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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Arduino MEGA 2560을 이용하여 JSN270을 통한 와이파이 시스템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제어 할 

수 있는 컨트롤 제어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집 내부의 각종 전자기기, 센서, CCTV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간편하

게 구동 할 수 있고 또한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해 상시 감시하여 움직임을 감지시 경보 시스템을 작동 시키도록 설계되어져 있

다. Arduino MEGA 2560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와이파이를 통해 내부를 포함한 외부에서도 각종 전자 부품을 

ON/OFF 시킬 수 있으며 Raspberry Pi를 통해 카메라로 집 내부, 외부를 확인하여 어플을 통해 도어락을 해제 시킬 수도 있다.

키워드: 화재 대피(Fire Evacuation), 화재 감지(Fire Detection), 아두이노(Arduino)

I. Introduction

최근 전 세계에서 차세대 IT기술로 IOT를 주목하고 있는 추세로서 

2020년 까지 IOT 시장은 2조 달러로 성장하여 약 300억개의 가전제품, 

센서 들이 IOT기술로 연결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CTV와 침입감지센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제어 뿐 만이 아니라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겸비 할 수 있는 스마트홈 오토메이션을 개발하

였다. 메인 MCU( Arduino Mega 2560 )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였고 라즈베라파이2를 통한 카메라영상통신 동작 및  Wifi 

통신을 이용한 웹 서버 통신 및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웹서버 통신 

및 하드웨어을 직접 설계하였다.메인 제어부인 MCU에서는 통신부 

WIFI SHIELD의 웹 서버 통신을 통하여 구동부인 가스레인지, 

에어컨, 공기 청정기, 보일러, 각 방의 전등 및 도어락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고 인체감지 센서 값을 받아서 침입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상부인 Raspberry Pi 웹서버 통신으로 실시간으

로 카메라 모듈을 통한 CCTV를 구현하였다. WIFI SHIELD를 

통한 웹서버 통신으로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어디 있든지 스마트 

홈 내부의 전자 기구들을 제어 가능하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Fig.1과 같다.

Fig. 1. Diagram of IOT Smart Home Control System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IOT Smart Home Control System

회로도는 전원부, 메인부(MCU), 통신부, 센서부, 입력부, 출력부, 

카메라 송신부로 나누어진다. 전원부는 5V 배터리를 이용하여 

Arduino와 Raspberry에 직접 인가하게 되고, WIFI　SHIELD가 

on 상태가 되어지며 모든 값이 초기화 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CTV, 가스레인지, 에어컨, 공기 청정기, 보일러, 각 방의 

전등 및 도어락을 컨트롤하고 인체감지 센서의 값을 받아들여 침입감

지를 체크하여 LED 출력 및 사운드를 출력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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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ircuit Diagram

2. Flow Chart for Control

본 논문에서 arduino mega2560은 전원부에서 5V의 입력전압을 

받아 통신부인 와이파이 모듈과 통신을통해 구동부인 서브모터(도어

락),팬모터(에어컨,공기청정기),RGB LED STRIP(보일러 및 각 방의 

전등,TV 및 가전제품,보안 감지 LED),도어락 입력 LCD, 전원을 

인가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웹 서버 통신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서 컨트롤러 조작시 와이파이 쉴드를 이용하여 구축한 웹서버로 

통신하여 모든 가스레인지,TV,에어컨,각 방의 전등, 보일러, 공기청전

기 등을 제어가 가능하게 하였고 인체감지센서를 통하여 침입감지시스

템을 받아들여 알림으로 사용하였다. 처음 전원을 켜면 MCU인 

Arduino MEGA 2560이 초기화 설정되고, 카메라, 서보모터, 가스레

인지, LED, 공기 청정기, 와이파이를 구동 준비 시킨다. 초기화가 

끝난후 카메라를 구동시 CCTV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서보모터는 

도어락, LED는 가전제품, 팬모듈을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게 된다.  

원하는 기능을 동작후 다른 기능을 수행 할 것인지 아니면 어플리케이

션을 OFF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Fig. 3. Flow Chart

3. Implementation

연구의 결과물은 아두이노를 이용한 IOT 스마트 홈은 와이파이 

통신을 이용하여 도어락, CCTV, 공기청정기, 에어컨, 보일러, 불 

등을 컨트롤 하고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침입을 인지하고 경보음으로 

알리는 기능을 가진다. 스마트 홈에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밖의 

해가 지면 집안의 불이 켜진다던지 하는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센서의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구현된 

결과물은 Fig. 4와 같다.

Fig. 4. IOT Smart Home Control System

Ⅲ. Conclusions

향후 여러 센서들을 접목시켜 보다 향상된 기능과 실제 적용성이 

있는 IOT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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