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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두이노와 모듈을 결합하여 서버와 통신하고, 압축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압축기를 원격으로 동작 시킬 수 있는 자동 압축 시스템을 연구한다.

   

그림 1. IoT 제어 심의 아두이노

그림 2. 블루투스와 WiFi 비교

1. 서론

  IoT(Internet of Things)[1]에 한 연구  개발이 진행

되고 보 이 확산됨에 따라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간편하

게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인 자동 압축 시스템에 한 연구를 진행한다.

2. 련연구

 아두이노는 여러개의 부가  기능을 하는 쉴드(Shield)[2]

를 부착하여 IoT를 구 하는 기본 인 시스템  하나이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라즈베리 이와 달리 간

단하고 반복 인 기기제어 심의 역할을 한다.

  아두이노와 기기의 통신은 주로 블루투스와 WiFi를 통

해 구 된다[3]. 블루투스는 비교  단거리에서 별도의 망

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되며 WiFi는 매우 먼 거

리에서도 제어 명령을 달 할 수 있지만 근처에 WiFi모

듈을 통해 연결 할 수 있는 별도의 인터넷 망이 필요하다.

  자동 압축 시스템은 사용자가 해당 기기와 하거나 

근처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월하게 명령을 내리고 확

인 할 수 있어야하고 외부에서 기기에 간섭할 수 없도록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WiFi를 사용하는 것이 시

스템의 장 을 극 화 시킬 수 있다[4].

  아두이노를 제어 할 수 있는 조건을 생성 가능한 모듈

로는 외선 센서, 음  센서, 마그네틱 센서 등이 있다. 

이러한 센서를 응용하여 자동 압축기를 제어 할 수 있는 

조건을 생성  리하도록 한다.

 

3.  구

 3.1 자동 압축기 구

 자동 압축기는 명령이나 상황에 따라 압축기가 상하 운

동을 실행하게 된다. 모터가 정회 과 역회 을 하도록 설

계하고 정회 일 경우 피스톤을 하강, 역회 일 경우 상승

운동을 하도록 하는 기 신호를 아두이노를 통해 제어한

다. 기신호는 체크리스트가 모두 실행되어 이상이 없을 

경우 True를, 그 반 의 경우 False를 반환하도록 하여 

동작을 2가지로 압축시킨다. 이때 자동 압축기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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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동 압축기의 FlowChart

구분 품명 사양  규격

개발

컴퓨터
개인컴퓨터

- Intel(R) Core(TM) i5-6600 

3.3GHz

- 8GB Memory *2

- SSD 128GB

- GIGABYTE GTX1060

- Windows 7 Home 64bit

서버

컴퓨터

연구실

컴퓨터

- Intel(R) Core(TM) i5-2400 

CPU @ 3.10GHz 3.10 GHz

- 8GB Memory

- NVIDIA GeForce GT 610

- Windows7 Enterprise KN

아두이노
아두이노 

우노 R3
- ARDUINO 1.8.6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True 상태일 경우 Interrupt

를 발생시켜 최 거리까지 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False신호를 입력받아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3.2 서버 구

 자동 압축기를 원거리에서 제어 하기 해 WiFi를 사용

하게 된다. 이때 외부 기기를 통해 해당 압축기에 근하

고 상태를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버를 이용한 통신을 구

하도록 한다. 아두이노에서 재 압축기의 상태를 True와 

False로 구분하여 서버로 달하게 되면 서버와 연결된 

Application 또는 View를 통해 자동 압축기의 상태를 실

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도록 한다.

 3.3 아두이노 통신 구

 자동 압축기와 연결된 아두이노를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

도록 최소한의 모듈을 이용하여 WiFi를 사용 할 수 있도

록 한다. ESP8266를 사용하여 AT command를 이용한

다.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AT command를 이용

하여 현재 WiFi와 연결 상태를 체크하고 연결 확인 후 압

축기를 동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정된 WiFi에 접

속하도록 설정한다. 이때 AT command를 Serial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Serial.print명령어를 사용하여 Serial통

신을 이용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현은 <표 1.>에 제시

되어있는 환경에서 구현하였다.

표 1. 개발환경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자동 압축기를 구

하는 방법과 서버를 이용하여 자동 압축기를 원거리에

서 동작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 다. 자동 압축기의 경

우 재 상황에 따라 피스톤의 움직임을 제어 할 수 있는 

기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자동 쓰 기 압축기, 자동 문 

개폐장치 등과 같이 간단하고 반복 인 동작이 필요 한 

경우 쉽게 응용이 가능하다. 한 외부 Application이나 

View를 통해 조회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다

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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