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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풍부하게 제공 되어 최근 출시되는 많은 가전제품과 전기전자 제품들은 인

터넷에 접속하여 웹브라우저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품들은 대부분 인터넷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주변의 가전제품 및 전기용품들을 

인터넷 환경에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 전원 콘센트를 위한 임베디드 WEB 제어환경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인터넷 전원 콘센트 제어기는 위즈넷사에서 개발한 하드웨어 TCP/IP 프로세서인 W5300을 사용하여 AVR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운영 가능한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임베디드 WEB 서버를 구현하였다. 하드웨어 TCP/IP 프로세

서를 사용하여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서 소형의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완전한 TCP/IP 스택의 구현이 가능하여 

개발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소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키워드: 임베디드 WEB(Embedded WEB), 인터넷전원콘센트(Internet Outlet), 임베디드 네트워크 제어기(Embedded 
Network Controller), 하드웨어 TCP/IP 프로세서(Hardware TCP/IP Processor)

I. 서론

인터넷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요즘 보편

화되고 있는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홈오

토메이션 시스템은 시스템의 규모가 방대하고, 가격이 고가이며,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주로 연결할 수 있으

므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 개발한 인터넷 전원 콘센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AVR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소규모 단일칩 MCU로 구동가능한 W5300 하드웨

어 TCP/IP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설계함으로서 비용이 저렴하고 

소형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1][2].
  따라서 임베디드 리눅스와 윈도우즈 모바일과 같은 운영체제

를 내장한 시스템에 비하여 인터넷 전원콘센트와 같은 저가의 소

형제품에도 폭넓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II. 본론

2.1 웹서버를 내장한 인터넷 콘센트의 구현

본 논문에서는 위즈넷사의 최신 하드웨어 TCP/IP 프로세서인 

W5300과 Atmega128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가정용 전원

을 인터넷 웹 페이지를 통하여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임베디드 

네트워크 제어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4]. 
특히, 임베디드 네트워크 보드는 인터넷 웹페이지의 이미지나 

플래시 컨텐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대용량 시리얼 플래시인 

AT45DB041D 채택하여 설계 하였다. 그림 1은 웹서버를 내장한 

인터넷 전원 콘센트를 조립한 모습을 보여 준다[4]. 

그림 1  인터넷 전원콘센트의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Internet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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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베디드 WEB 제어 환경의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인터넷 콘센트를 위한 임베디드 Web 제어

환경은 IP주소와 포트번호로 접속하면 실시간 제어를 위한 모니터

링/콘트롤 화면이 나타난다.  또한 네트워크설정 메뉴를 통하여 인

터넷 전원 콘센트의 IP주소, Gateway주소, 서브넷 마스크, DNS 
서버의 주소 및 네트워크 제어기 보드의 MAC 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는 임베디드 WEB 제어환경을 갖는 인터넷 전원 콘

센트의 동작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2  임베디드 웹 제어 환경의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Embedded WEB Environment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TCP/IP 프로세서인 W5300을 내장한 

인터넷 전원 콘센트를 제작하고 임베디드 WEB 제어 환경을 구현

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운영체제 없이 단일칩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이

더넷제어기를 사용하여 구현비용이 저렴하고 소형경량화가 가능

하여 저가의 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에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따라서 임베디드 리눅스와 윈도우즈 모바일과 같은 운영체제

를 내장하여 웹 서버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비하여 인터넷 전원콘

센트와 같은 저가의 소형제품에도 폭넓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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