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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물인터넷시 를 맞이하여 센서와 컨트롤 기술, 모바일 어 리 이션, 네트워크 트래픽, 빅 데이터의 

리와 분석, 클라우드 컴퓨 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홈 분야를 심으로 하드웨어 

장치에 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드웨어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 을 유지하기 해서는 시스

템의 업데이트를 필요 하고， 한　하드웨어장치는 데이터 수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데이터(음성, 이미지 

등)의 실시간 처리 시에 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운 체제하에 있는 하드웨

어의 동시 제어  통신방식을 해결하고자 리지방식으로 두 가지 운 체제내의 하드웨어 장치를 일체식 구

조로 합치면서 제어  통신방식이 간단하게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하여 제안된 일체형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서버 연결되는 클라우드 제어 시스템에 한 성능평가 수행결과와 앞으로 사물인터넷 스마트 홈 분

야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요 방향에 하여 기술하 다.

ABSTRACT

Recently, in response to the Internet age, the demand for hardware devices has been increasing, centering on the rapidly growing smart home field, due 

to the growth and management of sensor and control technology, mobile application, network traffic, big data management and cloud computing .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hardware system, it is necessary to update the system, and the hardware device is absolutely necessary in real 

time processing of complex data (voice, image, etc.) as well as data colle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implify the control and 

communication method by integrating the hardware devices in two operating systems in a unified structure to solve the simultaneous control and 

communication method of hardware under different operating systems.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integrated hardware and the 

cloud control system connected to the cloud server are described and the main directions to be studied in the field of internet smart home a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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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IoT)은 국의 기술선구자인 빈 아쉬

톤이 처음 인터넷이 물리 인 세상과 연결되는 유비

쿼터스 시스템을 설명하기 해서 사용한 용어로서 

기기， 물건, 동식물 등을 포함한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컴퓨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1].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이 속하게 발 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 할수록 활용 범 가 넓어진다. 

이런 사물인터넷 개념이 스마트 홈 분야 형태로 확산

되고 있다. 스마트 홈 생태계 구성요소들을 운용 

에서 살펴보면, 스마트 홈의 모든 구성요소는 랫폼

을 통해 연결, 컨트롤 되는 구조이다. 스마트 홈 시장 

하드웨어 발  규모에 따라 랫폼은 운용 OS가 필

요한 단말이며, 이 랫폼 시장을 장악하면 스마트 하

드웨어 구성, 하드웨어 간 통신표 화, 하드웨어 창출 

컨텐츠 탑재 등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스마트 홈 시장 생태계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 의 도래와 스마트 홈 시장 

 생태계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용한 스마트 하

드웨어를 지능성 제어 방식에 한 한계 을 극복하

기 해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기반의 스마트 홈 

분야에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하드웨어를 

지능 제어하기 한 핵심 5개 요소에 한 개선 내용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홈 분야 하드웨어를 인터넷에 연결

된 IP공유기와 직  와이　 이 통신 로토콜로 연

결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서 타 유무선 통신 로토

콜에 비해 상 으로 일상생화에서 제일 편한 방식

을 있다.

둘째,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랫폼 간에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 스

마트 폰에서 집 안의 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하거나 

녹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인체에서 발산

되는 외선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와 문이나 창문 등

에 부착하여 열리고 닫힐 때 알려주는 도어센서로 침

입이나 방문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자유롭게 

구 할 수 있다.

셋째, 서로 다른 스마트 하드웨어는 각기 서로 다

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능을 추가할수록 복잡 

도는 증가하게 된다. 즉 스마트 하드웨어는 인터넷 연

결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음성, 이미지 등)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므로 보통 두 가지 스마트 하드웨어의 

칩을 사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합

치는 방안을 제안하여 복잡 도를 다.

넷째, 스마트 기기는 사용자의 속기기(PC, 스마

트 폰, 태블릿 등)에 계없이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

고 동일한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인간 심으로 사용자 개인정보  가정 데

이터 정보를 안정 으로 보호하기 한 스마트 하드

웨어와 클라우드 랫폼에서 제어, 모니터링  장 

방식을 제공하여 안 성을 강화하도록 설계하 다.

  5가지 핵심 부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본 

논문에서는 연구목 을 두고 이 시스템을 만들기 

해, 첫 번째 요소인 우리사회 가정 내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이 이 통신 방식을 이용한다[5].

두 번째 특징인 실시간 통신에는 스마트 하드웨어

에 유/무선 기능 가지고 있는 리 스 칩을 이용한다.

세 번째 특징인 복잡성에서는 각기 다른 스마트 하

드웨어에 외이 이 통신 방식 연결과 실시간 사진 

처리, 송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간단한 제어하기 

한 리지방식으로 두가기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로세서 통신을 이용하 다.

네 번째 특징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 라우 나 

애 리 이션에서 사용자 속기기 PC, 스마트 폰, 

태블릿 등에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는 편리로 구 하

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인 사용자 제어, 모니

터링  장 기능하기 한 클라우드 랫폼을 사용

한다. 이러한 5가지 핵심 특징 요소를 기반으로 스마

트 하드웨어는 제어  실시간 사진 모니터링  

장, 송을 해  리지방식으로 두 가지 스마트 하

드웨어 칩을 일체식 구조로 합치면서 제어  통신방

식이 간단하게 되는 방법을 이용하고, 사용자 편리성 

 안 성을 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다[6-8]. 

Ⅱ. 련 연구

2.1 아두이노 리지(Arduino Bridge)

아두이노 리지(Arduino Bridge)는 아두이노 스

치가 "외부 세계"와 직 으로 통신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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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service 

classification
explanation example

iaas
hw service over 

the internet

∙yeelink

∙amazon  

web

paas
platform services 

over the internet

∙ g o o g l e 

app engine

∙microsoft 

azure

saas

application sw 

service through 

internet

∙hancom

∙microsoft 

office

하는 사용하기 쉽고 강력한 기술이다. 그것은 마이크

로컨트롤러와 Linino OS간의 상호 작용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부분의 공통 로토콜, 타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허용한다. 리

지는 두 개의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는 Python으로 작성되었으며, GNU / Linux 로세서

에서 실행되며 세 가지 기능이 있고 다음과 같다[9].

⦁ 아두이노의 요청을 받았을 때 GNU/Linux 측에

서 로그램을 실행하다.

⦁ 공유 메모리를 제공하고, 공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과의 아두이노 사이 센서 독

하다.

⦁ 인터넷에서 명령을 수신하고, 아두이노에 직  

달하다.

두 번째는 리지는 32U4에서 실행되는 라이 러

리이다. 라이 러리를 사용하면 스 치를 통해 리지

의 Linino 부분에 액세스 할 수 있다. 리지 라이

러리는 [그림 1]와같이 다음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리지 라이 러리 인터페이스
Fig. 1 Bridge library interface

⦁ FileIO는 Linux 일 시스템에 한 인터페이스

이며, microSD 카드의 읽기/쓰기 일에 사용

할 수 있다.

⦁ 리 스는 Linux에서 HTTP클라이언트를 생성

하다.

⦁ Mailbox는 휘발성 키/ 값 장소에 한 세션 

없는 인터페이스이다.

⦁ YunClient는 리지를 통해 임의의 호스트 / 포

트에 한 TCP 연결을 에뮬 이션 하다.

⦁YunServer는 Arduino 기반 HTTP 서버이다

 Atheros AR9331은 이더넷 는 Wifi 인터페이스

에 한 액세스가 없다. 즉, 이더넷 는 Wifi 방패에 

한 스 치가 다시 설계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리

지 통신의 설계를 해 리지 라이 러리를 주고받

기 해서는 ATmega32U4와 AR9331 간의 통신을 

단순화하다. Arduino 비트는 소  "다리"를 통해 외부 

세계와 화 할 수 있다.

2.2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은 집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 설비, 소 트웨어 등 정보통

신 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신축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

보처리체계를 말한다[1]. 클라우드 컴퓨 은 은 직

 투자 부담, 미사용 자원에 한 비용  감, 스토

리지 공간 확장성, 안정 인 데이터 서비스와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으로 IT 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까지 활용이 차 확 되고 있

다[10]. 

클라우드 컴퓨 이 최종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서비

스 모델에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 PaaS (: 

Platform as a service),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등 3가지 모델이 있으며 이를 혼합한 통합서

비스 모델이 다음<표 1>와 같다.

표 1. 클라우드 서비스분류
Table 1. Cloud service classifica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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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 (: 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서버, 스토

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는 서비스로 스토리지, 

컴퓨트 등이 있다.

PaaS (: Platform as a Service)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애 리 이션을 구축, 테스트, 설치할 수 

있도록 높은 수 의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랫폼, 빅데이터 

랫폼, DB 랫폼 등이 있다.

SaaS (: Software as a Service)  사용자가 인터넷

을 통하여 사용한 SW의 사용량에 따라 요 을 과

하는 서비스로 ERP, CRM, SCM, 문서편집, 그룹웨

어, 문서 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등이 있다.

Ⅲ. 시스템 설게

3.1 시스템 설계

사용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는 스마트 

폰, PC, 태블릿 등에 라우 와 어 리 이션을 통

해 클라우드 서버에 속하고, 클라우드 서버는 인터

페이스에서 스마트 홈 하드웨어(온습도센서, 조명센

서, PIR 센서 등) 정보를 받고 제어할 수 있다. 이러

한 스마트 홈의 하드웨어는 자동으로 사용자의 희망

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버는 사

용자에 온습도 데이터 정보, 모니터링 이미지 정보와 

LED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다. 하드웨어의 온

습도 센서, 릴 이 센서와 PIR 센서에 송신과 수신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다. 이러한 사용자와 하드

웨어 센서의 간에 클라우드 서버 제공한 인터페이스

를 통해 연결되다. Atheros AR9331  로세서에서 

Linino OS은 내장된 유/무선 지원할 수 있고, 센서의 

정보는 Atmaga32u4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직  수집하

여 처리한다. 리지방식으로 하드웨어에 두 가지 마

이크로 로세서 간 통신하여, 하드웨어와 서버 사이의 

메시지 개 한다. 가각 센서는 포인트, USB 방식으

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연결하다. 하드웨어는 다양한 

센서 들로부터 데이터 정보를 수집, 가공해 사용자에

게 정보를 제공하다.

 에 언 한 4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시스템의 반

인 로세스를 크게 놓고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스템 로세스 흐름
Fig. 2 System process flow

3.2 클라우드 서버의 인터페이스 설계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버는 개방된 사물인터넷 

랫폼이며, 주요한 센서 데이터의 근과 장 서비

스를 제공하고,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 하드웨어 센서

를  클라우드 서버의 인터페이스에 근 후에, 사용자

의 인터페이스에서 센서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버의 API 인터페이스는 장치, 센

서, 데이터 포인터, 이미지 데이터, 기록 데이터를 포

함한다. 클라우드 서버 주요한 HTTP와 URL 방법으

로 API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클라우드 서버의 인터페이스
Fig. 3 Cloud servers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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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어 센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기능이 DHT11 온습도 센서

를 사용해 온습도 데이터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카메

라는 아두이노 윤의 USB포터를 통해 연결되고, PIR 

센서를 사용해 물체가 근하는 것이 유무를 단하

다. 모니터한 상을 Micro SD Card에 장한다. 그

리고 조명 기구를 제어하기 하여 릴 이모듈을 이

용한다.

가정 내부 환경 온습도 모니터링하기 해 DHT11 

센서를 사용한다. 온습도 데이터 획득부터 온습도 데

이터 업로드까지 세 가지 부분으로 나 어 완성하다.

⦁DHT11 센서를 사용하기

⦁DHT11 센서를 연결 여부 단하기

⦁온습도 데이터 업로드하기

DHT11 센서의 온습도 데이터가 수치 형 이기 때

문에 온습도 데이터 업로드하면 postValue() 함수 호

출하다. DHT11 센서 온습도 데이터 업로드 구체 으

로 설계와 다음[그림 4] 같다.

그림 4. DHT11 센서 제어 흐르
Fig. 4 DHT11 sensor control flow

가정 내부 환경 모니터링하기 한 USB 웹 카메라

와 PIR 센서를 사용하다. PIR 센서의 인터럽트 함수 기

능을 통한 USB 웹 카메라 캡처를 제어 하다. 한 모

니터링 데이터가 이미지 형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데이

터 업로드하면 postPicture() 함수 호출하고 캡처 이미지

가 업로드 하고 Mirco SD 카드에 장하다.  모니터링 

이미지는 업로드 구체 으로 설계와 다음[그림 5] 같다.

그림 

5. 카메라 제어 흐르
Fig. 5 Camera sensor control flow

가정 내부 LED 구 제어하기 한 릴 이 센서

를 사용한다. 릴 이 센서 상태를 획득부터 센서 기능

을 제어까지 세 가지 부분으로 나 어 완성하다. 먼  

릴 이 센서 연결 시간  제어 요청 간격 설정하고, 

릴 이 센서 연결 성공상태에 요청 간격 도달하면 

repalyControl() 함수를 호출하다. 마지막 릴 이 센서

에서는 리턴 데이터가 수치 형 이기 때문에 요청한 

리턴 데이터의 값을 단하면 되다. 릴 이 센서 리턴 

데이터를 통해 LED 구 제어 구체 으로 설계와 다

음[그림 6] 같다.



JKIECS, vol. 12, no. 05, 865-872, 2017

870

그림 6. LED 제어 흐르
Fig. 6 LED control flow

Ⅳ. 시스템 구

4.1 클라우드 서버 구

분 논문에서는 가정 내부 환경에서 실제 측정방법

을 통해서 아래 실제 데이터를 획득한다. 클라우드 서

버의 구 은 인터페이스로 하드웨어를 연결한다. 장치 

메뉴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된 장치를 생

성  볼 수 있다. 장치 메뉴에서 센서 메뉴를 생성할 

수 있다.  먼  장치 메뉴를 살펴보면[그림 7]과 같다.

그림 7. 장치 메뉴
fig. 7 device Menu

다음 센서 메뉴는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하

드웨어의 보기  제어 기능을 있다. 장치 메뉴에서  

센서 메뉴를 생성할 수 있다. 센서 메뉴는 클라우드 인

터페이스와 연결된 하드웨어 제어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을 있다. 센서 메뉴를 살펴보면[그림 8]과 같다.

그림 8. 센서 메뉴
Fig. 8 Sensor menu

4.2 제어 센서 구   디버그

분 논문에서는 가정 내부 환경에서 시스템 디버그 

수행 한다. 하드웨어는 오 소스 하드웨어 랫폼 ‘아

두이노(Arduino)’를 사용해 구 했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통신 방법에 을 두

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성은 최 한 간소화 했다. 

Atmaga32u4 마이크로컨트롤러로 DHT11 온습도 센

서, PIR 모션 센서와 릴 이 센서를 직  제어한다. 

하드웨어 화면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하드웨어 구
Fig. 9 Hardwar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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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정 

내의 기가구 제어  환경 모니터링을 한다. 먼  

클라우드 서버 API 디버그(Debug)를 통해 수치형 

구가구 LED스 치의 상태를 받아 할 수 있다. 센서 

값은 0이면 LED가 꺼진 상태이다[그림 10]. 반 로 

센서 값은 1이면 LED가 열린 상태이다[그림 11]. 

그림 10. LED 꺼진 상태 디버그 
Fig. 10 Debug LED Off state

그림 11. LED 열린 상태 디버그 
Fig. 11 Debug LED On state

다음 클라우드 서버의 API 디버그(Debug)를 통해 

수치형 실내 온습도 정보를 받아 할 수 있다. 센서 값

은 29이면 실시간 온도 정보이다[그림 12].  센서 값

은 34이면 실시간 습도 정보이다[그림 13].

그림 12. 온도 수치 디버그 
Fig. 12 Debug Temperature Numbers

그림 13. 습도 수치 디버그 
Fig. 13 Debug Humidity Numbers

마지막 클라우드 서버의 API 디버그(Debug)를 통

해 이미지 형 모니터링 이미지 정보를 받아 할 수 있

다[그림 14]. 이미지 업로드 포맷은 소스코드에 정의

한 포맷과 같다.

그림 14. 이미지 업로드 포맷 디버그
Fig. 14 Debug image upload forma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 홈에서 클라

우드 서버의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통해 리지방식으

로 일체식 하드웨어 제어  실내 환경 모니터링 시

스템을 설계한다. 

본 시스템에서 아두이노의 ATmega32u4 마이크로

컨트롤러기반으로 DHT11 온습도센서를 통해 실시간 

실내 온습도 데이터 정보를 수집 후에, 리지방식으

로 수집한 데이터 정보를 Atheros AR9331 로세서

에게 보내하고, Atheros AR9331 로세서 내장된 무

선 모듈이 통하는 가정 무선 공유기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의 인터페이스에 연결된다.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

버의 인터페이스 수치 형 메뉴에서 실시간 실내의 온

도, 습도를 보 다. 반 로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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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수치 형 메뉴에서 버튼 르면 릴 이 센

서를 통해 기가구 LED 켜지거나 혹은 꺼지는지를 

제어할 수 있다. 군가 PIR 모션 센서에 근하면 

PIR센서의 인터럽트 처리 기능과 리지방식으로 

AR9331 로세서와 연결된 USB 카메라가 실시간 촬

을 제어하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미지를 업로드 한

다. 한 이미지가 메모리카드에 장된다.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의 인터페이스 이미지 형 메뉴에서 실

시간 실내의 모니터링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 홈 

제어 시스템을 구 함으로써 리지와 웹을 통한 제

어 기술개발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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