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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의 목적은 먼지 감지 센서, 우적 센서, 조도 감지
센서와 자동 장치를 창문에 부착하고 Arduino에 연결하여 외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창문을 여닫도록 하는데 있다. 입사광의 산란 검출을 기
반으로 하는 먼지센서, 비가 내리는 양에 따른 저항 값의 변화를 감지하
는 우적센서, 빛의 밝기에 따라 저항 값이 바뀌는 조도 감지 센서를 제
어용 컴퓨터인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입력 받도록 한다. 사용자
의 설정에 따라 입력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문의 여닫음을 결정하
고 이를 창문에 부착한 자동장치를 통해 능동적으로 구현한다. 본 연구
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냉난방기 사용
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1. 서    론

창문의 자동화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냉난방기 사용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 까
지 기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창문에 먼지 감지 센서, 비 감지 센서,
조도 감지 센서와 자동 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아두이노와 연결한다. 각
종 외부 환경 요소들을 센서가 감지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창문을 여닫는 등의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한다.
먼지 센서의 원리는 입자에 의한 입사광의 산란 검출을 기반으로 한
다.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외부 공기를 흡입 후 노즐을 통해
광학챔버로 들어가게 한다. 흡입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입자는 입
사광경로를 수직으로 지나며 산란을 유발한다. 이 산란광을 입사광과 분
리하여 검출하면 입자 크기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우적 센서는 전기가 통하는 패턴선이 조밀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PCB상에 인쇄되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 패턴선의 저항 값이 변화되
는 것을 통해 비를 감지한다.
조도센서는 빛의 밝기에 대하여 전기적인 성질로 변환 시켜주는 역할
을 하는 센서이다. 어두운 곳에서는 절연체와 같이 저항이 높아졌다가
가시광선이 닿으면 도체와 같이 저항이 낮아지는 성질을 가진다.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싱글 보드로 만든 제어용 컴퓨터로
여러 개의 입력 스위치와, 빛, 온도,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로부터 값
을 받아들여, 외부 전자 장치에 표시할 수 있다.
위의 장치들을 창문에 부착하고 자동장치와 연결하여 능동형 창문을
구현한다.

2. 본    론

  2.1 구성 요소
입사광의 산란 검출을 기반으로 하는 먼지센서, 비가 내리는 양에 따
른 저항 값의 변화를 감지하는 우적센서, 빛의 밝기에 따라 저항 값이
바뀌는 조도 감지 센서를 제어용 컴퓨터인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데이터
를 입력 받도록 한다.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입력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
여 창문의 여닫음을 결정하고 이를 창문에 부착한 자동 개폐 장치를 통
해 능동적으로 구현한다.

  2.1.1 먼지센서
히터의 줄(Joule)발열에 의하여 상승기류를 발생시켜, 입자를 포함한
공기를 상승시킨다. 조명영역을 연기, 먼지 등의 입자가 통과하면 입자
크기에 따른 산란광펄스가 발생하면, 전압펄스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Dust 센서 모듈은 먼지를 감지 할 수 있는 센서 모듈. 센서로부터 감지
된 신호들은 Atmega8의 PWM로 입력되어 처리된 후 UART 포트를 통
해 MCU모듈로 전달된다. 이 센서 모듈은 발광부와 수광부, 외부 공기
유동 발생부, 렌즈 등이 광학계로 이루어진다. 발광부에서 발산되는 빛
을 렌즈를 통해 집광 시키고 집광 영역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공기를 유
동 발생부를 이용하여 통과 시킨다. 통과하는 기체 속에 먼지가 존재할
경우 빛이 먼지 입자에 의해 산란을 일으켜 발광부의 광축과 비스듬하

게 위치한 수광부에 산란광이 입사된다. 먼지 입자가 없을 때는 산란이
일어나지 않아 수광부에 검출되는 빛이 없다.
반사, 굴절, 회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입자에 의한 산란광
은 입사 광량에 비례하고 산란각에 따라 그 광량은 입자의 크기, 굴절
률, 빛의 파장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빛의 광량과 파장이 정해진 상
황에서 입자의 산란광을 측정하여 주어진 정보를 통해 입자의 크기를
유추하기도 한다.
Pump를 사용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외부 공기를 흡
입하는데, 흡입된 공기는 산란을 유발하는 광원의 beam spot diameter
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는 Nozzle을 통해 광학챔버로 들어가게 한다. 흡
입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입자는 입사광경로를 수직으로 지나며
산란을 유발한다. 최종적으로 이 산란광을 입사광과 분리하여 검출하면
single particle counting이 가능하게 된다.

  2.1.2 우적센서
우적 센서는 전기가 통하는 패턴선이 조밀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PCB상에 인쇄되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 패턴선의 저항 값이 변화되
는 패턴 식 우적 감지 센서와 이로부터 발생되는 변화된 저항 값을 읽
어 들여 그 변화된 저항 값에 따라 복합 환경 제어 장치를 제어하는 제
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자회로부로 구성된다. 패턴 식 우적 감지 센서의
양 단자 사이의 평상시의 저항 값이 전자 회로 부를 통하여 소정의 전
압 레벨로 변환되어 복합 환경 제어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로 제공
된다. 이 때, 비가 내리면 빗물이 패턴 사이에 맺히고, 빗물이 맺힌 패턴
부위는 short되어 패턴선의 저항 값이 감소되게 된다. 우적센서는 빗물
의 양에 따라 변화된 저항 값을 측정하는 원리로 수분의 양을 감지하게
된다.
실생활에서 우적 센서는 자동차의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자주 쓰이고 있으나 이런 와이퍼에 쓰이는 우적 센서의 원
리는 위에 설명된 우적 센서의 원리와는 다른, LED와 포토센서를 이용
한 것이다. 와이퍼에 사용되는 센서는 광원에서 발광되는 신호광이 빗방
울에 반사되는 반사광을 수광소자가 수신하는 기본 반사구조를 적용한
다. 이 방식은 빗방울이 존재하지 않으면 광원에서 발산되는 광속이 수
광소자와의 사이에 광차단재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수광소자에 전달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편광이 아닌 경우 약 96%의 입사광만 투과되어
약 4%의 내부반사광에 의해 수광소자에 오동작 신호로 작용될 수 있으
나 전자보다 더 정밀한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우적 센서는 위와 같은 감지 방법들이 있으나, 연구 목적을 염두하고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자가 상용화하기에 더 적합하다.

<그림 1> 우적센서 모듈 구성

  2.1.3 조도 감지 센서
광센서(Photo Sensors)는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이
다. 광센서에는 양자형, 열형검출기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양자형은 전자파의 양자를 흡수해서 전하 캐리어로 직접 변환하는 센서
로 광도전셀, 포토다이오드, 포토트랜지스터 등이 있다. 열형검출기는 적
외선을 흡수한 소자의 온도가 변화하고, 그 결과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효과를 이용하는 센서로 서미스터, 볼로미터, 서모파일, 초전센서
등이 있다.
반도체에 빛이 입사하면 현저하게 전기 저항이 저하하는 현상을 내부
광전효과라고 하는데, 광전변환의 원리는 광전 효과, 광전도 효과,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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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효과, 초전 효과로 구별할 수 있다. 종류는 1차원 및 2차원 광센서,
복합광 센서 등이 있고, 반도체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하는
파장의 범위를 중심으로 선택된다. 응용은 물리량의 측정, 정보처리, 광
통신, 의료용 등 범위가 넓다. 많은 광센서 중 우리가 사용하게 될 CdS
즉, 광전도셀은 광도전 효과를 원리로 한 센서이다. 광도전 효과는 반도
체에 빛을 조사하면 반도체 중 캐리어 밀도가 증가하여 도전율이 증가
하는 현상으로 외부로부터의 빛의 에너지에 의하여 가전자대의 자유전
자가 전도대에 여기되어 그 결과 도전성을 나타내게 되는 현상이다.
CdS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도 센서로서 빛의 밝기에 대하여
전기적인 성질로 변환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센서이다. CdS 밝기에 비
례하여 저항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 그래프에 가까운
형태를 그리기 때문에 정확한 Lux값을 구하기보다 밝다/어둡다 정도만
을 판별하기에 적합한 센서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광도전셀이라고 불리
기도 하며, 어두운 곳에서는 절연체와 같이 저항이 높아졌다가 가시광선
이 닿으면 도체와 같이 저항이 낮아지는 성질을 가진다. 이 센서는 고감
도, 소형, 저가격, 가시광선에 민감하다 등의 장점이 있지만 반응시간이
느려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 센서에는 적합하지 않다. 광량이 많
을 시 빨라지는 등 광량에 따라 반응시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오히려 불
완전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림 2> CDS 구조

  2.1.4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싱글 보드로 만든 제어
용 컴퓨터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게 하였다. 아누이노에 각종 감지 장치나 전자
부품을 연결해 전자기기와 제어장치, 로봇 등을 만들 수 있다. 약간의
기초적인 전자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워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이다. 오픈 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의 환경을 통해
타인이 만든 회로와 프로그래밍을 응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두이노의 구성은 Atmel사의 마이크로컨트롤러 AVR을 사용해 만든
싱글 보드 마이컴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스케치 통합개
발환경인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 여러 개의 입력 스위치와, 빛, 온도,
속도 등을 감지하는 Sensor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7segment, 모
터 등 외부 전자 장치에 표시할 수 있다.
아두이노와 연결한 앞에서 언급했던 세 종류의 센서를 통해 외부 환경
의 변화 값을 얻는다. 아두이노에서 배포하는 IDE라는 프로그램으로 사
용자가 미리 설정한 정도에 따라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이
용하여 창문을 열거나 닫도록 한다.

  2.1.5 자동 장치
자동 장치는 창틀에 미닫이 방식의 창문이 있고, 구동모터는 창문의
한쪽에 장착하고 모터를 창문과 수직방향으로 배치하고 모터에 톱니바
퀴를 장착한다. 장착된 톱니가 창틀에 설치되어 있는 기어레일과 맞물려
창문을 개폐한다. 이러한 방법은 동력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구성
을 단순화시켜 쉽게 제조할 수 있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또한 유지
보수가 무척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창문을 수동으로 개폐할
때 또한 동력원과 동력전달기구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창문이 수
동으로 작동될 때 동력원에서 발생되는 힘의 보조를 받음으로써 보다
손쉽게 창문을 여닫을 수 있다.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창문 외부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외부의 먼
지나 빗방울, 햇빛에 의한 온도상승 같은 창문을 여닫을 요인이 감지되
면 아두이노가 모터를 제어하여 능동적으로 창문을 여닫게 된다.

  2.2 동작 원리
먼지 센서, 우적 센서, 조도 감지 센서를 창문 밖에 설치하여 황사가
심하거나,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한 경우 등 외부 환경 변화를 측정한
다. 그러한 값을 아두이노를 통해서 제어하게 된다. 아두이노는 창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게 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정도
이상의 외부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창문의 상태에 따라 여닫게 한
다.
창문을 여닫게 하는 장치는 톱니바퀴, 기어레일을 통해 모터의 적은 힘
으로도 창문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 이 모터도 또한 아두

이노에 연결하여 아두이노의 제어를 받는다. 그렇게 하여 창의 크기에
무관하고, 창문을 열고 닫는 정도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창문의 상태는 먼저 닫혀 있을 때를 디폴트 값으로 하고, 아두이노를
이용해 모터가 돌아가는 횟수를 제어하도록 하여 열리고 닫힌 상태 뿐
만아니라 열린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3단계로 나누어, 활짝
열리는 정도, 조금만 여는 정도, 완전히 닫힌 정도로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어 사용자가 스마트하게 창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먼지 감지 센서, 우적 센서, 조도 감지 센서와 자동 장치
를 창문에 부착하고 Arduino에 연결하여 외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창
문을 여닫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운동에 기
여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많고 전력도 많이 소비하는 에어컨
과 온풍기 등의 냉난방기기 사용을 줄이고 자연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환경문제로 이슈가 되는 황사 현상으로 내부로
침투하는 미세먼지를 막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갑작스런 폭우가 왔을 때, 실내가 젖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이 어려울
수 있다. 더 성능이 좋은 센서와 제어용 컴퓨터를 쓴다면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들을 통합하
여 작게 제작하고, 자동 개폐 장치 또한 외관에 어울리도록 제작한다면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협, “형광 산란 동시 검출을 통한 실시간 미생물, 미세먼지 농도
측정 시스템“, 석사학위논문, KAIST, 대전, 2011

[2]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Dust 모듈 사용자 가이드, 한백전자 연구
소

[3] 안우영, KR0192124 B1, 01.28, 1999, “우적 감지 센서”
[4] 최규남, 광도파관 외부산란광을 이용한 우적감지센서, 전자공학회 논
문지 제 48 권 SC 편 제 2 호, 83쪽, 2011.3.22.-27

[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9, No. 6, pp. 643-648, December 31, 2013, ISSN
1229-3431(Print) / ISSN 2287-3341(Online) 광센서를 이용한 안개
탐지 시스템 연구, 노병수 김갑기 목포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과
공학박사,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정보통신공학과 교수

[6] CDS 센서특성, http://bongpjh.tistory.com/33(검색일자 : 2015. 5 .17)
[7] Special Lecture!! Arduino with MATLAB - 5부 (Analog Input),
http://www.matlabinuse.com/2728(검색일자 : 2015. 5 .17)

[8] 내부광전효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18062&cid=
50324&categoryId=50324(검색일자 : 2015. 5 .17)

[9] 하드웨어와 소통하는 소프트웨어 ARDUINO SOFTWARE TUTOR,
민한식 저, 복두출판사

[10] 김영수, KR0033710 A, 04.13.2006, "창호 자동 개폐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