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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the future



제 1차 산업혁명

제 2차 산업혁명

제 3차 산업혁명

제 4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18세기

19 - 20세기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

AI  기술을 핵심동인으로
상품·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것이 연결되고 지능화 

4차 산업혁명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 

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 

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 

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 

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 

을 지능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유망기술

AI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빅데이터

방대한 양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까지 가는 기술

vr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재현하는 기술

3d 프린팅

프린터로 평면으로 된 문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도형을 

찍어내는 기술

IOT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드론

무선통신으로 조종하거나 

자율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사물인터넷이란?  

교통의 연착 정보를 미리 알고 평소보다 빨리

울리는 알람시계

약을 제 시간에 먹지 않으면 담당 의사에게

통보되는 시스템

출근 이후 집안의 전기기기, 가스 등이 안전하게 

OFF되고, 보안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 

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사물이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과 사 

물 혹은 사물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 

는 지능형 기술입니다.

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홈(Smart Home)은 사물의 자동화를 지원 

하는 개인 주택을 뜻합니다. 원격으로 가스 원격제 

어, 냉·난방 제어, 조명 제어 등이 가능하며 사용자 

가 집에 있지 않아도 집 안의 여러 사물들과 소통 

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기기가 

작동하기 위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머지않 

아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홈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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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모터

// 6. Fan motor: D5, D6
int INA = 5;
int INB = 6;

void setup() {
  FANMOTOR_SETUP();
}

void loop() {
  FANMOTOR_ROT();
  delay(1000);
  FANMOTOR_STOP();
  delay(1000);
}

void FANMOTOR_SETUP()
{
  pinMode(INA, OUTPUT);
  pinMode(INB, OUTPUT);
}
void FANMOTOR_ROT()
{
  digitalWrite(INA, LOW);
  analogWrite(INB, 125); 
//아날로그 출력값으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
}
void FANMOTOR_STOP()
{
  digitalWrite(INA, LOW);
  digitalWrite(INB, LOW);
}

회로구성



초음파 센서

// 3. HC-SR04: D13, D12
int trigPin = 13;    // trigPin을 13번에 저장
int echoPin = 12;    // echPin을 12번에 저장
long duration, distance;       //시간과 거리를 
설정합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HCSR04();
}

void loop()
{
  getdistance();
}

void HCSR04()
{
  pinMode(trigPin, OUTPUT);   //trigPic을 
출력모드로
  pinMode(echoPin, INPUT);    //echoPin을 
입력모드로
}
void getdistance()
{
  digitalWrite(trigPin, LOW);    // trigPin이 low 
신호를 주면
  delayMicroseconds(2);          // 2 만큼 
지연합니다
  digitalWrite(trigPin, HIGH);   // trigPin이 high 
신호를 주면
  delayMicroseconds(10);         // 10 만큼 
지연합니다
  digitalWrite(trigPin, LOW);
  duration = pulseIn(echoPin, HIGH);  // duration에 
밑의 공식을 대입합니다
  distance = (duration / 2) / 29.1;   // 초음파가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2배의 값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거리/2를 합니다.

  Serial.print("distance : ");
  Serial.print(distance);
  Serial.println("cm");
  delay(1000);
}

회로구성

소스코드



온습도 센서

// 4. DHT11: D7
// Library: https://github.com/adafruit/DHT-sen-
sor-library
// Library: https://github.com/adafruit/Adafruit_-
Sensor
#include "DHT.h"
#define DHTPIN 7     // DHT11이 연결된 핀
#define DHTTYPE DHT11   // DHT 11, DHT
시리즈중 11을 선택합니다.
DHT dht(DHTPIN, DHTTYPE);
float h; // 습도 humidity
float t; // 온도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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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 loop()
{
  getdht11();
}

void getdht11()
{
  h = dht.readHumidity();// 습도를 측정합니다.
  t = dht.readTemperature();// 온도를 측정합니다.
  Serial.print("Humidity : ");
  Serial.print(h);
  Serial.println("%");
  Serial.print("temp : ");
  Serial.print(t);
  Serial.println("*C");
  delay(1000);
}

회로구성

소스코드



서보 모터

// 7. SG90: D3
#include<Servo.h>
Servo MOTOR;

void setup() {
  MOTOR.attach(3);
  DOOR_CLOSE();
}

void loop() {
  DOOR_OPEN();
  delay(1000);
  DOOR_CLOSE();
  delay(1000);
}
void DOOR_OPEN()
{
  MOTOR.attach(3);
  MOTOR.write(0);
  delay(500);
  MOTOR.detach();
}
void DOOR_CLOSE()
{
  MOTOR.attach(3);
  MOTOR.write(90);
  delay(500);
  MOTOR.detach();
}

회로구성

소스코드



부저

// 5. Buzzer: D2
int BUZZER = 2;

void setup() {
  BUZZER_SETUP();
}

void loop() {
  BUZZER_ON();
  delay(1000);
  BUZZER_OFF();
  delay(1000);
}
void BUZZER_SETUP()
{
  pinMode(BUZZER, OUTPUT);
}
void BUZZER_ON()
{
  digitalWrite(BUZZER, HIGH);
}
void BUZZER_OFF()
{
  digitalWrite(BUZZER, LOW);
}회로구성

소스코드



네오픽셀

#include <Adafruit_NeoPixel.h>
#ifdef __AVR__
#include <avr/power.h>
#endif
#define PIN            8
// How many NeoPixels are attached to the 
Arduino?
#define NUMPIXELS      1
Adafruit_NeoPixel pixels = Adafruit_NeoPix-
el(NUMPIXELS, PIN, NEO_GRB + NEO_KHZ800);

void setup()
{
  NEOPIXEL_SETUP();
}

void loop()
{
  NEOPIXEL_WHITE_ON();
  delay(1000);
  NEOPIXEL_OFF();
  delay(1000);
  NEOPIXEL_RED_ON();
  delay(1000);
  NEOPIXEL_OFF();
  delay(1000);
  NEOPIXEL_BLUE_ON();
  delay(1000);
  NEOPIXEL_OFF();
  delay(1000);
  NEOPIXEL_GREEN_ON();
  delay(1000);
  NEOPIXEL_OFF();
  delay(1000);

}

void NEOPIXEL_SETUP()
{
  pixels.begin(); // This initializes the NeoPixel 
library.
}
void NEOPIXEL_RED_ON()
{

  pixels.setPixelColor(0, pixels.Color(255, 0, 0)); // 
Moderately bright green color.
  pixels.show(); // This sends the updated pixel 
color to the hardware.
}
void NEOPIXEL_GREEN_ON()
{
  pixels.setPixelColor(0, pixels.Color(0, 255, 0)); // 
Moderately bright green color.
  pixels.show(); // This sends the updated pixel 
color to the hardware.
}
void NEOPIXEL_BLUE_ON()
{
  pixels.setPixelColor(0, pixels.Color(0, 0, 255)); // 
Moderately bright green color.
  pixels.show(); // This sends the updated pixel 
color to the hardware.
}
void NEOPIXEL_WHITE_ON()
{
  pixels.setPixelColor(0, pixels.Color(255, 255, 
255)); // Moderately bright green color.
  pixels.show(); // This sends the updated pixel 
color to the hardware.
}
void NEOPIXEL_OFF()
{
  pixels.setPixelColor(0, pixels.Color(0, 0, 0)); // 
Moderately bright green color.
  pixels.show(); // This sends the updated pixel 
color to the hardware.
}

회로구성

소스코드



OLED

#include <SPI.h>
#include <Wire.h>
#include <Adafruit_SSD1306.h>
#define OLED_RESET 4
Adafruit_SSD1306 display(OLED_RESET);
#define NUMFLAKES 10
#define XPOS 0
#define YPOS 1
#define DELTAY 2

void setup()
{
  OLED_SETUP();
}

void loop() {
  OLED_ON();
}

void OLED_SETUP()
{
  display.begin(SSD1306_SWITCHCAPVCC, 
0x3C);
}

void OLED_ON()
{
  // Clear the buffer.
  display.clearDisplay();

  display.setTextSize(2);
  display.setTextColor(WHITE);
  display.setCursor(0, 0);
  display.println("Mechasolution");
  display.display();
  delay(1000);
}

void OLED_OFF()
{
  display.display();
  display.clearDisplay();
}

회로구성

소스코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구글에서 Appinventor라고 검색을 하면

MIT App Inventor의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앱 인벤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Create apps!를 

눌러서 앱 인벤터를 시작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시작 화면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서 앱 제작을 시작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어플의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블루투스 선택 버튼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수평 배치를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블루투스 선택 버튼을 배치하고 텍스트를 블루투스 선택으로 설정합니다.

컴포넌트의 이름도 블루투스_선택으로 바꿉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음성인식 제어에 대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제목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speech.png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을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컴포넌트 아래에 있는 미디어 

항목의 파일 올리기를 통해서 파일을 올려줍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은 수평 배치를 생성한 뒤 그 안에 생성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업로드한 사진을 버튼에 적용시키고 높이와 너비를 설정합니다. 

컴포넌트의 버튼 이름을 음성인식 버튼으로 지정합니다. 텍스트는 

비워둡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음성인식 결과를 출력해줄 레이블을 생성한다 속성의 설정을 수정하고

컴포넌트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왼쪽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안내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원격 모니터링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과 레이블을 배치하기 위해 2x2 표 배치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 두 개를 생성하고 각각 이름을 현재 온도, 습도  초음파 센싱 거리로 

설정합니다. 컴포넌트에서도 온습도 버튼, 초음파 버튼으로 수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 옆에 각각 레이블을 생성하고 텍스트를 비워둡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을 각각 온습도 출력 레이블, 초음파 출력 레이블로 수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으로 무선제어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들을 배치하기 위해 4x2 표 배치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버튼 8개를 생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텍스트로 작성합니다.

컴포넌트에 버튼의 이름도 역할에 맞게 수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어플의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미디어 - 음성인식, 음성변환 

센서 - 시계 

연결 -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블루투스 선택

블루투스 선택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블루투스 선택이 선택되기 전에 블루투스 선택의 목록을

블루투스를 가지고 있는 연결 가능한 기기로 설정합니다.

블루투스 선택

블루투스 선택

블루투스 선택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블루투스 선택이 선택된 후에

블루투스 선택된 항목을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음성인식 버튼

음성 인식1

음성인식 버튼이 클릭되면

음성인식으로 입력된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음성 인식1

음성인식 출력

문자열

음성인식에서 텍스트를 가져오기 전에

음성인식 출력의 레이블의 텍스트를 비워둡니다.



음성인식에서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음성인식 출력 레이블에 인식된 

결과를 표시하고 각각의 조건문에 맞는 출력을 진행합니다. 조건문은 

불 켜, 불 꺼, 덥다, 춥다, 문 열어, 문 닫아, 문 닫어, TV 켜, TV 꺼, 티비 켜, 

티비 꺼 에 대한 값을 블루투스로 송신합니다. 처리 후에는 음성 

변환으로 OK를 목소리로 출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언제  _ 음성 인식1

음성인식 출력

음성 인식1 결과

만약  _ 제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1

논리

문자열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온습도 버튼을 클릭하면 블루투스로 문자열 9를 

송신해서 아두이노에 온습도 값을 요청하고 이후에 

들어온 값을 온습도 레이블에 출력합니다.

초음파 버튼을 클릭하면 블루투스로 문자열 A를 

송신해서 아두이노에 초음파 값을 요청하고 

이후에 들어온 값을 초음파 레이블에 출력합니다.

온습도 버튼

블루투스 클라이언트1

문자열

온습도 출력 레이블

초음파 버튼

블루투스 클라이언트1

문자열

초음파 출력 레이블



버튼을 누르면 불 켜기, 불 끄기, TV 켜기, TV 끄기, 문 열기, 

문 닫기, 팬 돌림, 팬 멈춤에 대한 값을 블루투스로 송신합니다. 

버튼에 대한 블루투스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불 켜기(각각의 동작 버튼)

블루투스 클라이언트1

문자열

버튼 전송 값

불켜기 1
불끄기 2
팬돌림 3
팬멈춤 4
문열기 5
문닫기 6
TV 켜기 7
TV 끄기 8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_ 완성된 블록코드



스마트홈 조립 과정 _ First

다음과 같이 프레임 3조각을 준비하여 그림이 밖으로 보이도록  끼워줍니다.

01

사진과 같은 프레임을 준비해주신 후 그림이 밖으로 보이도록 끼워줍니다.

02



울타리 프레임 3조각을 준비해주신 후 각 위치에 맞게 꼽아줍니다.

03

계단을 연결해 줍니다.

04



사진과 같은 프레임에 온도 습도 센서를 나사 10mm(2개)로 조여 고정해 줍니다.

05

집 앞면 프레임에 창문 선반을 꼽아줍니다.

06

온도/습도 센서

10mm나사X2

Tip: 꼭 센서  고정시 점퍼 와이어도 미리 연결합니다. (Second-02) 번 참고

사진은 집 프레임 조립 방법을 보다 쉽게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뒤집어서 문 위에 사각 구멍 두 개에 다음 프레임을 꼽아줍니다.

07

서보모터에 불투명한 흰색을 빼낸 후 다음과 같은 프레임과 구멍을 잘 맞춘 후 귀걸이 침과 

실리콘 마개로 고정해 줍니다. 

08

서보모터 귀걸이 침x2
실리콘 마개x2



이전에 만든 것과 문 프레임을 꼽아서 완성해 줍니다.

09

미리 빼둔 서보모터를 사진과 같이 위치에 얹고 불투명한 플라스틱에  다시 꽂아줍니다.

10

서보모터



 이어서  뚫려있던 구멍에 초음파 센서를 밀어 넣어 끼워 줍니다.

11

마지막 남은 집 프레임에 뚫려있는 각 구멍에 맞게 각 센서들을 고정해 줍니다.

1) OLED(0.96인치)는 나사 13.5mm(4개)로 고정해 줍니다.

2) 부저 모듈은 나사 10mm(2개)로 고정해 줍니다.

12

초음파 센서

10mmx2개, 13.5mmx4개

OLED 

 

부저 모듈

OLED(0.96인치)

Tip: 꼭 센서  고정시 점퍼 와이어도 미리 연결합니다. (Second-04) 번 참고

사진은 집 프레임 조립 방법을 보다 쉽게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은 프레임에 파여져 있는 각 홈을 확인 후 비교적 적게 파여져 있는 홈을 기준으로 

팬 모터의 팬이 아래로 향하도록 위치를 잡고 13.5mm(2개)로 고정해 줍니다.

13

앞서 조립했던 프레임들을 사진과 같이 꼽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줍니다.

14

VCC

GND

IN B

IN A

팬 모터

팬 모터

나사 13.5mmX2개 

Tip: 꼭 센서  고정시 점퍼 와이어도 미리 연결합니다. (Second-01) 번 참고

사진은 집 프레임 조립 방법을 보다 쉽게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팬 모터의 팬이 아래를 향하도록 고정해 줍니다.

15

1) 스마트 홈이 적혀있는 이전과 같은 사이즈 프레임을 준비해 줍니다.

2) 프레임 아래와 위의 홈을 확인 후 비교적 적게 파여져 있는 홈을 아래로 향하게 꽂아 

줍니다.

3) 이어서 사진과 같은 작은 프레임 두 개를 이용해 큰 프레임들을 고정해 줍니다.

16



지붕을 위치에 맞게 꽂아 줍니다. 

17

지붕에 뚫려있는 사각형에 네오 픽셀을 사진과 같이 꼽아줍니다.

18

네오픽셀

Tip: 꼭 센서  고정시 점퍼 와이어도 미리 연결합니다. (Second-06) 번 참고

사진은 집 프레임 조립 방법을 보다 쉽게  보여주기 위한 참고용 사진입니다.



스마트홈 조립 과정 _ Second

팬 모터에 점퍼 와이어를 연결해줍니다.

01

온 습도 센서에 점퍼 와이어를 연결해줍니다.

02

VCC

GND

IN B

IN A

팬 모터

팬 모터

온도/습도 센서



초음파센서에 점퍼 와이어를 연결해줍니다.

03

OLED와 부저모듈에 점퍼 와이어를 연결해줍니다.

04

초음파 센서

OLED 

부저 모듈

OLED(0.96인치)



1) 부저를 디지털 2번 핀과 각 전원에 연결해 줍니다.

2) OLED는 I2C커넥터에 연결해 줍니다.

05

1) 서보모터는 디지털 3번 핀과 각 전원에 연결해 줍니다.

2) 네오픽셀은 디지털 8번 핀과 각 전원에 연결해 줍니다.

06

OLED 

부저 모듈

OLED(0.96인치)

서보모터 네오픽셀



1) 블루투스 모듈의 전원은 쉴드의 전원부에 연결해 주고 RX 핀 디지털 10번에 연결해 

줍니다.

2) TX 핀은 디지털 11번에 연결해줍니다.

3) 초음파 센서의 전원도 쉴드의 전원부에 연결해 주고  ECHO 핀은 디지털 12번에 TRIG핀은 

디지털 13번에 연결합니다.

07

1) 팬 모터에 전원부는 쉴드의 전원부에 연결해주고 INA 핀은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합니다.

2) INB 핀은 디지털 6번에 연결합니다.

3) 온습도 센서는 디지털 7번에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08

초음파 센서 블루투스

온도/습도 센서

VCC

GND

IN B

IN A

팬 모터

팬 모터



완성-내부모습 1

09

완성-내부 모습2

10



완성-외부모습 1

11

완성-외부모습2

12



완성-내부모습3

13

연출 모습1

14



연출모습2

15

연출모습3

16



배선 순서 및 방법

배선이 매우 엄청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배선에 대한 설명을 각 모 

듈별로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실 때는 한 부품씩 따라 해 

주시고 하나씩 추가해서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 순서 

에는 옆의 사진과 비슷하게 모든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01 부저 연결
부저의 핀은 VCC, GND, IN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N 핀에 디지털 신호를 주면 부저의 소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핀을 아래의 표와 같이 연결해 주세요.

GND( G ) GND

5V( V ) VCC

D2 IN

아두이노 부저 모듈



02 서보 연결
서보의 핀은 VCC(빨간 선), GND(갈색 선), SIG(노란 선) 각각의 핀을 

아래의 표와 같이 연결해 주세요. SIG선에 PWM신호를 입력해서 

서보모터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GND( G ) GND

5V( V ) VCC

D3 SIG

아두이노 서보 모터



03 FAN 모터 장착
부저의 핀은 VCC, GND, IN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N 핀에 디지털 신호를 주면 부저의 소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핀을 아래의 표와 같이 연결해 주세요.

GND( G ) GND

5V( V ) VCC

D5 INA

D6 INB

아두이노 팬모터



04 온습도 센서
(DHT11) 연결

서보의 핀은 VCC(빨간 선), GND(갈색 선), SIG(노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HT11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온습도 값을 받아옵니다.

GND( G ) GND

5V( V ) VCC

D7 SIG

아두이노 온습도 센서



05 네오픽셀 연결
네오 픽셀은 총 6개의 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 방향으로 GND(G) 와 VCC(V)가 한 개씩 있고  IN( I )과 OUT(O)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넣어줄 때에는 IN으로 신호를 넣 

어주면 3색의 조합의 빛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GND( G ) GND( G )

5V( V ) VCC( V )

D8 SIG

아두이노 네오픽셀



블루투스 모듈은 VCC, GND, RX, TX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X는 수신핀 TX는 송신핀으로 아두이노와 시리얼통신을 통해서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합니다.

06 블루투스 모듈
(HC-06) 연결

GND( G ) GND

5V( V ) VCC

D10 RX

D11 TX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



GND( G ) GND

초음파 센서는 VCC, GND, ECHO, TRIG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RIG에서 초음파를 쏘고 ECHO로 그 초음파를 받는 시간을 계산해 

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07 초음파 센서
(HC-SR04) 연결

VCC( V ) VCC

D13 Trig

D12 Echo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



08 OLED 연결
OLED는 VCC, GND, SDA, SCL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2C통신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이미지 또는 문자를 표시합니다.

VCC VCC

GND GND

SDA SDA

SCL SCL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



스마트 홈 소스코드

https://github.com/hello-wade/Mecha_SmartHome

네오픽셀 라이브러리

https://github.com/adafruit/Adafruit_NeoPixel

Adafruit Sensor라이브러리

https://github.com/adafruit/Adafruit_Sensor

OLED라이브러리

https://github.com/adafruit/Adafruit_SSD1306

https://github.com/adafruit/Adafruit-GFX-Library

온습도 라이브러리

https://github.com/adafruit/DHT-sensor-library

프로그램 코드

각 센서와 모터들을 제어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프로그램 코드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도 함께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링크에 들어가면 GitHub의 라이브러리의 파일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ZIP을 눌러서 소스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 .zip 라이브러리 추가를 선택해서

Github에서 설치한 라이브러리의 ZIP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프로그램 코드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전부 설치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