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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치과용 통합공 장치를 실시간으로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결과를 Wi-Fi 무선랜 통신을 통

해 송수신이 가능한 제어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한 제어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운 체제를 내장하기 해 S3C6410 

ARM 칩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개발한 제어시스템은 Wi-Fi 통신, RS485, 리녹스 2.6  안드로이드 운 체제 2.0을 

내장하도록 보드를 개발하 다. 개발한 제어시스템은 치과용 통합공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정수기, 컴 서, 석션

을 실시간으로 제어하 다. 실험결과, 개발한 제어시스템은 각 제어기 모듈과 연계하여 정수기, 석션  컴 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 고, 그 상태 값을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제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표시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real-time control system with Wi-Fi wireless communication was developed for dentistry Integrated Device. The control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the Android platform using S3C6410 ARM core that is equipped with Wi-Fi communication, RS-485, Linux 2.6 

and Android 2.0. The control system controls a water purifier, compressor and suction in real-time.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control 

system was controlled by each control modules connected with a water purifier, compressor and suction. The status values are displayed in 

real-time using RS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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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과용 유니트체어는 고압의 공기를 제공하는 컴

서와 깨끗한 치과용수를 제공하는 정수기, 물과 피  

이물질을 흡입하는 석션은 치과의 필수 장비이다.  

기존의 방식은 정수기와 컴 서  석션이 각각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설치에 넓은 면 이 많이 

필요하고, 한 컴 서나 석션은 소음과 진동이 심

하여 진료실과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므

로 공간이 낭비되며 진료실까지 에어 이나 수  등을 

길게 배치하여야 하므로 설치가 곤란한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기존에 리 사용되는 치과용 유니트체어에 연결하

여 물과 에어를 공 하는 정수기와 컴 서  진료시 

발생하는 폐수를 흡입하여 배출하는 석션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ARM 기반의 원격 리 시스템에 한 연구는 많

이 진행되고 있다[1-3].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IT 기술의 

고도화로 ‘편리함’의 개념을 월하여 지능화(스마트), 

융합화, 모바일화 기술로 한 차원 높게 변화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열풍을 시작으로 IT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단을 넘어 인간에게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인 수단으로 진화할 것이다

[4-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핵심기술인 안

드로이드 운 체제를 치과형 통합공 장치용 제어시스

템에 내장하 다. 개발한 제어시스템은 치과용 통합공

장치를 실시간으로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결

과를 Wi-Fi 무선랜 통신을 통해 원격에서 송수신이 가능

하게 하 다. 개발한 제어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운 체

제를 내장하기 해 S3C6410 ARM 칩을 이용하여 설계

하 다. 

Ⅱ. 치과형 통합공 장치의 구성도

2.1. 시스템의 체 구성도

본 기술개발에서는 치과용 유니트체어에 용수를 공

하는 정수기와 에어를 공 하는 컴 서  진료  

발생하는 폐수를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석션을 통

합하여 리할 수 있는 통합 리 시스템을 개발하 고, 

시스템의 체 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

는 것처럼은 치과용 통합공  시스템은 컴 서, 석션, 

정수기, 제어회로, 리모트 컨트롤  원격지의 서버로 구

성되어 있다. 

- 컴 서 : 모터의 회 에 의해 펌 를 작동시켜 공기

를 압축하여 고압의 공기를 유니트체어측으로 공 한

다.

- 석션 : 모터의회 에 의해 펌 를 작동시키고 이를 사

용하여 진료시 발생하는 구강내의 물과 피 등을 흡입

하여 제거한다. 

- 정수기 : 필터를 사용하여 물의 정수한 후 치과 진료에 

필요한 용수(양치용 물과 핸드피스의 냉각수 등)을 공

한다. 

- 제어회로 : 각 모듈의 내외부에 설치된 센서의 신호를 

달받아 화면에 표시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송하게 되며 외부로부터 달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각 모듈의 장치를 제어한다.

- 리모트 컨트롤 : 진료실 일측 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근할 수 있는 치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각 모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 원격지의 서버 : 제어회로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센

서의 정보를 달받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치의 작

동상태를 확인하며 장치를 제어하는 신호를 제어회로

측으로 달하게 된다.

그림 1. 치과용 통합공장치의 시스템 구성도
Fig. 1 The system configuration of dentistry integrate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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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드로이드 기반의 치과용 통합 공 장치의 메인 제어 시스템에 한 H/W 구성도
Fig. 2  The Configuration of H/W for control system of dentistry integrated device based on Android OS

2.2. 제어시스템의 H/W 구성도

본 논문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치과용 통합 

공 장치의 메인 제어 시스템에 한 H/W 구성도는 그

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메인보드에는 

Linux 2.6.97과 Android OS을 포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를 설계하 고, Wi-Fi 통신, 10/100Mpps 유선인터넷을 

장착하여 외부단말기(스마트폰, 테블릿 등)와 통신이 가

능하도록 설계하 다. 정수기, 석션  컴 서 제어기 

모듈과 통신을 하기 하여 RS485 통신 기능을 내장하

하 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치과용 통합 공

장치의 메인 제어 시스템의 실제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 치과용 통합 공 장치의 메인 제어시스템
Fig. 3 Control system of dentistry integrated device 

Ⅲ. 통신 로토콜 개발

3.1. 정수기 제어모듈과의 통신

본 논문에서 개발한 치과용 통합 공 장치의 메인 제

어시스템과 정수기와의 통신 로토콜에 한 구성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정수기 제어모듈과의 통신 로토콜
Fig. 4 Communication protocol of water purifier 

control module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정수기 제어모듈에서는 정

수기 쪽으로 명령을 송하면 정수기 센서부에서는 입

수압, 출수압, 수온, 해조 운 상태  가압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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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한 데이터를 정수기 제어모듈로 송하고 이

를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메인 제어시스템으로 송

한다.

① 송신신호

장비 ID 송명령 송내용 내   용

0xA0

0x01

0x11 정수기 상태 읽기

0x12 정수기 동작 읽기

0x13 정수기 Error Code

0x02

0x0A 정수기 정지 명령

0x05 정수기 가동 명령

0xA0 세척진행 명령

② 수신신호 : 상태 값 송(0x11)은 입수압, 출수압  

수온 데이터를 24bit로 송한다. 동작 상태(0x12)은 

정수기 가동(8bit), 해조 가동(7bit)  가압펌  운

상태(1bit)로 구성된다. 

③ Error 상태(0x13)

세척가동 세척단계3 세척단계2 세척단계1

8bit 7bit 6bit 5bit

해조교환 필터교환 온 과열

4bit 3bit 2bit 1bit

3.2. 컴 서 제어모듈과의 통신

본 논문에서 개발한 치과용 통합 공 장치의 메인 제

어시스템과 컴 서와 통신 로토콜에 한 구성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컴 서 

제어모듈에서는 컴 서 쪽으로 명령을 송하면 컴

서 센서부에서는 온도, 압력, 탱크압력, 작동상태  

에어필터 상태에 한 데이터를 컴 서 제어모듈로 

송하고 이를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메인 제어시스템

으로 송한다.

① 송신신호

장비 ID 송명령 송내용 내   용

0xB0

0x01

0x11 컴 서 상태 읽기

0x12 컴 서 동작 읽기

0x13 컴 서 Error Code

0x02
0x0A 컴 서 정지 명령

0x05 컴 서 가동 명령

② 수신신호 : 상태 값 송(0x11)은 압력  온도을 24bit

로 송하고, 동작 상태(0x12)은 컴 서1(3bit), 컴

서2(2bit)  냉각팬(1bit)로 구성된다.

③ Error 상태(0x13)

온도과열 출

2bit 1bit

그림 5. 컴 서 제어모듈과의 통신 로토콜
Fig. 5 Communication protocol of compressor 

control module

3.3. 석션 제어모듈과의 통신

본 논문에서 개발한 치과용 통합 공 장치의 메인 

제어시스템과 석션과 통신 로토콜에 한 구성은 그

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석션 제어

모듈에서는 석션 쪽으로 명령을 송하면 석션 센서부

에서는 온도, 재상태, 작동상태, 속밸  상태  과

열상태에 한 데이터를 석션 제어모듈로 송하고 이

를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메인 제어시스템으로 송

한다.

① 송신신호

장비 ID 송명령 송내용 내   용

0xC0

0x01

0x11 석션 상태 읽기

0x12 석션 동작 읽기

0x13 석션 Error Code

0x02
0x0A 석션 정지 명령

0x05 석션 가동 명령

② 수신신호 : 상태 값 송(0x11)은 온도(8bit)를 송하

고, 동작 상태(0x12)은 석션가동(8bit), 과열상태(5bit), 

속밸 (1bit)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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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드로이드 기반의 치과용 통합 공 장치의 S/W 미들웨어의 구조
Fig. 7 The structure of S/W middleware for dentistry integrated device based on Android OS

③ Error 상태(0x13) 

석션 에러

1bit

그림 6. 석션 제어모듈과의 통신 로토콜
Fig. 6 Communication protocol of suckction 

control module

3.4. 제어시스템의 미들웨어 설계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치과용 통합공  장치의 정수

기, 컴 서  석션을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

기 한 신호 흐름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AppBroadcastReceiver : 보드 부 시 자동으로 어 을 

실행하게 한다.

▪Cleaning : 세척단계에 한 클래스이다. 

▪Compressor : 텍스트 뷰를 이용하여 컴 서의 상태

를 디스 이 하며 버튼의 이벤트로 각종 장치를 제

어한다.

▪Data : 장치로 보낼 신호를 만들기 한 클래스이다. 

▪Dentist : 로젝트 시작 시 기화면으로 각각의 모드

에 한 속을 담당한다.

▪Environment : Wi-Fi 동작상태, 서버와의 연결을 하기 

한 환경설정을 하는 곳이다.

▪Information : 메인에서 소켓을 통해 받은 데이터를 분

리하여 장한다.

▪State : 각각의 장치에 한 작동 정보를 담고 있는 클

래스이다.

▪Suckction : 텍스트 뷰를 이용하여 석션의 상태를 표시

하며 버튼의 이벤트로 각종 장치를 제어한다.

▪Water : 텍스트 뷰를 이용하여 정수기의 상태를 표시

하며 버튼의 이벤트로 각종 장치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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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그림 8은 개발한 제어 시스템을 치과용 통합공  장

치에 장착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보는 것처

럼, 메인화면은 버턴방식으로 구성하 고 정수기, 컴

서, 석션  환경설정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 제어시스템의 메인화면
Fig. 8  Main window of control system

그림 9는 정수기에 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림 9에서 보는 것처럼, 출력정보는 입 수압, 출 수압, 수

온, 해조 운 상태, 가압펌  운 상태, 필터  해

조 교체이고, 온도  수압은 센서에서 받는 값을 수치로 

출력하 고, 해조 운 상태와 가압펌  운 상태는 

On, Off로 표시하 다. 그리고 교체상태는 정상, 교체로 

표시하 고, 원 버튼은 정수기를 가동시킬 때 사용하

다. 

그림 9. 정수기에 한 실험결과
Fig. 9 The result of experiment for water purifier

그림 10(a)는 제어시스템에서 정수기 제어모듈을 보

내는 RS485 통신 신호를 나타내었고, 그림 10(b)은 정수

기 제어모듈에서 제어시스템으로 보내는 입 수압, 출 수

압, 수온, 해조 운 상태, 가압펌  운 상태, 필터  

해조 교체에 한 신호이다.

(a) 

 

(b)

그림 10. 제어시스템과 정수기 제어모듈간의 통신신호
(a) 정수기 수신신호 (b) 정수기 송신신호

Fig. 10 Communication signal between control system 
and water purifier. (a) Receive signal of water purifier 

(b) Transmitting signal of water purifier
 

그림 11은 컴 서에 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출력정보는 온도, 압력, 탱크 

압력, 작동, 작동 조건, 에어필터 교체일자이고, 온도  

압력은 센서에서 받는 값을 수치로 출력하 고, 작동은 

재 컴 서의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On, Off

로 표시하 다. 그리고 작동 조건은 온도나 압력이 정상

인 수치를 띄는지를 나타내고, 교체일자는 통신으로

부터 받은 값과 비교하여 정상, 교체로 나타내었다. 원 

버튼은 컴 서를 가동 시킬 때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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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컴 서에 한 실험결과
Fig. 11 The result of experiment for compressor

그림 12(a)는 제어시스템에서 컴 서 제어모듈을 

보내는 RS485 통신 신호를 나타내었고, 그림 12(b)는 컴

서 제어모듈에서 제어시스템으로 보내는 온도, 압

력, 탱크 압력, 작동, 작동 조건, 에어필터 교체에 한 신

호이다.

(a)

 

(b)

그림 12 제어시스템과 컴 서 제어모듈간의 통신신호
(a) 컴 서 수신신호 (b) 컴 서 송신신호

Fig. 12 Communication signal between control system 
and compressor. (a) Receive signal of compressor 

(b) Transmitting signal of compressor

그림 13. 석션에 한 실험결과
Fig. 13 The result of experiment for suction

(a)

 

(b)

그림 14 제어시스템과 석션 제어모듈간의 통신신호
(a) 석션 수신신호 (b) 석션 송신신호

Fig. 14 Communication signal between control system 
and suction. (a) Receive signal of suction
(b) Transmitting signal of suction

그림 13은 석션에 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3에서 보는 것처럼, 출력정보는 온도, 상태, 작동, 속 

밸 , 과열상태를 표시하 고, 온도  압력은 센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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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값을 수치로 출력하 다. 상태는 명령하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완료와 기 으로 표시하 고, 작동

은 재 석션의 작동상태를 나타낸다. 과열상태는 온도 

값이 기 치 이상인지를 별하는 것으로 과열, 정상으

로 표시하 다.

그림 14(a)는 제어시스템에서 석션 제어모듈을 보내

는 RS485 통신 신호를 나타내었고, 그림 14(b)는 컴

서 제어모듈에서 제어시스템으로 보내는 온도, 상태, 작

동, 속 밸 , 과열상태에 한 신호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유니트체어 용수, 에어 공   

석션 시스템의 문제   사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하여 한정된 좁은 면 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며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한 치과용 통합 공 장치

의 제어시스템을 개발하 다. 

실험결과, 치과형 통합공 장치를 한 안드로이드 

운 체제가 내장된 제어시스템은 치과용 통합 공 장

치로부터 정수기, 컴 서  석션에 한 상태값을 

RS485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시하 다. 그리고 메

인 시스템에서 구 한 원 버턴을 통해 시스템을 

ON/OFF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치과용 통 공 장

치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에러 신호 발생

하여 사용자에게 송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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