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미래형가정에서는생활편의시설들을자동화하여보

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본 연구에

서는 지능형 홈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들

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개인의 습관과 취향에 따라 최

적화된생활환경을제공하고, 집안의습도, 온도, 조명등

의여러주거환경변화에따른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

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집안 내의 대다수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각 개

인의 생활 습관 및 주거 환경 통계 자료를 DB에 저장하

여 DB를바탕으로각개인에최적화된맞춤형홈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한다. 가정에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 자동화 시스템

설계가본연구의목표이며, 이를통하여생활편의시설

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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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즘홈오토메이션시스템에대한연구가많이진행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지능형홈오토메이션시스템을

설계하여 집안의 온도와 조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다른 연구와의 다른 점은 각 개인의 생활

습관과취향에따라개별적으로조절할수있으며, 축적된생활습관데이터베이스를통해보다더안락한주거환경
을제공한다는점이다. 또한, 모바일앱을통해가정내의조명과선풍기, 히터등을손쉽게제어할수있으며,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주거 환경 통계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제어 :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IoT, 홈오토메이션

Abstract  These days, a lot of research has been in progress for a home automation system. In this study, 
the intelligent home automation system is developed for automatical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illumination of the house. The difference with other research can be adjusted individually according to your 
taste and lifestyle of each individual, it is that it provides a more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through the 
accumulated lifestyle database. In addition, proposed system can use the mobile app to easily control the 
lighting devices, a electric fans, and heaters. Moreover the mobile app of proposed system offers function that 
allows you to search for residential environments statistics on their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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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기를 제어하는 미래 지향적인 가정 생활환경을 제

공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의의는라즈베리파이와아두이노를동시에

사용해서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 있으며, 다른 시스템과의 차별성으로

는 생활 습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 개인의

취향에 맞는 최적화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능형 홈 자동화 시스템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연구를통하여얻을수있는장점으로는주거환경

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발전시

켜각개인의생활습관에따른시각화된통계자료를활

용하여사용자맞춤형지능형홈오토메이션시스템을설

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진일보된 지능형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다.

2. 관련연구
최근 들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홈오토메이션에 대

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2015에 참가한 기업

중 25% 이상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홈 관련

제품이 출품되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1] 또한, 시장조사

업체인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2015년부터연평균 17%씩성장해 2020년에는 586.8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일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로써

㈜SK에서는 <그림 2.1>과 같이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림 2.1>에서 홈오토메이션에서

제어 가능한 항목으로는 TV,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가

전제품, 수도, 전기 냉난방기와 같은 에너지 사용 장치,

도어록이나 IP카메라와 같은 보안 장치, 조명, 화재감시,

커튼 및 블라인더 제어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스마트폰

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림 2.1>과 같은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에서

는각개인의취항과생활습관에따른설정이어려우며,

각 개인의 생활 습관 통계를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호도에 맞는 온도와 조도를 찾아내서 이를 설

정하고, 설정된 온도에 따라 선풍기나 히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아울러 원하는 실내 밝기를 설정하

여커튼을제어하거나조명등을제어하는시스템을설계

한다.

[그림 2.1] ㈜SK의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본연구에서제안하는지능형홈오토메이션시스템은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게 서버를 두어 개인의 취향과 생

활습관에 따른 통계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개인별특성에맞도록최적화하는기능을제공한다는점

이며, 라즈베리파이를이용하여서버의크기를최소화하

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1 릴레이의 구조
본 연구에서 실내에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선

풍기와 히터를 사용한다. 적당한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

LED 조명등 및 커튼을 제어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전제

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릴레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사용된릴레이는 8채널용릴레이이며[2], 각채널마다

각장치를별도로제어하도록설계하였다. 채널 5는 선풍

기, 채널 6은 히터, 채널 7은 LED 조명등을 제어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나머지는 확장을 위해 남겨놓았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릴레이의 모습은 <그림 2.2>와 같으며,

<그림2.2>(a)는 아두이노의 0V와 5V를 입력받아 큰 전

력(AC 250V 10A, DC 30V 10A)으로구동되는포토절연

릴레이 모듈이다. <그림 2.2.>(b)는 릴레이의 제어 회로

도이며, <그림 2.2.>(b)는 조명등을 켜는 릴레이의 회로

도이다. 아두이노에서 K7 스위치에 5V를 인가하면채널

7의 K7 스위치가 동작되어 조명등이 켜지고, 다른 채널

도 이와 유사하게 동작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릴레이

는 8개까지장치를연결할수있는 8채널릴레이를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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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포토 절연 릴레이 모듈      (b) 포토 절연 릴레이  제어 회로도
[그림 2.2] 포토 절연 릴레이 모듈

2.2 커튼 제어에 사용된 모터
본 연구에서 조도 센서로부터 측정된 조도 값은 시리

얼통신을이용하여아두이노에서라즈베리파이로전송

된다. 생활 습관 데이터베이스와 서버에 미리 설정된 값

과 비교한 결과 너무 어두우면 조명등을 켜고, 너무 밝

으면커튼을쳐서실내를어둡게한다. 조명등을켜고끄

는 제어는 앞서 설명한 릴레이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반

면커튼을열고닫는것은모터를사용하여제어한다. 본

연구에서사용된모터는 <그림 2.3>과같이많은토크를

내는 직류 모터 RF300C를 사용하였다[3]. 본 연구에서

사용된 RF300C 직류모터는 1V∼12V, 5,000∼5,500rpm

의 속도를 가진 모터이며, 본 모터는 스포츠나 피트니스

장비, 의료장비, 가전등다양한기계기구에서널리사용

되는 모터이다.

[그림 2.3] 커튼 제어에 사용된 RF300C 모터

3.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설계
3.1 개발 환경
본연구의구성및개발내용은크게나누어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개발로 나뉜다. 하드웨어 구성은 온

습도센서를제어하는아두이노, 릴레이를제어하고서버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의

시리얼 통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은아두이노프로그래밍, 라즈베리파이의생활습관데이

터베이스설계및억세스프로그래밍, WiFi 통신을위한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그리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앱 개발을 위한 JAVA 프로그래밍으로 나누어진다. 본

설계를 위해 사용된 개발 환경 및 툴은 [표 3.1]과 같다.

구분 항목 사용 목적
운영
체제 Raspian Android 운영 환경

개발 
도구

Arduino IDE 아두이노 개발 환경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
MySQL 생활습관 DB 구축
Python 생활습관 DB 억세스
C++ 서버/클라이언트 통신

하드
웨어

DC 서보 모터 커튼 구동
라즈베리파이 서버 및 작동 제어
아두이노 우노 온도,습도센싱 및 작동 제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제어

통신 UART 통신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 간 통신
WiFi 통신 서버와 휴대폰 간 통신

[표 3.1] 개발 환경

3.2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구조
본연구에서제안하는지능형홈오토메이션시스템은

<그림 3.1>과 같이구성되어있다. <그림 3.1>에서아두

이노는온습도센서를통해실내의온도와습도를측정하

여 측정된 데이터를 UART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라

즈베리 파이로 넘겨준다. 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라즈베

리파이에서는 생활습관 또는 실내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아두이노로부터수신된측정값을저장한다. 라즈베리파

이서버에서는미리설정된실내환경값을갖고있으며,

아두이노로부터 전송된 측정값과 비교하여 범위에 벗어

날 경우 히터와 선풍기, 그리고 LED 조명등을제어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환경을 유지하도록한다. 라즈베리파

이서버에서는 GPIO(General Purpose Input Output)를 이

용하여온도와조도센서를이용해적당한온도와광량을

측정하여 실내에 적당한 량의 빛이 쪼이도록 자동 제어

하며, 커튼을 열거나 닫는 모터를 가동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조명등을 켜거나 끄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1]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구성도 



한국사물인터넷학회논문지 제2권 제3호, 201610

특히, 사용자가 특정한 온도나 조도를 조절하기 위해

스마트폰앱을통하여이들모든장치를제어할수있도

록 설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생활 습관 통계

자료를보거나실내환경값을설정할수있는기능을제

공하도록 설계하였다.

선풍기와히터, 조명등을제어하는릴레이, 커튼을열

고닫는모터, 그리고온,조도센서를제어하기위해라즈

베리 파이에서는 GPIO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라즈베리파이 서버에서 측정된 조도에 따라 미리 설

정된값에의거하여자동적으로커튼을제어하는프로그

램의일부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에서 cds 변

수는 측정된 조도 값이며, 이에 따라 미리 설정된

g_nBlindOpenCDSVlaue 값과 g_nBlindCloseCDSVlaue

값을 비교하여 자동적으로 모터를 제어하도록 프로그래

밍하였다.

[그림 3.2] 라즈베리파이에서의 커튼 자동 제어

4.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구현 결과
본연구에서구현한부분은아두이노와라즈베리파이

를 활용하여 각종 센서를 제어하는 부분, 라즈베리파이

를 이용한 웹서버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 그리

고 스마트폰에서의 앱 개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4.1 하드웨어 구성
본연구에서사용된센서는온습도센서, 조도센서등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전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지능형 홈오토메이션시스템 구성도

<그림 4.1>에서 온습도 센서는 아두이노의 디지털 1

번포트로연결되어있으며, 아두이노와라즈베리파이는

UART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

즈베리파이에서각종센서와장치를제어하기위해서는

GPIO를 사용하였다. 온도 센서와 조도 센서는 GPIO 포

트 18번과 27번에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커튼을 제어하

기 위한 모터는 4번과 17번 포트로 연결되어 있다. [표

4.1]은 라즈베리파이의 GPIO 포트의 상세 연결 표이다.

GPIO
포트번호

연결 장비 동작 및 참고사항

4 모터 모터 right 회전
17 모터 left 회전
18 온.조도 센서 온도
27 조도
13 선풍기 릴레이 채널 5
16 히터 릴레이 채널 6
12 LED 릴레이 채널 7

[표 4.1] 라즈베리파이의 GPIO 포트 연결

4.2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의 UART 통신
아두이노에서의 디지털통신 인터페이스는 UART 통

신, I2C(Inter-Integrated Circuit) 통신, 그리고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통신이 있다.[5] I2C와 SPI 통신은

주로각종센서나이더넷이나메모리카드, MP3 코덱등

을연결할때사용되며, 본연구에서는 UART 시리얼통

신을 이용하여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연결하였다.

UART 통신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두이노에서는 5V 전

압을 사용하는 반면 라즈베리파이의 GPIO의 입출력 핀

전압은 3.3V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UART 시리얼 통신을 위한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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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FET와 저항으로 구성하는 방법, 아두이노와 라즈

베리파이를 USB로 연결하는 방법, 전압을 자동으로 바

꿔주는 로직 I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로직 IC를 사용하는방법을사용한다. 본연구에서사

용된로직 IC는 74HC4050을 사용하였으며, 이 IC는아두

이노의5V의신호레벨을라즈베리파이에적합하게 3.3V로

자동변환해준다. <그림 4.2>는 로직 IC를 사용한아두

이노와 라즈베리파이의 연결 회로도이다. <그림4.2>에

서아두이노의디지털 0번핀은 RxD로데이터를수신할

때 사용되는 핀이며, 1번인 TxD 핀으로 측정된 값들을

시리얼통신을사용하여라즈베리파이로전송할때사용

된다. 아두이노에서전송된값은로직 IC 74HC4050의 2번과

5번 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값은 라즈베리 파이

GPIO 포트의 TxD와 RxD 포트로 전송되거나수신된다.

[그림 4.2]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의 연결 회로도
/*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의 UART 연결
아두이노 : SoftSerial
라즈베리파이 : GPIO UART */

#include SoftwareSerial mySerial(0, 1); // RX, TX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PC의 시리얼 모니터에 표시
Serial.println("Start UART test");
mySerial.begin(9600); //시리얼로 라즈베리파이와 통신
}
// 라즈베리 파이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받음
void loop() {
if (mySerial.available())
Serial.write(mySerial.read());

// 아두이노 데이터가 있으면 라즈베리파이로 넘겨줌.
if (Serial.available())
mySerial.write(Serial.read());

}

[그림 4.3] UART 데이터통신 구조

<그림 4.3>는 아두이노에서 라즈베리파이와 통신을

위한스케치코드이다. <그림 4.3>에서온습도센서에서

측정된값을아두이노의디지털 1번포트를이용해전송

하고, 만약라즈베리파이에서전송된값은디지털 0번포

트로 수신하는 코드이다.

4.3 라즈베리파이 웹 서버
본 연구에서 아두이노로부터 온 온도와 습도 측정값

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라즈베리파이에서 측정된

온도와조도값을측정해서휴대폰으로출력하여사용자

가 손쉽게 실내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

구에서 라즈베리 파이는 서버 역할을 하며, 안드로이드

폰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 이들은 WiFi를 이용하여

서로 통신하며, WiFi 통신을 위해 TCP/IP 소켓 프로그

래밍[6]을 하였다. <그림 4.4>는라즈베리파이에서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밍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4.4>에서 라즈베리파이에서 TCP 서버 소켓을 생성하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TCP 소켓 요청을 받으면 각종 센서

값을 체크하여 생활 습관 데이터베이스 값과 비교하여

이를 TCP 소켓을 사용하여 전송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현재의 실내 온도와 조도 등을 알 수 있게 설계하였다.

각종 센서의 측정값이나 커튼을 제어하기 위한 함수, 모

터를 제어하기 위한 함수들은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그림 4.4] 라즈베리파이 서버 블록 다이어그램



한국사물인터넷학회논문지 제2권 제3호, 201612

•커튼제어함수 : getSensorData(), getBlindOpen(),

getBlindClose()

• 모터 제어 함수 : PinMode(), MotorStop(),

Motor_Left_Rorate(), Motor_Right_Rotate()

• 센서 제어 함수 : initCDS(), initSHT11(),

calc_SHT11(), getSHT11_Data()

• UART 통신 제어 함수 : Connection_Request(),

Connection_Reset(), Connection_Close(),

Transmission_Start()

<그림 4.5>는 라즈베리파이에서 파이선(Python)을

사용하여 생활습관 데이터베이스를 억세스 하는 소스코

드의 일부이다. <그림 4.5>에서 본 연구에서는 MySQL

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으며, 데이터베이

스 항목으로는 날짜와 시간에 따라 기준이 되는 온도와

습도, 조도 등을 기록하고, 라즈베리파이에서 읽어온 온

도와 습도, 조도 값을 비교하여 출력하는 과정의 일부이

다. 출력되는 값들은 항상 생활습관 데이터베이스의 기

준시간(regday)과 비교하여 출력되며, 생활습관 데이터

베이스를 억세스 하기 위해 사용된 라즈베리파이의 IP

주소는 127.0.0.1이다. 또한, 아두이노와 통신을 위해

UART시리얼통신을사용하였으며, 이의포트는 ‘9600bps’,

'/dev/ttyACM0'로 설정하였다.

import serial
import MySQLdb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db = MySQLdb.connect("localhost","root","1234","Pi")
cur=db.cursor()

con=serial.Serial('/dev/ttyACM0',9600)
i=0
while 1:
now =datetime.now()
time_ymd=now.strftime('%Y%m%d')
time_his=now.strftime('%H%M')
regday=now.strftime('%Y-%m-%d %H:%M')

if(i<1): hum= float(con.readline()); i=i+1; print hum;
if(i==1): temp=float(con.readline()); i=i+1; print temp;
if(i==2): cur.execute("insert into
hum_temp(time_ymd,time_his,hum,temp,regday)

values(%s,%s,%s,%s,%s)",(time_ymd,time_his,hum,temp,regday),);d
b.commit(); i=0;

[그림 4.5] 생활 습관 데이터베이스 억세스 코드

<그림 4.6>은 라즈베리파이에서 파이선(Python)을

사용하여생활습관데이터베이스를억세스하는모습이

며, <그림 4.6>에서 왼쪽의각 라인은매시간당 생활습

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온도와 습도 값이며, 온도나

습도의 변화가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그 값이 기록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6] 라즈베리파이의 데이터베이스 억세스

4.4 안드로이드 앱 구조
본연구에서개발된앱은 <그림 4.7>과 같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프로그래밍 툴로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을위해안드로이드스튜디오를사용하여 JAVA로프로

그래밍하였으며, 라즈베리파이의생활데이터베이스억

세스를위해 파이선(python)으로프로그래밍했다. 또한

사용자가각종장치를쉽게제어할수있도록 PHP 프로

그래밍하였다. <그림 4.7>에서 NetManager Activity와

Network Client Activity, ServerSet Activity는 안드로

이드폰과 라즈베리파이 사이의 WiFi 연결을 위한 액티

비티이다. 연결된 후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각종 센서를

체크하거나 라즈베리파이를 제어하기 위해 Network

Client Activity, Control Activity, Statistic Activity, 그

리고 Alarm Activity를 실행시킨다.

[그림 4.7] 안드로이드 앱 블록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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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lient Activity는 현재 실내 온도와 조도를

체크하여앱화면에출력해주며, Contorl Activity는라즈

베리파이에 미리 설정된 온도와 습도 값을 참조하여 릴

레이를제어하며, 사용자의설정에따라 LED 조명등, 선

풍기, 히터를 가동시킨다. Statistic Activity에서는 생활

습관데이터베이스를참조하여적정한실내환경의통계

자료를 출력하여 준다. Alarm Activity는 사용자가 시간

을 지정하여 선풍기와 커튼을 동시에 작동시키며, 온도

와조도를원하는시간에맞추어최적의실내환경을제

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5 구현 모습 및 동작
본 연구를 통해 설계한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모습은 <그림 4.8>과 같다. <그림 4.8>(a)는 지능형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라즈베리파이 모듈과 아두이노 모

듈, 조명등역할을 하는 LED 조명등, 탁상용히터, 커튼,

그리고 선풍기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8>(b)

는 온습도센서를제어하는아두이노모듈, 선풍기와히

터, 커튼, LED 조명등을 제어하는 릴레이 모듈, 그리고

조도 센서로 구성과 함께 서버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파

이 모듈을 보이고 있다.

(a) 히터, LED 조명등, 커튼, 선풍기 모습

(b)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 제어 회로
[그림 4.8] 구현된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모습

이들 모든 장치들은 사용자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

여리모트 제어되며, <그림 4.9>은 안드로이드앱의 화

면들이다. <그림 4.9>(a)는 초기화면이며, ‘CONNECT’

탭은 라즈베리파이와 WiFi를 사용하여 TCP 소켓 연결

을 설정하는 탭이다.

<그림 4.9>(b)의 ‘CONTROL’ 탭은앱을사용하여리

모트로 각종 장치를 수동으로 켜거나 끄는 리모컨 탭이

며, ‘STATISTIC’ 탭은현재실내상황을리모트에서실

시간으로검색할수있는탭이다. ‘ALARM’ 탭은사용자

가 미리 시간을 설정하여 설정한 시간에 선풍기와 LED

가 동시에 동작하게 하는 탭이다.

(a) 초기 화면

(b) ‘CONTROL’ 탭 화면

(c) ‘ALARM’ 탭 화면
[그림 4.9] 지능형 홈오토메이션 앱 화면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여 실내 온도와 습

도의변화를볼수있으며, <그림 4.10>는 ‘STA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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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을사용하여실내온도와습도의매시간변화를볼수

있는 화면이다. 여기서 조도는 1,000 Lux를 기준으로 표

시되는 밝기를 나타내며, 온도는 섭씨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0>에 따르면현재실내온도가 13시부터

16시까지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선풍기를 가동시켜 다시

원래의 온도를 유지하는 모습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 안드로이드 앱 ‘STATISTIC’ 탭 화면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연구에서는지능형홈오토메이션시스템을설계하

였으며, 라즈베리파이와아두이노를사용하여초소형서

버의홈오토메이션을설계하였다는데그연구의의가있

다. 또한, 각 사용자의 주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온도,

습도, 그리고 조도를 측정하여 사용자가 가장 안락함을

느끼도록설계하였으며, 사용자가손쉽게생활습관데이

터베이스를참조하거나현재의실내주거환경을모니터

링하도록설계하였다는점에연구의의가있다. 본 연구

의기대효과로는집안의생활환경에대한데이터를축적

하여 각 개인의 생활습관을 알 수 있다는 점이며,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또 다른 홈오토메이션 장치를 추가할

수있다는점이다. 향후연구과제로는보다최적화된생

활습관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함께 온도, 습도, 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필요한 변수를 추가할 예

정이다. 특히, 보안및경비시스템으로확장과주차와연

계된 감시기능, 사용자에게 자동알람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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