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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용어들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스마트'라는 이름을 가진 디바
이스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Smart Home, Smart Farm,
Smart.. 등)들의 공통점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물인터넷에 대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없는 세상이 온다.' 예를 들어, 우리
가 평소에 숨을 쉬면서 '아, 내 주변에 산소가 있구나.'라고 인식하지 않듯이 인터넷이 연결되어있다
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2018
년도부터 시행되고있는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정책에 따라 여러 형태의 스마트 교구
들과 결합한 메이커 교육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교구를 이용한 단편적인 체험 위주에 머물러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고학년이나 중급 이상 대상의 프로그램 역시 코딩 예제를 위주로 아두이노와 같은 오픈소
스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작동되는 디바이스 하나를 만들어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과
정에서 정말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연결'은 없습니다. 즉, 인터넷을 활용하는 무선 통신 내용은 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중에 하나는 일단 번거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선통신을 이용해 디바이
스를 제어하는 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통신하는 신호에 맞게 디바이스의 코딩을 다시 해줘야
하며 앱을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래밍도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만 복잡해져도 학생들을 지도하
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걸립니다. 또한, 통신 방법도 다양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발보드들이 너
무 많이 출시되고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의 주제인 '블링크(Blynk)'를 접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Blynk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신의 종류나 개발보드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 없이, 그리고 별도의 코딩 없
이 단순한 위젯 구성으로 디바이스를 제어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blynk는 초등학생도 스스로 다
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보드가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또는 다른 어떤
보드이든, 연결하고자 하는 통신이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아니면 블루투스이든 전혀 관계없이 너무
나도 쉽게 IoT기반의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blynk는 교육용뿐만아니라 비즈니스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blynk를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사물인터넷 실습 프로젝트를 다룸으로써 누구든지
스스로 구상한 IoT 기반의 프로젝트를 단순하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아두이노
(Arduino) 보드와 NodeMCU, 라즈베리파이를 기준으로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를 통해 Blynk와
연결하여 환경 설정부터 IoT 프로젝트까지 함께 만들어보도록 작성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IoT 플랫폼 Blynk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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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lynk 소개
Blynk는 iOS 또는 Android 앱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Arduino, Raspberry Pi와 같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 입니다.
디지털 대시보드로써 단순히 위젯을 가져오고 배치하여 프
로젝트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축하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Blynk는 특정 보드(Board)나 쉴드(Sheild)에 한정되어 있
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신하는지는
전혀 관계 없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Blynk 공식 홈페이지인 www.blynk.cc 에 접속하면 blynk
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Blynk는 2015년 2월 경에 킥스타터(Kickstarter)에서 클라
우드 펀딩을 시작해서 약 2천명이 넘은 후원자들을 통해 약 5만달러를 펀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후 더욱 세련된
UI로 발전함과 동시에 빠르게 파트너사를 확장하여 현재는 400개 이상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하드웨어부터 산업용 개발보드까지 거의 모든 개발 보드와 연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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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 홈페이지에서 'DOCS' 메뉴를 클릭하면 blynk에 연결하는 통신 방법에 따른 기초적인 설치 및 설정 방법부터 각
위젯의 기능에 대해 영문으로 상세하게 작성해놓은 안내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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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옆 'COMMUNITY'메뉴를 클릭하면 Blynk Community 링크로 넘어갑니다. Blynk Community는 마치 GitHub
와 같이 Blynk User들이 모여서 오픈소스를 공유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도
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자 또한 이 커뮤니티 상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topic을 만들어 도움
을 요청했는데 매우 즉각적이고 친절한 유저들 덕분에 막히는 부분을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Blynk Community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계정을 등록하고나서 글을 쓰기 전에 '[README] Welcome to Blynk
Community!'라는 제목의 글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용 tip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글을 숙지하고 시
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FOR BUSINESS' 메뉴를 클릭하면 Blynk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Blynk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을 실제 앱으로 구현하여 앱스토어에 올리고자 한다거나 상업적인 목
적으로 Blynk cloud server를 이용한 IoT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
습니다.

Blynk로 할 수 있는 것들?
Blynk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물인터넷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강
력합니다. Blynk 캠페인 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ot Milk?

당신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디바이스에서 냉장고 내부의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에 마트에 갔을 때 Blynk 앱을 열고
냉장고 사진을 확인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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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Drone?

만약 당신이 드론을 만들기로 했다면, Blynk를 드론 부조종사로 생각하세요. 조이스틱 위젯을 사용하거나 휴대 전화를
기울여 명령을 내려보세요.

Talk to your plants

당신이 기르는 화분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와 제어하고자 하는 기능을 입맛에 맞게 위젯으로 꾸며보세요. 우리는 식물
을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 말할 수있을 때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위는 극히 일부분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보드에 따라서 Blynk와 연동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주로 앞 부분에서는 사용 보드에
따른 환경 설정을 하고나서 간단한 입출력소자인 LED를 제어하는 것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연
동, 아두이노와 USB Serial통신, nodeMCU,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순서로 작성했습니다. 이 후 프로젝트 실습
부분에서는 다양한 센서와 전자회로소자를 활용하여 Blynk앱을 통해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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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두이노(Arduino)와 Blynk
2-1. 준비하기
아두이노(Arduino) 보드를 이용하여 Blynk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Blynk 앱을
PC와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아두이노(Arduino) 설치하기

설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arduino.cc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단 SOFTWARE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항목에서 각자 사용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파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사용자라면 Window Installer 권장)

-11-

클릭하고 나면 아두이노 후원 페이지가 나오는데 'JUST DOWNLOAD'를 눌러서 바로 설치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설치파일을 실행하여 Next버튼을 연속해서 누른 후 Install까지 마치면 바탕화면에 arduino 아이콘이 생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실행하면 아두이노 스케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IDE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아두이노 우노(UNO) 보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컴퓨터를 USB케이블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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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툴 → 보드 → Arduino/Genuino Uno 를 선택합니다.

다시 메뉴에서 툴 → 포트 에서 연결되어있는 COMXX를 선
택해줍니다. (COMXX가 보이지 않는다면 제어판의 장치관리자에
서 포트(COM & LPT)를 확인)

파일 → 예제 → Basics → Blink 를 클릭하여 Blink 예제를 불러옵니다.

예제를 불러온 상태에서 업로드 버튼(화살표)을 누르면
IDE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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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위 그림과 같이 해당 위치에 실장되어
있는 내장 LED(13번 핀에 연결된 LED)가 1초에 한 번씩 깜박이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아두이노 정품이 아닌 좀 더 저렴한 아두이노 호환보드(CH340)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드라이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드라
이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시리얼 포트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버 설치파일은 구글 검색 또는 'DIY 메
카솔루션 오픈랩'(주소 링크: https://blog.naver.com/roboholic84/220590969729)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첨부파일(CH341SER.ZIP)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② 다운로드 받은 CH341SER.ZIP의 압축을 풀어준 후 아래의 폴더(CH341SER)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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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TUP.EXE를 실행한 후 INSTALL을 누른 후 약 5초~1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④ 설치 완료. 이제 컴퓨터에서 CH340 아두이노를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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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Blynk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주면 Blynk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Blynk 라이브러리 설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docs.blynk.cc 에 접속합니다.

② DOWNLOADS-Blynk Library 항목에서 화면의 'DOWNLOAD THE BLYNK LIBRARY'를 클릭합니다.

③ 다음 화면에서 'blynk_Release_v0.5.X.zip'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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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운 받은 라이브러리의 압축을 풉니다.

⑤ 압축 푼 파일 내 폴더를 모두 복사합니다.

⑥ [파일] →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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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스케치북 위치에 표기된 경로로 Arduino 폴더를 엽니다.

⑧ Arduino 폴더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기존의 libraries 폴더와 합병됨)

Blynk 앱 다운받기
먼저 blynk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App store에서 검색 후 설치합니다. (iOS or Android)

다운받은 앱을 열면 처음에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사용하는 E-mail주소와 password를 입력하고

Create New Acoount를 눌러서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Sign Up을 누르면 바로 계정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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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 후 Blynk에서의 에너지의 개념에 대

이제 모든 설치가 끝나고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해 설명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는 각 계정마다
2,000 Energy가 주어지는데 위젯을 사용할 때
마다 각 위젯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말입니다. 할당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고나면
Store에서 필요한 에너지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
다. 하단 'Cool! Got it.' 버튼을 눌러줍니다.

2-2. Bluetooth 통신을 이용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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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와 Blyn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옆에 참고로 진행합니다. Blynk앱에서 위젯을 셋팅한 후 아두이노 스케치
용 Blynk library를 설치하고 업로드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먼저 아두이노와 Bluetooth 통신을 활용하여 Blynk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Button) 위젯으로 LED ON/OFF 제어하기

준비물

- 아두이노 UNO + 아두이노 USB 케이블
- LED
- 220Ω 저항
- HC-06(블루투스 모듈)
- 브레드보드(Bread Board)
- 점퍼케이블(male-male)

LED/ HC-06(블루투스 모듈)/ 점퍼케이블 (M-M)

이 책에서 사용할 블루투스 모듈은 HC-06으로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 2.0 통신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듈
입니다. 각종 휴대기기, HC-06 마스터 등과 무선 블루투스 시리얼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3.3V, 5V 에서 작동하며
10미터 안팎의 무선통신이 가능합니다. 모듈에 부착된 LED를 통하여 전원연결, 페어링(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참고로 아이폰(iOS)에서는 SPP(Serial Port Profile) 프로파일 통신방식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아
이폰으로 사용하려면 RN-42 또는 BLE 모듈을 사용해야합니다. (BLE는 iPhone 4S 이상에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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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구성

LED를 배선하기 전에 LED의 극성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의 다리 길이를 보면 한 쪽은 길고 한 쪽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긴 다리가 (+)극이며 짧은 다
리가 (-)극입니다. 그러나 LED를 브레드보드나 아두이노에 꼽고 나면 다리 길이가 구분되지 않아 극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LED 소자의 헤드 내부 모양으로 극성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ㄱ자로 꺽인 부분이 (-)라
고 기억해두면 나머지 한 부분은 (+)극이 되므로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아래 회로 구성과 같이 HC-06과 LED를 아두이노와 연결합니다.

LED는 220Ω 저항과 함께 (+)극을 아두이노 13번 핀에, (-)극을 아두이노 GND에 연결합니다.
HC-06은 아래 핀 배치도와 같이 배선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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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배치]

<HC-06> ---- <Arduino>
Vcc ---- 5V
GND ---- GND
TX(데이터 송신) ---- 2번핀(D2)
RX(데이터 수신) ---- 3번핀(D3)

Blynk 프로젝트 생성

Blynk 앱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 후 UI 셋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계정 생성 후 첫 화면에서

프로젝트 이름과 사용할 디바이스를 선택해줍니다.

'+ New Projc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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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이름을 'HC-06'이라고 작성하고 DEVICE를

DEVICE를 설정하고나면 CONNECTION TYPE을 선택하는

'Arduino UNO'로 선택합니다.

항목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Bluetooth를 선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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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프로젝트 설정이 모두 끝났다면 하단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토큰에 대한 정보가

'Create'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정의 e-mail주소로 보내졌다는 팝업이 뜹니
다. OK를 누르고 e-mail에 들어가서 인증 토큰
번호를 확인합니다. 개인 인증토큰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할때 기입해야하는 중요한 정보이므
로 복사를 해서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성한 프로젝트의 대시보드에서 우측 상단
메뉴 '+' 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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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자 하는 위젯을 선택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Button 위젯과 Bluetooth 위
젯을 선택해줍니다.

대시보드에서 Button 위젯을
클릭해주면 Button 위젯의
사용 조건을 셋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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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의 이름을 'LED'로, PIN은 Digital의 'D13'으로, MDOE는
'SWITCH'로 설정해줍니다.

PIN을 D13으로 설정한 이유는 아두이노 우노의 디지털 13번 핀의
LED를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MODE에서의 PUSH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상태가
바뀌는(LOW → HIGH) 동작 모드이며, SWITCH는 한 번씩 누를 때마
다 상태가 반전되는 동작 모드입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Blynk 라이브러리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있는 예제를 통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 [예제] → [Blynk]
→ [Boards_USB_Serial] →
[Arduino_SoftwareSerial]
순서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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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BLYNK_PRINT Serial

//시리얼 모니터 활성화

#include <BlynkSimpleStream.h>
#include <SoftwareSerial.h>

char auth[] = "***************************************";

SoftwareSerial SwSerial(2, 3);

//나의 인증 토큰 입력

// RX, TX, 블루투스 통신 객체 생성

void setup()
{
Serial.begin(9600);

//시리얼포트를 열고, 전송속도를 9600bps로 사용

SwSerial.begin(9600);

//블루투스 시리얼을 개방하고, 전송속도를 9600bps로 사용
Blynk.begin(SwSerial, auth);

//Blynk.begin(). 아두이노가 Blynk Cloud에 연결.

}

void loop()
{
Blynk.run();

//All the Blynk Magic happens here

}

위는 예제 코드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정리한 코드입니다.

char auth[] = "YourAuthToken";에서 YourAuthToken글자를 지우고 이메일에서 확인한 인증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위 코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두이노가 Blynk Cloud Server에 연결하고 서버를 통해 동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Blynk.run();) 즉,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블링크 서버가 개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사용자(블링크 앱)와 디바이스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툴] 메뉴에서 '보드'와 '포트'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아두이노에 업로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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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SoftwareSerial※

아두이노 UNO에서 0번, 1번 핀은 보드 상에 RX, TX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시리얼통신 전용 포트입니다. 블루투
스 통신 또한 시리얼 통신이기때문에 블루투스 모듈의 RX, TX핀을 아두이노의 0번, 1번 포트에 연결해도 동작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0번, 1번 핀은 아두이노와 컴퓨터와의 시리얼 통신 및 아두이노 스케치 업로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SoftwareSerial을 사용합니
다. SoftwareSerial은 하드웨어적으로 제공되는 시리얼 포트 외에 일반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 아두이노 2번, 3번 핀을 사용했습니다.

실행하기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 하고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검색해 HC-06에 해당하는 목록을 선택해줍니다.

대시보드 상의 위젯을 Drag & Drop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블루투스 위젯을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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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위젯의 사용 조건을 셋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Connect Bluetooth device'를 클릭하여 HC-06의 블루투스
이름을 선택한 후 OK를 누릅니다. 연결이 되었다면 '#블루투스이름 connected'가 확인됩니다.
(제가 사용한 HC-06 모듈의 이름을 HJKim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화면에서 실행 버튼(▷)을 누
르면 프로그램 실행상태가 되
고 버튼 모양이 □ 형태로 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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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상태에서 버튼 위젯을 누르면 13번 핀의 LED가 켜지고 버튼위젯을 다시 한 번

위 QR code 링크를 통해

더 누르면 LED가 꺼지는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작 시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행 버튼(▷)을 눌렀으나 실행 버튼 옆의 형태
에 '붉은색 1'이 보인다면 통신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상태 표시이므로 연결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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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더(Slider) 위젯을 이용한 LED 밝기 제어하기
이어서 슬라이더 위젯을 이용해 PWM(Pulse Width Modulation)제어로 LED의 밝기를 조절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

- 아두이노 UNO + 아두이노 USB 케이블
- LED
- 220Ω 저항
- HC-06(블루투스 모듈)
- 브레드보드(Bread Board)
- 점퍼케이블(male-male)

준비물과 회로 구성은 위 예제(버튼(Button) 위젯으로 LED on/off 제어하기)와 같습니다.

회로구성

회로구성은 기존에서 LED연결 핀만 13번에서 11번으로 바꿔서 연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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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스케치
마찬가지로 위 예제(버튼(Button) 위젯으로 LED on/off 제어하기)에서 작성한 아두이노 스케치를 업로드했다면 따로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실행하기
Blynk의 HC-06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을 변경해줍니다.

Button 위젯을 삭제합니다.

위젯 박스에서 슬라이더(Slider)위젯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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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더 위젯을 클릭해 사용 조건을 설정해줍니다. PIN은 Digital
의 'D11'로 설정합니다.

PIN 옆의 숫자는 슬라이더가 0부터 255까지의 아날로그 값을 출
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슬라이더의 썸네일이 가장 왼쪽에 있을
때는 0 값을 출력하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255 값을
출력합니다. 물론 최대 출력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위젯을 Drag&Drop으로 재배치 후 크기를 좌우로 늘려줍니다.
(위젯을 1초 이상 눌러주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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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더의 위치를 조절함에 따라서 LED의 밝기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위 QR code 링크를 통해

있습니다.

동작 시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WM(Pulse Width Modulation)이란?
PWM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디지털 방식으로 마치 아
날로그인것 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HIGH신호가 5V라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디지털 방식
이라면 5V 또는 0V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맨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HIGH신호(5V)를 한 주기의 10%만큼의
시간동안만 출력합니다. 이러한 주기가 반복된다면 5V
의 10%인 0.5V만큼만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
가지로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HIGH신호(5V)를 한 주기
에 50%의 시간동안만 출력합니다. 이러한 주기가 반복

PWM(Pulse Width Modulation) 파형

된다면 마치 5V의 50%인 2.5V를 출력하게 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러한 PWM 제어 방식이
가능한 디지털 핀을 보드 상에 물결(~)기호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이 PWM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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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신 모듈 없이 USB Serial을 이용한 제어
만약 아두이노 보드만 있고 당장 가지고 있는 통신 모
듈(블루투스 모듈, WiFi 모듈 등)이 전혀 없다면 어떨
까요? 당연히 통신이 되지 않으니 웹 뿐만 아니라 스마
트폰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제어하거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 모듈 전혀 없이 아두이노
와 전용 USB케이블, 그리고 PC만 있으면 그 상태에서
Blynk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USB Serial 하나로 Blynk
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 아두이노 UNO + 아두이노 USB 케이블
- LED
- 220Ω 저항
- 브레드보드(Bread Board)
- 점퍼케이블(mal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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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구성

LED를 220Ω 저항과 함께 (+)극을 아두이노 13번 핀에, (-)극을 아두이노 GND에 연결해줍니다.

Blynk 프로젝트 생성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존 프로젝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우측으로 화면을 넘기면 새로운 프로젝
트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New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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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USB serial', DEVICE를 Arduino UNO
로 선택합니다. CONNECTION TYPE은 USB로 선택하고 프로젝트
를 생성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인증 토큰에 대한 정보가 계정의 e-mail주소로 보
내졌다는 팝업이 뜹니다. OK를 누르고 e-mail에 들어가서 인증 토
큰번호를 확인합니다.

버튼 위젯을 생성한 후 버튼의 사용 조건을 셋팅해줍니다. PIN은 Digital의 'D13'으로, MODE는 'SWITCH'로 설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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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스케치
Blynk 라이브러리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있는 예제를 통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 [예제] → [Blynk]
→ [Boards_USB_Serial] →
[Arduino_Seria_USB] 순서
로 클릭합니다.

#define BLYNK_PRINT DebugSerial

//디버그 콘솔 활성화

#include <SoftwareSerial.h>
SoftwareSerial DebugSerial(2, 3);

// RX, TX, SoftwareSerial 객체 생성

#include <BlynkSimpleStream.h>

char auth[] = "*******************************";

//나의 인증 토큰 입력

void setup()
{
DebugSerial.begin(9600);

//디버그콘솔을 개방하고, 전송속도를 9600bps로 사용한다

Serial.begin(9600);

//시리얼포트를 열고, 전송속도를 9600bps로 사용한다

Blynk.begin(Serial, auth);

//Blynk.begin(). 아두이노가 Blynk Cloud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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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loop()
{
Blynk.run();

//All the Blynk Magic happens here

}

위는 예제 코드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정리한 코드입니다.

char auth[] = "YourAuthToken";에서 YourAuthToken글자를 지우고 이메일에서 확인한 인증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USB serial만으로 Blynk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scripts 폴더의 'blynk-ser 배치 파일'의 설정을 변경해주
어야 합니다.
배치 파일은 운영체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치해있습니다.
Windows: My Documents\Arduino\libraries\Blynk\scripts
Mac: ~/Documents/Arduino/libraries/Blynk/scripts
Linux: ~/Arduino/libraries/Blynk/scripts

윈도우 운영체제 기준으로 설정을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외 운영체제를 사용하신다면 하단 링크를 참조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사이트 _ (http://help.blynk.cc/how-to-connect-different-hardware-with-blynk/arduino/usb-s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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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윈도우에서 blynk-ser 배치 파일이 위지되어있는 scripts 폴더로 이동합니다.
(Windows: My Documents\Arduino\libraries\Blynk\scripts)

폴더 경로를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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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검색창에 cmd를 검색 후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엽니다.

'cd '+'복사한 경로'(cd C:\...\libraries\Blynk\scripts) 를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cd'는 'Change Directory'의 약어로 파일 위치를 이동하는 명령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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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blynk-ser.bat -c COMX'를 입력합니다.
COM뒤 숫자는 현재 아두이노 포트로 인식하고있는 포트 번호입니다.
저는 COM8로 인식되기 때문에 COM8을 입력했습니다.

입력 후 엔터를 연속으로 3번 눌러줍니다.

완료 후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닫아줍니다.

다시 아두이노 스케치로 돌아와서 [툴] 메뉴에서 '보드'와 '포트'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작성해둔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해줍니다.

업로드 후 [툴] → [Blynk: Run USB script]를
클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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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 콘솔 창이 뜹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는 안됩니다.
시리얼 모니터와 같은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Blynk의 USB serial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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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모듈 없이 블링크로 LED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QR code 링크를 통해
동작 시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NodeMCU와 Blynk
3-1. NodeMCU란?

NodeMCU란 오픈소스 사물인터넷 (IoT) 플
랫폼으로 와이파이 기능이 구현된 MCU 개발
보드입니다. 와이파이 모듈 중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ESP8266 와이파이 모듈을 개발한
ESPRESSIF사의 ESP8266-12 모듈을 사용합
니다.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사물인터넷
노드용 MCU이며, 작은 크기와 저렴한 가격으
로 네트워크 기능이 구현된 아두이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nodeMCU 개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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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MCU 보드 구조

CP2012칩은 USB-Serial 컨버터로써 USB 신호를 ESP8266의 UART 신호로 변경하는 기능을 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LM1117은 voltage regulator로써 5V 전압을 3.3V로 변환합니다.

NodeMCU이전의 ESP8266은 아두이노와
함께 이용하기위해 만든 저가의 와이파이 모
듈입니다. 2013년 이후 다양한 버전으로 업
데이트 되어 현재는 대부분 ESP-12E버전
(NodeMCU V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ESP8266모듈을 연결하여 사용
하거나 또는 nodeMCU를 사용거나 동작상의
차이는 없으나 ESP8266의 펌웨어 업데이트
등 설정의 번거로움때문에 nodeMCU 개발보
드 하나로 사용하고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버전의 ESP8266 모듈
(출처: http://web-engineering.info/node/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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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MCU(ESP-12E)의 핀 배치

nodeMCU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아두이노 IDE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IO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0~D10
까지 11개의 디지털 핀과 한 개의 아날로크 핀(A0)가 있습니다. 전원부로는 3.3V기준의 Vcc와 GND가 세 쌍이 있으며
Vin(5V~10V, 5V권장)과 GND가 한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SPI통신 전용인 6개의 핀(SD~)이 존재합니다.

3-2. WiFi 통신을 이용한 제어
nodeMCU 개발환경 구축하기
nodeMCU를 아두이노 IDE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deMCU에 USB 마이크로케이블을 통해 PC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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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후 제어판에서 장치관리자에 들어
가서 nodeMCU 전용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licon Labs CP210x USB to UART
Bridge(COMX)로 표기됩니다.

아두이노 IDE에서 [파일] → [환경설정]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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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s: 에
다음의 텍스트를 붙여넣고 확인을 누릅
니다.

http://arduino.esp8266.com/stable/
package_esp8266com_index.json

아두이노 IDE에서 [파일] → [환경설정]
을 클릭합니다.

보드매니저 검색창에 ESP8266을 검색
하면 나오는 항목(esp8266 by ESP8266
Community)을 클릭한 후 설치합니다.
(현재 버전 2.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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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 후 다시 [툴] → [보드]에 들어어가면 nodeMCU관련 보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deMCU 1.0 (ESP-12E Module)'을 선택합니다.
포트 설정도 nodeMCU 포트에 맞게 설정해줍니다.

이제 nodeMCU를 사용하기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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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LED 색상 제어하기

준비물

- nodeMCU + 마이크로 USB 케이블
- RGB LED(Common Cathode)
- 220Ω 저항 x3
- 브레드보드(Bread Board)
- 점퍼케이블(mal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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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구성

사용한 RGB LED는 Common Cathode 타입입니다. LED 에서 다리가 가장 긴 쪽이 (-)
극이며 (-)극 중심으로 혼자 있는쪽이 Red, 이후에 차례로 Green, Blue입니다. 이에 맞게
Red를 D5핀에, Green을 D6핀에, Blue를 D7에 연결합니다.

RGB LED pi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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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 프로젝트 생성

이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nodeMCU LED', DEVICE를

zeRGBa 위젯을 선택합니다.

nodeMCU로 선택합니다. CONNECTION TYPE은 WiFi로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인증 토큰에 대한 정보가 계정의 e-mail
주소로 보내졌다는 팝업이 뜹니다. OK를 누르고 e-mail에
들어가서 인증 토큰번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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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구성했던 그대로 R PIN은
'D5'로, G PIN은 'D6'로, B PIN은
'D7'로 설정합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이번에는 examples.blynk.cc 에서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examples.blynk.cc 에서는 사용하고자하는 개발 보드, 통신 방법, 위젯 또는 구현하고자 하는 간단한 기능에 따라 거의
모든 예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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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BLYNK_PRINT Serial

// 시리얼모니터 활성화

#include <ESP8266WiFi.h>
#include <BlynkSimpleEsp8266.h>

char auth[] = "***************************************";

char ssid[] = "U+Net****";
char pass[] = "**********";

//나의 인증 토큰 입력

//사용 WiFi의 SSID입력
//사용 WiFi의 password입력

void setup()
{
Serial.begin(9600);

//시리얼포트를 열고, 전송속도 9600bps사용

Blynk.begin(auth, ssid, pass);

//아두이노가 Blynk Cloud에 연결.

}

void loop()
{
Blynk.run();

//All the Blynk Magic happens here

}

위는 예제 코드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정리한 코드입니다.

char auth[] = "YourAuthToken";에서 YourAuthToken글자를 지우고 이메일에서 확인한 인증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char ssid[] = "YourNetworkName"; 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WiFi의 SSID를 확인하여 적어주고,
char pass[] = "YourPassword";에도 사용하는 WiFi의 password를 적어줍니다.

[툴] 메뉴에서 '보드'와 '포트'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아두이노에 업로드해줍니다.
(보드 설정: NodeMCU 1.0 (ESP-12E Module), 포트 설정: nodeMCU 해당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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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 업로드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걸립니다. 위와 같이 [100%]와'업로드 완료'가 표기되면 nodeMCU보드에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 nodeMCU 업로드 시 에러가 발생한다면?

ESP8266 펌웨어 업로드 시 위와 같은 현상의 에러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보드의 Vin핀과 바로 옆 GND핀을 외부전원의 전원부와 연결한다. (4xAA 건전지(6V) 또는 그 이상 전원의 배터리)

2) 보드의 D3핀(GPIO0)을 보드의 GND핀에 연결한다. (강제적으로 ESP8266의 flash mode로 설정) 단, 업로드가 완료되
었다면 D3에 연결된 GND를 해제해야한다.

3) 아두이노 IDE의 보드 설정을 'Generic ESP8266 Module'로 변경하여 설정해본다. (기존 보드 설정 NodeMCU 1.0
(ESP-12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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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nodeMCU LED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버튼 클릭)

얼룩말의 몸 색깔에 따라 RGB LED의 색상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QR code 링크를 통해
동작 시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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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aspberry Pi와 Blynk
4-1. 라즈베리파이란?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는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만든 교육용 초소형 컴퓨터입니다. 독립적인 운영체제(OS)를 가지
고 있으며, 리눅스 기반으로 PC환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에 Single-board Computer라고도 불립니다. 실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연결할 수 있고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는 성격
이 아주 다릅니다.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저사양의 하드
웨어적인 처리를 많이 해야하는 장비에는
아두이노가 유용하며, 서버로 구동하거나
영상 처리의 목적이라면 라즈베리파이가
적합합니다.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의 차이점
(출처: https://raw.githubusercontent.com/SungYeol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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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는 단순한 사물인터넷 장치뿐만아니라 라즈베리파이에서 구동하는 서버나 영상처리기반의 사물인터넷 장치를 매우
단순하게 Blynk앱에서 모니터링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영상처리를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복잡하
고 어려운 코드를 이용해야하지만 blynk가 그러한 수고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공식 홈페이지(www.raspberryp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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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aspberry Pi에서 Blynk 개발환경 구축하기
Raspberry Pi에 node.js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blynk 개발환경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LED를 제어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란 자바스크립트 엔진 위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으로 빠르고 가변이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하자
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역할입니다. 이름 그대로
node라는 원래의 이름뒤에 자바스크
립트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js를 붙
인 형태입니다. node.js 는 브라우저
가 아닌 서버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
를 사용하고자 노력했던 결과물이며
대규모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고자 탄생했다고 합니다.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에서 blynk를 사용하려면 node.js 또는 C++ 전용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help.
blynk.cc 에서는 둘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Use Blynk with Node.js
Node.js는 스크립트, 업데이트 및 프로토 타입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SSL 연결을 즉시 지원합니다.
Node.js는 Raspberry Pi, Ubuntu 등을 위한 많은 모듈을 가지고있어서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Node.js에는 타이머,
비동기 작업 등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 할 때 중요합니다.

Use Blynk with C++
C++은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Linux, threading, 소켓 지식 등이 필요하며 makefile 수정 등이 필요합니
다. 따라서 C++은 일반적으로 고급개발자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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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Raspberry Pi 3 (외 SD카드, 전용 전원케이블, 기타 관련 부속품 등)
- LED
- 220Ω 저항
- 브레드보드(Bread Board)
- 점퍼케이블(male-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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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구성

LED를 220Ω 저항과 함께 (+)극을 RPi보드 12번 핀(GPIO18)에, (-)극을 39번 핀(GND)에 연결해줍니다.

라즈베리파이 보드상의 각 핀배치 번호에 따라 GPIO번호가 지정되어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라즈베리파이3 GPIO핀배치 구조

위 라즈베리파이3 GPIO 핀배치 구조를 참고바랍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LED (+)를 GPIO18번 핀에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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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 프로젝트 생성

이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RaspberryPi LED', DEVICE를 'Rasp
berry Pi 3 B'로 선택합니다. CONNECTION TYPE은 WiFi로 선택하
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인증 토큰에 대한 정보가 계정의 e-mail주소로 보
내졌다는 팝업이 뜹니다. OK를 누르고 e-mail에 들어가서 인증 토큰
번호를 확인합니다.

버튼 위젯을 생성한 후 버튼의 사용
조건을 셋팅해줍니다. PIN은 Digital
의 'gp18'(GPIO18)으로, MODE는
'SWITCH'로 설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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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비안 Blynk 환경설정 및 실행

라즈베리파이 배경화면에서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만약 이미 node.js가 설치되어있다면 업데이트 하기보다 아래와 같이 예전 버전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줘야 합니다.

sudo apt-get purge node nodejs node.js -y
sudo apt-get autoremove

Blynk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아래 순서와 같이 Node.js 수동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sudo su
cd/ opt
wget https://nodejs.org/dist/v6.9.5/node-v6.9.5-linux-armv6l.tar.gz -O - | tar -xz

위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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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node-v6.9.5-linux-armv6l nodejs

설지 완료 후 위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apt-get update && apt-get upgrade

그런 다음 위 명령어를 통해 설치된 패키지를 업데이트 &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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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get install build-essential

완료 후 위 명령어를 통해 build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ln -s /opt/nodejs/bin/node /usr/bin/node
ln -s /opt/nodejs/bin/node /usr/bin/nodejs
ln -s /opt/nodejs/bin/npm /usr/bin/npm

위 명령어를 차례로 입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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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export PATH=$PATH:/opt/nodejs/bin/

exti 후 PATH경로를 설정해줍니다.

sudo npm install blynk-library -g
sudo npm install onoff -g

이 후 node.js기반의 blynk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줍니다.

-66-

export PATH=$PATH:/opt/nodejs/bin/
unset NODE_PATH
blynk-client YourAuthToken

마지막으로 Blynk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줍니다.
YourAuthToken부분에 blynk에서 생성했던 'RaspberryPi LED'프로젝트의 인증토큰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blynk
클라우드에 연결되고 'Blynk ready'가 나오면 blnyk앱 구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실행(▷)버튼을 누른 후 버튼 위젯을 통해 LED가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위 QR code 링크를 통해

있습니다.

동작 시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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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js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Blynk 연동하기
blynk에서는 blynk 라이브러리 설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설치 오류 또는 blynk실행 오류 등) node.js 프로젝트를 통해
blynk와 연동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mkdir my-blynk-project
cd my-blynk-project
npm init

위와 같이 'my-blynk-project'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생성한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node package manager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조건들을 설정하
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엔터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간 후 마지막에 'Is this
ok?'가 나오면 yes를 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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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install blynk-library
npm install onoff

그런 다음 디렉토리 안에 blynk라이브러리와 GPIO를 제어하기 위한 onoff모듈을 설치합니다.

sudo nano index.js

완료 후 위 명령어를 통해 build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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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Blynk = require('blynk-library');

var AUTH = 'YourAuthToken';

var blynk = new Blynk.Blynk(AUTH);

var v1 = new blynk.VirtualPin(1);
var v9 = new blynk.VirtualPin(9);

v1.on('write', function(param) {
console.log('V1:', param[0]);
});

v9.on('read', function() {
v9.write(new Date().getSeconds());
});

위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YourAuthToken에 blynk에서 생성했던 'RaspberryPi LED'프로젝트의 인증토큰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 'crtl+X' → 'y' →'Enter' 순서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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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index.js

05 프로젝트 실습
프로젝트 실습 챕터에서는 nodeMCU를 활용하여 blynk를 통해 간단한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Home Automation
아두이노(Arduino) 보드를 이용하여 Blynk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Blynk 앱을
PC와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스마트홈의 시장규모가 이미 10조원을 넘어섰고 빠르
게 증가하는 1인 가구로 인해 2019년에는 21조원 규모
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집 안에 하나씩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비서 기능은 물론 사
물인터넷을 통해 집안의 모든 사물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
트홈은 방/거실 등의 조명기기를 제어하거나 가스밸브
ON/OFF와 각 방의 난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탁이
완료되면 알람을 울려주거나 세탁물의 건조상태를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 떨어진 생필품을 바로 알려주
고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
스마트홈 이미지
(출처: https://nocutnews.co.kr/news/4604472)

체가 연결되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차량의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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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챕터에서는 이렇게 무한하게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홈을 Blynk로 직접 간단히 실험해보았습니다. 동작은 이렇습
니다. 현관문에 달린 센서를 통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현관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사람이 들어왔다는것을 앱의 디스
플레이애 표시합니다. 방의 불을 켜고 끄는 제어를 할 수 있으며 집의 온도와 습도를 앱에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물

- nodeMCU + 마이크로 USB 케이블
- PIR 모션 센서
- 온습도센서(DHT11)
- LED x3
- 220Ω 저항 x3
- 브레드보드(Bread Board)
- 점퍼케이블(M-M, M-F)
- 외부 전원(4xAA배터리홀더, AA배터리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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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구성

- PIR 모션센서: 전원부를 외부전원(AA배터리)에 연결하고 신호핀을 nodeMCU의 D4핀에 연결
- DHT11 온/습도 센서: 전원부를 보드 전원(nodeMCU)에 연결하고 신호핀을 D5핀에 연결
- LED 3개: (-)극를 보드의 GND에 연결하고 (+)극을 각각 D6, D7, D8에 연결
- 전원부: nodeMCU의 Vin과 GND를 외부전원의 VCC와 GND에 연결

Blynk 프로젝트 생성

이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nodeMCU-HomeAuto', DEVICE를 'nodeMCU'
로 선택합니다. CONNECTION TYPE은 WiFi로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인증 토큰에 대한 정보가 계정의 e-mail주소로 보내졌다는
팝업이 뜹니다. OK를 누르고 e-mail에 들어가서 인증 토큰번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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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생성후 위젯 박스에서 'Gauge'위젯 2개, LCD위젯 1개, 버
튼 위젯 2개를 선택합니다.

Gauge 위젯을 클릭해 위젯의 사
용 조건을 셋팅해줍니다. 온도와 습
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첫 번째
Gauge에서는 이름을 'temperature'
로 설정하고 PIN은 Virtual의 'V0'으
로, 라벨의 값의 형식을 '^C'로 설정
해줍니다. 그리고 위젯의 색깔을 붉
은색으로 설정합니다. 값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로 수정합니다. 마
찬가지로 두 번째 Gauge에서는 이
름을 'humidiy'로 설정하고 PIN은
Virtual의 'V1'으로, 라벨의 값의 형
식을 '%'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위
젯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합니
다. 값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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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위젯의 설정들도 조건을 셋팅합니다. LCD위젯에서는 PIN을 Virtual의 'V2'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버튼 위젯들은 각각 PIN을 D6, D7로 설정하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위젯들을 배치하고 조건설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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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스케치

#define BLYNK_PRINT Serial

//시리얼 모니터 활성화

#include <ESP8266WiFi.h>
#include <BlynkSimpleEsp8266.h>
#include <DHT.h>

char auth[] = "**********************************";

char ssid[] = "U+Net****";

//사용 WiFi의 SSID 입력

char pass[] = "**********";

#define DHTPIN 14

//사용 WiFi의 password입력

//온습도센서 핀설정, GPIO14, D5

#define DHTTYPE DHT11

// 온습도 센서 type설정, DHT 11

DHT dht(DHTPIN, DHTTYPE);

int PIRled = 15;

//인증 토큰 입력

//온습도센서 객체 함수 설정

//모션 센서에 따른 LED 핀설정, GPIO15, D8

BlynkTimer timer;

//Blynk 타이머함수

void sendSensor(){
float t=dht.readTemperature();
float h=dht.readHumidity();

if(isnan(h) || isnan(t)){
Serial.println("Failed to read from DHT sensor!");
return;
}

int motion=digitalRead(2);

//모션센서 핀설정, GPIO2, D4

Blynk.virtualWrite(V0, t);

//V0핀으로 온도값 보냄.

Blynk.virtualWrite(V1, h);

//V1핀으로 습도값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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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motion==HIGH){
Blynk.virtualWrite(V2, "Motion Detected");
//동작 감지하면 V2핀에 "Motion Detected" print
digitalWrite(PIRled, HIGH);
}else{
Blynk.virtualWrite(V2, "No Motion Detected");
//동작 감지하지 않으면 V2핀에 "No Motion Detected" print
digitalWrite(PIRled, LOW);
}
}

void setup() {
pinMode(2, INPUT);
pinMode(15, OUTPUT);
Serial.begin(9600);
Blynk.begin(auth, ssid, pass);
timer.setInterval(1000L, sendSensor);

//아두이노가 Blynk Cloud에 연결.
//1초 마다 sendSensor함수 실행

}

void loop() {
Blynk.run();
timer.run();
}

DHT11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https://github.com/adafruit/DHT-sensor-library )

위 코드를 아두이노IDE에 작성합니다.
센서값을 WiFi를 통해 받아서 blynk앱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상핀(Virtual Pin)을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LCD에서도 마찬가지로 센서의 동작에 따라서 표시하는 값이 달라지도록 했습니다. 코드를 확인해보면 아두이노로 온
습도 값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의 코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단에서
단순히 한 줄(Blynk.virtualWrite(V0, t); )만 입력하고 앱에서는 핀 설정만 하면 앱과 통신이 가능하므로 매우 쉽고 심
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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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메뉴에서 '보드'와 '포트'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아두이노에 업로드해줍니다.
(보드 설정: NodeMCU 1.0 (ESP-12E Module), 포트 설정: nodeMCU 해당 포트)

위와 같이 [100%]와'업로드 완료'가 표기되면 nodeMCU보드에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HomeAutomation 동작 시연 모습

위 QR code 링크를 통해
동작 시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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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ini Smart Farm
아두이노(Arduino) 보드를 이용하여 Blynk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Blynk 앱을
PC와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농업테크는 인류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전 세계 인구수
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합니다. 때문에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가
치가 더욱 주목받음에 따라 스마트팜(Smart Farm)이 각
광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
(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으로 사물인터
넷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을 측정하여 분석 및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팜의 주요 기능으로
는 각종 센서기술을 이용해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조도,
딸기 농가에 설치된 스마트팜 시스템 설비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자동으로 정도를 제

(출처: http://www.etnews.com/)

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값이 일정 범위 밖으
로 넘어갔을때 자동적으로 공기를 환기해주거나 외부 빛

의 양에 따라 하우스 내부의 LED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조도를 유지시켜줍니다. 토양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주며 식물의 상태를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의 기술은 매우 정교
한 제어가 필요하기때문에 핵심 기술로써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농업용 로봇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스마트팜의 IoT기능을 blynk로 간단히 시뮬레이션해보았습니다. 온도와 습도 값을 그래프로 실시간 모니
터링하고 토양의 수분 정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현재 토양의 상태가 정상인지 아니면 물을 줘야하는지 표시등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온습도의 값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났을 때 유동팬을 구동시켜 공기 상태를 제어해줍니다. 여
기에서는 팬모터대신 DC모터를 앱으로 제어하는것으로 재현해보았습니다.

준비물

- nodeMCU + 마이크로 USB 케이블
- DC 모터 + 모터 드라이버(L9110)
- 온습도센서(DHT11)
- 토양 수분 센서
- 브레드보드(Bread Board)
- 점퍼케이블(M-M, M-F)
- 외부 전원(4xAA배터리홀더, AA배터리x4)

-79-

-80-

회로구성

- DC모터: 모터드라이버의 모터 A부분에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 연결
- 모터드라이버: 전원부를 외부 전원(AA배터리)에 연결하고 신호핀(A부분)을 D1, D2에 연결
- DHT11 온/습도 센서: 전원부를 보드 전원(nodeMCU)에 연결하고 신호핀을 D6핀에 연결
- 토양 수분 센서: 전원부를 외부 전원(AA배터리)에 연결하고 신호핀을 A0에 연결
- 전원부: nodeMCU의 Vin과 GND를 외부전원의 VCC와 GND에 연결

Blynk 프로젝트 생성
이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MiniSmartfarm', DEVICE를 'nodeMCU'로 선택
합니다. CONNECTION TYPE은 WiFi로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인증 토큰에 대한 정보가 계정의 e-mail주소로 보내졌다는
팝업이 뜹니다. OK를 누르고 e-mail에 들어가서 인증 토큰번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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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생성후 사용할 위젯들을
가져옵니다.

Labeled Value위젯 하나, LED위젯
둘, Gauge위젯 둘, SuperChart위젯
하나, Silder위젯 하나 순서로 위젯
을 클릭하여 가져옵니다.

옆 화면과 같이 위젯들을 배치하고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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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ed Value위젯을 클릭해 위젯의 사용 조건을 셋팅해줍니다. 토양 수분 센서를 모니터링하기위해 위젯의 이름을
'soilwater'로 설정하고 INPUT핀을 Analog의 'A0'로 설정해줍니다. 이어서 LED의 위젯을 클릭해 첫 번째 LED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PIN은 Virtual의 'V3'으로 설정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LED에서는 색상은 파란색으로, PIN은 Virtual
의 'V4'로 설정해줍니다.

Gauge 위젯에서는 HomeAutomation 실습때와 마찬가지로 온도
와 습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첫
번째 Gauge에서는 이름을 'TEMP'
로 설정하고 PIN은 Virtual의 'V0'
으로, 라벨의 값의 형식을 '^C'로 설
정해줍니다. 그리고 위젯의 색깔
을 붉은색으로 설정합니다. 값의 범
위는 0부터 100까지로 수정합니
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Gauge에서
는 이름을 'HUMI'로 설정하고 PIN
은 Virtual의 'V1'으로, 라벨의 값의
형식을 '%'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위젯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합
니다. 값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
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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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Chart 위젯에서는 '+AddDataStream'을 클릭해 두 가지 항목을 만들고 이름을 각각 'Temp', 'Humi'로 설정합니
다. 이름 옆의 설정 버튼을 눌러 상세 조건을 설정해줍니다. 'Temp'항목에서는 그래프 색상을 붉은색으로, PIN은 Virtual
의 'V0'으로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Humi'항목에서는 그래프 색상을 파란색으로, PIN은 Virtual의 'V1'로 설정합니다.
Gauge위젯에서 온도와 습도의 실제 값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값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위
해 SuperChart위젯의 항목을 Gauge위젯의 핀 설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V0, V1)

마지막으로 Slider 위젯에서는 위젯 이름을 'DC motor'로, PIN은
Virtual의 'V2'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의 숫자 범위를 최
대 300으로 수정합니다.

PIN 옆의 숫자는 슬라이더가 0부터 300까지의 아날로그 값을 출
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슬라이더의 썸네일이 가장 왼쪽에 있을
때는 0 값을 출력하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300 값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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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위젯들의 셋팅을 완료했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define BLYNK_PRINT Serial

//시리얼 모니터 활성화

#include <ESP8266WiFi.h>
#include <BlynkSimpleEsp8266.h>
#include <DHT.h>

char auth[] = "*************************************";

char ssid[] = "U+Net****";
char pass[] = "**********";

//인증 토큰 입력

//사용 WiFi의 SSID 입력
//사용 WiFi의 password입력

WidgetLED led1(V3);

//LED위젯 객체 설정(Blynk V3 PIN)

WidgetLED led2(V4);

//LED위젯 객체 설정(Blynk V4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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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DHTPIN 12

//온습도센서 핀설정, GPIO12, D6

#define M1 5

//모터 핀설정, GPIO5, D1

#define M2 4

//모터 핀설정, GPIO4, D2

#define DHTTYPE DHT11

//온습도 센서 type설정, DHT 11

DHT dht(DHTPIN, DHTTYPE);

//온습도센서 객체 함수 설정

BlynkTimer timer;

//Blynk 타이머함수

void sendSensor(){
float t=dht.readTemperature();
float h=dht.readHumidity();

if(isnan(h) || isnan(t)){
Serial.println("Failed to read from DHT sensor!");
return;
}

Blynk.virtualWrite(V0, t);

//V0핀으로 온도값 보냄.

Blynk.virtualWrite(V1, h);

//V1핀으로 습도값 보냄

}

BLYNK_WRITE(V2)
{
int pinValue = param.asInt();

// V2핀을 통해 받은 값을 변수에 할당

Serial.print("V1 Slider value is: ");
Serial.println(pinValue);

analogWrite(M1, 0);
analogWrite(M2, pinValue);

//모터 M2핀에 V2를통해 받은 값을 출력

}

void setup() {
pinMode(M1, OUTPUT);
pinMode(M2, OUTPUT);

Serial.begin(9600);
Blynk.begin(auth, ssid, pass);

//아두이노가 Blynk Cloud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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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r.setInterval(1000L, sendSensor); //1초 마다 sendSensor함수 실행
}

void loop() {
Blynk.run();
timer.run();

if(analogRead(A0)<300){
led1.on();

//토양 수분센서의 값이 300미만이라면
//첫 번째 LED를 켠다.

led2.off();
}else{

//토양 수분 센서의 값이 300이상이라면

led1.off();
led2.on();

//두 번째 LED를 켠다.

}
}

위 코드를 아두이노IDE에 작성합니다.
센서값을 WiFi를 통해 받아서 blynk앱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상핀(Virtual Pin)을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상핀을 통해 값을 받아서 그 값을 통해 하드웨어를 제어하도록 했습니다. 즉, Slider 위젯의 변화되는 값에
따라 DC모터의 회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param.asInt()'함수를 사용했는데 이는 정수 값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물론 'param.asStr()'이나 'param.asDouble()'함수를 이용해서 가상핀으로부터 문자나 실수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이번에는 LED위젯 함수 객체를 설정해줌으로써(WidgetLED led1(V3);) 'led1.on()', 'led1.off()'과 같은 심플한 함
수를 통해 LED위젯의 on/off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양 수분 센서의 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
면(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붉은색 LED가 켜져서 물을 줘야한다는 신호를 알리도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다면) 푸른색 LED가 켜져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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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메뉴에서 '보드'와 '포트'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아두이노에 업로드해줍니다.
(보드 설정: NodeMCU 1.0 (ESP-12E Module), 포트 설정: nodeMCU 해당 포트)

위와 같이 [100%]와'업로드 완료'가 표기되면 nodeMCU보드에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미니 스마트팜 동작 시연 모습

위 QR code 링크를 통해
동작 시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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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재난 경보 알리미
안전 관리 미흡이나 즉각적인
대응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재난 및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
생하고 있습니다. 대피 경로에
대한 사전 준비나 요령이 부족
해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
명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형
재난과 사고를 키우는 원인인
안전불감증과 점검 부실을 막
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기술
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
다.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대
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이
'안전'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되
는 기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국제신문)

IoT기술이 탑재된 기능형 소
화전이나 헬멧부터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즉각적인 대
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피
조명 시스템까지 사물인터넷
으로 인해 인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
습니다. 보통 재난 방지 시스
템에 적용되는 IoT기술은 건
물이나 크게는 마을 범위로 적
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번 챕터에서 구현할 '재난 경
보 알리미'는 센서 몇 가지로
간단하게 재난에 적용되는 사
물인터넷의 원리를 이해할 수
(출처: 한국일보)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볼 것입

니다. 예를 들면, 지진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경보음과 푸시 알림 메세지를 보냅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미세먼지 정도를 LED로 확인할 수 있으며 농도 상태가 나쁘다면 이 또한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세먼지 또한 재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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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nodeMCU + 마이크로 USB 케이블
- 미세먼지센서 (GP2Y1010AU0F) + 캐패시터(220uF) + 저항(150Ω)
- 불꽃 센서 (Flame and Fire Sensor)
- 진동 센서 (Vibration Sensor Switch)
- 브레드보드(Bread Board)
- 점퍼케이블(M-M, M-F)
- 외부 전원(4xAA배터리홀더, AA배터리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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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구성

- 진동 센서: 전원부를 외부 전원(AA배터리)에 연결하고 신호핀(OUT)부분을 D2에 연결
- 불꽃 센서: 전원부를 외부 전원(AA배터리)에 연결하고 신호핀(OUT)을 D5 에 연결
- 전원부: nodeMCU의 Vin과 GND를 외부전원의 VCC와 GND에 연결
- 미세먼지센서

(출처: http://bbangpan.tistory.com)

미세먼지센서의 6개 핀에 대한 순서와 각 핀의 연결 배선에대한 정보입니다. 1번핀을 150Ω과 함께 5V에 연결해주고, 캐
패시터(220uF)를 1번핀과 2번핀 사이에 연결해줍니다.(캐패시터의 (+)극 1번핀, (-)극 2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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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 프로젝트 생성

이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nodeMCU-disaster', DEVICE를 'nodeMCU'로
선택합니다. CONNECTION TYPE은 WiFi로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인증 토큰에 대한 정보가 계정의 e-mail주소로 보내졌다는
팝업이 뜹니다. OK를 누르고 e-mail에 들어가서 인증 토큰번호를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생성후 사용할 위젯들을
가져옵니다.

Gauge위젯 하나, LED위젯 셋,
Notification 위젯 하나 순서로 위젯
을 클릭하여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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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ge 위젯을 클릭해 위젯의 사용
조건을 셋팅해줍니다. 미세먼지 센
서를 모니터링하기위해 위젯의 이
름을 'finedust'로 설정하고 INPUT
핀을 Virtual의 'V0'로 설정해줍니
다. 측정 단위는 미세먼지 농도 기
준인 ug/m^3으로 기재합니다. 사
용하고자하는 미세먼지센서의 측
정 범위는 0~250ug/m^3이므로
최대값을 250으로 변경해줍니다.

이어서 Notification 위젯을 클릭해
사운드를 재난경보에 어울리는 소
리로 선택합니다.

Gauge 위젯을 클릭해 위젯의 사용 조건을 셋팅해줍니다. 미세먼지 센서를 모니터링하기위해 위젯의 이름을 'finedust'로
설정하고 INPUT핀을 Virtual의 'V0'로 설정해줍니다. 측정 단위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인 ug/m^3으로 기재합니다. 사용하
고자하는 미세먼지센서의 측정 범위는 0~250ug/m^3이므로 최대값을 250으로 변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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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화면과 같이 위젯을 배치합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define BLYNK_PRINT Serial

//시리얼 모니터 활성화

#include <ESP8266WiFi.h>
#include <BlynkSimpleEsp8266.h>

char auth[] = "**************************************";

//인증 토큰 입력

char ssid[] = "U+Net****";

//사용 WiFi의 SSID입력

char pass[] = "**********";

//사용 WiFi의 password입력

BlynkTimer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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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getLED led1(V1);

//LED위젯 객체 설정(Blynk V1 PIN)

WidgetLED led2(V2);

//LED위젯 객체 설정(Blynk V2 PIN)

WidgetLED led3(V3);

//LED위젯 객체 설정(Blynk V3 PIN)

#define BLYNK_GREEN

"#23C48E"

#define BLYNK_BLUE

"#04C0F8"

#define BLYNK_YELLOW
#define BLYNK_RED

//색상 키워드 설정

"#ED9D00"

"#D3435C"

int ledDust = 5;

//미세먼지센서 핀설정,D1, GPIO5

int samplingTime = 280;
int deltaTime = 40;
int sleepTime = 9680;
float voMeasured = 0;
float calcVoltage = 0;
float dustDensity = 0;
int vib= 4;

//진동 센서 핀설정, D2, GPIO4

int fir= 14;

//불꽃 센서 핀설정, D5, GPIO14

void sendSensor(){
digitalWrite(ledDust,LOW);

// power on the LED(미세먼지센서)

delayMicroseconds(samplingTime);

voMeasured = analogRead(0);

// read the dust value

delayMicroseconds(deltaTime);
digitalWrite(ledDust,HIGH);

// turn the LED off(미세먼지센서)

delayMicroseconds(sleepTime);

calcVoltage = voMeasured * (6.0 / 1024);

//외부전원 6V 기준

dustDensity = (0.17 * calcVoltage - 0.1)*1000;

//미세먼지 농도 계산(unit: ug/m^3)

Blynk.virtualWrite(V0, dustDensity);

//Gauge위젯에 미세먼지농도 표기

Serial.println(dustDensity);

if(dustDensity<31){
led1.setColor(BLYNK_BLUE);

// blue, 좋음

led1.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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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if(dustDensity<81){
led1.setColor(BLYNK_GREEN);

// green, 보통

led1.on();
}else if(dustDensity<151){
led1.setColor(BLYNK_YELLOW);

//yellow, 나쁨

led1.on();
Blynk.notify("Bad air!!");

//Notifiation위젯에서 "Bad air!!" 알림

}else{
led1.setColor(BLYNK_RED);

//red, 매우나쁨

led1.on();
Blynk.notify("The air is so bad!!");

//Notifiation위젯에서 "The air is so bad!!" 알림

}
}

void setup() {
pinMode(5, OUTPUT);
pinMode(vib, INPUT);
pinMode(fir, INPUT);
Serial.begin(9600);
Blynk.begin(auth, ssid, pass);

//아두이노가 Blynk Cloud에 연결.

timer.setInterval(1000L, sendSensor);

//1초 마다 sendSensor함수 실행

}

void loop() {
Blynk.run();
timer.run();

int eq=digitalRead(vib);

//진동센서 신호 읽어들임

int fire=digitalRead(fir);

//불꽃센서 신호 읽어들임

if(eq==LOW){

//진동이 감지되면

Blynk.notify("Earthquake!!!!");

//Notifiation위젯에서 "Earthquake!!!" 알림

led2.on();

//LED위젯 켜기

}else{
led2.off();
}
if(fire==LOW){

//불이 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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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notify("Fire!!!!");
led3.on();

//Notifiation위젯에서 "Fire!!!" 알림
//LED위젯 켜기

}else{
led3.off();
}
}

위 코드를 아두이노IDE에 작성합니다.
이전의 프로젝트에서는 온습도센서를 이용하여 값을 모니터링했다면 이번에는 미세먼지 농도값을 감지해 가상핀
(Virtual Pin)을 통해 위젯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값에 따라 LED의 색상을 변화시켜 미세먼지 상태
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적용해 농
도가 30이하이면 '좋음'으로 파란색,
30에서 80사이이면 '보통'으로 녹색,
80에서 150사이이면 '나쁨'으로 노란
색, 150이상이면 '매우나쁨'으로 빨간
색으로 색상을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표기 LED위젯이 색상이 바
뀌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나쁨'
과 '매우 나쁨' 상태라면 Notification
위젯 으로 푸시 알림을 울리도록 했습
니다. 진동 센서와 불꽃 센서도 마찬
가지로 진동 또는 불이 감지되면 LED
위젯이 켜지고 Notification위젯 으로
지진이나 화재가 났다는 푸시 알림과
경보음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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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메뉴에서 '보드'와 '포트'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 아두이노에 업로드해줍니다.
(보드 설정: NodeMCU 1.0 (ESP-12E Module), 포트 설정: nodeMCU 해당 포트)

위와 같이 [100%]와'업로드 완료'가 표기되면 nodeMCU보드에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위 QR code 링크를 통해
동작 시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 스마트팜 동작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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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6-1 Blynk Widget 주요 기능
Controllers
Timer
타이머는 특정 시간의 작업을 트리거합니다. 시작시간에는 HIGH신호를 보내
고 멈추는 시점에는 LOW신호를 보냅니다. Blynk Cloud에서 컨트롤하기때문
에 스마트폰이 오프라인이라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이머 위젯은 스
마트폰의 시간 기준이 아닌 서버의 시간 기준으로 작동하기때문에 스마트폰
의 기준 시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Joystick
4가지의 방향을 제어하는 조이스틱 위젯입니다. 스마트폰을 가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이스틱이 자동으로 회전합니다. 조이스틱의 출력 모드는
SPLIT또는 MERGE로 2가지 방식으로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SPLIT의
경우 하드웨어의 2개의 입출력 핀에 각각 하나씩 동시에 값을 보내는 방식입
니다. 예를 들어, 조이스틱 위젯에서 핀넘버를 D3과 D4로 설정했다면 서버에
서 아래와 같은 명령을 보냅니다. (하드웨어 단에서 따로 코드를 수정할 필요
가 없습니다.)

digitalWrite(3, value);
digitalWrite(4, value);
MERGE 모드의 경우 배열 형태로 구성된 값을 한번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드는 Virtual Pin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이스틱 위젯에서
핀넘버를 V1으로 설정했다면 하드웨어에서 아래와 같이 신호를 받는 코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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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_WRITE(V1)
{
int x=param[0].asInt();
int y=param[1].asInt();
}

zeRGBa
nodeMCU에서 zeRGBa위젯으로 RGB LED를 다뤄보았습니다. 이 위젯도 마
찬가지로 SPLIT또는 MERGE 2가지의 출력모드를 가지며 기능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내는 값의 개수가 3개라는 점이 위 조이스틱 위젯과 다른 점입니다.

Display
Valu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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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에 연결된 센서나 Virtual Pin에서 들어오는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Labeld Value

하드웨어에 연결된 센서나 Virtual Pin에서 들어오는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러나 위의 'Value Display'위젯과 다른 점은 디스플레이할 값의 형식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값 12.6789이 블링크 입으로 보내졌다면 형식
옵션을 아래와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pin/ -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디스플레이(12.6789)
/pin./- 소수부분이 없는 값으로 반올림하여 디스플레이 (13)
/pin.#/- 소수점 한 자리 숫자만 표기하여 디스플레이(12.7)
/pin.##/- 소수점 두 자리 숫자만 표기하여 디스플레이(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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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상태 표시를 위한 LED입니다.
아래와 같이 디지털 방식으로 LED 위젯의 on/off 제어가 가능합니다.

WidgetLED led1(V1);
led1.off();
led1.on();

또는 0~255사이의 값을 입력해서 LED 위젯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WidgetLED led2(V2);
led2.setValue(127);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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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이지 위젯 또한 값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in/ -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디스플레이(12.6789)
/pin./- 소수부분이 없는 값으로 반올림하여 디스플레이 (13)
/pin.#/- 소수점 한 자리 숫자만 표기하여 디스플레이(12.7)
/pin.##/- 소수점 두 자리 숫자만 표기하여 디스플레이(12.68)

LCD

16x2 LCD 디스플레이 위젯입니다.

lcd.print(x, y, "Your Message");

위와 같은 코드로 LCD위젯에 문자를 표기합니다.
위의 x위치는 나타낼 문자의 시작 가로위치 (0-15)를 기재하는 부분이며, y위
치는 세로 위치(0 or 1)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LCD 위젯 또한 값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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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Chart
Super Chart위젯은 실시간 또는 과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센
서 데이터, binary event logging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per Chart위젯
을 사용하려면 타이머를 사용하여 원하는 간격으로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를
보내야 합니다.

차트에서 그래프를 누르면 시간대와 해당 값을 확인할 수

차트에서 그래프를 누르면 시간대와 해당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104-

우측 하단 모서리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 보기가 가능합

우측 하단의 ... 버튼을 누르면 추가 기능을 볼 수

니다. 스마트폰을 세로 모드로 돌리기만 하면 다시 자동으

있습니다.

로 차트가 회전합니다. 위젯 설정에서 전체 화면 모드를

_ CSV로 내보내기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_ 서버에서 데이터 지우기

Datastream 셋팅
위젯은 최대 4개의 데이터스트림을 지원합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차트의 종류(Line, Area, Bar, Binary),
색상, 데이터 소스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Virtual 핀 또는 태그에서 불러올 수 있습
니다. 태그의 경우 내장된 집계 함수(SUM, AVG, MED,
MIN, MAX)를 사용하여 여러 장치의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센서가 10개인 경우, 위젯에서
10개 센서의 평균값을 플로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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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 셋팅
Y축을 일반 값 또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축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값으로 Y축을 설정했을 때 축의 범위가 0~55인데
30~50범위의 값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Binary Chart 셋팅
이 차트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TRUE 또는 FALSE 상태값
으로 나타낼 때 유용합니다. 데이터가 TRUE 또는 FALSE
상태로 바뀔 지점인 FLIP포인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에서 1023까지의 범위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했을 때 512를 FLIP포인트로 설정하면 512초과의 모든 값
이 TRUE로 기록되고 512 이하이면 FALSE로 기록됩니다.
만약 0과 1을 보내고 0을 FLIP포인트로 설정하면 1이
TRUE가 되고 0은 FALSE가 됩니다.

상태 라벨 설정
차트 상에 TRUE/FALSE를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TRUE 상태를 "장비 ON"이라는 라벨로 설정
하고, FALSE 상태를 "장비 OFF"라는 라벨로 설정하여 나
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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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Chart은 업데이트 간격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최소 차트 업데이트 간격인 1분 기준일 때 범위는 한 시간, 여
섯 시간 또는 하루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차트 업데이트 간격이 1시간 기준일 때 범위는 한 주, 한 달, 세 달 기
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Terminal

하드웨어로부터 보낸 data를 표시합니다. 위젯에서 하드웨어로 문자열을 보
낼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은 항상 드웨어가 blynk cloud에 보낸 마지막 25개
의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이 제한은 로컬 서버에서terminal.string.pool.size
속성에서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아래의 함수로 위젯에 data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terminal.print();

//값을 표기합니다.

terminal.println(); //값을 표기하고 줄바꿈합니다.
terminal.write();

//data buffer에값을 저장하고 표기합니다.

terminal.flush(); // 데이터가 전송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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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treaming
비디오 스트리밍을 보여줄 수 있는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RTSP (RP, SDP), HTTP / S 프로그레시브 스트리밍, HTTP / S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현재 Blynk는 스트리밍 서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카메라에 직접 스트리밍하거나 자체 서
버(라즈베리파이 등)에서 스트리밍 서버를 호스팅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속성 설정 함수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에서 스트리밍 url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lynk.setProperty(V1, "url", "http://my_new_video_url");

옆 화면은 RPi camera로 uv4l 웹서버를 통해 비디오스트리밍하는 모습을
blynk video streaming위젯을 통해 보여주고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능을 통
해 카메라와 웹서버를 구축하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는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Level Display
센서 또는 가상 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시합니다. 레벨 표시는 진행 표시 줄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수
준'과 같은 레벨을 표시하기 위한 편리한 위젯입니다. 하드웨어에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됩니다.

하드웨어 단에서도 해당 위젯에서의 값 표시를 코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Blynk.virtualWrite(V1, 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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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트위터 위젯은 트위터 계정을 blynk에 연결하고 하드웨어에서 트윗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_ 예시 코드

Blynk.tweet("Hey, Blynkers! My Arduino can tweet now!");

제한 사항: 15초당 1개의 트윗이 허용됩니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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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위젯은 하드웨어에서 임의이 주소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_ 예시 코드

Blynk.email("my_email@example.com", "Subject", "Your message
goes here");

또한, blynk 앱에서 수신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드웨어 코드
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Blynk.email("Subject", "Your message goes here");

제한 사항

-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메시지 길이(제목 + 내용)는 120자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define BLYNK_MAX_
SENDBYTES XXX'의 코트를 이용하여 최대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P의 경우 최대 1,200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5초당 1개의 이메일만 허용됩니다.
- 만약 gmail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에 최대 500개의 메일까지만 허용됩니다.
- blynk cloud에서 하루에 최대 100개의 메시지로 제한됩니다.

Push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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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에서 신호를 보내면 앱에서 푸시 알림을 울립니다.
현재 위젯의 사용 조건에서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_ NOTIFY WHEN HARDWARE GOES OFFLINE
하드웨어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푸시 알림을 울립니다. 'ON'으로 설정할 경
우 'Offline Ignore Periond'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드웨
어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후 알림을 보내기까지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기간이 초과되면 "hardware offline"알림이 전송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하드웨어가 다시 연결될 경우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_ PRIORITY
우선순위가 높은 메시지를 지연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 높은 우
선순위 메시지는 일반 우선순위 메시지와 비교하여 배터소모에 더 많은 영향
을 줍니다.)

참조: https://developers.google.com/cloud-messaging/conceptoptions#setting-the-priority-of-a-message

예제 코드:

Blynk.notify("Hey, Blynkers! My hardware can push now!");

제한 사항:

- 최대 허용 메시지 길이는 120자 입니다.
- 15초당 한 개의 메시지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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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Tabs
탭 위젯은 프로젝트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한 화면에 사용하고자
하는 위젯이 모두 배치되지 않을 경우 유용합니다. 최대 4개의 탭을 가질 수
있으며 탭 사이에서 위젯을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Menu
메뉴 위젯을 사용하면 UI에서 선택한 항목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에 명령을 보
낼 수 있습니다. 메뉴는 선택한 요소의 색인을 보내고 문자열은 보내지 않습니
다. 전송 색인은 1부터 시작합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아래 예시와 같이 메
뉴 항목 선택에 따른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witch(param.asInt())
{
case 1: {
Serial.println("Item 1 selected");
break;
}
case 2: {
Serial.println("Item 2 selected");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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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nput
Time Input위젯을 사용하면 시작/중지 시간, 요일, 시간대, 일출 또는 일몰 형식의 값을 선택하고 하드웨어로 보낼 수 있습
니다. 현재 지원 형식은 'HH:MM' 그리고 'HH:MM AM/PM' 입니다. 전송 시간은 사용자 로컬 시간 기준입니다. 참고로 선
택한 요일의 index는 다음과 같습니다.

Monday - 1
Tuesday - 2
...
Saterday - 6
Sundays - 7

Map
Map 위젯을 사용하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도에 포인트 또는 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디바이스의 해당 값을 Map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한 위젯입니다.

Virtual Write 명령어로 해당 위치를 map 위젯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Blynk.virtualWrite(V1, pointIndex, lat, lon, "value");

WidgetMap myMap(V1);
...
int index=1;
float lat=51.5074;
float lon=0.1278;
myMap.location(index, lat, lon, "value");

Table
Tabel위젯은 유사한 데이터를 구조화할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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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에서 아래와 Table위젯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lynk.virtualWrite(V1, "add", id, "Name", "Value");

//테이블에 행 추가

Blynk.virtualWrite(V1, "update", id, "UpdatedName", "UpdatedValue");
Blynk.virtualWrite(V1, "pick", 0);

//특정 항목 강조

Blynk.virtualWrite(V1, "select", 0);

//선택 항목

Blynk.virtualWrite(V1, "deselect", 0);

//미선택 항목

Blynk.virtualWrite(V1, "order", 1, 2);

//행의 위치 이동

Blynk.virtualWrite(V1, "clr");

//테이블의 행 업데이트

//table clear

테이블 위젯의 동작으로부터 아래와같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BLYNK_WRITE(V1) {
String cmd=praram[0].asStr();
if (cmd=="select"){
int rowId=param[1].asInt();

//row in table was selected.

}
if(cmd=="deselect"){
int rowId=param[1].asInt();

//row in table was deselected.

}
if(cmd=="order"){
int oldRowIndex=param[1].asInt();
int newRowIndex=param[2].asInt();

//rows in table where reodered.

}
}

Note: 테이블의 최대 행 수는 100입니다. 100이상이 되면 테이블은 FIFO(Firest In First Out)목록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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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Management
Device Selector
Device Selector 위젯은 하나의 활성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위젯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강력한 위젯입니다. 이는 비슷한 디
바이스 여러개를 활용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디바이스에 모두 온/습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디바이스에대한 상태를 표시하려면 8개의 위젯이 필요합니다. 이때 Device Selector를 사용하면 선택한 활성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온/습도를 표기하는 2개의 위젯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vice Tiles
Device Tiles위젯은 Device Selector 위젯과 메우 유사하지만 UI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타일 당 하나의 디바이스-하나
의 핀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여러 대의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하나
의 레이아웃 내에 유사한 디바이스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Seonsor
Accelerometer
가속도 센서는 스마트폰의 움직임(기울기, 흔들림, 회전 또는 스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며 해당 위젯이 이러한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장치에 적용되는 힘을 측정하여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x, y, z축에 적
용된 m/s^2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가속도 센서 위젯을 통한 data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BLYNK_WRITE(V1) {
int x=param[0].asFloat();

//x축에 적용된 가속도 힘

int y=param[1].asFloat();

//y축에 적용된 가속도 힘

int z=param[2].asFloat();

//y축에 적용된 가속도 힘

}

주의: 가속도센서 위젯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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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meter Sensor
Barometer는 공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센서입니다. (측정 단위: hPa or mbar)

압력 센서 위젯을 통한 data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BLYNK_WRITE(V1) {
int pressure=param[0].asInt();
}

주의: 압력센서 위젯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Gravity Sensor
중력 센서는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모션 센서의 일종입니다. 장치의 기울기, 흔들림, 회전 또는 스윙과 같은
모션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중력 센서는 중력의 방향 및 크기를 나타내는 3차원 벡터를 제공합니다. x, y, z축에
적용된 m/s^2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중력 센서 위젯을 통한 data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BLYNK_WRITE(V1) {
int x=param[0].asFloat();

//x축에 적용된 중력

int y=param[1].asFloat();

//y축에 적용된 중력

int z=param[2].asFloat();

//y축에 적용된 중력

}

주의: 중력 센서 위젯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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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Sensor
빛 센서는 환경센서의 일종으로 스마트폰 주변의 밝기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빛 센서 위젯을 통한 data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BLYNK_WRITE(V1) {
int lx=param.asInt();

//light value

}

주의: 빛 센서 위젯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Proximity Sensor
근접 센서는 스마트폰에서 대상과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cm단위로 측정) 그러나 대부분의 센서는
Far/Near정보만 반환합니다. 따라서 반환값은 0(LOW) 또는 1(HIGH)이 됩니다.

근접 센서 위젯을 통한 data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BLYNK_WRITE(V1) {
int proximity = param.asInt();

//distance to object

if(proximity){
//NEAR
}else{
//FAR
}
}

주의: 근접 센서 위젯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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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Trigger
GPS Triger 위젯을 사용하면 특정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 이벤트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은 백그라운드
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좌표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의 위치가 위젯 맵에서 선택한 반경 안 또는 밖이라면 위
젯은 하드웨어에 HIGH/LOW 명령을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GPS Trigger 위젯을 핀 V1에 할당하고 옵션을 'Enter'로 트리
거 설정을 했다면 목적지 반경 안에 도착했을 때 HIGH명령이 전송됩니다.

GPS Trigger 센서 위젯을 통한 data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BLYNK_WRITE(V1) {
int state=param.asInt();
if(state){
// You enter destination
}else{
//you leave destination
}
}

GPS Streaming
GPS Streaming 위젯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위치 데이터(위도, 경도, 고도 및 속도 등)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GPS Streaming 센서 위젯을 통한 data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BLYNK_WRITE(V1) {
float latitude=param[0].asFloat();
float longitude = param[1].asFloat();
float altitude = param[2].asFloat();
float speed = param[3].asFloat();
}

또는 함수를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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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YNK_WRITE(V1) {
GpsParam gps(param);
Serial.println(gps.getLat(), 7);
Serial.println(gps.getLon(), 7);
Serial.println(gps.getAltitude(), 2);
Serial.println(gps.getSpeed(), 2);
}

GPS Streaming 위젯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합니다.

Other
Bridge

Bridge는 Device-to-Device통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pp을 거치지 않고
동작)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digital/analoge/Virtual Write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브릿지 위젯을 사용하여 여러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
니다.

브릿지 위젯은 가상핀을 통해 다른 장치를 제어하는 채널로써의 역할을 합니
다. 즉, 대상 디바이스의 모든 Virtual, Digital 또는 Analoge 핀을 제어할 수 있
습니다. Arduino가 잘못된 핀을 참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디바이스간에 통신
할 때는 A0, A1, A2...와 같은 핀을 사용하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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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B에 값을 보낼 장치A의 예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WidgetBridge bridge1(V1);

//Initiating Bridge Widget on V1 of Device A

...

void setup() {
Blynk.begin(...);
while (Blynk.connect() == false) {

// Wait until Blynk is connected

}

bridge1.digitalWrite(9, HIGH);
//디바이스 B의 D9핀에 HIGH출력. 디바이스B에서의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음.
bridge1.analogWrite(10, 123);
bridge1.virtualWrite(V1, "hello");
// 이 값의 수신을 확인하려면 디바이스B에서 코드를 수정해야함.
bridge1.virtualWrite(V2, "value1", "value2", "value3");
}

BLYNK_CONNECTED() {
bridge1.setAuthToken("OtherAuthToken");

// Token of the hardware B

}

브리지 위젯으로 virtualWrite()를 수행할 때 장치B는 장치A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해야합니다.

BLYNK_WRITE(V5){
int pinData = param.asInt();
//pinData variable will store value that came via B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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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or
Eventor 위젯을 사용하면 간단한 동작 또는 이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특정 값를 초과하면 DHT센
서의 온도를 읽고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float t = dht.readTemperature();
if (isnan(t)) {
return;
}
if(t>40){
Blynk.notify(String("Temperature is too high : ") + t);
}

Eventor 위젯을 사용하면 위 코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센서에서 서버로 값을 바로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float t = dht.readTemperature();
Blynk.virtualWrite(V0, t);

Eventor 위젯은 코드의 수정이 필요할 때 하드웨어에서 새로운 스케치를 다
시 업로드하지 않고도 조건을 변경해야할 때 유용합니다. Eventor는 App에서
도 이벤트를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이벤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온도가 임계값(40도)을 초과하면 알림 동작이 트리거됩니다. 온도가 계속해
서 40도 이상을 유지하면 무런 동작이 트리거되지 않으나 온도가 40도 이하
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알림 동작이 다시 트리거됩니다.

Eventor는 Timer 이벤트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21:00:00에
핀V1을 ON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핀에 여러 타이머를 할당하고 문
자열 또는 번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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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타이머 위젯은 전화 시간이 아닌 서버 시간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따라
서 시간이 약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벤트는 조건이 충족될 때 한 번만 트리거됩니다.

RTC
RTC(Real-time clock) 위젯은 서버에서 시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UI에서
시간대를 미리 선택하여 필요한 로케일의 하드웨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
다. RTC위젯에는 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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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Player
음악을 재생하는 시뮬레이션 위젯입니다.
모든 버튼은 자체 명령을 하드웨어에 전송합니다. (재생, 정지, 이전, 다음)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하드웨어에서 위젯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lynk.virtualWrite(Vx, “play”);
Blynk.virtualWrite(Vx, “stop”);

또한, Music Player의 위젯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lynk.setProperty(V1, "isOnPlay", "false");

Webhook
Webhook위젯은 3rd party 통합을 위한 위젯입니다. 이 위젯은 HTTP/S의 request를 HTTP/S API가 있는 모든 3rd party
서버 또는 장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동작 방식은 Eventor 위젯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단에서 Blynk뿐만아니라 Thingspeak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려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WiFiClient client;
if (client.connect("api.thingspeak.com", 80)) {
client.print("POST /update HTTP/1.1\n");
client.print("Host: api.thingspeak.com\n");
client.print("Connection: close\n");
client.print("X-THINGSPEAKAPIKEY: " + apiKeyThingspeak1 + "\n");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n");

client.print("Content-Length: ");

client.print(postStr.length());
client.print("\n\n");
client.print(post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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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print("Content-Type:

Webhook위젯을 사용하면 위 코드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
니다. 앱의 화면에서 url과 몇 가지 조건을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Blynk.virtualWrite(V0, value);

목적에 따라 위와 같은 blynk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합니
다. 여기서 V0핀은 webhook위젯의 핀입니다. 즉, 어떤 서
버에서 날씨 정보를 얻고 싶을 때 URL을 위젯에 넣고 V0핀
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BLYNK_WRITE(V0){
String webhookdata =
param.asStr();

Serial.println(webhook

data);
}

참고1) 일반적으로 3rd party server는 큰 메시지를 응답하므로 '#define BLYNK_MAX_READBYTES 1024'를 이용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메시지 크기를 늘려야합니다. (1024: 최대 허용 메시지 크기)

참고2) Webhook위젯에서 Blynk 클라우드로의 요청은 초당 1회까지 가능합니다.
참고3) Webhook의 요청이 10번 실패한 경우 Webhook위젯 사용이 중지됩니다. (스팸 방지 목적) 다시 시작하려면 위젯
을 열고 다시 저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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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라즈비안OS 설치 및 환경설정하기

라즈베리파이에서는 리눅스기반의 다양한 운영체제들을 지원하고있으며 리눅스기반이 아닌 window 1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즈비안OS를 설치하고 환경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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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spberrypi.org/downloads 에 접속합니다.

라즈비안OS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NOOBS와 RASBIAN입니다. RASBIAN
을 클릭하면 라즈비안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파일을 SD카드에 설치하려면 전용프로그램
(Win32 Dist Imager)을 따로 설치해서 작업을 거쳐야합니다.

NOOBS는 라즈베리 파이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거나 버전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NOOBS를 다운받으면 용량은 크
지만 심플한 과정으로 라즈비안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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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BS를 클릭하고 NOOBS의 Download ZIP을 클릭하여 압축파일을 다운받습니다. (현재 버전은 2.4.5이상입니다.)
용량이 매우 크기때문에 다운받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완료 후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푼 후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선택하고 복사한

SD카드에 모두 이동했다면 꺼내서 라즈베리파이 보드에

다음 micro SD카드 폴더에 붙여넣기합니다.

삽입합니다. SD카드 삽입 후 전원을 연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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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후 이런 화면이 나오면 라즈비안을 체크하고 Install을 눌러줍니다. 경고창이 뜨는데 Yes를 누릅니다.

맨 처음 설치를 하고나면 이러한 배경화면이 나타납니다. WiFi를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라즈비안OS 환경설정을 해줘야 햐는 이유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즈비안의 사용 건을 셋팅해줘야 원활한 개발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언어나 시간을 변경해놓으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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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순서대로 변경해보겠습니다.

1. 언어 설정 변경

터미널에 sudo raspi-config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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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키로 4. Localisation Options를 선택하고 Tab키를 눌러 Select로 이동 후 Spacebar를 눌러줍니다.

Change Locale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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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목록 맨 앞쪽에 별표(*)기호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별표 기호를
en_GB.UTF-8 UTF-8, en_US.UTF-8 UTF-8, ko_kr.UTF-8 UTF-8 3개를 선택합니다.
OK를 누른후 마지막으로 ko_kr.UTF-8을 선택합니다.

2. 시간 설정 변경
이번에는 Localisation Option에서 Change Timezone을 선택합니다.

Asia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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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선택합니다.

3. 키보드 레이아웃 변경
마찬가지로 다시 터미널에 sudo raspi-config 입력하고 4. Localisation Options를 선택합니다.

Chage Keyboard Layout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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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순서를 쭉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Generic 105-key(lntl) PC
-> Other
-> Korean
-> Korean-Korean(101/04 key compatible)
-> The default for the keyboard layout
-> No compose key
-> Ok
-> No

Generic 105-key(Intl) PC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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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선택

Korean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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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orean(101/104 key compatible) 선택

OK를 누른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The default for the keyboard layout -> No compse key -> Ok -> No

4. 재부팅

Finish를 선택 후, 터미널에 sudo reboot 하면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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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즈베리파이 업데이트
재부팅을 하고나면 아래처럼 글자가 깨져 보일것입니다. 한글로 환경설정을 바꿨는데, 한글 폰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sudo apt-get update 합니다. 이는 패키지 인덱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터넷이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sudo apt-get upgrade를 진행합니다. 이는 설치된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입니다.
[Y/n]이 뜨면 y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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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사용하기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ibus ibus-hangul

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한글 폰트를 설치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fonts-unfonts-core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부팅합니다. (sudo r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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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팅을 하고나면 이렇게 한글로 '휴지통'이라고 적힌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이로써 기본적인 라즈비안OS 환경설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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