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대한민국은 지속되는 인구의 고령화와 단
순 노동인구의 저하 등의 이유로 곳곳에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1].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 노동력을 줄
이기 위한 기계나 자동화 시스템들이 해결방법으
로 제시되어 개발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해결방법은 IoT(Internet of Thing) 모듈들의 전
원을 제어하는 웹 서버를 설계 및 개발함으로써 
필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화 IoT 제품들은 가격대가 
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본래 쓰고 있는 IoT모듈에 이식하여 사용하기 힘 
들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아두이노 모듈들을 
IoT모듈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전원을 제어하고자 
한다. 아두이노의 WiFi모듈이 웹 서버와 통신하고 
릴레이 모듈이 IoT모듈의 전원을 제어한다. 웹서버
는 사용자가 전원 제어 정보를 등록 시 웹 서버 
내의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아두이노가 
요청하면 미리 사용자가 정해놓은 전원제어 정보
를 전달한다. 이때 사용되는 통신 방법은 HTTP 통

신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 HTTP 통신이 웹 페이
지 소스를 반환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원제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웹 서버를 구현하게 되면 
본래 사용중인 IoT모듈에도 이식이 가능하고 비교
적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IoT모듈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Ⅱ. 관련 연구

2.1 통신에 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웹서버와 아두이노가 통신하기 

때문에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을 이용
하여 통신하였다. HTTP는 WWW(World Wide 
Web) 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로
써 주로 HTML문서를 주고받는 데에 쓰이며 TCP
와 UDP를 사용하며, 80번 포트를 사용한다.[3] 

2.2 전원 제어 모듈
IoT모듈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원 제어 

모듈이 필요한데, 전원제어 모듈에는 웹서버의 데
이터를 전달받기위한 WiFi모듈이 필요하고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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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어할 릴레이 모듈이 필요하다. 전원 제어 
모듈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원 제어 모듈 구성도

모듈의 구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Esp-01 WiFi 모듈을 통해 WiFi와 연결한다.
2.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웹서버와 통신하여  

ON/OFF 상태를 확인한다.
3. 현재 지정된 ON/OFF 값을 확인하여 전원을 제

어한다.
4. 현재 모듈의 상태를 웹 서버로 전송한다.

Ⅲ. 웹서버 설계 및 구현

3.1 웹 서버 개요
본 논문에서는 IoT 모듈의 전원을 제어하기 위

해 웹 서버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웹 서버의 기
본 웹페이지에서 웹 서버에 IoT 모듈의 On/Off 제
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원 제어 모듈에서 웹 서
버와 HTTP 통신을 하여 웹페이지 소스를 반환받
아 미리 지정해놓은 제어 데이터를 모듈로 읽어 
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3.2 웹 서버 설계
웹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GET 메서드를 이용하였다. GET 메서드를 통해 
Client가 전원 제어 모듈임을 알림과 동시에 현재 
모듈의 상태를 전달한다. 웹서버는 전달받은 모듈
의 상태를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웹페이지
에 나타냄으로 웹페이지에서 전원을 제어함과 동
시에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웹서버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웹서버 흐름도

3.3 웹 서버 구현
장소와 상관없이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호

스팅 업체의 웹 서버를 호스팅 받았다. 호스팅한 
웹 서버는 웹페이지를 통해 전원 제어값을 지정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는 그림3과 같다.

그림 3. 웹 페이지

웹에서 현재 모듈의 전원 제어값을 변경하면 누
른 버튼에 따라 값이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 정보가 웹페이지에 출력되게 되어 웹페이지에
서 확인 가능하며, 전원 제어 모듈도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반환받아 전원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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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IoT모듈의 전원 제어를 위한 웹 
서버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웹서버는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IoT의 모듈의 전원을 
제어 할 수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본래 사
용되고 있던 IoT모듈에 이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IoT모듈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전
원 제어 모듈은 현재 모듈의 전원 상태를 웹서버
로 전송하고, 웹 서버에서는 IoT모듈이 전송한 데
이터를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웹 서버는 페
이지 상의 버튼을 통해 제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On/Off에 해당하
는 정보가 웹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형식으로 
작동하여 웹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 만으로
도 IoT의 모듈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
법을 사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전원 제어가 가능
하기 때문에 필요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작동시간 예약 기능 및 어플리
케이션과의 연동을 통해 웹페이지에 한정되지 않
고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원을 제어
할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실제 IoT모듈이 사
용되고 있는 어디서든 본 웹서버를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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