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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의 홈 시스템은 비용이 비싸며 공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다.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은 아두이노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적,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기능을 넣었다. 온, 습도 센서를 이용해 내부 온도가 설정 값보다 높으면 에어컨이 

켜지고, 습도가 낮으면 자동으로 가습기가 작동한다. 또한, 창문에 부착된 UV센서를 통해 자외선 수치가 높아질 

경우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내려간다. 침실에 누워 잠들기 전,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런 경우, 직접 

불을 끄러 가지 않고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초음파 센서에 손을 가져다 대어 일정 거리 값 이하로 되면 자동으로 

침실 불이 꺼진다. 그리고 거실에 설치 된 인체감지센서를 통해 불이 꺼진 어두운 거실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거실 불이 켜지게 된다. 이러한 자동 제어 기능을 블루투스와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하여 사용자 편의에 

따라 수동적 제어가 가능하고, 거실에 설치된 ESP-32CAM을 통해 밖에서도 거실 내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아두이노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에게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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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 일반적인 가정집의 가전제품이나 조명 불 등은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기술인 구글 홈 음성 컨트롤러나 카카오 

미니 같은 경우엔 알람, 조명, 음악재생, 카카오톡 전송 등 기능이 

한정적이며,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또한 이런 기존 기술 제품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비용적 문제와 기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본 과제에서 통해 개발하려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은 

가정에서 수동으로 해왔던 조작을 자동으로 바꾸어 주며, 필요시 

자동으로 조작되는 것을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 수동 제어를 할 

수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컨이 가동되고, 자외선센서를 통해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건조하면 가습기가 

켜지도록 만들었다. 또한,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직접 불을 끄러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다. 외출 시에 

거실에 부착된 카메라로 밖에서 실시간으로 집안내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Diagram of Smart Ho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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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s of Smart Home System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그림과 같이 메인부, 센서부, 통신부, 

구동부로 나뉘어져 있다. 센서부인 온습도 센서와 UV센서, 초음파 

센서, 인체감지 센서는 온습도, UV, 거리값, 움직임을 감지하여 아두이

노로 데이터를 넘겨준다. 아두이노는 넘겨받은 값으로 온도 24℃ 

초과 시 쿨링팬이 작동하고 24℃이하일시 쿨링팬이 멈춘다. 또한 

습도가 60%초과 시 가습기가 꺼지고 60% 이하일시 가습기가 켜진다. 

UV값이 0.6미만이면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1.5초과면 블라인드가 

내려간다. 인체감지 센서로 거실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거실

불이 켜진다. 통신부인 ESP 32CAM을 거실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거실 내부를 확인 할 수 있고, HC-06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구동부인 LED3개와 스텝모터, 쿨링팬을 사용자 편의에 따라 수동조

작 할 수 있다.

Fig. 2. Circuit Diagram(Smart Home)

2. Flow Chart for Smart Home

<Fig 3>과 같이 START 후에 각 구동 메인부와 센서부가 동작을 

위한 초기화 작업을 한 뒤, 스마트홈 시스템의 자동제어를 위해 각 

센서들의 동작을 시작한다. 먼저 온습도 센서를 통해 실내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온도 24℃초과 시 에어컨을 작동시키고,24℃이하일

시 에어컨을 정지한다. 마찬가지로 습도 60%이하일시 가습기가 작동

하고 60%초과할 경우 가습기를 정지시킨다. 블라인드의 경우 UV센

서를 통해 실내 UV측정값이 1.5초과일 경우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0.6이하일 경우 블라인드를 올린다. 거실의 인체감지센서를 활용해 

야간에 인체감지가 될 경우 불이 점등되고, 침실의 경우 침대머리맡의 

초음파센서를 통해 초음파 거리를 측정하여 3cm이하로 측정될 경우 

침실조명이 꺼지게 되어있다. 카메라 모듈을 이용해 와이파이 통신을 

하여, 집안 내부영상을 송출하여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동시켜 앱을 통해 모든측

정센서와, 구동센서를 수신하여 센서별 기능을 ON, OFF 및 동작 

제어가 가능하다.

Fig. 3. Flow Chart

3. Implementation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은 온습도, UV, 인체감지,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측정값에 따라 가습기, 에어컨이 작동하고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야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거실에 불이 들어오

며, 침대 머리맡의 센서가 감지되면 침실의 불이 꺼진다. 또한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집안 내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하던 기능을 수동으로 On, 

Off 할 수 있다.

Fig. 4. Smart Home System Using Arduino

III.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에서 수동적으로 하던 작업을 자동으로 

바꾸어 주어 편리함을 제공하며, 자동 기능을 블루투스로 제어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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