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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에 아두이노 윤과 클라우드를 이용한 LED 
조명 제어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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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이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은 클라우드를 통해 연결 있다. 새로운 ICT기술로 LED조명과의 결

합을 통해 획기  에 지 감이 가능하고 인간 심, 친환경, 그리고 사용자 요구환경에 부합되는 콘텐츠가 내장

된 다기능 솔루션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추어 실시시간으로 제공하는 산업간, 기술 융합형 시스템화되 차세  

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 심으로 스마트 기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LED조명 제어 시스템 

구축과 련하여 무선을 통한 아두이노 윤보드 연결에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로 클라우드를 통해 LED조명이 켜

지거나 혹은 꺼지는지를 해서 개발 하 다. 아두이노 윤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후, 재 날짜와 시간정보를 

리 스 쉘 명령을 통해 취하고 그 값을 리지(BRIDGE)를 통해 오는 방법을 사용했다.

ABSTRACT

Internet of Things Iranian people and things, things and things are connected through the Cloud. It can significantly save energy through a 

combination of LED lighting as a new ICT technologies and industry-to provide a human-centric, eco-friendly, and the content is embedded multifunction 

solutions that meet your needs, environment, implementation time according to user requirements, technology It can be systematized as converged 

next-generation lighting.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regarding whether the building in relation to the LED lighting control system using smart 

devices and Cloud-based user as a human connection through the board to the Arduino Yun lit LED lighting, wireless smart device or to the Cloud or off. 

After the Arduino Yun is connected to the Internet, taking the current date and time information from the Linux shell command used the way coming 

across the bridge (BRIDGE)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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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

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

다. 아두이노는 작은 크기에 낮은 원에도 로그램

하기 쉽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기기로도 많이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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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라우드를 통해 센서나 디스 이 등에도 연결

이 쉽고, 데이터 수집  송에도 용이하다[5].

 한국 연간 조명용 력은 체 력 사용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LED조명은 기존 통 조명보

다 약 30～80%이상의 력소비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명도 10배 이상 길고 수은 등 

속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녹색조명으로 

부각되고 있다[1][6]. 기존의 LED조명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력 감만을 

해 사용되는 센서 방식의 수동 인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센서가 조합될 필요

가 있다. 한 사용자 편의성의 측면에서 구체 인 시

나리오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등 제어를 한 

연구와 스마트 기기와 클라우드 간의 무선 통신을 이

용하여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7-9].

본 논문에서는 연구 방향은 사물인터넷에 클라우드

를 통해 센서와 LED조명을 연 시켜 기존 LED조명 

시스템의 쉽게 제어한 기능을 구 하는데 있다. LED 

소자는 제어가 어려운 기존 조명과는 달리 디지털 제

어가 손쉽게 가능함으로써 스마트 LED조명시스템 구

에 합한 원이다.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의 시

나리오는 일종의 자동모드로 아두이노 윤, 스마트 기

기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해 지정된 각종 조명 설정들

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조명을 온/오  조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은 스마트 기기

를 용해 각 센서의 사용 여부를 개별 으로 선택하여 

센서를 부분 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Ⅱ. 련 연구

2.1 하드웨어 부분

아두이노 이탈리아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AVR 기반의 마이크로컨트롤러 하드웨어와 소 트웨

어 개발을 쉽게 해주는 개발환경(IDE)을 합쳐서 아두

이노라고 한다. 아두이노 소 트웨어 무료이고, 온

소스, cross-platform(리녹스, Windows, MAC OS등)

을 지원한다. 하드웨어 디자인 한 모두 공개되어 있

는 오  소스이다. 아두이노 윤에는 ATmega 32u4 

로세서에 기반한 아두이노와 Atheros 

AR9331(MIPS @400MHz)에서 작동하는 임베디드용 

OpenWRT 리 스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SD 메모

리카드와 USB호스트, 와이 이와 이더넷을 통한 인

터넷 속은 리 스 환경을 통해야 하다[3-4]. 

2.2 시스템 황 연구

사물인터넷에 클라우드 기술 동향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공공 는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각 기 이나 사업을 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

라우드 운 하고 있는 실정이다[12-13]. 그 로, 

SKT 의 스마트 팜 서비스는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

와 습도, 수와 배수, 사료 공  등을 원격 제어의 

지능형 비닐하우스 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KT

의 스마트홈 서비스는 스마트 폰으로 가정 내의 환경

을 모니터링하고 등, 출입문 등을 제어함으로써 방

범, 력 제어, 검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2].

Ⅲ. 시스템 설게

3.1 시스템 설계

스마트 기기(Mobile, PC등)에서 클러우드의 웹 

라우 를 통한 실시간 LED조명 제어 시스템의 설계

에 시술하다. 사용자는 하드웨어로부터 LED조명센서 

센싱되 데이터 정보를 클라우드의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 받고, 그리고 반 로 클라우드를 통해 LED에 

명령을 보내 조작하고 제어하는 주체이다. 클라우드는 

용자의 스마트 기기(Mobile, PC등)에 응답하기 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로커(Broker)와 실

시간 정보 통신을 하면 하드웨어로부터 수신된 데이

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10], [그림 1].

그림 1. 시스템 기능
Fig. 1 System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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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Cloud)

  클라우드는 일반 으로 사용하는 기, 수도， 

공공서비수 등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

하면 된다. 이는 미국의 존 맥카시 가제안한 개념으로 

네트워크로 연결 된 컴퓨  환경에서 여러 컴퓨터 자

원들을 실에서 사용하는 기, 수도 등 의 자원 처 

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클라우드 서버는 사용자에

게 클 라우드 컴퓨  환경을 제 공하는 주문형 IT 서

비스를 이다.

클라우드의 서비스 모델에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3가지가 있다[그림 2].

그림 2. 클라우드 서비스 구분
Fig. 2 Cloud services division

본 논문에서는 IaaS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IaaS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사용자가 

임의의 소 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컴

퓨 ,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의 인 라 

자원을 요청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IaaS 

인 라 서비스는 크게 컴퓨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

스, 네트워크 서비스로 나  수 있으며 컴퓨  서비스

의 가장 요한 기술요소는 서버 가상화와 로비

닝 기술이다. 

다음 그림은 15개의 서버모듈을 이용하여 구 된 

클라우드 서버이다. 서버 내장디스크에 하이퍼바이

를 설치하여 가상화 환경을 만들고, SAN볼륨으로 시

스템 소 트웨어의 고속 I/O를 지원하며, iLO포트를 

통한 원 제어를 지원하도록 한다[그림 3].

그림 3. 클라우드 서버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the cloud server

체 인 리는 HW 리모듈, 이더넷모듈 그리고 

FC모듈이 외부와 연결되어 각 기능을 지원한다. 주요

기능으로 하이퍼바이 는 서버모듈의 내장 디스크에 

설치하여 SAN 연동  가상화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

고 VM상의 시스템 소 트웨어와 DB는 고속의 I/O 

처리가 가능하도록 SAN 볼륨에 설치하며, VM별 추

가 장 공간  백업서비스를 해 NAS서비스 볼륨

과 백업볼륨을 연결한다. 하이퍼바이져 제어서버(가상

화 매니 )는 이더넷과 iLO포트에 연결하여, 가상화 

환경의 각종 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를 들면 

VM 생성, VM 삭제, 서버 원 리셋, 서버 장애시 

VM이  등과 같은 운 활동을 지원한다. 서버(블래

이드)의 리  유지보수를 해서 리모듈을 연결

하여 운 하며 서버의 상태 검  장애시 추 을 

해 지원한다[11].

3.2 하드웨어 설계

아두이노 윤 하드웨어를 용하고 외이 이 이용하

여 클라우드는 인터넷 망에 연결한다.  그리고 나서 

아래 그림과 같이 클라우드의 웹 라우 에서 제어

할 LED를 아두이노 윤 보드의 D2포인터에 연결하고, 

계 기는 스 치 역할을 한다[그림 4].

  그림 4. 시아두이노 LED    그림 5. LED제어
    제어 배선도           시리얼모니터 실행 방법
Fig. 4 Arduino LED       Fig. 5 LED Control

        Control Diagram     Monitor Run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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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는 네트워크 설정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

기 해서 클라우드는 웹서버에 HTTP 로토콜 

속해서 GET 메소드를 요청하는 코드와 간단한 데이

터를 송하는 코드이다[그림 5]

#define APIKEY      

"07b0df386a8650ea66fb0181628c212d" // API KEY

#define DEVICEID    349960 // deviceid

#define RELAY       392350 // sensorid

이상 API와 ID를 클라우드 속 후에 사용자 개인 

메인메뉴에 사용할 수 있다.

void relayControl() {

  Process p;

  String returnValue = "";

  p.runShellCommand("curl --request GET 

--header \"U-ApiKey: "

                    + String(APIKEY)

                    + "\" 

http://api.yeelink.net/v1.0/device/"

                    + DEVICEID

                    + "/sensor/"

                    + RELAY

                    + "/datapoint/");       

  while (p.available() > 0) {

    returnValue += char(p.read());

  }

  if (returnValue.charAt(returnValue.length() - 

2) == '1') {

    digitalWrite(relayPin, HIGH);

  }

  else if 

(returnValue.charAt(returnValue.length() - 2) == 

'0') {

    digitalWrite(relayPin, LOW);

  }  

  lastConnectionTime = millis();

}

이상 relayControl()로 계 기를 제어하다, 주요소스

가 GET는 요청의 반환한 데이터를 분석하다. 이 센

서는 수치센서({“value”: 39.4}) 이다.

Ⅳ.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윤 보드를 사

용해 구 했다. 본 논문은 인간 심으로  실시간 스마

트 기기제어  통신 방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비교  간단한다.

 하드웨어 주요기능은 아두이노 윤 보드를 용해 

클라우드에 무선으로 연결하고 사용자 스마트 기기하

는 메시지 명령어 ‘0’과 ‘1’ 보내하면 실시간으로 아두

이노 윤보드 연결에 있는 LED조명 상태에 변화가 있

다[그림 6, 그림 7].

 

그림 6. LED 제어      그림 7. LED 제어
    화면(Off)               화면(On)
Fig. 6 LED Control    Fig. 7 LED Control
   Screen(Off)             Screen(On)

본 논문에서는 LED조명 제어 시스템의 클라우드 

웹 인터페이스를 구 했다.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로 클라우드 웹 라우 를 

통해 속했고 버튼스 치를 르면 LED조명가 켜지

거나 혹은 꺼지는지를 제어할 수 있다. 클라우드 웹 

라우 에서 버튼스 치가 빨간색으로 LED조명은 

끝진 상태이고, 반 로 버튼스 치가 녹색으로 LED

조명은 켜진 상태이다[그림8, 그림9].

그림 8. 클라우드 웹 라우 로 LED                
       제어 실행화면시스템(Off)

Fig. 8 Cloud WEB Browser LED Control 
             Screen Running(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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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클라우드 웹 라우 로 LED 
제어 실행화면시스템(On)

Fig. 9 Cloud WEB Browser LED Control 
             Screen Running(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 아두이노 윤과 쿨라우

드를 활용한 LED조명 제어 시스템 구축과 련하여 

무선을 통한 아두이노 윤 보드 연결에 사용자가 스마

트 기기로 클라우드를 통해 LED조명가 켜지거나 혹

은 꺼지는지를 한 제반 연구 진행하 다. 아두이노 

윤에서는 리지방식으로 인터넷에 무선 연결된 후, 

제어할 계 기와 LED조명을 아두이노 윤 보드의 D2

포인터에 연결했고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 아두이노 

윤과 클라우드를 무선방식으로 LED조명 제어된다. 

한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인터페이

스를 리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사물인터넷으로 오면서 삶의 양식이 많이 달라졌

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 심으로 사용자 일상생화에서 

효율 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무선방식으로 클라

우드를 통해 LED조명이 쉽게 켜지거나 혹은 꺼지는

지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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