷을 전송되며 해당 동작에 맞는 제어가 이루어진

다. 
2.3 제어 블럭 

제어 블럭은 2 개의 릴레이를 사용하여 블라인드의 
동작 제어와 운동 방향을 제어하도록 설계하였다. 크
기의 제약이 많은 블라인드에는 AC 모터의 일종인 튜
블러모터(Tubular motor)를 사용되는데 이 튜블러모터

는 블라인드의 크기에 따라 3.6mA ~ 1100mA 의 전류

가 소모된다. 따라서 전류 용량이 큰 릴레이를 사용

하였다. 

 
(그림 6) 블라인드와 연결될 릴레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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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은 블라인드의 모터와 연결된 릴레이 도면

이다. 블라인드는 상향 제어와 하향 제어시 각각 슬
랫의 각도가 함께 제어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상향, 
하향의 두가지 신호만으로 개폐의 조작 및 슬랫의 각
도를 함께 제어하도록 설계하였다. 

각도 제어는 방향 모터의 신호 길이에 따라서 제어

되기 때문에 FPGA 의 Soft-Processor 에서 모터의 신호 
길이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스마트폰에서는 단순한 명
령 패킷만을 전송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어보드에 사용된 FPGA 에는 많은 입출력 단자가 
기본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릴레이의 추가와 소스코

드의 일부 수정만으로 다중의 블라인드를 동시에 제
어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 

 
3. 결론 

수동 및 자동 제어가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제어 하기 위하여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

폰을 활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거리의 장소에서 블
라인드의 제어가 가능하게 되며 정밀한 슬랫 각도의 
제어를 통한 능동적인 동작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을 통한 블라인드 제어 시스템을 응용하여 
단순한 블라인드의 제어가 아닌 다중의 그룹 제어에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창문의 블라인드를 하나의 스마

트폰으로 손쉽게 제어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 및 계절, 
날씨 등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되는 능동적인 제
어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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