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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oT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종류의 스마트 가전제품이 

출시되었다. 그 중 스마트 냉장고는 소비자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에 출시되어져 있는 스

마트 냉장고는 아직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다양한 제어를 하는 것이 개발 초기단계에 그쳐있다. 또한 비용적

인 부분에서도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이미 출시는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대중화되어 있

지 않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동적인 제어가 상당부분 필요함으로 판단하여 일반 냉장고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장을 볼 때, 이미 구비되어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같은 종류의 식품을 중복되어 구매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음식의 유통기한도 기록하지 않아서 유통기한

이 지난 음식을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식자재 관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현대인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터치스크린을 통해 냉장

고 안의 식자재를 관리함과 동시에 저장 및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로 스마트폰에도 동일

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동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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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IOT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전자제품에 인터넷을 도입하

여 많은 스마트 전자제품이 출시되었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기까지

의 많은 비용적 제약이 따르고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들을 줄이고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동반한 IOT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냉장고 안에서 서보모터를 통해 선반이 움직임

에 따라 식자재를 정리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선반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터치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같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한 ‘스마트 앱을 활용한 IoT기반 스마트냉장고’에 대하

여 기술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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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ircuit of refrigerator System

냉장고의 선반을 제어하기 위해, 움직이는 선반에 아두이노를 중심

으로 서보모터 2개를 추가하였고 바코드 인식을 위한 바코드스캐너를 

추가하여 음식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음식 정보를 기입하여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

도록 하여 편의 요소를 높였다.

Fig. 2. Circuit Diagram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의 그림과 같이 메인부, 제어부, 

센서부, 구동부, 통신부, 영상부로 구성되어있다. 메인부의 아두이노에

서는 센서부에서 측정된 센서값들을 받아 프로그래밍 된 조건에 

따라 제어부로 모터 동작 신호를 전달하고, 제어부에서는 동작 신호에 

따라 연결된 모터를 구동시킨다. 메인부의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영상

부의 디스플레이의 가상키보드를 통해 음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저장할 수 있다. 통신부의 블루투스 모듈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저장된 값을 송신한다.

2. Implementation

[Fig. 3]의 그림이 본 논문에서 기술한 ‘스마트 앱을 활용한 IoT기반 

스마트냉장고’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이다. 전면 스크린을 기준으로 

내부에는 냉장고안의 식품을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선반이 서보모터

와 함께 구성 되어있고, 옆면에 바코드스캐너를 부착해서 식품의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인식된 바코드가 전면의 

터치스크린에 나타나게 된다. 나타난 바코드번호와 함께 사용자는 

유통기한 및 음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저장할 수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전면 터치스크린에서 

기입한 바코드값과 저장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스마트폰에서 저장한 내용을 터치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 Smart refrigerator with Smart Application

시스템의 동작은 센서와 모터 동작을 위한 아두이노 초기화 단계를 

거친다. 그 후 스마트폰과 블루투스가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앱 연결이 잘 되었을 때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바코드를 찍으면 

바코드의 값이 터치스크린에 출력이 되는지 확인한다. 출력이 된다면 

사용자는 음식의 유통기한 및 음식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여 저장하게 

되고 터치스크린을 통해 저장한 음식에 대한 정보가 스마트폰으로도 

보여지는지 확인한다. 기입한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터치스크린과 

스마트폰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알림 팝업이 뜨게된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기술한 ‘IoT기반 스마트냉장고’에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냉장고의 기능을 융합한 시스템이

다. 사용자가 유통기한이 저장된 식품을 관리함에 따라 불필요한 

음식을 정리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냉장고 표면에 있는 터치스크린으로만 식품을 저장하

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스마트 냉장고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앱을 활용한 IoT기반 스마트냉장

고’이 상용화되면, IOT 스마트 가전제품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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