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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교수 연구실의 재실표시 장치를 편리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을 연구하 다. 기능은 크

게 두 가지로 나 어지는데, 주 기능은 상태표시 이고 부가 기능인 LCD 디스 이다. 이 두 가지 기능 모

두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 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work that makes convenient use of room indicator of a professors' office. The functions are divided into two main 

functions, the main function being the display panel and the additional function LCD display. Both of these functions are designed to be 

controlled by smart phone application using bluetooth wireles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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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사회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라고 불리는 

만큼 정보가 요한 가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사소한 

정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편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가령 요즘 탈의실이나 공  화장실을 보면 문고

리 는 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해 다. 따

라서 화장실 부스의 사용여부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함은 물론, 입실 표시구 본체에 포함된 노 에 손가락

을 넣고 당겨서 손쉽게 열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능과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우리는 

이 게 유용한 정보를 표 해 으로써 편의를 가져오

는 방법의 한 를 보여 주려고 한다. 

재 학교와 같이 연구실이 많은 건물에서는 방

문자를 해 자신의 연구실의 출입문 외부에 부착하

여 행선지  재실유무를 표시하는 장치가 사용된다

[1-3]. 하지만 기존의 장치들은 재실표시를 직  업데

이트 해주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런 불편함에 

아  재실표시 장치의 존재를 무시하며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재실표시 장치

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방문한 외부인들과 학생들

은 불편함을 겪어왔는지도 모른다. 본 논문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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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센서를 이용해 자동으로  업

데이트 가능하며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도 업데이트 가능한 편리하고 스마트한 교수

님 연구실 재실표시 장치에 해 연구하 다[4-6].

Ⅱ.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본 작품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어부인 Arduino를 으로 센서부

에는 PIR 센서, 문 열림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고 출

력부인 LCD와 LED로 출력을 한다. 통신부인 블루투

스는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을 통한 출력부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diagram

2.2 시스템 기본동작

본 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나 어지는데 주 

기능인 재실표시 장치와 부 기능인 LCD 디스 이

이다. 주 기능인 재실표시 장치는 센서를 이용해 자동

으로 상태를 표시하는 LED를 제어하는 자동모드와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해 직  상태표시 

LED를 제어 할 수 있는 수동모드로 나 어져있다.

그림 2는 자동모드의 흐름도이다. 자동모드는 사용

하는 교수의 강의시간표와 PIR 센서의 감지 유무를 

토 로 자동으로 상태 표시 LED를 제어하는 모드이

다. 연구실 안의 PIR 센서가 인체를 감지하면 ‘재실’ 

LED가 ON이 된다. PIR 센서가 인체를 감지하지 못

하면 어 리 이션을 통해 입력 받았던 교수 강의시

간표와 재시간을 비교하여 강의가 있다면 ‘수업 ’ 

LED가 ON이 되고 그 지 않다면 ‘외출’ LED가 ON

이 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PIR 센서로 감지하지 않

고  오직 ‘퇴근’ LED만 ON 상태 지속되다가 오후 11

시 이후에는 Arduino가 슬립모드로 바 게 된다. 슬

립모드는 교수 연구실 문에 문 열림 감지센서로 트리

거를 발생시켜 해제 할 수 있다[7-10].

그림 2. 자동모드의 흐름도

Fig. 2 Flow chart of the automatic mode

수동모드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LED 상태를 직  클릭

하여 ON 시킬 수 있다. 자동모드와 달리 수동모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이용 가능하지만 오후 11시 이후

에는 두 개의 모드 부 사용 불가능하다. 부기능인 

LCD 디스 이는 교수님의 면담 가능시간을 표시해

주는 기능이다.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에서 교수님이 

직  상담 가능시간을 어서 표시 할 수 있다.

Ⅲ. 소 트웨어

본 작품의 어 리 이션은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앱 인벤터는 문 인 안드로이드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간단히 어 을 개발 할 수 있다. 

Arduino와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을 연동하기 해

서 블루투스를 사용하 다. 어 리 이션의 기능은 메



디스 이를 이용한 재실표시장치 연구

 1089

모 남기기, 수동모드, 자동모드 선택과 시간표 입력이 

있으며 그림 3은 각 모드의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먼

 시간표 입력에서 이용자의 강의 시간표에 맞게 시

간표를 클릭하면 시간표가 장이 된다.

(a) 메인화면
(a) main screen

 
(b) 수동모드화면

(b) manual mode screen

(c) 면담 시간 설정화면
(c) advising time input 

screen

  (d) 시간표 입력화면
(d) class time input screen

  

그림 3. 어 리 이션 화면
Fig. 3 Application screen 

면담 가능시간을 입력 하면 입력한 문자열이 재실

표시 장치의 LCD에 출력이 된다. 자동모드를 클릭하

게 되면 재실 표시 장치모드가 자동모드가 되고 센서

와 입력한 시간표에 따라서 상황을 악하여 표시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동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강

의 ’, ‘퇴근’, ‘외출’, ‘재실’ 4개의 버튼이 있고 각 버

튼을 르면 버튼에 맞는 LED가 켜지게 된다.

Ⅳ. 실험  결과

4.1 PIR 센서 실험

본 작품에서 사용한 PIR 센서는 인체감지 센서로

써, 인체를 감지하면 그림 4의 형과 그림 5의 형

과 같이 출력 압이 변화한다. 하지만 부동자세로 있

는 경우에는 그림 6과 같이 인체가 있어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4. 인체 미 감지 시 PIR 센서 
출력 형

Fig. 4 Output waveform of PIR sensor when 
body undetected 

 

그림 5. 인체 감지 시 PIR 센서 출력 형
Fig. 5 Output waveform of PIR sensor 

when body detected

그림 6. 부동자세 인체 감지 시 PIR 센서 
출력 형

Fig. 6 Output waveform of PIR sensor when 
human body without motion is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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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벽에 따른 PIR 센서 투과 유무

PIR 센서는 자체 으로 가지는 민감도가 높기 때

문에 주변에 장애물이나 외벽을 투과하여 원하지 않

는 물체를 감지를 할 수 있는 문제 이 있을 수 있다. 

두께 5mm의 투명아크릴과 불투명 아크릴로 육면체 

방을 만들어서 내부에 PIR센서가 방 외부의 사람을 

감지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하 다.

아크릴 방  내부에 PIR센서를 설치 후에 방 외부

에 여러 각도로 사람이 서있고 PIR센서의 감지 유무

를 확인하 다. 표1은 작품제작에 사용할 외벽재질에 

한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outer wall material penetrated or blocked

Transparent acrylic 
plate

block

Opaque acrylic plate block

표 1. 외벽에 따른 PIR 센서 투과 유무
Table 1. PIR sensor penetration or block according 

to outer wall

실험 결과 PIR센서는 아크릴 을 투과 하지 않아 

방 외부의 사람은 감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부 확인이 가능한 투명 아크릴 으로 외벽

을 선정하 다. 

4.3 서보모터 실험

PIR 센서의 문제 인 부동자세의 인체는 감지하지 

못하는 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PIR센서를 모터에 부탁하고 180도 좌,우 회 시켜서 

정지  이동되는 인체를 감지하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는 PIR 센서에 자체 감지 각이 있어서 

큰 회 각이 필요하지 않고 움직임만 주면 되기 때문

에 작동방법이 간단하고 회 각이 180°인 RC서보모

터를 사용하 다. 그림 7은 펄스  폭에 따른 서보모터 

각도를 보여주고 있다.

a) 각 60° 때 펄스 형
a) Pulse waveform at 60° degree

b) 각 120° 때 펄스 형
b) Pulse waveform at 120° degree

c) 각 180° 때 펄스 형
c) Pulse waveform at 180° degree

그림 7. 서보모터의 각 60°, 120°, 180° 때 
펄스 형

Fig. 7 Servo motor pulse waveform at an 
angle of 60°, 120°, 180° degrees

4.4 하드웨어 제작 

그림 8은 완성된 재실표시 장치 사진이다. 재 재

실표시 장치에서는 상황을 표시하기 해서 씨를 

사용하 지만 본 작품은 좀 더 빠르게 정보를 달 

할 수 있도록 그림 8과 같이 LED에 각 상태를 나타

내는 아이콘과 씨를 함께 사용하 다. 

그림 8 완성된 재실표시 장치
Fig. 8 Completed room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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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아이콘 아래에는 방문 가능시간을 나타낼 LCD 

display 창을 설치하 다. 체 작품은 아크릴로 박스 

형태로 제작하 으며 앞면에 경첩을 달아서 보수작업

이 용이하도록 하 다. 재실표시 장치 안쪽에 LED와 

LCD, Arduino, RTC, 블루투스를 넣은 회로를 설치하

다. 그림 9는 재실표시 장치의 체 회로도이다. 

그림 9. 재실표시 장치 회로도
Fig. 9 Shematic diagram of room indicator

자동모드에서는 PIR센서가 인체 감지 유무를 제어

부인 Arduino로 송하고 Arduino는 결과를 토 로 

LED로 출력을 내게 된다. 수동모드에서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서 입력받은 정보를 송수신부인 블루

투스로 송한다. 블루투스는 제어부인 Arduino로 정

보를 송하고 Arduino는 LED 는 LCD에 정보를 

출력한다. 문 열림 감지센서는 슬립모드를 깨우는 트

리거로만 사용되었다. 슬립모드가 실행된 후 문 열림

을 감지하면 Arduino로 정보를 송하여 슬립모드를 

해제시킨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PIR 센서와 스마트 폰 어 리 이

션을 이용하여 연구실 주인의 치 상태에 한 정보

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구 하 다. PIR 센서

와 핸드폰 어 리 이션으로 표시 의 변경이 가능하

기 때문에 센서의 인식 유무에 따라 연구실 주인의 

치 상태표시를 변경 할 수 있고 사용자의 마음 로 

핸드폰 어 리 이션으로 상태를 수정 할 수 있다. 기

본 인 기능인 표시 기능에 면담 가능시간을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다. 한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시간표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제한을 두지 않게 제작하 다. 

본 작품은 학교뿐만 아니라 호텔과 같은 곳에서 사

용하게 된다면 재실표시 장치의 상태를 룸서비스 요

청이나 청소 요청 등으로 바꾸면 편의성이 향상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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