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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세상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섰고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화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으로 

집 안의 가전기기들을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

다. 하지만 모든 전자 제품들이 전력 사용량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가정이 전력이 

과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출 시 전열 기구의 전원이 제대로 꺼졌는지 등 이를 확인이 쉽지 않다. 본 

과제물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두이노로 라즈베리파이와 앱을 무선통신하여 ‘전력사용 확인이 가능

한 전원제어 시스템’을 고안했다. 전력측정이 가능한 플러그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전원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으로도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 기능으로 전력의 과소비 및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고 전기

세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편리함을 증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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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가전

제품 역시 스마트화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현대 사회인은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전기세에 대한 걱정도 역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기기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또한, 바쁜 현대인이라면 겨울철 한 번쯤은 전열기기를 끄지 않고 

외출을 하여 나가는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아무 기능이 없는 플러그에 전력량 측정 장치와 원격제어 장치를 

탑재하여 사용자가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소모된 누적 전력량과 

전기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와이파이 통신으로 

사용자의 앱과 집안 내에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또한, 외출 시 

전열기기를 끄지 않은 채 나갔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원격으로 OFF 

하여 전열기기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Diagram of Power control system that can check power 

consumption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s of Power control system

본 과제에서 전력량 측정과 전류 제어를 위해서 상전 250V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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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이 가능한 아두이노 4채널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였고, 피복을 

개복하여 흐르는 전류의 값을 측정하는 기존의 센서와는 달리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 생기는 자기장으로 전류의 값을 읽어 들이는 비접촉 

전류 센서를 사용하였다. 이는 아두이노 우노를 통해 결과 값을 주고 

받는다. 결과 값 표시 및 제어는 모바일 앱, 라즈베리파이를 ESP8266 

모듈을 사용해 아두이노와 WiFi 통신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2. Circuit Diagram of Power control system that can check 

power consumption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의 그림과 같다. 우선 메인부인 

아두이노 우노가 통신부인 ESP8266 모듈을 통해 앱 인벤터로 만들어

둔 서버와 WiFI 통신 연결 준비를 한다. 그리고 플러그 도선에 장치해 

둔 비접촉 전류 센서를 통해 입력되는 전류량을 아두이노에 무선 

통신으로 측정값을 받고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혹은 전시된 화면 

표시부인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로 값을 전송한다.

사용자는 아두이노 프르그램으로 계산된 실시간 소비 전력량과 

전기세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명령하면 아두이노에서 그 값을 무선 통신으로 받고, 아두이

노 릴레이 4채널 모듈을 통해 제어하고자 하는 플러그의 ON/OFF를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모든 동작은 모바일 앱과 메인 디스플레

이에서 동시 동작이 가능하다.

2. Implementation

[Fig. 3]의 그림은 본 논문에서 기술한 ‘전력사용 확인이 가능한 

전원제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이다. 가전제품과 콘센트 

사이에 아두이노 4채널 릴레이 모듈 및 비접촉 전류 센서를 배선 

작업하여 사용자가 제어 및 전력량, 전기세 측정을 원하는 가전제품을 

장치해둔 플러그에 꽂아 구동 한다.

이는 WiFi 모듈을 통해 아두이노가 실시간으로 산출되는 값을 

무선 통신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초당 얼마만큼의 전력량 및 

전기세가 소비되는지를 제시 한다.

Fig. 3. Power control system that can check power consumption

모든 동작은 앱 인벤터로 구축한 서버와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간 

무선 통신으로 제어 및 누적 전력량 및 전기세 확인이 동시에 가능하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기술한 ‘전력사용 확인이 가능한 전원제어 시스템’은 

현대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외출 시 전열기기의 ON/OFF를 제어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본 논문은 점점 스마트홈 기술이 발전하

는 현대의 IoT 기술에도 접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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