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oT 개론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IoT란?

IoT의 정의

IoT 는 “Internet of Things” 라는 영어의 약자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사물(또는 물건/물체)들의 

인터넷” 이라는 말이다.

 사물에 네트워크 기능을 넣어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망으로 연결시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분야를 말한다.

 IoT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물은 유무선 네트워크에서의 end-device 뿐만 아니라,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화재,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 등이 포함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 



IoT 3대 주요기술 

1. 센싱 기술 

- 전통적인 온도/습도/열/가스/조도/초음파 센서 등에서부터 원격 감지, SAR, 레이더, 위치, 모션, 

영상 센서 등 유형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센서를 포함 

- 물리적인 센서는 응용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정보 처리 능력을 내장한 

스마트 센서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센싱한 데이터로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가상 

센싱 기능도 포함되며 가상 센싱 기술은 실제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구현 

- 기존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센서보다 한 차원 높은 다중(다분야) 센서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층 더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 

2.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 IoT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치로는 기존의 WPAN, WiFi, 3G/4G/LTE, Bluetooth, Ethernet, 

BcN, 위성통신, Microware, 시리얼 통신, PLC 등, 인간과 사물,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모든 

유·무선 네트워크를 의미 

※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 시리얼 통신 : 일반적으로 컴퓨터 기기를 접속하는 방법의 하나로, 접속하는 선의 수를 줄이고, 

원거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 통신 방식이다 

3.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IoT의 주요 3대 구성 요소(인간·사물·서비스)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와 연동하는 역할 

-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센싱, 가공/추출/처리, 

저장, 판단, 상황 인식, 인지,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인가, 디스커버리, 객체 정형화, 온톨러지 

기반의 시맨틱, 오픈 센서 API, 가상화, 위치확인, 프로세스 관리, 오픈 플랫폼 기술, 미들웨어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 웹 서비스 기술, 소셜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페이스(저장, 처리, 변환 등) 역할 수행

IoT 관련 주요국 정책 동향 



1. 미국 

-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대 

와해성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ies, 2008) 분야 중 ‘사물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을 

선정 

2. EU 

- ’09년 7월 EU는 인터넷 진보를 활용하는 것과 보안(개인정보)과 같은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14개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관한 액션 플랜을 발표 

3. 중국 

- 주로 IoT에 관한 연구 및 사업지원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방향을 보면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수립(’06 ~ ’20년), M2M 연구센터 구축(’10년), 

사물네트워크 산업기금 조성(’10년) 등 

4. 일본 

- 안전한 디지털 안심·안전 사회의 실현을 위한 ‘i-Japan 전략 2015’에 이용자 관점에 입각한 

인간중심(Human Centric)의 디지털사회 구현에 사물지능통신이 포함, ’11년8월 경제산업성에서 

IoT를 중심으로 한 ‘IT융합에 의한 신산업 창출 전략’ 발표



IoT기술 활용

1. 식물관리

Parrot사의 Flower Power

온도센서, 조도센서, 산도(pH)센서, 습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들을 블루투스를 통하여 

사용자의 스마트기기로 전송한다. 스마트기기의 어플에서 전송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물을 

줘야하는 시기, 비료를 줘야하는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식물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스마트 약병

- 글로우캡은 정해진 복약 시간이 되면 약병 뚜껑의 램프가 점등함과 동시에 소리를 내고 

환자들에게 약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한약병

- 약병을 구입하면 리마인더 플러그가 같이 제공되는데, 이 플러그를 집안 전원에 꽂아두면 

글로우캡(GlowCap)에 관련 정보가 입력됨

- 복약을 위해 약병을 열었을 때 그것을 감지하여 AT&T의 무선망을 통해 감지 된 정보를 

바이탈리티(Vitality)사의 서버로 전송

- 만약 복약 시간이 지났음에도 약병의 뚜껑이 열리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전화나 MS로 

정보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약병에 약이 떨어진 사실도 통보

- 약 기록이 매주 요약 되어 이메일로 사용자에게 통보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또는 보호자에게도 함께 통보

-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매월 15달러의 가입비용 부담



3. 범죄 감시 시스템

 뉴욕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DAS(Domain Awareness System)라는 대테러 감지시스템을 

구축

- 맨하탄 지역에 설치된 4,000여 대의 CCTV, 600여 대의 방사능 감지기, 100여 대의 

자동차번호판 인식장치를 연계하여 의심스런 사람이나 물품, 차량 관련 정보를 분석해 

현장경찰과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즉시 제공

- 예를 들어 범죄나 테러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통해 범죄 용의 차량 정보를 포착하면, 

DAS를 통해 해당 도시 전역의 실시간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 

가능



4. 청각장애 부모 아이 돌봄 장치

모뉴엘사의 Babble

 청각 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아이 돌봄 장치로 스테이션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신호를 

분석하여 아이가 울면 손목시계로 블루투스를 통해 신호를 보내주면 시계에서 진동을 울려준다.



5. 스마트 카트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에서 구매목록다운로드. 관련쿠폰자동검색, 구매희망상품 위치 

안내, 매장내 위치기반 관심상품 자동 홍보등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



6. 자율 주행 구글카

- 2010년 10월 구글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구글카를 처음 발표(구글 부사장인 Sebastian Thrun이 

총괄 책임)

- 구글카는 기존의 자동차에 IT기술을 활용한 자동운전 시스템을 장착하여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목표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

- 구글은 자동운전 자동차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명사고의 감소, 에너지 절감, 

통근시간의 효과적 활용 등 3가지를 제시

- 구글은 구글카에 대한 구체적인 운행모습을 2012년 3월유튜브에 게시

-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인 스티브 만(Steve Mahan)이 자동운전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동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글카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x2ePsbmcNCs



7. 온도조절기

- 2014년 1월, 구글이네스트라는기업을 3조 4,000억 (32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네스트에서 개발한 

온도조절장치에 대한 관심 집중

- 네스트는애플에서 2001~2008년 재직하면서 아이팟의아버지로 불렸던 토니 파델(Tony Fadell)과 

맷 로저스(Matt Rogers)가 2010년 공동 창업

- 무선랜을지원하여 학습기능 및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네스트학습형온도조절기(Nest Learning 

Thermostat)

- 주변 환경과 사람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지능적으로 냉난방을 제어하는 장치로 즉, 집안의 

온도 조절 장치를 바꾸면 수동 조작 없이 자동으로 적당한 온도로 조절되게 해주는 인공지능 

냉난방 조절 장치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쯤 되면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비어 있던 집으로 퇴근할 

때면 적당한 온도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며,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집안에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

- 온도조절기는 WiFi를지원하며, WiFi는 스마트폰을통해 외부에서 온도를 조절 할 수 있고, 날씨 



정보를 받아와 온도 조절에 적용하고,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

- 사용자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



8. 스마트 원격 검침

스페인 최대 가스회사인 가스내추럴(Gas Natural)은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가스 검침 인프라 구축

  - 각각의 계량기에 설치된 정보를 중앙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함으로써 직접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검침 가능

  - 가스미터와전기 미터기의 호환을 통해 각 가정별에너지 현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가스 검침과 관련하여 매월 검침원이 각 가정별로방문하여 검침하는 방법은 인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고객의 프라이버스 침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해결 가능

에너지 사용 현황을 매 시간별로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양을분석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9. 자동차 상태 파악 



차량 고장 여부, 연료 잔량, 배터리 잔량, 도어 잠금 여부, 주차위치 등 차량 관련 정보를 스마트 

폰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



10. 헬스 케어 장치

심박센서, 가속도센서, GPS등의 센서를 내장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자의 수면, 이동 

및 식사를 추적하고 사용자가 이 정보를 이용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손목 

밴드이며,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11. 스마트 콘센트

전기 콘센트에 장착하는 제품으로 콘센트에 연결된 가전기기의 전력을 통제하고 전기소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 

컴퓨터 액세서리 전문 기업 벨킨(Belkin)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3에서 처음으로 

위모(WeMo)를 공개한 뒤, CES 2014에서는 업그레이드한 위모를 출시

  - 위모는전기 콘센트에 장착하는 제품으로 콘센트에 연결하는 가전기기의 전력을 통제하고 

전기 소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기능

  - 위모스위치를 전기 콘센트에 설치한 후 가전기기의 전원을 꽂으면 앱을통해 가전기기의 전원 

온-오프 가능

  - 특히, 위모모션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 집 밖에서 스마트폰앱으로집 안 가전기기의 전원 

상태를 확인 가능

  - 현재 위모인사이트스위치(WeMo Insight Switch)는 60달러에 판매 중이며, 제품 구매시번들로 

제공하는 iOS와 안드로이드 앱을통해 가전기기의 전력 제어 가능

원격검침과 전기, 가스, 상하수를포함하여 각종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

  - 전기, 가스, 상하수 제어를 포함한 에너지 관리 부문은 효율화 증진을 통해 2018년 1,588억여 

원의 절감 효과 기대



 IoT 보안문제

1. IoT 보안취약점

 IoT의 힘은 대부분의 기기들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커피 머신 코드를 연결하면, 

커피머신이 가정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그러나 모든 단순함은 비용에서 온다. 

 IoT 기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며, 회사의 전문성은 

가정용 가전을 제조하는 것이다. 또는 제조사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그 결과 많은 IoT 기기들이 제품에 보안기능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일부 기기에는 잘 알려진 

기본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으며, 패스워드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며, 변경도 할 수 없다. 

추가로 이러한 많은 기기들은 재설정 기능도 없다. 더 나쁜 경우는 많은 기기들이 업데이트가 

어려우며 업데이트 기능도 없다. 그 결과 많은 IoT 기기들이 알려진 취약점이 존재하고 수정할 

수도 없어 계속해서 취약한 상태로 존재한다.

2. IoT 기기 보호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IoT 기기의 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기기는 생활을 간편하게 만들고,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가정의 물리적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가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IoT기기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사용해야한다. 

여기서는 IoT 기기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필요한 것만 연결: IoT 기기를 안전하게 하는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IoT 기기가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다면, 와이파이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별도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IoT 기기를 온라인 연결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많은 와이파이 AP는 게스트 네트워크와 

같은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 다른 방법은 IoT 

기기만 접속할 수 있는 추가 와이파이 라우터를 구매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IoT 기기는 별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가정용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나 기기는 공격 당할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 가능하다면 업데이트 실시: PC나 모바일 기기와 같이 IoT 기기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만약에 

IoT기기가 자동 업데이트기능이 있으면 설정해 준다.

 - 강력한 패스워드: IoT 기기에 유일하고, 강력한 패스워드로 변경해 준다. 모든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힘들다면, 패스워드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 프라이버시 옵션: IoT기기가 프라이버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면, 정보 공유를 제한해 둔다. 

다른 방법은 정보 공유 기능을 모두 비활성화 하는 것 이다.

 - 교체: 사용하는 IoT 기기에 너무 많은 취약점이 있는데, 수정이 되지 않거나 좀 더 안전한 

보안기능이 있는 신형 기기가 있다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다.

출처

Net Term, 사물 인터넷

사물인터넷 - 기술서비스 동향 및 발전 전망 -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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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1.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란?

 단어 그대로 ‘착용하는 전자기기’를 뜻한다. 하지만 단순히 액세서리처럼 전자기기를 몸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신체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기기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장점은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나 개인의 신체 변화를 

실시간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집할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안경의 경우 눈에 

보이는 주변의 모든 정보의기록이 가능하며 스마트 속옷은 체온, 심장박동과 같은 생체신호를 

꾸준히 수집할 수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p.36).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이미 40여년전 최초의 

웨어러블 컴퓨팅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가장 처음 출시된 

제품은 1980년대 의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써 미군을 위해 제작된 군복이다. 이후 지금까지 

출시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종류는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기기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사용자들의 헬스케어 및 의료 목적으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탑제된 재킷, 갑작스런 

혈관질환 등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연락이 가게 되는 재킷 등이 있다. 



인포

테인먼트(Information+Entertainment) 목적으로는 스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등이 있으며, 건강과 

웰빙 목적으로 수영을 통해 칼로리를 어느 정도 소모했는지 알 수 있는 스마트 수경, 수면활동 

등을 기록하는 라이프 로거(logger) 등이 있다. 이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ICT분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서 사용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규모는 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2013년말에 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IMS Research는 2016년에 시장규모가 60억 달러(출하량1억 7,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인포테인먼트 분야가 전체시장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황은정, 2013).1)



1)구글 글라스 

구글글라스를 착용한 뒤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리즘이 시야 우측 상방의 모니터 

역할을 해준다. 구글 글라스는 동영상에서 길을 걸으면 지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날씨 정보 나타나는 기능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손에 

든 폰을 내려다보지 않고도 시야 내에 정보가 들어온다는 부분에서 이색적이면서도 활동성이 

높다고. 동영상에서 나오는 대표적 예는 열기구, 패러글라이딩, 체조, 롤러코스터 등이다. 구글 

글라스는 과격한 활동을 하는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

사용법은 안경 타입의 기기를 착용한 후, 터치패드가 있는 안경테 측면을 건드리거나, 고개를 

천천히 위로 들면 활성화. 활성화 상태에서 'OK Glass'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내리면 작동한다. 

기기 측면을 만져서 스크롤링을 조절할 수도 있다. 홍보 영상에 나온 것처럼, 'Take a picture'라고 

말하면 사진을 찍고, 'Record a video'라고 하면 10초 가량의 동영상을 촬영한다. 'Ok, Glass, 

Google.'이라고 하면 구글 검색. 모니터 상에 '카드' 형태로 각 기능이 떠오르고 스크롤이나 

음성명령을 통해 특정 카드를 작동시킬 수 있다. 카드 자체가 앱인 셈.

와이파이, 또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포함한 각종 스마트폰과의 블루투스 테터링을 통해서만 



네트워크 연결이 된다. GPS 내장. 현재로서는 기기 자체가 데이터를 내장한 것이 거의 없으며, 

내장 애플리케이션도 최소화되었다. 구글 계정을 통해서 외부의 각 서비스로 연결되며, 서드파티 

개발자들은 미러API를 제공받아 이를 통해 글래스와 서비스를 연결하게 된다. 즉 구글이라는 관문 

없이는 구글 글래스를 제대로 써먹기 어렵다. 설정은 MyGlass라는 안드로이드/iOS 앱을 통해서 

관리한다.

대부분의 기능을 서버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기 자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반대급부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면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 물론 홍보 영상에 나온 

만큼 해상도가 된다면, 액션 카메라로 보자면 퍽 쓸만해보이기는 하지만. 또한 구글 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구글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지역에서는 힘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된다.

구글 글래스로 접할 수 있는 증강현실 서비스는 API를 받은 개발자들이 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긴 하지만, SF 사이버펑크에서 볼 수 있는 별별 희한하고 휘황찬란한 기능, 또는 현재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얼리어답터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시시한 앱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리고 구글 글래스는 구글이 기존에 제공하던 구글 검색이나 길찾기 같은 각종 서비스를 안경형 

인터페이스로 좀 더 밀착해서 전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평범하게 트윗 올라고 영상이나 

사진 공유하기 같은 현재도 다른 디바이스로 가능한 실용 기능을 안경 인터페이스로 구현한다. 

어떻게 보면 시시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그랬듯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증강현실을 더 빨리 현실에 접착시키려면 이런 기기가 

성공해줘야 하고, 구글 글래스는 이 역할을 기대할만해 보인다.



2) 스마트 신발

인도의 한 스타트업이 위성항법장치(GPS)가 내장된 ‘스마트 신발’을 선보였다. 

 각종 스마트 센서를 숨겨놓았다는 점만 빼면. 기본 기능은 여느 입는 컴퓨팅 기기와 다를 바 

없다. 하루 동안 이동 거리나 걸음 수를 알려주고 소비된 칼로리 양을 보여주는 정도는 이제 

놀랍지 않다.

이 똑똑한 신발은 제 알아서 주인을 목적지로 데려다준다. 이름부터 그렇다. ‘리챌’(LeChal). 

힌디어로 ‘그곳으로 날 데려다주오’란 뜻이다.

리챌은 블루투스 송·수신기를 품고 있다. 이걸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과 연결하면 준비는 

끝난다. 길을 알려주는 비결은 햅틱, 즉 ‘진동’이다.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를 설정한 뒤 신발을 

신고 길을 나서보자. 리챌 앱이 알아서 이용자 위치정보를 인식해 신발로 전송하고, 신발은 

진동으로 방향을 알려준다. 좌회전할 땐 왼쪽 신발에, 우회전은 오른쪽 신발에 진동을 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양쪽 신발에 진동을 울리는 식이다. 연인이라면 리챌 앱으로 데이트 장소와 

시간을 공유해두자. 이들을 약속 장소로 인도해주는 건 신발 몫이다.



3) 스마트 가발

소니가 가발을 이용한 스마트가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가발에는 GPS, 센서 등이 장착돼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거나 맹인용 길안내용기기로 활용할 

수 있다.

무선제어방식의 2차 컴퓨팅 단말기와 통신할 수 있다. 스마트 가발 재료는 “말의 털과 인간의 

머리카락, 양털, 새털, 야크털, 또는 어떤 종류의 합성섬유로 구성되며” 이 안에 카메라나 

레이저포인터와 제어회로를 심을 수 있다. 가발용 회로에는 GPS나 초음파 변환기가 포함될 수 

있다. 가발은 머리카락의 서로 다른 부분이 떨게 하는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신호도 제공한다. 

이 웨어러블컴퓨터는 눈꺼풀을 올리는 등 얼굴 표정변화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해  맹인 

안내용 스마트기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4) 스마트 콘택트렌즈

구글에서 개발중인 콘택트렌즈로 혈당량 측정이가능한 당뇨 환자들을 위한 렌즈이다.

뿐만아니라 안구의 압력을 측정하여 녹내장을 체크하고 치료 할 수 있는 렌즈도 개발중에 있다.

위 사진은 렌즈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여 선글라스 기능을 제공해주는 렌즈이다.



5) 마이크로 칩 임플란트

 환자의 몸에 마이크로 칩을 심어 환자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자동으로 약물을 

투여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에게 마이크로 칩을 심은 임상 실험이 성공 하였다.

3개월 반 동안 환자에게 약이 스케쥴대로 투여 되었다.

혈당량을 측정하여 당뇨를 모니터링 하고 치료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2. 자연환경 관련 IoT

자연환경 관련 IoT란?

자연환경 과련 IoT 디바이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와 같이 특정용어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산업발전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받고있는 분야이다.

 환경재해를 조기 감지하고 예측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IoT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4년 4월부터 전국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 5개의 대기환경오염물질의 오염도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을 구축해 산출된 정보를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제공하고 있다. 전국 97개 시,군에 총 311개의 측정망이 있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측정소현황

미세먼지 측정방법은 자동측정법과 수동측정법이 있다. 자동측정법은 흡입구에서 일정한 속도로 

공기를 빨아들여 여과지의 걸러진 먼지에 베타선을 흡수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 원리 및 자료 수집 방식



대기오염물질이 가로등처럼 생긴 흡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충돌판에 떨어진다. 이때 미세먼지의 

최대 지름인 10㎛보다 큰 먼지는 충돌판에 그대로 남고, 이보다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만 아래로 

내려가 분석 장비 안에 있는 필터에 쌓인다. 이렇게 걸러진 먼지에 베타선(방사선) 비춰 흡수율 

계산하게 되는데 1㎥당 미세먼지 농도 파악을 시간 단위로 반복해 평균을 내면 평균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값이 나오게 된다. 미세먼지보다 지름이 더 작은 ‘초미세먼지(2.5㎛ 이하)’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도 똑같다.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충돌판을 하나 더 내장하면 된다.



수동측정법은 24시간 동안 포집한 먼지를 초정밀 저울로 무게를 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서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좀 더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2) 굴뚝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 감시 시스템)

생산 현장에는 발전 설비, 생산 설비,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 있죠. 그 

중에서 법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굴뚝 TMS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뚝의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7개 오염 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경관리공단의 

Clean SYS 관제 센터에 전달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굴뚝 TMS' 개념도(출처: 에코타임스)>

굴뚝 TMS는 198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온산 공단의 31개 사업장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 7월 말 기준, 전국 566개 사업장, 1465개의 굴뚝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은 TMS에서 센터로 데이터를 송신만 하는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측정 기기를 임의로 

파손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7년 완료를 목표로 관제 센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모니터링 체계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대기 오염 분야에서는 악취도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특히 생산 현장, 축사, 폐수 처리장 시설 

등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시설 주변의 공기를 수집하고, 악취를 

측정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출처: ENCOCO)>

이 시스템은 현황 분석뿐 아니라 온도, 습도 등의 조건에 따른 취기 강조를 예측하는 기술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취감지장치 : 악취수집기, 악취감지기, 에어공급기, 전원공급기

 중앙제어장치 : 중앙제어기(컴퓨터), 분석관리프로그램

 

<기상 환경에 따른 실시간 악취도 모델링(좌)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예시(우)(출처: 

양산시청)>

악취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악취 수집 및 감지기를 설치하고, 공기를 연속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 또는 경보를 발령합니다. 

4) 수질 TMS(Tele Monitoring System)

수질 TMS는 대기 분야의 굴뚝 TM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질 측정망이나 공장의 폐수 처리장 등에 설치하여, 물의 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질 TMS' 시스템 개념도(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전국 주요 상수원과 오염 사고 취약 지역의 수질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수질 TM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수질 TMS 관제 센터로 수집되고,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초점, 제25권 21호 통권 566호-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동향과 시사점-김대건

나무위키/구글 글래스/

https://namu.wiki/w/%EA%B5%AC%EA%B8%80%20%EA%B8%80%EB%9E%98%EC%8A%A4

한겨래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57019.html

TodayUS / http://www.todayus.com/?p=40070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http://www.ksaps.or.kr/bbs/view.php?bbs_id=new2&doc_num=2413

LG CNS / 김강민 / http://blog.lgcns.com/671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57019.html
http://www.todayus.com/?p=40070
http://www.ksaps.or.kr/bbs/view.php?bbs_id=new2&doc_num=2413
http://blog.lgcns.com/671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아두이노 소개 및 
소프트웨어 환경 설치



처음�접하는�아두이노

아두이노가�어떤�특징을� 가지고�무엇을�할� 수� 있는지�배워�봅시다.� 또한� 아두이노를�사용하기�

위해�준비해야할�것도�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소개를�위한�소프트웨어�제작�도구�소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수학을� 잘해야� 하거나�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과� 영어를� 잘하면� 프로그래밍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가장�중요한�것은�논리적인�사고입니다.�

<그림� 1>� 스크래치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림� 1>에� 표시된� 것과� 같이�

화면에� 있는� 블록을� 배치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블록�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논리적인� 사고를� 이용하는�

대표적인�예입니다.

  

<그림� 2>� 엔트리



엔트리� 소프트웨어� 제작� 도구는� 국내� 벤쳐기업� 엔트리코리아에서� 개발된� 도구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편리하게�웹페이지�상에서�소프트웨어를�제작하고�저장할�수� 있도록�개발된�프로그램입니다.

<그림� 3>� 프로세싱



<그림� 3>는� 아두이노와�컴퓨터를�연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프로세싱이라는�것을� 이용해�만든�

작품입니다.� 이� 프로세싱은� 예술가나� 일반인들이�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 때� 컴퓨터에서�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림� 3>와� 같이� 화려한� 효과를�

아주�간단하게�구현할�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엔트리,� 프로세싱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면서� 컴퓨터에� 대해� 많이� 모르는�

사람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개발은� 어떨까요?� 바로� 아두이노는� 스크래치,� 엔트리,� 프로세싱처럼� 일반인이나� 예술가들이�

쉽게�하드웨어를�만질�수� 있도록�하는�플랫폼입니다.

�

<그림� 3>� 아두이노

<그림� 3-1>� 아두이노의�종류





아두이노를� 보면� 핀을� 꼽을� 수� 있는�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드웨어를� 만지려면�

회로기판이라는� 것에� 부품을� 납땜을� 해줘야� 했는데,� 아두이노는� 납땜하지� 않고� 단순히� 핀을�

꼽아서�부품을�연결할�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또� 하나�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오픈� 소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두이노를�

오픈� 소스� 하드웨어라고� 부르는데� 아두이노를� 만드는� 방법인� 회로도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도가�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누구나� 아두이노를�

똑같이�만들�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보드가� 디자인� 및� 개발되고� 있고,� 구현하려는�

시스템의� 사이즈� 및� 요구되는� 성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NO� R3� (우노)�

보드�사용합니다.

아두이노로�할�수� 있는�것

- 로봇공학� (모바일�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물고기�로봇�등등)

- 음악�및�사운드�장치

- 다양한�센서와의�연동� (온도,� 습도,� 기울기�등등)

- 게임�분야와의�연동

-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과의�통신)

- 네트워킹�시스템� (유선�혹은�무선�통신망�구축)

- 스마트�홈�구현� (조명�제어�및� 실시간�모니터링)

- 그�밖에도�무수히�많은�아이디어를�구현할�수� 있다

위와�같이�아두이노로�할� 수� 있는�다양한�분야가�있고�아래에서�좀더�예를�들어�보겠습니다.�



<그림>�아두이노�활용�예시,� 원격자동차,� 도어락,� LED� 큐브�아트,� 로봇�등

위의� 사진들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사진� 속에서� 아두이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만들어진�

제품들이�어떤�기능과�효과를�내고�있는지�이야기를�나누어�봅니다.

<그림� 4>� 워터칼러�봇(Watercolor� Bot)

<그림� 4>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만든� 것으로,� 미국에� 실비아라는� 한� 소녀가� 만든� 것입니다.�

아이패드에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걸� 실제로� 물감과� 붓을� 이용해� 종이에� 그려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소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라는� 곳에� 공개해� 약� 1억원� 정도�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기계를�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같이�오픈소스�하드웨어를�이용하면�자신이�생각한�것을�쉽게�구현할�수� 있습니다.�





<그림� 5>� LED를�이용해�장식한�신발

<그림� 5>는� 신발에� LED를� 연결한� 것입니다.� 신발� 밑에� 센서를� 달아서� 움직일때마다� LED가�

화려하게�빛나도록�했습니다.� 이와�같은�것도�오픈소스�하드웨어를�이용해�만든�것입니다.

<그림� 6>� 아두이노�쉴드

아두이노는� <그림� 6>과� 같이� 아두이노� 위에� 아두이노� 쉴드라는� 꼽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쉴드는� 각각�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확장도구입니다.� MP3쉴드,� WiFi쉴드,� 이더넷� 쉴드,� 모터�



쉴드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쉴드가� 존재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원하는� 쉴드� 들을�

꼽아서�사용할�수�있습니다.

�



  



처음�만드는�아두이노�프로그래밍

아두이노를�하기�위해�필요한�프로그램을�설치하고,� 아두이노에�기본적으로�있는� LED를�껐다�

켜는�것을�배워봅시다.

아두이노� IDE� 설치하기

아두이노를�사용하기�위해서는�아두이노에서�실행할�프로그램이�필요합니다.� 그리고�이�

프로그램은�아두이노� IDE(통합개발환경)라는�것을�이용해�만들�수�있습니다.� 아두이노� IDE를�

설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설치�파일�다운로드하기

아두이노� IDE를� 설치하기�위해서는�아두이노� IDE� 페이지로�이동해�설치�파일을�다운로드�

해야�합니다.

아두이노� IDE� 페이지� :http://arduino.cc/en/Main/Software

Windows� Installer를�클릭합니다.

Just� Download를�클릭하여�설치합니다.

설치하기ㅋ

윈도우즈(Windows)

1. 위의�링크에서� exe� 파일�다운로드가�완료되면�파일을�실행하여�설치를�시작합니다.
2. 만약�다른�폴더에�설치하고�싶다면�경로�중간에�한글이�포함되지�않도록�해줍니다.�
또한�경로가�너무�길어서도�안�됩니다.� 설치를�완료해도�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

동작하지�않을�수�있습니다.

http://arduino.cc/en/Main/Software


3. 중간에�드라이버를�설치하겠냐고�묻는다면�확인을�눌러�줍니다.
맥(Mac)

1. 압축파일(Mac� OS� X)을�다운로드한�후� 압축을�풀어�줍니다.
2. 압축을�풀면�아두이노�아이콘�파일이�나오는데,� 이� 파일을�끌어서�응용프로그램이라고�
적힌�곳에�옮겨줍니다.

리눅스(Linux)

1. 컴퓨터�사양에�맞는�압축파일을�선택하고�다운로드합니다.
2. 터미널�프로그램을�실행시킵니다.� 다운로드한�파일�이름이�
“arduino-1.0.5-linux32.tgz”라고�가정하고�다음과�같이�입력합니다.� 만약�파일명이�

다르다면�바꿔서�입력합니다.

● tar� xvfz� arduino-1.0.5-linux32.tgz

아두이노� IDE는� 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습니다.

● 툴바� :� 아두이노� IDE에서�사용하는�기능의�버튼이�있습니다.

● 탭�목록� :� 하나의�스케치는�여러�개의�파일로�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탭�목록은�

스케치에�포함된�파일들을�탭� 목록으로�표시해서�보여주는�부분입니다.

● 텍스트�에디터� :� 코드를�입력하는�부분입니다.

● 콘솔� :� 아두이노� IDE와�관련된�정보가�표시되는�곳입니다.� 코드를�작성하고�에러가�

나는�경우�콘솔을�이용해�에러가�난� 부분을�확인할�수� 있습니다.



툴바�버튼�설명

확인� /� 컴파일� :� 텍스트�에디터에�쓴� 코드를�확인하고�컴파일합니다.� 만약�코드에�에러가�

있으면�도중에�멈추면서�에러가�난� 위치가�표시됩니다.

업로드� :� 텍스트�에디터에�쓴� 코드를�확인하고�컴파일이라는�것을�한�뒤�아두이노에�

업로드합니다.� 컴파일은�여러분이�작성한�코드를�아두이노가�이해할�수� 있는�말로�바꾸는�

것과�같습니다.

새로�만들기� :� 새� 스케치를�만듭니다.



열기� :� 기존에�작업한�스케치를�불러옵니다.

저장하기� :� 현재�보고�있는�스케치를�저장합니다.

시리얼�모니터� :� 아두이노는�컴퓨터와�대화를�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모니터는�아두이노와�

컴퓨터가�대화할�때� 사용하는�도구입니다.� 버튼을�누르면�시리얼�모니터가�나타납니다.

아두이노�연결하기

이제�아두이노를�컴퓨터에�연결해봅시다.

아두이노를�컴퓨터에�연결하기�위해� USB선을�준비합니다.

USB선에�한� 쪽을�아두이노에�연결합니다.



USB선의�반대편을�컴퓨터에�연결합니다.

만약�컴퓨터에�처음으로�연결했다면�자동으로�드라이버를�설치한다고�뜨는�것을�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설치가�완료되면�아두이노� IDE를� 실행합니다.

  



아두이노를�사용하려면�아두이노� IDE에서�설정을�해줘야�하는�것이�있습니다.� 먼저�사용하는�

보드를�선택해야합니다.� 메뉴에서�도구-보드를�선택하면�위와�같이�아두이노�보드�목록이�

표시됩니다.� 여러분이�사용하는�보드는�아두이노� UNO(Arduino� UNO)입니다.





다음으로�시리얼�포트를�선택합니다.� � 메뉴에서�도구-시리얼�포트를�선택하면� USB로� 연결된�

장치들이�위와�같이�표시됩니다.� 여기서�아두이노에�해당하는�것을�선택합니다.� 어떤�것이�

아두이노인지�헷갈린다면�먼저�연결하기�전에�시리얼�포트�목록을�보고�연결한�다음에�새로�

생긴�것을�선택하면�됩니다.� 맥과�리눅스의�경우에는�시리얼�포트가�

“/dev/tty.usbmodem”이라고�시작하는�것이�아두이노입니다.

시리얼� 포트� 번호가� 헤깔린다면� 윈도우� 시작� ->� 컴퓨터� ->� 오른쪽버튼� 눌러� 정보� ->�

장치관리자� ->� 포트(COM� &� LPT)� 항목� 중� USB-Serial� CH340� (COM� XX)� 에서� XX에�

해당하는�번호가�포트�번호입니다.





기본� LED� 깜빡이기

아두이노�연결이�완료됐다면�이제�아두이노에�있는�기본� LED를�껐다�켜는�것을�배워�봅시다.

레시피

아두이노� UNO에�보면�그림과�같이�기본� LED가�있습니다.� 기본� LED만�사용할�때는�다른�

부품은�필요하지�않습니다.

아두이노�코드�작성하기

코드는�아두이노� IDE에�있는�예제를�사용합니다.

메뉴에서�파일-예제-01.Basics-Blink를�선택합니다.

<코드� 1>� Blink� 예제

  
/*

� � Blink

� � Turns� on� an� � � LED� on� for� one� second,� then� off� for� one� second,� repeatedly.



아두이노� IDE는� C와� C++이라는�프로그래밍�언어를�이용해�코드를�작성합니다.� 혹시나�

C++를�몰라도�걱정할�필요�없습니다.� 아두이노� IDE는� C++을�잘� 모르는�사람들도�쉽게�

프로그램을�작성할�수� 있도록�만들어져�있습니다.

코드에�보면� /*� */,� //과�같이�표시된�것을�볼� 수� 있습니다.� 이�기호들은�주석�기호를�
뜻합니다.� 주석이란�사람이�볼�때는�글로�표시가�되어�있지만�아두이노나�컴퓨터�쪽에서는�

� � Most� � � Arduinos� have� an� on-board� LED� you� can� control.� On� the� Uno� and

� � Leonardo,� it� � � is� attached� to� digital� pin� 13.� If� you're� unsure� what

� � pin� the� � � on-board� LED� is� connected� to� on� your� Arduino� model,� check

� � the� � � documentation� at� http://arduino.cc

� � This� example� � � code� is� in� the� public� domain.

� � modified� 8� � � May� 2014

� � by� Scott� � � Fitzgerald

� */

//� the� setup� function� runs� once� when� you� press� reset� � � or� power� the� board

void� setup()� {

� � //� � � initialize� digital� pin� 13� as� an� output.

� � pinMode(13,� � � OUTPUT);

}

//� the� loop� function� runs� over� and� over� again� � � forever

void� loop()� {

� � � � digitalWrite(13,� HIGH);� � � //� � � turn� the� LED� on� (HIGH� is� the� voltage� level)

� � � � delay(1000);� � � � � � � � � � � � � � //� � � wait� for� a� second

� � � � digitalWrite(13,� LOW);� � � � //� � � turn� the� LED� off� by� making� the� voltage� LOW

� � � � delay(1000);� � � � � � � � � � � � � � //� � � wait� for� a� second

}



보여지지�않는�것을�말합니다.� 주로�프로그램에�관련된�중요한�정보나�메모를�기록할�때�

사용합니다.

//
이�기호가�왼쪽에�적혀있으면�기호�우측에�있는�글자들이�주석이�됩니다.

/*� � � � */
이�기호들은�항상�같이�사용해야�합니다.� 이� 기호들�사이에�있는�글자들은�주석이�됩니다.�

주로�여러줄에�걸쳐서�주석을�작성할�때�사용합니다.�

코드를�다시�보면� setup과� loop라고�적힌�것을�볼�수�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아두이노�

프로그램이�돌아가기�위해�꼭� 필요한�것입니다.� 아두이노는�다음과�같이�작동합니다.� 처음에�

아두이노가�켜지면� setup이라는�것이�한번�실행됩니다.� 그� 후� loop부분이�계속�반복해서�

실행됩니다.� 따라서� setup부분에는�주로�아두이노에�필요한�설정과�관련된�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loop부분에는�아두이노를�움직이기�위한�코드가�들어갑니다.



pinMode(핀� 번호,� 모드)

setup부분을�보면� pinMode라고�적힌�것을�볼� 수� 있습니다.� pinMode는� 아두이노�핀의�
모드를�설정하는�명령어입니다.� 아두이노�핀의�모드를�설정한다는�것은�아두이노�핀을�신호를�
받는�용도로�사용할지�아니면�신호를�보내거나�명령하는�용도로�사용할지�결정하는�것입니다.

위에�표시되어�있는�것이�아두이노�핀들입니다.� 설정하고자�하는�핀� 번호를�보드에서�
확인하고�그� 번호를� pinMode� 명령어�첫� 번째�부분에�입력합니다.� 만약�신호를�받는�용도로�
사용하고�싶다면� pinMode� 명령어�두� 번째�부분에�대문자로� INPUT을�입력하고,� 반대로�
신호를�보내는�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대문자로� OUTPUT이라고�적어�줍니다.

pinMode(13,� OUTPUT);

<코드� 1>에�위와�같이�적혀있는데,� 앞서�배운�변수를�사용한�것이기�때문에�실제로는�
13이라고�입력한�것과�같습니다.� 바로� 13번�핀의�모드를�설정한다는�뜻입니다.

digitalWrite(핀� 번호,� 전압);

다음으로� loop부분을�보면� digitalWrite라고�적힌�것을�볼� 수� 있습니다.� digitalWrite는�해당�

핀� 번호의�전압을� 0V� 또는� 5V로�설정하는�겁니다.� 쉽게�말하면�전원을�연결하거나�끊거나�

하는�것과�같습니다.� 첫�번째�부분에�핀�번호를�입력하고�두� 번째�부분에� 0V인�경우� LOW,�

5V인� 경우� HIGH라고�입력합니다.

digitalWrite(13,� HIGH);



위�코드는� 13번� 핀의�전압을� 5V로�설정하라는�뜻으로�전기를�연결한다고�이해하셔도�

좋습니다.� 13번� 핀에�전기가�연결되면�기본� LED의�불이�켜집니다.� 바로�기본� LED가� 13번�

핀에�연결되어�있기�때문입니다.

delay(1000);

다음으로� delay는� 아두이노를�일정시간�동안�멈출�때� 사용하는�명령어입니다.� 명령어�안에�

써주는�숫자의�단위는�밀리초로� 1000분의� 1초를�뜻합니다.� 따라서� 1000을� 입력한다는�것은�

1초동안�멈추라고�하는�것과�같습니다.

<코드� 2>� 설명이�표시된� Blink� 코드�

앞서�설명한�것을�다시�정리하면� <코드� 2>와� 같습니다.

코드를�다� 작성했다면�아두이노� UNO를�연결해�업로드�합니다.� 정상적으로�작동한다면�매�

1초� 마다�기본� LED가�깜빡입니다.

외부� LED� 깜빡이기

이번에는�기본� LED가�아닌�아두이노에� LED를�직접�연결해�깜빡여�보겠습니다.

레시피

<재료>� LED

560KΩ� 저항은�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으로�구성

즉,� 5� (초록색),� 6� (파란색)으로�구성된�값� 56에

  
void� setup()� {� //� 아두이노가�켜질�때�한번�실행됩니다.� � � � � � � � � � � � � � � �

� � pinMode(13,� � � OUTPUT);� //� led� 핀의�모드를�출력으로�설정합니다.� � � �

}

void� loop()� {� //� setup부분이�실행되고�계속�실행됩니다.

� � � � digitalWrite(13,� HIGH);� //� led� 핀의� � � 전압을� 5V로�설정합니다.

� � delay(1000);� � � //� 1초�멈춥니다.

� � � � digitalWrite(13,� LOW);� //� led� 핀의� � � 전압을� 0V로�설정합니다.

� � delay(1000);� � � //� 1초�멈춥니다.

}



노란색인�승수� 4� 즉� 10K를�곱하여� 560K의�저항값

을�갖게�된다.

예)�

220Ω:� 빨강-빨강-갈색

1KΩ:� 갈색-검정-빨강

10KΩ:� 갈색-검정-주황�



<회로도>

아두이노는� <회로도>와�같이�연결해�줍니다.� 13번� 핀과� � GND에� LED를�연결�합니다.

LED는�다리가�긴�쪽이�양극(+)이고,� 짧은�쪽이�음극(-)입니다.� LED의�양극을�전류가�

들어오는�방향에�정확히�꽂아�줘야�합니다.� 만약�방향을�반대로�꽂으면� LED가�고장�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GND�핀과� LED의�음극이�꽂힌�줄을�연결합니다.� 만약� LED로�전류가�흐르면�

음극으로�전류가�빠져�나와�검은�선을�타고� GND핀을�통해�전류가�빠져�나가게�됩니다.

아두이노�코드�작성하기

아두이노�코드는�앞에서�사용한� <코드� 1>을�그대로�사용하면�됩니다.� 문제가�없다면�매�

초마다�외부� LED가�깜빡일�것입니다.

도전해보기

● 멈추는�시간을�다르게�설정할�수� 있습니다.� 더�빠르거나�더�느리게�깜빡여�봅니다..

● 13번�핀이�아닌�다른�핀에�연결해�봅니다.

● LED의�갯� 수를�늘려�깜빡여�봅니다.

●

참조

아두이노�함수�및�상수�설명�페이지� :� http://arduino.cc/en/Reference/HomePage

http://arduino.cc/en/Reference/HomePage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LED 버튼 융합 및

3색 LED 버튼 융합 프로젝트



IoT 쉴드 보드 구성

DC모터 연결핀 (모터1 : D3, D5, 모터2 : D10, D11)

스위치 : D8

가속도 센서 연결핀 (X축 : A3, Y축 : A4, Z축 : A5)

블루투스 연결핀 (TX : D12, RX : D13)

서보모터 연결핀 (모터1 : D6, 모터2 : D9)

3색LED 연결핀 (RED : D9, GREEN : D10, BLUE : D11)

초음파 센서 연결핀 (Trig : D4, Echo : D7)



IoT쉴드 보드의 아래쪽 부분은 브레드 보드입니다.

각 색깔의 구멍끼리 보드 안쪽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간선(5V)과 검정선(GND)은 전원을 공급할 때 사용하고,

노란선은 부품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LED와 버튼 제어하기
아두이노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LED와 버튼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배워 봅시다. 

LED와 버튼을 통해 디지털 신호의 입력 또는 출력을 이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LED의 특징

<그림 1> LED

LED는 전류를 빛으로 변환해 주는 부품입니다. 다양한 모양, 크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

<그림 2> LED의 극성

LED에는 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성이란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야 하는 특징을 

뜻합니다. LED의 다리를 살펴보면 긴 쪽이 양극(+)이고, 짧은 쪽이 음극(-)입니다.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흘러야 합니다. 여기서 양극을 다른 말로 애노드(anode)라고 부르고, 

음극을 캐소드(cathode)라고 부릅니다.



<그림 3> 회로도에서 LED 표시

회로도에서 LED는 <그림 3>과 같이 표시합니다.

저항

<그림 4> 저항

LED나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저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5> 과전류로 인한 부품 고장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LED와 같은 부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LED와 같은 

부품의 경우 만약 너무 많은 전류가 통과하게 되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 6> 저항의 역할

따라서 저항을 연결해 전류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일부를 열 

에너지로 바꿔 줍니다. 열 에너지로 바꾸는 양은 저항의 단위인 ohm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이 값이 필요한 값보다 작은 경우에도 전류가 많이 흘러 부품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값의 저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옴의 법칙 : 전압(V) = 전류(I) x 저항(R)

필요한 저항 값이 얼마인지 알고자 할 때 옴의 법칙이라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림 7> LED의 필요사양

LED와 같은 부품에는 사용할때 고려해야할 사양이 존재하는데, 이 사양의 값과 옴의 

법칙을 이용해 필요한 저항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 전압(V) = 전류(I) x 저항(R)

(B) 저항(R) = 전압(V) / 전류(I)

우선 기존 옴의 법칙 (A)에서 양변에 전류를 나눠줘 (B)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C) 저항(R) = (5-1.7) / 전류(I)

아두이노 핀의 출력 전압이 5V이고 LED의 필요 전압이 1.7V이기 때문에 (B)의 전압 

부분에 (C)와 같이 넣어 줍니다.



(D) 저항(R) = (5-1.7) / 0.01

LED의 필요 사양에 표시된 전류 값인 10mA를 (C)의 전류 부분에 넣습니다. mA는 기존 

A의 1,000분의 1 단위이기 때문에 10에서 1,000을 나눈 0.01을 전류 부분에 넣어 줍니다.

(E) 330 = (5-1.7) / 0.01

계산하면 필요한 저항값으로 330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저항값을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더 높은 값의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도치는 LED 구현하기

레시피

<그림 8> 파도처럼 순서대로 빛나는 LED

LED 여러 개를 이용해 파도처럼 빛나도록 만들어 봅시다. 

재료는 LED 5개, 300 ohm 저항 5개를 사용합니다.

<그림 10> 회로도

회로는 <그림 10>과 같이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2번에서 6번까지의 핀을 사용한다. 각 

핀에 300 ohm 저항과 LED를 연결합니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파도치는 LED

#define DELAY_TIME 100

#define은 매크로 상수를 선언하는 명령어입니다. 상수란 변수와 비슷하지만 일단 한번 

#define DELAY_TIME 100
void setup(){
  pinMode(2, OUTPUT);
  pinMode(3, OUTPUT);
  pinMode(4, OUTPUT);
  pinMode(5, OUTPUT);
  pinMode(6, OUTPUT);
}void loop(){
  digitalWrite(2, HIGH);
  delay(DELAY_TIME);
  digitalWrite(2, LOW);
  digitalWrite(3, HIGH);
  delay(DELAY_TIME);
  digitalWrite(3, LOW);
  digitalWrite(4, HIGH);
  delay(DELAY_TIME);
  digitalWrite(4, LOW);
  digitalWrite(5, HIGH);
  delay(DELAY_TIME);
  digitalWrite(5, LOW);
  digitalWrite(6, HIGH);
  delay(DELAY_TIME);
  digitalWrite(6, LOW);
  digitalWrite(5, HIGH);
  delay(DELAY_TIME);
  digitalWrite(5, LOW);
  digitalWrite(4, HIGH);
  delay(DELAY_TIME);
  digitalWrite(4, LOW);
  digitalWrite(3, HIGH);
  delay(DELAY_TIME);
  digitalWrite(3, LOW);
}



값을 집어넣으면 다음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매크로 상수 선언은 변수 

선언과는 달리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기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면 매 0.1초마다 LED가 순서대로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사용하기

레시피

<그림 11> 버튼

버튼을 연결해 버튼이 눌리면 LED가 켜지도록 만들어 봅시다.

재료는 버튼 1개, LED 1개, 300 ohm 저항 1개를 사용한다.



<그림 13> 회로도

회로 연결은 <그림 13>과 같이 합니다. 3번 핀에 LED를 연결하고, 버튼은 IoT 쉴드 보드 

8번핀에 붙어 있습니다.

풀업 & 풀다운 Pull up & Down

핀 모드를 입력으로 설정하면 해당 핀이 플로팅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플로팅 상태란 

해당 핀에 소량의 전류가 평소에도 흐르기 때문에 핀의 전압이 LOW와 HIGH를 

왔다갔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신호 값을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핀의 전압을 LOW 또는 HIGH에 고정시켜 사용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저항을 버튼에 연결한 것입니다. LOW에 고정시키는 것을 풀다운, HIGH에 고정시키는 

것을 풀업(Pull-Up)이라고 합니다.



풀업

<그림 15> 풀업, 스위치가 열려진 상태

입력 핀과 전원 사이에 저항을 연결합니다. 스위치가 열려 진 상태인 경우 입력 핀이 

전원과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전압이 5V가 됩니다. 위의 회로대로 하면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입력 핀 전압이 강제로 5V로 끌어올려 진다(Pull-Up).

<그림 16> 풀업, 스위치가 닫힌 상태

스위치가 눌리면 입력 핀의 전압은 그라운드와 동일한 0V가 됩니다.



풀다운

<그림 17> 풀다운, 스위치가 열려진 상태

입력 핀과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을 연결합니다. 스위치가 열려진 상태에는 입력 핀이 

그라운드와 바로 연결되므로 전압이 0V가 됩니다. 위의 회로대로 하면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입력 핀 전압이 강제로 0V로 끌어내려 진다(Pull-Up).

<그림 18> 풀다운, 스위치가 닫힌 상태

스위치가 눌리면 입력 핀의 전압은 전원과 동일한 5V가 됩니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2> 버튼 사용하기

if (조건) {

  ...

}

loop부분에 보면 위와 같이 if문을 볼 수 있습니다. if문은 소괄호() 안의 조건이 참인 

경우 중괄호{} 안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if (digitalRead(BUTTON) == HIGH) {

  ...

}

C언어에서 ==기호는 좌우가 동일한지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동일하면 참이고 

다르면 거짓이며, 프로그래밍에서는 참을 true, 거짓을 false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위에 

코드는 버튼의 상태가 HIGH인지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if (조건) {

  ...

} else {

  ...

#define LED     3
#define BUTTON  8
void setup(){
  pinMode(LED, OUTPUT);
  pinMode(BUTTON, INPUT); 
}void loop(){
  if (digitalRead(BUTTON) == HIGH){ // 버튼 상태가 HIGH인지 확인한다.
    // 비교해서 참이라면 아래 코드가 실행된다.
    digitalWrite(LED, HIGH);
    delay(500);
    digitalWrite(LED, LOW);  
  }
}



}
if문 밑에 else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이 거짓인 경우 else 밑 중괄호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확인하기

정상적으로 연결했다면 버튼이 눌렸을때 LED가 켜졌다가 0.5초 뒤에 꺼지게 됩니다.

도전해보기
● 파도처럼 반짝이는 LED의 순서를 바꾸어 봅시다.

● 버튼 방식을 풀업으로 바꾸어 구현해 봅시다.



3색LED 사용하기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이용해 3색 LED를 제어하는 것을 배워 봅시다.

3색 LED 특성

<그림 1> 3색 LED

3색 LED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 원하는 색을 낼 수 있는 LED입니다.

3색 LED에는 공통 핀이 +극(anode)인 LED와 –극(cathode)인 LED 2종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3색 LED는 공통 +극(anode) 형입니다.

<그림 2> 삼원색

삼원색은 빛을 구성할 때 핵심이 되는 세가지 색을 말합니다. TV나 PC 모니터가 바로 이 

삼원색을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드는 것입니다. 3색 LED는 바로 각 색의 양을 조절해 

원하는 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 3> 전압을 이용한 색의 양 조절

색의 양은 전압을 조절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록색의 양을 조절하고 싶다면 

0V에서 5V사이 중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PWM

<그림 4> 하드웨어의 출력

원래  아두이노와 같은 하드웨어는 전압 출력을 LOW 또는 HIGH로 설정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OW나 HIGH가 아닌 그 사이 1.5V 3.7V와 같은 값으로 변경하기 위해 

펄스 폭 변조(PWM)라는 방식을 이용해야합니다.



<그림 5> PWM의 기준 주기

PWM을 이용할 때 기준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기준 주기는 대략 

0.002초입니다. 이 주기 동안 계속 전압이 0V이면 출력 전압은 0V가 되고, 계속 전압이 

5V이면 출력 전압은 5V가 됩니다.

<그림 6> PWM의 이용해 전압을 25%로 조절하기

만약 주기의 특정 부분만 HIGH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LOW로 설정하면 출력은 그 비율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5V를 25%로 하고 나머지 0V를 75%로 해서 5V의 25%인 

1.25V가 됩니다. 이를 통해 전압 출력을 0V에서 5V 사이에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색 바뀌게 하기

레시피

3색 LED의 색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바뀌도록 해봅시다.



<그림 7> 재료

재료는 3색 LED 1개를 사용합니다.

<그림 8> 회로도

회로는 <그림 8>과 같이 연결합니다. 

연결 방법은 <그림 9>와 같이 3색 LED의 긴다리(+극)가 IoT쉴드 보드의 하얀색 점이 

있는 곳에 연결 되도록 연결합니다.



<

그림 9> 3색 LED 연결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3> 자동으로 색 바뀌게 하기

randomSeed(키 값);

난 수 발생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무작위 수(난수) 발생이 필요한 

경우 위의 함수로 초기화하고 random() 함수에서 계속해서 무작위 수를 가져와 사용하게 

됩니다. setup부분에 보면 randomSeed 명령어를 볼 수 있습니다. randomSeed는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 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rando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난수를 

사용하는데, 사용 전에는 꼭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동일한 순서로 난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키 

값을 사용해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합니다.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void setup(){
  randomSeed(analogRead(0)); // 난수 생성기 초기화
}

void loop(){
  analogWrite(RED, random(255));       // 빨간색 조절

  analogWrite(GREEN, random(255));  // 초록색 조절

  analogWrite(BLUE, random(255));      // 파란색 조절
  delay(1000);
}



randomSeed(analogRead(0));

코드에서는 키 값으로 analogRead(0)이 사용되었습니다.

analogRead(0)

analogRead는 아날로그 입력 값을 읽는 명령어입니다. 아두이노 하단에 A0부터 A5로 

적힌 것이 바로 아날로그 입력 핀들입니다. 여기서 0은 A0의 핀 번호를 뜻하며 A0의 

아날로그 입력 값을 읽으라는 뜻이 됩니다. 아날로그 입력 핀들은 처음부터 상태가 

입력모드로 설정되어 있고 플로팅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이 LOW와 HIGH를 

왔다 갔다 하면서 analogRead라는 명령어가 실행됐을 때 무작위의 값이 읽혀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작위로 읽혀진 값을 다시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할 때 키 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값으로 난수 생성기를 초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andom(최대값);

random은 실제 난수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0에서 최대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값을 

뽑아줍니다.

random(255);

위 코드는 0에서 255 중에 무작위 수를 골라줍니다.

random(최소값, 최대값);

random 명령어는 위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값에서 최대값 사이에 

무작위로 수를 선택합니다.

확인하기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면 매 1초마다 무작위로 색이 변하면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 제어하기



레시피

버튼을 눌러 각 빨강, 초록, 파랑의 양을 조절해봅시다.

재료는 3색 LED 1개, 버튼 2개, 10k ohm 저항 2개 M/M 점퍼케이블 3개를 사용합니다.

<그림 10> 회로도

회로 연결은 <그림 10>과 같이 합니다. 2번부터 4번까지 버튼을 연결하고, 9번부터 

11번까지 3색 LED에 연결합니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4> 버튼을 이용해 제어하기

++a;

++기호는 해당 변수에 1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a;

반대로 --기호는 해당 변수에 1을 뺀다는 뜻입니다.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define RED_BUTTON 3
#define GREEN_BUTTON 4
#define BLUE_BUTTON 8

int r=255, g=255, b=255;

void setup(){
  pinMode(RED_BUTTON, INPUT);
  pinMode(GREEN_BUTTON, INPUT);
  pinMode(BLUE_BUTTON, INPUT);
}

void loop(){
  if(digitalRead(RED_BUTTON) == HIGH){
    --r; // r 값을 감소시킨다.
    if(r<0){
      r=255;
    } 
  }
  
  if(digitalRead(GREEN_BUTTON) == HIGH){
    --g; // g 값을 감소시킨다.
    if(g<0){
      g=255;
    } 
  }
  
  if(digitalRead(BLUE_BUTTON) == HIGH){
    --b; // b 값을 감소시킨다.
    if(b<0){
      b=255;
    } 
  }
  
  analogWrite(RED, r);
  analogWrite(GREEN, g);
  analogWrite(BLUE, b);
  delay(10);
}



++a;

a++;

++기호는 변수 앞이나 또는 뒤에 쓸 수 있습니다.

(A) if(++a == HIGH){

(B) if(a++ == HIGH){

++기호의 위치 차이는 if문을 통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A)같은 경우 a의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HIGH를 비교합니다. (B)같은 경우 HIGH와 먼저 비교를 한 뒤에 a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확인하기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면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빨강, 파랑, 초록의 색 양이 변경됩니다.

도전해보기
● 인터넷에서 원하는 색의 RGB값을 구해 색을 바꿔 봅시다.

● 색의 값을 감소시키는 것도 구현해 봅시다.



LED 사용 예시

1. LED 전광판 

 많은수의 LED를 평면에 배열하여 이미지 및 정보를 출력해준다.

 야구장의 전광판이나 광고용으로 많이 사용 된다.

2. 회전 LED 디스플레이

 LED의 잔상을 이용하여 화면을 표시한다.

 

3. LED 큐브

 3차원으로 LED를 배열하여 LED를 On/Off하여 아름다운 형상을 표현하는 디자인적인 

장치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부저와 버튼 융합,

각도센서와 LED 융합 프로젝트



1. 부저 제어하기

데스크탑 컴퓨터나 인터폰 등에 소리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부저(피에조 스피커)를 

아두이노를 통해 제어하여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 봅시다.

부저(피에조 스피커) 관련지식

          

<그림 1> 부저(피에조 스피커)

소리신호(입력전압)의 크기에 따라 압축률이 변하여 떨림판이 떨려 소리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 성대의 떨림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위와 같이 전기적 신호에 따라 압축률이 변하는 현상을 피에조 효과라고 합니다.

극성

<그림 2> 부저의 극성

부저에는 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저에는 사진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이 +극이고 반대 쪽이 -극입니다.



재료

부저(Piezo Speaker) 1개,  점퍼케이블(M/M) 2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1. M/M 점퍼케이블 2개를 아래 사진과 같이 연결한다. 

 - GND.1과 A.1에 1개, A.4와 D11에 1개 연결

2. 부저를 연결 한다.

 - E.1에 부저의 –극, E.4에 부저의 +극을 연결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부저 제어하기

아래의 코드는 2초동안 부저가 울렸다가 2초동안 정지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int buzzer_pin=11;

 - 부저가 연결된 핀 번호

pinMode(buzzer_pin, OUTPUT);  

 - 부저연결된 핀을 출력으로 설정한다.

analogWrite(buzzer_pin, 100);

 - 부저에서 소리가 켜진다.

delay(2000); 

 - 2초 기다린다

  

analogWrite(buzzer_pin, 0);

 - 부저에서 소리가 꺼진다.

int buzzer_pin=11; 

void setup(){
  pinMode(buzzer_pin, OUTPUT);
}

void loop(){
  analogWrite(buzzer_pin, 100);
  delay(2000); 
  
  analogWrite(buzzer_pin, 0);
  delay(2000);
}



<코드 2> 부저와 버튼 융합

 아래의 코드는 버튼을 누를 때 마다 소리가 난다.

int BUTTON = 8; 

 - 버튼이 연결된 핀 번호

int buzzer_pin=11;

 - 부저가 연결된 핀 번호

pinMode(buzzer_pin, OUTPUT);  

 - 부저가 연결된 핀을 출력으로 설정한다.

  pinMode(BUTTON, INPUT); 

 - 버튼이 연결된 핀을 입력으로 설정한다.

  if (digitalRead(BUTTON) == HIGH){ 

 - 버튼 상태가 HIGH인지 확인한다.

   비교해서 참이라면 아래 코드가 실행된다.

int BUTTON = 8; 

int buzzer_pin=11; 

void setup(){

  pinMode(buzzer_pin, OUTPUT);

  pinMode(BUTTON, INPUT); 

}

void loop(){

  if (digitalRead(BUTTON) == HIGH){ 

    analogWrite(buzzer_pin, 100);

  }

  else{

    analogWrite(buzzer_pin, 0);

    }  

}



    analogWrite(buzzer_pin, 100); 

 - 부저에서 소리가 켜진다.

  }

  else{

 - 버튼 상태가 LOW 인경우

    analogWrite(buzzer_pin, 0); 

 - 부저에서 소리가 꺼진다.  

    } 



부저 사용 예시

1. 초인종

 초인종의 벨소리를 울리는 용도로 부저를 사용.

2. 데스크톱 경보용

 데스크톱의 메모리, 그래픽 카드등의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부저가 경보음을 울려 

이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2. 각도센서(로터리 저항) 사용하기.

아두이노와 각도센서의 사용법을 배워봅시다.

가변저항 관련지식

 가변저항은 (볼륨, Variable ohm)란 문자 그대로 저항을 가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품이다． 구조적으로는 저항체의 위를 가동편이 슬라이드하게 되어 있고 가동편이 

있는 위치에 따라 저항이 변한다. 

가변저항의 종류

 가변저항은 라디오의 음량 조정과 같이 용이하게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볼륨타입과 

전자회로에서 부품의 오차에 의한 동작 상태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반고정 

타입이 있다. 주로 가변저항은 회전할 수 있는 각도가 300도 정도이지만 저항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기어를 조합하여 다회전(10~25회 정도)시킬 수 있는 포텐쇼미터 

(Potentionmeter)라는 것도 있다. IC 형태로 제작되어 디지털 신호로 저항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 포텐쇼미터도 있다. 조이스틱에도 2개의 가변저항이 들어가 있다.



<그림 1> 다양한 종류의 가변저항

저항체의 재질

이 저항체에는 다음３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탄소 피막계  : 가격이 싸며 특성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피막이 점차 적어지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내구성이 

떨어진다.

 - 금속 피막계 : 내구성과 잡음 특성이 우수하여 고급 스테레오나 측정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 코일 : 코일 저항을 사용한 것으로 대전류에 사용할 수 있으나 비교적 작은 저항치만 

있다.

<그림 2> 로터리저항 구조

<그림 2>를 로면 x와 y 그리고 y와 z 사이의 저항이 손잡이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x와 y의 단자의 저항값과 y와 z 단자의 저항 값을 더하면 x와 z 

단자의 값과 같다.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x와 y단자 사이의 저항 값은 작아지고 y와 z사이 

저항값은 커지게 된다.

 로터리 저항의 저항값을 알기 위해서 저항의 양단에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 값을 

읽어서 저항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재료

로터리저항 1개, 점퍼케이블(M/M) 3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각도센서를 E.1, E.3, E.5에 끼운다.

2.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1과 GND.1을 연결한다.

3.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3과 A2.왼쪽을 연결한다.

4.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5과 5V.16을 연결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로터리 저항값 읽기

아래 코드는 0.3초마다 회전저항의 전압값을 읽어 모니터창에 보여준다.

int angle=0; 

 - 회전형 저항값을 읽어오는 변수 

angle=analogRead(A2); 

 - A2에 연결된 저항값을 읽어온다.

Serial.print("Value:");

Serial.print(angle);

int angle=0; 

void setup(){

  Serial.begin(9600);

}

void loop(){

  angle = analogRead(A2); 

  Serial.print("Value:");

  Serial.print(angle);

  Serial.println(" ");

  delay(300); 

}



Serial.println(" ");

 - 회전 저항의 전압값을 모니터 창에 보여준다.

delay(300); 

 - 0.3초동안 기다린다.



3. 각도센서(로터리 저항)와 LED 융합하기.

각도센서와 LED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로터리저항 1개, 점퍼케이블(M/M) 3개, LED 1개, 300옴 저항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각도센서를 E.1, E.3, E.5에 끼운다.

2.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1과 GND.1을 연결한다.

3.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3과 A2.왼쪽을 연결한다.

4.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5과 5V.16을 연결한다.



5. D3의 오른쪽 소켓에  LED의 긴 다리(+극)가 오른쪽을 향하게 끼운다.

6. D3의 왼쪽 소켓에  300옴 저항을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각도센서와 LED 융합

아래 코드는 각도센서의 값에 따라 LED의 밝기를 변경한다.

int angle=0; 

 - 각도센서값을 저장하는 변수 

int angle=0; 

int led_pin = 3;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Void loop() {

  angle=analogRead(A2);  

  analogWrite(led_pin, angle/4); 

  Serial.print(＂Value:＂);

  Serial.print(angle);

  Serial.println(" ");

  delay(100); 

}



int led_pin = 3; 

 - LED가 연결된 핀 번호

angle=analogRead(A2);  

 - A2에 연결된 각도센서값 읽어온다.

analogWrite(led_pin, angle/4); 

 - 각도 센서의 값에 따라 LED의 밝기를 변경한다.

 - angle값을 4로 나눈 이유는 analogRead 값은 0~1023의 값을 가지고

  analogWrite의 값은 0~255까지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Serial.print(＂Value:＂);

Serial.print(angle);

Serial.println(" ");

 - 회전 저항의 전압값을 모니터 창에 보여준다.

delay(100); 

 - 0.1초동안 기다린다.



가변저항 사용 예시

1. 조이스틱

 조이스틱의 손잡이는 가변저항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좌우와 상하에 각각 가변저항이 

있어 두 개의 저항값을 읽어 손잡이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졌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2.이어폰

 이어폰 내부에 소형 가변 저항을 내장하여 이어폰의 저음의 양을 조절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게 소리를 조절 가능하게 함.

3. 스피커 볼륨 다이얼

 스피커에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볼륨 크기를 조절하는데 이용한다. 아래 그림은 약 

300도 정도의 회전만 가능 하지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품도 있다.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온도센서와 3색 LED, 

조도센서와 LED 융합 프로젝트



1. 온도센서 사용하기

아두이노와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온도센서의 사용법을 배워봅시다.

온도센서의 관련지식

  

<그림 1> 온도센서                            

온도센서란? 온도를 전압이나 저항변화와 같은 전기신호로 변환한 것을 온도센서라고 

합니다.

온도센서는 설치장소, 프로세서 특정대상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1. 온도센서의 종류

온도센서(sensor)를 크게 나누면 비접촉식과 접촉식이 있습니다. 접촉식은 측정 대상물에 

온도 센서를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비접촉식은 측정 

대상물에서 방사되는 열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비접촉식은 접촉식으로 사용할수 없는 

곳에 사용되며 아주 멀리 떨어진 온도 측정도 가능하지만 방사 에너지등을 모으는 각종 

광학 장치와 보조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열전대

 재질이 다른 2개의 금속선을 한쪽을 접촉시키고 다른 한쪽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면 

온도에 의존하는 열전력이 얻어지는 것(seeback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금속 측온체

 얇은 금속선의 온도에 따라 저항 값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는 온도센서, 금속재료는 

녹는점이 높고(1768℃), 화학적으로 안정한 백금이 주로 이용됨

 서미스터

 저항체의 저항 값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이용한 센서로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증가하는 정특성(PTC), 저항값이 감소하는 부특성(NTC)이 있으며, 어떤 

온도에서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CTR)특성도 있다.

 IC온도센서

 크게 다른 2개의 트렌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 간의 전압차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한 직접화한 센서

 자기 온도 센서

 강자성체에서는 어떤 일정 온도(큐리온도)까지 상승하면 급격히 자성을 잃어 버려 

상자성체가 되는 현상을 응용한 것

 서모 파일

 열전대를 여러개 직렬로 접속해서 열전대의 열접점에 온도를 측정할 대상물에서 

열방사를 모으는 것을 이용한 센서 모아진 방사열은 열전대의 측정 온도의 접점이 

온도를 상승시키고, 온도 상승에 따른 기전력이 온도 측정 대상물의 온도가 된다.

 초전형 온도 센서

 초전 소자의 자발 분극을 이용한 센서 LiTaO3, PbTIO3는 정상 상태에서는 자발 

분극이라 부르는 분극이 있어서, 측정 대상물에서 방사열이 있으면 자발 분극이 크게 



변화가 생긴다. 이 자발 분극에서 전하의 값을 측정하는 것이 측정 대상물의 온도가 

된다.

=>열전대의 특정

 1.응답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오차가 비교적 적다

 2. 적절한 열전대를 선정하기가 용이, 절대0~2600℃까지 온도 측정가능

 3. 특정한 곳이나 좁은 장소에서도 온도 측정 가능

 4. 온도가 열기전력으로 검출되므로 측정, 조절, 증폭, 제어, 변환등의 정보처리에 용이

 5.다른 온도센서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

=> 금속 측온체의 특징

1. 감도가 양호하다.

2. 안정도 및 도가 우수하다.

3.고정도을 얻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백금 측온체는 온도 계수가 직선적으로 변화하고 중량이 가볍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고순도의 것을 얻기 쉬우며, 장기간 안정적인 온도측정용 

SENSOR로서 사용됩니다.

=>서미스터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연적으로 감소하는 형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rmistor)

 : 온도가 상승하면 특정의 온도 이상에서는 저항 겂이 급격히 증가하는 형

CTR(Critical Temperature Resister Temperature Trmistor)\

 : 온도가 상승하면 특정의 온도 이상에서는 저항 겂이 급격히 감소하는 형

온도계등 온도 제어에 사용되고 있는 형은 NTC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간(Mn), 니켈(Ni), 코발트(Co), 철(Fe), 동(Cu)등의 금속 산화물을 연소해서 결정체로 

만든 반도체가 사용되며, 통상 서미스터라 함은 NTC서미스터를 말하며 다른 센서보다 

가격이 저렴하죠.

=>IC온도센서

1. 여러가지 신호회로와 감온소자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회로조작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좁은 범위의 온도측정에 많이 사용됩니다.

3. 많은 인터페이스 유형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4.쉽게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수 있습니다.

=>자기온도센서

자기온도센서는 높은 신뢰성과 뛰어난 내환경성, 저잡음, 취급의 간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동차나 에어컨 복사기 등의 각종 기기의 습도제어, 과열 감시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집니다.

위 그림과 같이 온도센서의 전압 출력은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전압값을 

읽어서 온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재료

재료는 온도센서 1개,  점퍼케이블(M/M) 3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온도센서의 평평한 면이 IoT 쉴드 보드의 아래 쪽을 향하도록 A.7, A.8, A.9에 

온도센서를 연결한다.

       

2. D.7 과 5V.1를 M/M 케이블로 연결한다.

3. D.8 과 A1왼쪽을 M/M 케이블로 연결한다.

4. D.9 과 GND.16를 M/M 케이블로 연결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온도 센서값 읽기

아래 코드는 1초마다 온도센서의 값을 읽어 모니터창에 보여준다.

int ondo = 0;

 - 온도 값을 읽어와 저장할 값

ondo = analogRead(A1);

 - A1핀에 연결된 온도 센서의 전앖값을 읽어 ondo 변수에 저장한다.

Serial.print("Temp.:");

int ondo = 0; 

void setup(){

  Serial.begin(9600);

}void loop(){

  ondo = analogRead(A1);

  Serial.print("Temp.:");

  Serial.print(ondo);

  Serial.println(" ");

  delay(1000);

}



Serial.print(ondo);

Serial.println(" ");

 -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모니터창에 표시

delay(1000); 

 - 1초동안 기다린다.

<코드 2> 온도 센서값 읽기(섭씨온도)

아래 코드는 1초마다 온도센서의 값을 읽어 섭씨온도로 모니터창에 보여준다.

int ondo = 0;

void setup(){

  Serial.begin(9600);

}

void loop(){

  ondo = analogRead(A1);

  Serial.print(ondo); Serial.print(" > ");

  float Vout = ondo * 5.0 / 1024.0;

  float celsius = Vout *100 – 50;

  Serial.print(celsius);

  Serial.print(" degrees Celsius, \n");

  delay(1000);

}



섭씨 온도 계산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온도센서에서 출력된 전압을 계산해야한다.

anlogRead에서 읽은 온도의 값은 실제 전압값이 아니므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

analgRead는 0~1023사이의 값으로 0~5V 사이의 전압값을 1024 등분한값 중 센서의 

전압값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를 역으로 실제 전압값을 구하기 위한 공식을 만들어보면

Vout =  ondo * 5.0 / 1024.0 

  ( ondo : analogRead(A1)값 0~1023 사이값)

온도센서의 출력인 Vout값을 가지고 온도를 계산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는 MCP9700A로 아래쪽 그래프에 해당한다.

아래쪽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 Y축을 바꿔서 생각해야함)

Vout : 0.5 일 때 T = 0, Vout : 1 일 때 T = 50 이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T = Vout * 100 – 50 이다.



2. 온도센서와 3색 LED 융합하기

온도센서와 3색 LED를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3색 LED 1개, 온도센서 1개,  점퍼케이블(M/M) 3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온도센서의 평평한 면이 IoT 쉴드 보드의 아래 쪽을 향하도록 A.7, A.8, A.9에 

온도센서를 연결한다.

       

2. D.7 과 5V.1를 M/M 케이블로 연결한다.

3. D.8 과 A1왼쪽을 M/M 케이블로 연결한다.

4. D.9 과 GND.16를 M/M 케이블로 연결한다.



5. 3색 LED의 긴다리(+극)를 IoT쉴드의 하얀 점에 맞춰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온도센서와 3색 LED 융합하기

아래 코드는 1초마다 온도센서의 값을 읽어 모니터창에 보여준다.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RED,OUTPUT);

  pinMode(GREEN,OUTPUT);

  pinMode(BLUE,OUTPUT);



}

void loop()

{

  int ondo = analogRead(A1);

  Serial.print(ondo); Serial.print(" > ");

  float Vout = ondo * 5.0 / 1024.0;

  float celsius = Vout *100 -  50;

  Serial.print(celsius);

  Serial.print(" degrees Celsius, \n");

 if(celsius<27)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else if(celsius<28)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else {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delay(1000);

}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 3색 LED 핀맵 정의

pinMode(RED,OUTPUT);

pinMode(GREEN,OUTPUT);

pinMode(BLUE,OUTPUT);

 - 3색 LED 핀 출력 설정

int value = analogRead(A1);

 - 온도센서 전압값 저장

Serial.print(value); Serial.print(" > ");

 - 온도센서 값 모니터창에 출력

float Vout = ondo * 5.0 / 1024.0;

float celsius = Vout * 100 -  50;

 - 온도센서 값 섭씨온도로 변환

Serial.print(celsius);

Serial.print(" degrees Celsius, \n");

 - 섭씨 온도값 모니터창에 출력

if(celsius<27)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 온도가 27도 미만인 경우 파랑색 LED 켜기



else if(celsius<28)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 온도가 27도~28도 사이인 경우 초록색 LED 켜기

else {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 나머지 경우 빨강색 LED 켜기

delay(1000);

 - 1초간 대기



온도센서 사용 예시

1. 디지털 온도계

 일반적인 IC 온도센서를 내장하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온도계.

2.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온도센서가 사용되는 비접촉시 적외선 온도계이다.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통해 온도를 측정한다. 접촉식 온도계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나 정밀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



3. 비닐 하우스 온도 유지시스템

 비닐하우스의 온도 관리를 위해 온도센서와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4. 에어컨, 보일러

 에어컨과 보일러에도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설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5. 과열 방지

컴퓨터나, 휴대폰, 가전제품 등 열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과열시 알람을 울리거나 시스템을 정지시켜 화재의 발생 및 제품의 수명 단축을 

막아준다.



3. 조도센서 사용하기

아두이노와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조도센서(Cds)의 특징

  

<그림 1> 조도센서

조도센서는 빛을 비추었을 때 반도체 내부의 전기 전도도가 커지는 광도전효과를 

이용하여 빛의 밝기(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림 2> 조도센서 특성 그래프

<그림 2>와 같이 조도 센서는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저항의 크기가 줄어드는 

센서입니다.

재료

재료는 조도센서 1개,  10K옴 저항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1. GND와 A0에 10K옴 저항을 연결한다.

2. A0와 5V에 조도센서를 연결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조도센서값 읽기

아래 코드는 0.1초마다 조도(빛의밝기)를 읽어 모니터창에 보여준다.

int light=0;

 - 빛의 밝기값을 받아오는 변수. 

Serial.begin(9600);

 - 씨리얼 통신 속도 설정

light=analogRead(A0); 

 - A0에 연결된 빛센서 값을 읽어온다.

Serial.print("Value:");

 - 모니터링 창에 “Value:“ 출력

int ligh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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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 loop(){
  light=analogRead(A0);
  Serial.print("Value:");
  Serial.print(light);
  Serial.println(" ");
  delay(100);
}



Serial.print(light);

 - 모니터링 창에 “빛센서 값”을 출력

Serial.println(" ");

 - 모니터링 창 줄바꿈(엔터기능) 출력

delay(100);

 - 0.1초동안 기다린다.



3. 조도센서와 LED 융합하기

조도센서와 LED의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조도센서1개, LED 1개, 10K옴 저항 1개, 300옴 저항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1. GND와 A0에 10K옴 저항을 연결한다.

2. A0와 5V에 조도센서를 연결한다.

4. 

3. D3의 오른쪽 소켓에  LED의 긴 다리(+극)가 오른쪽을 향하게 끼운다.

4. D3의 왼쪽 소켓에  300옴 저항을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조도값에 따른 LED 밝기 제어

 - 아래 코드는 0.1초마다 조도(빛의밝기)를 읽어 모니터창에 보여주고, 조도 값에 따라 

LED의 밝기를 조절한다.

int light = 0;

 - 조도센서 전압값 저장 변수

light = analogRead(A0);

 - A0 핀에 연결된 조도센서의 전압값을 light변수에 저장

analogWrite(3, light/4);

 - 조도 센서의 값에 따라 LED의 밝기를 변경한다.

 - angle값을 4로 나눈 이유는 analogRead 값은 0~1023의 값을 가지고

  analogWrite의 값은 0~255까지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int light = 0;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void loop() {

  light = analogRead(A0);

  analogWrite(3, light/4);

  Serial.print("Value:");

  Serial.print(light);

  Serial.println(" ");

  delay(100);

}



Serial.print("Value:");

Serial.print(light);

Serial.println(" ");

 - 조도센서 값을 모니터창에 표시

delay(100);

 - 0.1초간 대기



4. 조도센서와 3색 LED 융합하기

조도센서와 3색 LED의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조도센서1개, 3색 LED 1개, 10K옴 저항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1. GND와 A0에 10K옴 저항을 연결한다.

2. A0와 5V에 조도센서를 연결한다.

4. 

3. 3색 LED의 긴다리(+극)를 IoT쉴드의 하얀 점에 맞춰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조도값에 따른 3색 LED 제어

 - 아래 코드는 0.1초마다 조도(빛의밝기)를 읽어 모니터창에 보여주고, 조도 값에 따라 

3색 LED를 제어한다.

  0 ~ 50 : Blue,  50 ~ 500 : Green,  500 ~ 1023 : Red

#define light 0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RED,OUTPUT);

  pinMode(GREEN,OUTPUT);

  pinMode(BLUE,OUTPUT);

}

void loop()

{

  int value = analogRead(light);

  Serial.print("LightT : ");

  Serial.println(value);

  if(value<5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else if(value<500) {



#define light 0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 조도센서 및 3색 LED 핀번호 정의

pinMode(RED,OUTPUT);

pinMode(GREEN,OUTPUT);

pinMode(BLUE,OUTPUT);

 - 3색 LED핀 출력 설정

int value = analogRead(light);

 - 조도센서 전압값 읽어 value변수에 저장

Serial.print("Light : ");

Serial.println(value);

 - 조도센서 값을 모니터창에 출력

if(value<5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else {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delay(10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 조도값이 50미만인 경우 파랑색 LED 켜기

else if(value<50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 조도값이 50~500인 경우 초록색 LED 켜기

else {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 조도값이 500이상인 경우 빨강색 LED 켜기

delay(100);



조도센서 사용 예시

1. 스마트폰

 대부분 스마트폰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밝기에 따라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 

눈부심을 줄이고 배터리를 절약시켜준다.

2. 가로등

 가로등에 조도센서를 설치하여 저녁이 되어 일정한 밝기 이하로 어두워 지면 가로등의 

불을 켠다.

3. 카메라



카메라의 자동모드 사용시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여 셔터스피드(노출시간)을 조절하여 

광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조도 센서와 부저,

가속도 센서와 부저 융합 프로젝트



1. 조도센서와 부저 융합하기
조도센서와 부저의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조도센서1개, LED 1개, 10K옴 저항 1개, 부저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1. GND와 A0에 10K옴 저항을 연결한다.

2. A0와 5V에 조도센서를 연결한다.

 

3. M/M케이블을 이용하여 A.1과 GND.1을 연결하고 A.4와 D3에 연결한다.

4. 부저의 +극을 E.4에  -극을 E.1에  연결 되도록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조도값에 따른 부저 제어

 - 아래 코드는 0.1초마다 조도(빛의밝기)를 읽어 모니터창에 보여주고, 조도 값에 

따라 LED를 켜거나 끈다.

int buzzer_pin=3; 

 - 부저연결 핀번호 지정

int light=0; 

 - 빛센서 값 저장 변수

light = analogRead(A0); 

 - 빛센서의 전압값을 읽어 light 변수에 저장

  

Serial.print("Value:"); 

Serial.print(light);

Serial.println(" ");

 - 빛센서 값을 모니터창에 출력

int� buzzer_pin=3;�

int� light=0;�

void� setup()� {

� � pinMode(buzzer_pin,� OUTPUT);� �

� � Serial.begin(9600);�

}

void� loop()� {

� � light� =� analogRead(A0);�

� �

� � Serial.print("Value:");�

� � Serial.print(light);

� � Serial.println("� ");

� � if(light� >� 500)� {analogWrite(buzzer_pin,� 100);� }�

� � else� {analogWrite(buzzer_pin,� 0);� }� � � � � � � � � � �

� � delay(100);�

}� �



if(light > 500) {analogWrite(buzzer_pin, 100); } 

 - 빛센서의 값이 500보다 큰 경우 부저 소리를 켠다.

else {analogWrite(buzzer_pin, 0); }           

 - 빛센서의 값이 500이하인 경우 부저 소리를 끈다.

delay(100); 

 - 0.1초간 대기



2. 가속도센서 사용하기
아두이노와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측정법을 배워봅시다.

가속도센서란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 진동, 충격 등의 동적 힘을 감지하며 관성력, 전기변형, 

자이로의 응용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가속도 센서는 물체의운동상태를 순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 각종 수송수단, 공장자동화 및 

로봇 등의 제어시스템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자이며, 그 활용 분야는 대단히 넓다.

검출 방식으로 크게 분류하면, 관성식, 자이로식, 실리콘반도체식이 있다.

공업계측 분야에서는 기기의 진동 계측이나구조물의 진동계측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항공기 관성 항공장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종래에는 가속도 센서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저가격의 것도 시판되고 있다.

앞으로는 가속도 센서의 저가격화가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가속도의 측정 원리

한쪽 끝이 고정된 막대형 진동체를 생각할 때 끝부분의 변위, 속도, 가속도의 위상은 

변위에

대하여 90도, 180도앞선다. 이것은 가속도 센서에서는 넓은 주파수대에 걸친 출력 

레벨이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출력이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변위는 작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체가 같은 진폭(변위)을 느끼고 있더라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주파수가 높을수록) 가속도는 커지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가속도 센서는 압전형, 동전형, 서보형, 변형 게이지형의 4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가속도센서                            

<그림 2> 중력과 가속도센서

<그림 2>와 같이 가속도 센서의 x, y, z 축과 중력가속도의 크기를 이용하여 센서의 

기울어짐 파악할 수 있다.



재료

재료는 가속도센서 모듈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아래 사진과 같이 가속도센서를 IoT 쉴드보드에 직접 연결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가속도 센서값 읽기

아래 코드는 1초마다 x, y, x축의 가속도 값을 읽어 모니터창에 보여준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void loop() {

  int x_value =analogRead(A3);

  int y_value =analogRead(A4);

  int z_value =analogRead(A5);

  Serial.print("X:");  Serial.print(x_value);  Serial.print(", ");

  Serial.print("Y:");  Serial.print(y_value);  Serial.print(", ");

  Serial.print("Z:");  Serial.print(z_value);  Serial.println(" ");



int x_value =analogRead(A3);

 - X축 가속도 값을 읽어 x_value에 저장

int y_value =analogRead(A4);

 - Y축 가속도 값을 읽어 y_value에 저장

int z_value =analogRead(A5);

 - Z축 가속도 값을 읽어 z_value에 저장

Serial.print("X:");  Serial.print(x_value);  Serial.print(", ");

Serial.print("Y:");  Serial.print(y_value);  Serial.print(", ");

Serial.print("Z:");  Serial.print(z_value);  Serial.println(" ");

 - X, Y, Z축의 가속도 센서 값을 모니터창에 출력

delay(1000);

 - 1초간 대기

  delay(1000);

}



2. 가속도센서와 부저 융합하기
가속도센서와 부저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가속도센서 모듈 1개, 부저 1개, M/M 점퍼케이블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1. 아래 사진과 같이 가속도센서를 IoT 쉴드보드에 직접 연결한다.

2. M/M케이블을 이용하여 A.1과 GND.1을 연결하고 A.4와 D3에 연결한다.

3. 부저의 +극을 E.4에  -극을 E.1에  연결 되도록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가속도 센서와 부저 융합

아래 코드는 0.1초마다 Z축의 가속도 값에따라 부저에 소리를 낸다.

int z_value=analogRead(A5);

 - Z축 가속도 값을 읽어 z_value에 저장

Serial.print("Z:");  Serial.print(z_value);  Serial.println(" ");

 - Z축 가속도 값을 모니터창에 출력

if(z_value>400)  analogWrite(3, 10);

 - Z축 가속도 값이 400보다 큰 경우 작은 소리를 낸다.

else if( z_value>300) analogWrite(3, 0);

 - Z축 가속도 값이 300~400인 경우 소리를 끈다.

else analogWrite(3, 200);

 - Z축 가속도 값이 300이하인 경우 큰소리를 낸다.

delay(100);

 - 0.1초 대기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void loop() {

  int z_value=analogRead(A5);

  Serial.print("Z:");  Serial.print(z_value);  Serial.println(" ");

  if(z_value>400)  analogWrite(3, 10);

  else if( z_value>300) analogWrite(3, 0);

  else analogWrite(3, 200);

  

  delay(100);

}



가속도센서 사용 예시
1. 스마트폰

 가속도센서로 스마트폰의 기울어짐을 감지하여 화면을 회전시켜주는 기능.

게임 진행시 스마트 폰을 기울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2. 만보기

 가속도 센서로 만보기의 숫자 카운트에 이용

3. 게임 컨트롤러

 가속도 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골프, 격투 게임등 컨트롤에 사용



4.블랙박스

가속도 센서로 충돌 및 충격을 감지하여 사고 상황의 영상을 저장한다.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가속도센서와 LED,
터치센서와 LED 융합 프로젝트



1. 가속도센서와 LED 융합하기
가속도센서와 LED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가속도센서 모듈 1개, LED 1개, 300옴 저항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1. 아래 사진과 같이 가속도센서를 IoT 쉴드보드에 직접 연결한다.

2. D3의 오른쪽 소켓에  LED의 긴 다리(+극)가 오른쪽을 향하게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가속도 센서와 LED 융합

아래 코드는 0.1초마다 x축의 가속도 값이 330보다 큰경우 LED 켜고, 작거나 같은경우 

LED를 끈다.

int led_pin = 3;

 - LED 연결핀 정의

pinMode(led_pin, OUTPUT);

 - LED 연결핀 출력 설정

int x_value = analogRead(A3);

 - X축 가속도 값을 읽어 x_value에 저장

if(x_value>330) {digitalWrite(led_pin,HIGH); }

 - X축 가속도 값이 330보다 큰 경우 LED 켜기

else {digitalWrite(led_pin, LOW); }

 - X측 가속도 값이 330이하인 경우 LED 끄기

int led_pin = 3;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led_pin, OUTPUT);
}

void loop() {
  int x_value=analogRead(A3);

  if(x_value>330) {digitalWrite(led_pin,HIGH); }
  else {digitalWrite(led_pin, LOW); }

  Serial.print("X:");
  Serial.print(x_value);
  Serial.println(" ");
  
  delay(100);
}



Serial.print("X:");

Serial.print(x_value);

Serial.println(" ");

 - X축 가속도값 모니터창에 출력

delay(100);

 - 0.1초 대기



2. 가속도센서와 3색 LED 융합하기
가속도센서와 3색 LED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가속도센서 모듈 1개, 3색 LED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 연결하기

1. 아래 사진과 같이 가속도센서를 IoT 쉴드보드에 직접 연결한다.

2. 3색 LED의 긴다리(+극)를 IoT쉴드의 하얀 점에 맞춰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가속도 센서와 3색 LED 융합

아래 코드는 0.1초마다 X, Y, Z축 가속도 값이 400 이상일 경우 Blue, Green, Red 색의 

불이 켜지고 400미만인 경우 LED를 끈다.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 3색 LED 핀번호 정의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RED, OUTPUT);

  pinMode(GREEN, OUTPUT);

  pinMode(BLUE, OUTPUT);

}

void loop() {

  int x_value = analogRead(A3);

  int y_value = analogRead(A4);

  int z_value = analogRead(A5);

  Serial.print("x:");  Serial.print(x_value);  Serial.print(",");

  Serial.print("y:");  Serial.print(y_value);  Serial.print(",");

  Serial.print("z:");  Serial.print(z_value);  Serial.println(" ");

  if (x_value > 40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else if (y_value > 40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else if (z_value > 400) {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else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digitalWrite(BLUE, HIGH);  }

  delay(100); 

}



pinMode(RED, OUTPUT);

pinMode(GREEN, OUTPUT);

pinMode(BLUE, OUTPUT);

 - 3색 LED 핀 출력 설정

int x_value = analogRead(A3);

int y_value = analogRead(A4);

int z_value = analogRead(A5);

 - X, Y, Z 축 가속도 값 읽어 저장

Serial.print("x:");  Serial.print(x_value);  Serial.print(",");

Serial.print("y:");  Serial.print(y_value);  Serial.print(",");

Serial.print("z:");  Serial.print(z_value);  Serial.println(" ");

 - X, Y, Z 축 가속도 값 모니터창에 출력

if (x_value > 40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 X축 가속도값이 400보다 큰 경우 파랑색 LED 켠다.

else if (y_value > 40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 Y축 가속도값이 400보다 큰 경우 초록색 LED 켠다.

else if (z_value > 400) {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 Z축 가속도값이 400보다 큰 경우 빨강색 LED 켠다.

else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digitalWrite(BLUE, HIGH);  }

 - X, Y, Z축 가속도값이 모두 400이하인 경우 LED 모두 끈다.

delay(100); 

 - 0.1초 대기



3. 압력터치(Piezo)센서 사용하기
아두이노와 압력터치 센서를 이용하여 압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압력터치(Piezo)센서의 특징

<그림 1> 압력터치(Piezo)센서

압력터치센서(Piezoelectric sensor) Piezoelectric sensor는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압력 

가속도 스트레인을 측정하여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 압력터치센서란 어떤물질에 압력의 힘을 가하면 전기(약한전기)가 발생합니다.]

압전소자의 원리

1) 압전 효과(Piezoelectric Effect)

고체에 힘을 가하였을 때 결정 겉면에 전기적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피에조 저항 

효과라고도 한다.

수정이나 로셀염 등의 결정에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압전 

직접효과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전압을 주면 결정체가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압전 

역효과라 한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직접효과를 퀴리효과, 역효과를 리프먼 효과라고도 

한다.  결정체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전하가 발생하는 방향이 같은 경우를 종효과, 

직각인 경우를 횡효과라 한다.

2) 압전물질 이란?

① 어떤 결정에 압력을 가했을 때 전위차(전압)가 발생되고 또 이들의 물질에 반대로 

전위차(전압)가 인가되면 물리적 변위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한 물질

②압전효과가 나타나는 물질: 수정, 로셀염, 티탄산바륨(BaTiO₃), 인공세라믹(PZT)) 

4) 피에조(PIEZO)센서

피에조 센서는 금속판 사이에 얇은 압전 소자를 끼워 넣은 센서로 소리, 진동, 압력 등을 

감지할 수 있다. 압전 소자는 압력을 가하면 전기를 발생시키고, 교류 전기를 가하면 

진동하는 성질이 있다



<그림 2> 압력터치(Piezo)센서 원리

<그림 2>와 같이 압력센서는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생성된다.

재료

재료는 압력터치(Piezo)센서 1개,  1M옴 저항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터치센서의 +극을 A0.왼쪽 에 -극을 A0.GND에 연결한다.

2. 1M옴 저항을 A0.오른쪽과 GND.5에 연결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압력터치 센서값 읽기

아래 코드는 0.2초[0.02 X 10]마다 터치센서값의 평균을 구해 모니터창에 보여준다.

int touch_value = 0;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void loop() {

  touch_value = analogRead(A0); 

  delay(100);

  Serial.print("Value:");

  Serial.print(touch_value);

  Serial.println(" ");

}



int touch_value = 0;

 - 터치센서 값 저장 변수

touch_value = analogRead(A0); 

 - 0번에 연결된 터치센서의 값을 읽어 touch_value 변수에 저장

Serial.print("Value:");

Serial.print(touch_value);

Serial.println(" ");

 - 터치센서 값을 모니터창에 출력

delay(100);

 - 0.1초 대기

확인하기

 터치센서를 눌러보며 값의 변화를 살펴본다.



3. 압력터치(Piezo)센서와 LED 융합하기
압력터치 센서와 LED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압력터치(Piezo)센서 1개, LED 1개, 300옴저항 1개, 1M옴 저항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터치센서의 +극을 A0.왼쪽 에 -극을 A0.GND에 연결한다.

2. 1M옴 저항을 A0.오른쪽과 GND.5에 연결한다.

3. D3의 오른쪽 소켓에  LED의 긴 다리(+극)가 오른쪽을 향하게 끼운다.

4. D3의 왼쪽 소켓에  300옴 저항을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압력터치 센서와 LED융합

아래 코드는 0.1초마다 터치센서값을 모니터창에 보여주고 터치센서 값이 100보다 큰 

경우 LED를 키고 100이하이면 LED를 끈다.

int led_pin = 3; 
 - LED 핀번호 설정

pinMode(led_pin, OUTPUT);
 - LED 핀 출력 설정

int touch_value = analogRead(A0);
 - A0에 연결된 터치센서 값을 읽어 touch_value에 저장

Serial.print("Value:");
Serial.print(touch_value);
Serial.println(" ");
- 터치센서 값을 모니터창에 출력

int led_pin = 3;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led_pin, OUTPUT);
}

void loop() {
  int touch_value = analogRead(A0);

  Serial.print("Value:");
  Serial.print(touch_value);
  Serial.println(" ");

 if(touch_value > 100) {digitalWrite(led_pin,HIGH); }
  else {digitalWrite(led_pin, LOW); }

 delay(100);
}



(touch_value > 100) {digitalWrite(led_pin,HIGH); }
 - 터치센서 값이 100보다 큰 경우 LED를 켠다.

else {digitalWrite(led_pin, LOW); }
 - 터치센서 값이 100이하인 경우 LED를 끈다.

delay(100);
 - 0.1초 대기

피에조센서 사용 예시

1. 과적, 과속, 교통량 확인
 피에조 센서의 전압 변화량을 통해 무게를 측정하여 과적 단속 및 교통량 확인, 
 2개의 피에조 센서를 이용한 감지시간 차리를 통한 과속 단속

2. 라이터
 압전소자에 압력을 가하여 스파크를 생성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임.

3. 전자기타
 기타 줄을 누르는 압력을 감지하여 기타 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



4. 에너지 하베스팅
 자동차가 많이 달리는 도로에 압전소자를 깔아서 에너지를 저장하여 거리의 가로등을 
키거나 가정용 전원으로 사용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초음파센서와 3색 LED 융합,
RC모터와 각도센서 융합 프로젝트



1. 초음파 센서 사용하기.

아두이노와 초음파 센서 모듈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해봅시다.

<그림 1> 초음파 센서 모듈

초음파의 성질

초음파(Ultra Sonic)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20khz대 이상의 음을 말하며, 이 

초음파의 기본적인성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장과 분해능 : 초음파의 파장은 전파 속도를 주파수로 할당한 값으로 전자파의 

속도는 3*108㎧ 이지만 음속은 약 344㎧로 아주 늦기 때문에 파장이 

짧게 됩니다. 파장이 짧으면 거리 방향의 분해능이 높고 정밀도가 

높은 계측을 할수 있게 됩니다.

2) 파장의 반사 : 물체의 유,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물체에 닿으면 반사하여야 

하게 됩니다. 금속이나 목재, 콘크리트, 종이, 유리등은 초음파를 거의 

100% 반사하지만 옷감 등과 같은 것은 인조로 만들어져 공기가 

포함되어 있는 물체는 초음파를 거의 흡수하기 때문에 센서 회로의 

앰프의 이득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 공기중의 음파의 전송 속도 c=331.5+0.607t[㎧] 

(t:주위온도) 로 표시되며 주위 온도에 따라서 음속이 변하기 때문에 물체가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초음파 센서의 원리
 

초음파 센서는 2개의 압전소자(또는 1개의 압전소자와 금속판)로 되어 있으며 2개의 

압전 소자로 되어 있는 것을 Bimole(바이몰), 1개의 압전소자로 되어 있는 것을 

Unimole(유니몰)이라 부릅니다.

이것에 초음파가 입사되면 압전소바는 진동해서 전압이 발생되고 역으로 압전 소자에 



전압을 인가하면 초음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초음파 센서는 센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 주파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교류 전압을 

가하면 좀더 효율이 좋은 음파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서 반사된 음파를 

그대로 센서로 입력(진동) 시켜서 발생된 전압을 회로에서 처리하므로서 측정 거리를 

계산할수 있게 됩니다.

1) 송신용 초음파 센서

  : 초음파를 출력한다는 것은 송신 소자에 공진 주파수와 동시에 주파수의 발진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는데요 공급하는 신호는 구형파 펄스이고 전압 진폭은 1~20V 

정도입니다. 단 직류 성분이 없어야 하므로 콘덴서를 사용하여 직류성분을 제거하여 

공급합니다. 전압이 높으면 음압이 높게 되므로 멀리까지 보낼수 있지만 약 10V에서 

포화되어 10V이상 전압을 높여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2) 수신용 초음파 센서

  : 초음파를 수신하면 그 출력 단자에 전압을 출력합니다. 수신 감도는 센서의 공진 

주파수 근처가, 송신기와 마찬가지로 40khz가 가장 좋으며 출력에 부하 저항을 

연결하면 그 양단에 초음파의 강 약에 따라서 40khz의 정현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출력 전압은 거리에 따라  몇mV~수백mV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폭해서 

비교기 등에서 고감도로 검출해서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그림 2>

<그림 2> 초음파 모듈의 발진기에서 초음파를 발생 시켜서 물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총 소리의 속도는 340m/S 이고 시간이 되돌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시간은 왕복하는 시간이므로 반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재료

재료는 초음파 센서 모듈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1



회로도 연결 하기

아래 사진과 같이 초음파센서의 Vcc가 초음파센서 연결 핀의 하얀점에 오도록 연결 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거리 측정하기

아래 코드는 0.3초마다 거리를 측정한다.

int Trig = 4;

int Echo = 7;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Trig,OUTPUT);

  pinMode(Echo,INPUT); 

} 

long sendPulse(void)

{

  digitalWrite(Trig,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LOW); 

  return pulseIn(Echo,HIGH);

}

long timeToCenti(long microseconds)

{

  return microseconds / 29 / 2;   

} 

void loop()

{

  long duration = sendPulse();  

  long cm = timeToCenti(duration);

  Serial.print(cm);

  Serial.print("cm");

  Serial.println(); 

  delay(300);

} 



int Trig = 4;

 - 초음파센서 신호 출력 핀

int Echo = 7;

 - 초음파센서 신호 수신 핀

pinMode(Trig,OUTPUT);

 - 초음파센서 Trig 핀 출력 설정

pinMode(Echo,INPUT); 

 - 초음파센서 Echo 핀 입력 설정

long sendPulse(void) 

 - 초음파 신호를 발사하여 돌아온 시간을 측정

{

  digitalWrite(Trig,HIGH); 

 - 초음파 신호 발사

  delayMicroseconds(10); 

 - 10us 정도 유지

  digitalWrite(Trig,LOW); 

 - 초음파 신호 발사 중시

  return pulseIn(Echo,HIGH); 

 - 초음파 신호 도착 시간 측정

}

long timeToCenti(long microseconds)

 - 초음파 왕복시간을 거리로 변환(cm)

{

  // 소리의 속도는 340 m/s이고 1cm를 이동하는대 걸리는 시간은29 us(29*
s)이다

  // 초음파를 발사해서 돌아온 시간을 29us로 나눠주면 초음파의 왕복 거리가 계산되고 

이거리를 반으로 나눠주면 거리가 계산 된다. 

  return microseconds / 29 / 2;

} 



long duration = sendPulse();  

 - 초음파를 발사하여 도착한 시간을 측정하여 duration에 저장

long cm = timeToCenti(duration); 

 - 시간을 거리(cm)로 변환 

Serial.print(cm);

Serial.print("cm");

Serial.println(); 

 - 모니터창에 거리 출력

delay(300); 

 - 0.3초 대기

 



2. 초음파 센서와 3색 LED 융합하기.

초음파 센서 모듈과 3색 LED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초음파 센서 모듈 1개와 3색 LED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1



회로도 연결 하기

1. 아래 사진과 같이 초음파센서의 Vcc가 초음파센서 연결 핀의 하얀점에 오도록 연결 

한다.

2. 3색 LED의 긴다리(+극)를 IoT쉴드의 하얀 점에 맞춰 끼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초음파센서와 3색 LED 융합

아래 코드는 0.3초마다 거리를 측정하여 장애물 감지 거리에 따라 3색 LED에 다른색의 

불이 켜지도록 한다.

   0 ~ 10cm : Blue, 10 ~ 20cm : Green, 20 ~ 30cm : Red,   30cm~ :  꺼짐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int Trig = 4;
int Echo = 7;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Trig, OUTPUT); 
  pinMode(Echo, INPUT); 

  pinMode(RED, OUTPUT);
  pinMode(GREEN, OUTPUT);
  pinMode(BLUE, OUTPUT);
}

long sendPulse(void)
{
  digitalWrite(Trig, 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 LOW); 
  return pulseIn(Echo, HIGH); 
}
long timeToCenti(long microseconds)
{
   return microseconds / 29 / 2;
}

void loop()
{
  long duration = sendPulse();  
  long cm = timeToCenti(duration); 

  Serial.print(cm);  Serial.print("cm");  Serial.println();

  if (cm < 1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 3색 LED 핀번호 정의

int Trig = 4;
 - 초음파센서 신호 출력 핀

int Echo = 7;
 - 초음파센서 신호 수신 핀

pinMode(Trig,OUTPUT);
 - 초음파센서 Trig 핀 출력 설정

pinMode(Echo,INPUT); 
 - 초음파센서 Echo 핀 입력 설정

pinMode(RED, OUTPUT);
pinMode(GREEN, OUTPUT);
pinMode(BLUE, OUTPUT);
 - 3색 LED 핀 출력 설정

long sendPulse(void) 
 - 초음파 신호를 발사하여 돌아온 시간을 측정
{
  digitalWrite(Trig,HIGH); 
 - 초음파 신호 발사

  delayMicroseconds(10); 
 - 10us 정도 유지

  digitalWrite(Trig,LOW); 
 - 초음파 신호 발사 중시

  else if (cm < 2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else if (cm < 30 ) {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else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delay(300); // 0.3초 대기 후 다시 측정
}



  return pulseIn(Echo,HIGH); 
 - 초음파 신호 도착 시간 측정
}

long timeToCenti(long microseconds)
 - 초음파 왕복시간을 거리로 변환(cm)
{

  // 소리의 속도는 340 m/s이고 1cm를 이동하는대 걸리는 시간은29 us(29*
s)이다

  // 초음파를 발사해서 돌아온 시간을 29us로 나눠주면 초음파의 왕복 거리가 계산되고 
이거리를 반으로 나눠주면 거리가 계산 된다. 
  return microseconds / 29 / 2;
} 

long duration = sendPulse();  
 - 초음파를 발사하여 도착한 시간을 측정하여 duration에 저장

long cm = timeToCenti(duration); 
 - 시간을 거리(cm)로 변환 

Serial.print(cm);
Serial.print("cm");
Serial.println(); 
 - 모니터창에 거리 출력

if (cm < 1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 거리가 10cm 미만인 경우 파랑색을 켠다.

else if (cm < 20)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 거리가 10cm~20cm인 경우 초록색을 켠다.

else if (cm < 30 ) {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 거리가 20cm~30cm인 경우 빨강색을 켠다.

else {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 거리가 30cm 이상인 경우 모두 끈다.



delay(300); 
 - 0.3초 대기

초음파센서 사용 예시

1. 자동차 후방 거리센서

 자동차 후방에 초음파센서를 사용하여 후방의 벽이나 사람을 감지하여 후진시 사고를 

예방해 준다.

2. 초음파 검사기

3. 어선, 어군 탐지기



4. 로봇청소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피하여 이동하며 청소함

5.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이 있을시 진동을 줌



3. RC서보모터 제어하기
아두이노와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측정법을 배워봅시다.

RC서보모터의 특징

  

<그림 1> RC서보모터

 RC (Remote Control ) 서보(Servo) 모터는 주로 무선 자동차 및 무선 모형 비행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RC서보모터는 별도의 부가회로 없이 미니 로봇 콘트롤러에 접속해서 사용할수 있으며, 

미니 로봇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90˚~+90˚ 의 범위내에서 원하는 각도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 로봇의 관절 동작을 쉽게 제어 할수 있습니다.

 서보 모터는 토크가 강하며 속도가 빠릅니다.

 대게 RC서보 모터의 선은 3선으로 입력되는데요 

  [검은선 : 그라운드],

  [적색선 : 전원(4.8~6V)],

  [노란선 :  제어신호선(각도제어)] 이렇게 사용됩니다. 

서보 모터의 3개의 선은 신호 기능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잘못 연결되면 서보 모터 

내부의 회로가 손상을 입을수 있게 됩니다. 또 모터의 규정각도 이상으로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면 내부의 기어가 망가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RC서보 모터의 내부 구조는 소형 DC모터, 포텐셔 미터, PWM회로, 소형 기어박스, 전원, 

시그널 케이블로 구성됩니다. 포텐셔 미터의 턴값에 의해 각도의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RC서보모터 사용법

왼쪽 그림과 같이 서보모터에 일정한 

주기의 High 신호를 지속적으로 입력 하면 

해당하는 각도로 이동하게 된다.
아두이노에서는 함수를 제공하여 각도값을 

입력하면 원하는 각도로 이동하게 된다.



재료

재료는 RC 서보모터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Servo1에 모터의 커넥터를 색상에 맞게 연결한다.

    왼쪽부터 Orange, Red, Brown 의 약자이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RC 서보모터 사용하기

아래 코드는 0도부터 160도까지 서보모터가 움직이는 것이 반복 된다.

#include <Servo.h>

Servo servo;
int servo1Pin = 6;
int angle = 0; 

void setup()
{
  servo.attach(servo1Pin);



#include <Servo.h> 

 - 서보 모터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추가

Servo servo; 

 - servo 라이브러리 변수를 초기화

int servoPin = 6;

 - servo PWM핀 지정

int angle = 0;

 - 서보모터 각도값 

servo.attach(servo1Pin);

 - 서보모터를 제어할 핀번호 설정

for(angle = 0; angle < 160; angle++) 

 - 각도 값을 0도부터159도까지 변화 시킴

servo.write(angle); 

 - 서보모터의 각도를 변경 시킴

delay(15); 

 - 0.015초 기다림

   write 명령어를 사용 후 일정시간 멈추어 주어야 서보모터가 이동할 수 있다.

}

void loop()
{
  for (angle = 0; angle < 160; angle++)
  {
    servo.write(angle);
    delay(15);
  }
}



4. RC서보모터와 각도센서 융합하기
RC 서보모터와 각도센서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RC 서보모터 1개, 각도센서(가변저항) 1개, M/M 점퍼케이블 3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Servo1에 모터의 커넥터를 색상에 맞게 연결한다. 

   (왼쪽부터 Orange, Red, Brown 의 약자이다.)

2. 각도센서를 E.1, E.3, E.5에 맞춰 끼운다.



3.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1과 GND.1을 연결한다.

4.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3과 A2.왼쪽을 연결한다.

5.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5과 5V.16을 연결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RC 서보모터 사용하기

아래 코드는 0도부터 160도까지 서보모터가 움직이는 것이 반복 된다.

#include <Servo.h>

Servo servo;
int servo1Pin = 6;
int angle = 0; // servo position in degrees

void setup()
{
  servo.attach(servo1Pin);
}

void loop()
{



#include <Servo.h> 

 - 서보 모터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추가

Servo servo; 

 - servo 라이브러리 변수를 초기화

int servoPin = 6;

 - servo PWM핀 지정

int angle = 0;

 - 서보모터 각도값 

servo.attach(servo1Pin);

 - 서보모터를 제어할 핀번호 설정

angle = analogRead(A2); 

 - A2에 연결된 각도센서 값을 읽어 angle에 저장

servo.write(map(angle, 0, 1023, 160, 0));

 - 각도센서의 값에 따라 서보모터의 각도를 정해준다.

   map(angle, 0, 1023, 160, 0)은 0~1023의 값을 가지는 angle 값 160~0의 값으로 

   바꿔준다. 0~160으로 하면 모터가 각도센서와 반대로 움직인다.

delay(15); 

 - 0.015초 기다림

   write 명령어를 사용 후 일정시간 멈추어 주어야 서보모터가 이동할 수 있다.

  angle = analogRead(A2); // A2에 연결된 저항값을 읽어온다.
  servo.write(map(angle, 0, 1023, 160, 0));
  delay(15);
}



RC서보모터 사용 예시
1. 로봇

로봇의 관절에 사용되어 직립 보행 및 이동을 가능하게 함.

 

2. 조향기능

 자동차나 비행기에 적용하여 조향기능을 가능하게함.



3. 카메라 스테빌라이져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흔들림을 감지하여 카메라가 흔들지 않도록 서보모터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준다.



IoT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DC모터와 각도센서 융합,
블루투스 이용 프로젝트



1. DC모터 사용하기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DC모터의 제어방법을 배워봅시다.

DC모터란?

DC 모터란, 고정자로 영구자석을 사용하고, 회전자(전기자)로 코일을 사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자력의 반발, 흡인력으로 회전력을 

생성시키는 모터이다.

모형 자동차, 무선조정용 장난감 등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터이다.

<그림 1> DC모터

<그림 2>                               <그림 3>

<그림 2>와 같이 코일 a,b,c,d에 전류를 흘러 보내면,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의해 코일 

ab는 아래, 코일 cd는 위로 힘을 받아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림 3> 플레밍의 왼손법칙

모터의 내부에서 로타(회전자)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이는 일정한 크기의 자계속에 하나의 도선을 놓아두고, 이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힘이 작용하게된다. 이때, 전류와 힘, 그리고 자계의 방향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왼손법칙이다. 

DC모터 컨트롤러
DC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전류가 필요합니다.
아두이노에 모터를 직접 연결하여 제어를 하게되면 전류가 부족하여 모터가 제대로 돌지 

않고 아두이노 또한 망가질 수 있습니다.
DC모터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배터리를 연결하여 모터를 제어 할 수 있다.
강의에서는 L293D라는 모터 컨트롤러를 사용합니다.



PWM이란?

PWM이란 Pulse width modulation의 약자로 아래 그림과 같이 신호를 On, Off 하는 

비율을 조절하여 평균 입력 값을 조절 하는 제어방법입니다.



재료

재료는 DC모터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아래 사진과 같이 블모터의 빨강색 선이 1+에, 검정색 선이 1-에 가도록 연결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DC모터 사용하기

아래 코드는 3초마다 모터를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회전 시킨다.

int motor_A1 = 3;

int motor_A2 = 5;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motor_A1, OUTPUT); 

  pinMode(motor_A2, OUTPUT);

}

void loop() {

  digitalWrite(motor_A1, HIGH); 

  digitalWrite(motor_A2, LOW); 

  delay(3000); 

  digitalWrite(motor_A1, LOW); 

  digitalWrite(motor_A2, HIGH); 

  delay(3000); 

}

int motor_A1 = 3; 

 - 모터 단자 A1번 제어용 핀

int motor_A2 = 5; 

 - 모터 단자 A2번 제어용 핀

pinMode(motor_A1, OUTPUT);  

 - 출력으로 설정한다.

pinMode(motor_A2, OUTPUT);  

 - 출력으로 설정한다.

digitalWrite(motor_A1, HIGH); 

 - 모터를 반시계방향 회전하기 위해 단자 1에 HIGH 줌



digitalWrite(motor_A2, LOW); 

 - 모터를 반시계방향 회전하기 위해 단자 1에 LOW 줌

delay(3000); 

 - 3초 동안 대기

digitalWrite(motor_A1, LOW); 

 - 모터를 시계방향 회전하기 위해 단자 1에 LOW 줌

digitalWrite(motor_A2, HIGH); 

 - 모터를 시계방향 회전하기 위해 단자 1에 HIGH 줌

delay(3000); 

 - 3초 동안 대기



2. DC모터와 각도센서 융합하기
DC모터와 각도센서의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DC모터 1개, 각도센서(가변저항)1개, M/M점퍼케이블 3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아래 사진과 같이 블모터의 빨강색 선이 1+에, 검정색 선이 1-에 가도록 연결한다.

3. 각도센서를 E.1, E.3, E.5에 맞춰 끼운다.

4.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1과 GND.1을 연결한다.

5.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3과 A2.왼쪽을 연결한다.

6. M/M 케이블을 이용하여 A.5과 5V.16을 연결한다.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DC모터와 각도센서 융합하기

아래 코드는 각도센서의 위치에따라 모터를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정지 하도록 한다.

int motor_A1 = 3; 

int motor_A2 = 5; 

int dir = 0; 

void setup() {

  Serial.begin(9600);

  pinMode(motor_A1, OUTPUT);  

  pinMode(motor_A2, OUTPUT);  

}

void loop() {

  dir = analogRead(A2); 

  if (dir > 700) {

    digitalWrite(motor_A1, HIGH); 

    digitalWrite(motor_A2, LOW); 

  } else if (dir < 400) {

    digitalWrite(motor_A1, LOW);  

    digitalWrite(motor_A2, HIGH); 

  }  else {

    digitalWrite(motor_A1, LOW);  

    digitalWrite(motor_A2, LOW);  

  }

}

int motor_A1 = 3; 

 - 모터 단자 A1번 제어용 핀

int motor_A2 = 5; 

 - 모터 단자 A2번 제어용 핀

int dir = 0; 

 - 각도센서 값 저장 변수



pinMode(motor_A1, OUTPUT);  

 - 출력으로 설정한다.

pinMode(motor_A2, OUTPUT);  

 - 출력으로 설정한다.

dir = analogRead(A2); // A2에 연결된 저항값을 읽어온다.

  if (dir > 700) {

    digitalWrite(motor_A1, HIGH); // 모터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 단자 1에 

HIGH 줌

    digitalWrite(motor_A2, LOW);  // 모터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 단자 2는 

LOW 줌

  } else if (dir < 400) {

    digitalWrite(motor_A1, LOW);  // 모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 단자 1에 

LOW 줌

    digitalWrite(motor_A2, HIGH); // 모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 단자 2는 

HIGH 줌

  }  else {

    digitalWrite(motor_A1, LOW);  // 모터를 정지하기  단자 1에 LOW 줌

    digitalWrite(motor_A2, LOW);  // 모터를 정지하기  단자 2는 LOW 줌

  }

}



3. 블루투스 통신하기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기기와 무선통신 방법을 배워봅시다.

블루투스란?

블루투스는 작고(0.5평방인치), 저렴한 가격(5달러), 적은 전력소모(100mW)로 휴대폰, 

휴대용PC등과 같은 휴대장치들,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들, 기타 주변장치들 간 작은 

구역(10m~100m)내의 무선 연결(Radio Link, 2.4GHs ISM Open Band)을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규격 사양이다.

<그림 1> 블루투스 모듈

블루투스의 유래

블루투스는 1994년 세계적인 통신기기 제조회사인 스웨덴의 에릭슨이 소비전력은 적고 

값싼 휴대폰과 그 주변장치를 연결하는 무선 솔루션을 고안해 케이블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이후 에릭슨은 자사 휴대장치를 넘어 다른 휴대장치 

제조사와 제휴를 추진했고 1998년 에릭슨을 주축으로 노키아, IBM, 도시바, 인텔 등으로 

구성된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가 발족하게 됩니다. 이후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 루슨트테크롤로지, 스리콤 등 기업이 참여하며 전 세계적인 표준 

규격으로 자리 잡게 된 근거리에 위치한 이동단말기,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쌍방향 실시간 통신을 가능케 해주는 규격입니다.

10세기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한 바이킹 헤럴드 블루투스(Harald Bluetooth; 

910~985)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블루투스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한 것처럼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및 각종 디지털 기기 등을 하나의 무선통신 규격으로 

통일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명칭은 처음에는 프로젝트명으로 

사용했으나 브랜드 이름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응용분야

-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 무선 헤드셋, 무선 스피커

-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 탑재(스마트 워치)

- 무선 장난감, 드론

- 미아방지 팔지



재료

재료는 블루투스 모듈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아래 사진과 같이 블루투스 모듈 뒷면의 VCC가 하얀점이 있는 곳에 가도록 아래 사진과 

같이 연결 한다.



<그림 7> 회로 연결 완성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블루투스 통신하기

아래 코드는 스마트폰을 통해 블루투스로 데이터가 입력되면 시리얼모니터 창에 

출력해주고 시리얼 모니터 창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에 

글씨를 출력해준다.

#include <SoftwareSerial.h>

#define sRX 13

#define sTX 12

SoftwareSerial SerialB(sTX,sRX);

void setup(){

  Serial.begin(9600);

  SerialB.begin(9600);

  delay(1000);

  SerialB.println("AT");

  delay(1000);

  SerialB.println("AT+NAMEMYBLUE");

  delay(1000);

}

void loop(){

  char blue_input=0;

  if(SerialB.available()){

    blue_input = SerialB.read();

    Serial.print(blue_input);

  }

  if(Serial.available()){

    blue_input = Serial.read();

    SerialB.print(blue_input);

  }

 

}



#include <SoftwareSerial.h>

 - 소프트웨어 시리얼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추가

#define sRX 13

 - 수신핀 설정

#define sTX 12

 - 송신핀 설정

SoftwareSerial SerialB(sTX,sRX);

 - 시리얼 통신 초기화

Serial.begin(9600);

 - 시리얼 모니터링 통신 속도 설정

SerialB.begin(9600);

 - 블루투스 통신 속도 설정

delay(1000);

 - 1초 기다림

SerialB.print("AT");

 - 블루투스 모듈 연결 확인 명령

delay(1000);

 - 1초 기다림

SerialB.print("AT+AT+NAMEMYBLUE");

 - 블루투스 모듈 이름 정하기

 - 예를 들어 이름을 MYSKY 라고 할 경우 AT+NAMEMYSKY 라고 수정

delay(1000);

 - 1초 기다림

char blue_input=0;

 - 블루투스 수신 데이터 저장 할 변수

if(SerialB.available()){

 - 블루투스에서 데이터를 수신 한 경우



  blue_input = SerialB.read();

 - 블루투스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blue_input에 저장

  Serial.print(blue_input);

 - blue_input에 저장된 데이터 시리얼 모니터창에 출력

}

if(Serial.available()){

 - 시리얼 모니터창에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blue_input = Serial.read();

 - 시리얼 모니터창에 입력된 데이터를 blue_input에 저장

  SerialB.print(blue_input);

 - 블루투스로 blue_input에 저장된 데이터 출력

}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1. 안드로이드의 설정에서 블루투스 메뉴로 들어간다.

2.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여 자신이 바꾼 이름의 블루투스 장치를 선택한다.

3. 장치의 비밀번호는 1234를 입력하고 확인.

4. Play 스토어에 들어가 bluetooth terminal을 검색 한다.

5. 목록중 제작자가 Qwerty인것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6. 설치한 bluetooth terminal앱을 실행한다.



7. 화면 오른쪽위의 메뉴 버튼을 누른다.

8. 목록중에 Setup을 누르고 아래와 같이 체크 하고 Save 버튼을 누른다

.

9. 다시 한번 화면 오른쪽위의 메뉴 버튼을 누른다.

10. 목록중에 Connect a device - Secure을 누르고 자신이 바꾼 이름의 블루투스 

장치를 선택한다.

11. 3번째 그림과 같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12. 컴퓨터의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 시킨다.

13. 시리얼 창에 hello bluetooth 라고 입력해 본다.

14. 스마트폰 앱에 동일하게 hello bluetooth라고 입력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5. 스마트폰 어플에 hi IoT board를 입력 후 Send 버튼을 누른다. 

16. PC의 시리얼모니터 창에 hi IoT board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블루투스와 3색 LED 융합하기

블루투스 모듈과 3색 LED의 융합법을 배워봅시다.

재료

재료는 블루투스 모듈 1개,  3색 LED 1개를 사용합니다.

회로도

 

<그림 3> 회로도

회로도 연결 하기

1. 아래 사진과 같이 블루투스 모듈 뒷면의 VCC가 하얀점이 있는 곳에 가도록 아래 

사진과 같이 연결 한다.



2. 3색 LED의 긴다리(+극)를 IoT쉴드의 하얀 점에 맞춰 끼운다.

<그림 7> 회로 연결 완성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기

<코드 1> 블루투스와 3색 LED 융합하기

아래 코드는 스마트폰을 통해 블루투스로 데이터가 입력되면 시리얼모니터 창에 

출력해주고 시리얼 모니터 창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에 

글씨를 출력해준다.

#include <SoftwareSerial.h>

#define sRX 13
#define sTX 12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SoftwareSerial SerialB(sTX,sRX);

void setup(){
  Serial.begin(9600);
  SerialB.begin(9600);
  delay(1000);
  SerialB.println("AT");
  delay(1000);
  SerialB.println("AT+NAMEMYBLUE");
  delay(1000);

  pinMode(RED, OUTPUT);
  pinMode(GREEN, OUTPUT);
  pinMode(BLUE, OUTPUT);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void loop(){
  int blue_input=0;
  if(SerialB.available()){
    blue_input=SerialB.read();
    if(blue_input=='r')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else if(blue_input=='g') {digitalWrite(RED, HIGH);digitalWrite(GREEN, LOW); 



#include <SoftwareSerial.h>

 - 소프트웨어 시리얼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추가

#define sRX 13

 - 수신핀 설정

#define sTX 12

 - 송신핀 설정

#define RED 9

#define GREEN 10

#define BLUE 11

 - 3색 LED 핀번호 설정

SoftwareSerial SerialB(sTX,sRX);

 - 시리얼 통신 초기화

Serial.begin(9600);

 - 시리얼 모니터링 통신 속도 설정

SerialB.begin(9600);

 - 블루투스 통신 속도 설정

delay(1000);

 - 1초 기다림

SerialB.print("AT");

 - 블루투스 모듈 연결 확인 명령

delay(1000);

 - 1초 기다림

digitalWrite(BLUE, HIGH);}
    else if(blue_input=='b') {digitalWrite(RED, HIGH);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else {digitalWrite(RED, HIGH);digitalWrite(GREEN, HIGH);digitalWrite(BLUE, HIGH);}
  }
}



SerialB.print("AT+AT+NAMEMYBLUE");

 - 블루투스 모듈 이름 정하기

 - 예를 들어 이름을 MYSKY 라고 할 경우 AT+NAMEMYSKY 라고 수정

delay(1000);

 - 1초 기다림

pinMode(RED, OUTPUT);

pinMode(GREEN, OUTPUT);

pinMode(BLUE, OUTPUT);

 - 3색 LED 출력 설정

digitalWrite(RED, HIGH);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3색 LED 끄기

char blue_input=0;

 - 블루투스 수신 데이터 저장 할 변수

if(SerialB.available()){

 - 블루투스 수신 데이터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 실행

  blue_input=SerialB.read();

 - 블루투스로 입력된 데이터를 blue_input에 저장

  if(blue_input=='r') {digitalWrite(RED, LOW); 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HIGH);}

 - 수신한 데이터가 ‘r’인 경우 빨강색 LED를 켠다.

  else if(blue_input=='g') {digitalWrite(RED, HIGH);digitalWrite(GREEN, LOW); 

digitalWrite(BLUE, HIGH);}

 - 수신한 데이터가 ‘g’인 경우 초록색 LED를 켠다.

  else if(blue_input=='b') {digitalWrite(RED, HIGH);digitalWrite(GREEN, HIGH); 

digitalWrite(BLUE, LOW);}

 - 수신한 데이터가 ‘b’인 경우 파랑색 LED를 켠다.

  else {digitalWrite(RED, HIGH);digitalWrite(GREEN, HIGH);digitalWrite(BLUE, HIGH);}



 - 수신한 데이터가 r, g, b 가 아닌 경우 LED를 끈다.

}



블루투스 사용 예시

1. 블루투스 헤드폰, 핸즈프리

 블루투스 음성전송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거나, 통화 기능을 제공한다.

2. 드론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드론을 조종한다.



3. 게임패드

스마트기기나 게임기와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4. 스마트 전구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전구의 밝기 및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5. 스마트시계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알람 및 사용자 정보를 주고 받음

6.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도어 오픈 기능 제공



7. 블루투스 키보드,마우스

컴퓨터와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무선 키보드, 마우스 기능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