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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조용히 해야 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LED Matrix를 이용한 스마트 폰 알림 시스템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

다. 스마트 폰 알림 시스템은 스마트 폰과 LED Matrix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날씨 패턴이나 온도패턴 등 

LED Matrix에 표시되고, 스마트 폰에 전화가 왔을 시 LED Matrix가 전화패턴으로 바뀌면서 알려주게 되고 문자가 왔을 때 

또한 문자패턴이 표시된다. 만약 전화나 문자 온 것을 인지 못 했을 시 왼쪽 위 끝에 LED로 부재중 표시가 된다. 또한, 실시간 

패턴 그리기로 패턴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 

 

I. 서  론

초기의 휴대전화는 단순히 문자나 전화처럼 서로 연락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 폰이 대중화된 요즘 휴대전화는 연락하

는 도구를 넘어 일정 관리, SNS, 알람 설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스마트 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폰의 기능 중 빠지지 않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알람 기능이다. 문자, 
전화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인 SNS 상에서도 알람이 

필수로 사용 되고 있다.  이렇듯 알람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인다. 
회의장이나 도서관 등 일반적으로 조용히 해야 하는 곳에선 보통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놓는다. 이때 전화나 문자가 올 경우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편 사항들을 개선 하고자 아두이노와 LED 
Matrix를 사용하여 날씨, 실시간온도, 전화, 문자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스마트 폰 알림 시스템의 개발 내용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알림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1 스마트 폰 알림 시스템의 요구사항

 

II. 본  론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 폰과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한다. 스마트 폰에서 온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LED Matrix를 아두이노와 연결하여 특정 값이 아두이

노에 들어오면 지정된 패턴이 나오는 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는 

개발할 알림 시스템의 구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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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 폰 알림 시스템의 구상도

그림 3 온도 센서-서미스터

LED Matrix로 표시 가능한 패턴은 전화, 문자, 날씨, 온도, 나만의 

패턴으로 총 5가지이다. 전화 패턴은 스마트 폰에서 전화가 왔을 

시 뜨는 패턴으로 지정해 놓은 기본 패턴에서 전화가 올 경우 전화 

모양으로 패턴이 바뀐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인식 못 하고 전화가 

부재중이 되었을 시 다시 기본 패턴으로 바뀌며 왼쪽 위 끝에 빨간색 

LED가 점등된다.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을 

시 왼쪽 위 끝의 LED가 꺼지게 된다. 메시지 패턴의 경우 기본 

패턴에서 메시지가 왔을 시 뜨는 패턴은 전화 패턴과 같지만 5초가량 

메시지 패턴이 유지되며 5초 후 기본 패턴으로 바뀌게 된다. 메시지 

패턴 또한 사용자가 확인하지 않았을 시 왼쪽 위 끝에서 두 번째에 

흰색 LED가 점등되고, 사용자가 확인했을 시 전화 패턴과 같게 

왼쪽 위 끝에 흰색 LED가 꺼지게 된다. 평상시 패턴으로는 날씨, 
온도, 나만의 패턴으로 3가지가 있으며, 이는 각각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온도 패턴은 그림 3과 같이 온도 센서인 서미스터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한 곳의 실시간 온도를 측정하여 LED Matrix에 값을 

전달하게 된다.

나만의 패턴은 앱을 통해 자기가 기본 패턴으로 설정하고 싶은 

모양을 직접 그릴 수 있으며, 색상을 선택하여 해당 구역의 LED를 

켜고 끌 수 있다. 색상 선택은 총 7가지로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보라, 하늘, 하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구역의 LED를 켜기 

위해선 4가지의 값을 스마트 폰에서 보내게 되는데, 0011을 보내게 

되면 왼쪽 위 끝 첫 번째 LED가 빨간색으로 켜진다. 처음 두 자리인 

00은 x, y를 나타내고 세 번째 숫자 1은 색상을 나타낸다. 마지막 

숫자는 해당 구역의 on/off를 정하는 변수로 0이면 해당 구역 LED가 

꺼지게 된다. 그림 4는 본 알림 시스템의 전체적인 기능을 표시한 

것이고, 그림 5는 아두이노와 온도 센서와 LED Matrix를 연결할 

브레드보드를 연결한 모습이다. 가운데의 아두이노와 왼쪽의 브레드

보드로 온도센서와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LED Matrix를 연결한다. 
왼쪽 브레드보드에 꽂혀있는 온도 센서인 서미스터를 이용해 실시간으

로 온도를 알 수 있어 LED Matrix에 표시된다.

그림 4 알림 시스템의 기능

그림 5 아두이노 + LED Matrix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용히 해야 할 공간에서 스마트 폰을 무음이나 

진동을 해 놓아도 사용자가 인지 못 했을 상황을 대비하여 쉽게 

상황을 알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의 개발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이용함으로써 중요한 전화나 문자 등을 꼭 소리로 듣지 않고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조용히 해야 하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작업장에서도 표시된 패턴을 통해 바로 스마트 폰의 알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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