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사용자의 편의성과 에너지 절전 기능은 최근 전
자기기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건조기는 여
러 생활 가전기기 중에 필요성과 사용자가 크게 
증가한 전자 기기 중의 하나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집안 어디에서나 제어가 가능한 제품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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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자기기의 기능은 늘어나고 
있으며, 스스로 판단하여 동작하는 스마트 기능이 
일반화되고 있다.[1,2]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또 다른 요구는 저전
력 동작이다. 요약하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저전력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전기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3,4]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조기를 대상으로 
필수 기능을 갖추면서 동작 조건에 따라 소비 전
력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건조 시스템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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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의 가전기기는 무선을 이용한 편의성과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한 요구가 일반화 되고 있다. 편의
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으면서 기능제어에는 단순화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센서 및 활용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블루투스 통신기능과 에너지 저감기능을 
갖는 스마트 건조시스템을 제안한다. 스마트 폰에서 건조기 제어와 내부의 습도 상태를 감시하는 블루
투스 통신을 이용한 제어시스템을 설계한다. 건조기 내부의 습도를 감지하여 모터의 속도를 제어 함으
로서 에너지 절약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ABSTRACT

Recent home appliances requires convenience and low-power consumption. A convenient devices should be simple to 
control while having several functions. Intelligent sensors and utilization technologies are requir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his paper provides a smart drying system with Bluetooth communication function and energy reduction 
function. Design a control system that uses the Bluetooth function so that the smartphone monitors the drying control 
and the internal humidity condition. By detecting the humidity inside the dryer and controlling the speed of the motor, 
it has an energy-saving funct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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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스마트 건조 시스템

2.1 건조 시스템 구성
건조 시스템은 건조기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건조기는 건조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기구물과 제어장치로 
다시 구분된다. 기구물은 건조를 위한 밀폐된 공간
을 갖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건조기를 제
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림1은 건조 시스템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건
조 제어장치는 건조기 내부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
한 입력부와 모터 및 램프를 제어하기 위한 출력
부 그리고 스마트폰과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모듈
로 구성된다.

그림1. 건조 시스템 구성

2.2 건조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2.2.1 입력 제어장치
건조기 제어장치의 입력부는 습도 센서로 구성

된다. 건조 기능의 중요한 요소는 건조기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조기 내부의 습
도량에 따라 제어장치는 송풍량을 조절하여 건조 
기능을 실현한다. 습도 센서값은 송풍량 조절을 위
한 모터 제어 알고리즘에 이용된다.

습도 센서의 감시 방법은 먼저 건조기 내부와 
외부의 습도 상태값을 획득한다. 건조함 내부 및 
외부의 습도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면 건조를 
위한 모터를 제어하게 된다. 건조기 내부의 습도를 
낮출 수 있는 조건에서 풍량을 크게 해야 빠른 건
조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만일 습도 차이가 10% 
이내이면 송풍을 하여도 건조 효과가 작다고 판단
하여 저속 동작을 한다. 그리고 외부의 습도에 비
하여 내부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송풍을 정지 한
다. 이것은 송풍을 통해 건조기 내부의 습도를 낮
출 수 없기 때문이다.

표 1. 습도와 모터 제어 속도

습도(RH,%) 모터속도(%)
100 ~ 90 100
89 ~ 80 90
79 ~ 60 80
59 ~ 40 70
39 ~ 0 60

건조기 외부의 습도는 흡입구에 배치하여 감시
하도록 하며 건조기 내부의 습도는 순환하는 공기
의 흐름을 고려하여 순환구 입구와 출구 두곳에 
센서를 배치 하였다. 표1은 습도에 따른 모터의 제
어 속도를 보이고 있다.

2.2.2 모터 제어장치
제어장치의 출력부는 송풍용 모터와 살균

LED(UV-C LED), 고휘도 램프(White LED)로 구성
한다. 송풍 모터는 속도제어를 위하여 모터 드라이
버를 적용하여 구성한다.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한 송풍 모터 제어는 모터
의 속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모터를 보호할 
수 있다. 건조 시스템에 사용하는 DC 모터는 12V 
전원을 사용하며,  +, -의 2선을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한다. 모터 드라이버는 정/역회전 제어가 가능 
하지만 DC FAN 모터는 정방향 회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출력이 모터의 회전 방향과 일
치하도록 제어 신호를 출력해야 한다.

2.2.3. 살균 및 조명 장치
건조기 내부의 살균 기능은 자외선 LED를 사용

하여 구현한다. 자외선은 100nm~400nm의 전자파
장을 말하는데 파장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자외선
A, 자외선B, 자외선C)로 나누어 진다. 살균 효과를 
갖는 자외선C는 200nm ~ 290nm의 파장으로 
UV-C 라고도 부른다. UV-C LED는 UV 벌브 램프
에 비하여 유해 화학 물질이 없으며 에너지 절감 
효과 큰 장점을 갖고 있다. 표2는 자외선 종류별 
파장과 응용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자외선 종류의 파장과 응용 분야

구분 자외선A 자외선B 자외선C
파장(nm) 320~400 290~320 200~290

응용분야 경화, 
tanning

냄새 제거, 
정화 살균

자외선은 가시광선 밖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 시
각적으로 ON/OFF 구분이 어렵다. 제안 시스템에서
는 살균 기능의 동작 여부 및 건조기 내부의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 효과를 이용한 고휘도
LED를 적용한다.

UV-C LED는 5.0~7.0volt, 100mA의 동작 조건에
서 0.5~0.7Watt 전력을 소모한다. 그리고 조명용 고
휘도 LED는 12volt의 동작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
에 UV-C LED와 고휘도 LED는 별도의 채널을 갖
는 릴레이 보드를 사용하여 ON/OFF 하도록 구성
한다. 건조기의 동작 및 상태는 제어기의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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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건조기능의 효율은 건조기 내부의 습도 측정과 

팬모터 제어에 있다. 외부의 공기를 건조기 내부로 
보내어 습도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습도 및 
송풍량이 건조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송풍량을 조
절하기 위해 팬 모터의 속도는 습도센서의 측정 
조건에 따라 단계를 두어 동작하도록 하였다.

습도 센서(WTS3535)는 습도량에 비례하여 출력 
전압이 선형적으로 변화한다. 센서의 동작 전압이 
5V일 때, 습도(RH)=1에서 1012mV 센서 전압이 출
력되고, 습도(RH)=10 일 때 1255mV 센서 출력을 
갖는다. 센서는 습도 1~100의 측정 범위를 갖고 있
다. 습도(RH)와 출력 전압은 다음 다항식을 따른
다.

 




∙

                (1)

2.4 제어용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건조기의 

동작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
이다. 사용자가 건조제어기에 시작/종료 버튼을 선
택하여 해당 제어값을 제어기에 전송하면 제어기
는 해당 명령에 따른 동작을 수행한다. 건조 동작
을 시작하면 제어기는 건조기 내/외부의 습도 상태
를 100ms 주기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
송을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건조기의 모터 동작 상
태와 UV-C LED, 고휘도 LED의 상태를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낸다.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제어기의 블루투스 연결
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블루투스 장치 검색’
과 ‘연결’ 과정을 한번은 실행 하여야 한다. 건조기
의 제어기와 블루투스 연결이 된 이후에는 제어 
명령 전송과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은 MITApp 인벤터를 사용
하여 제작하였다. 애플케이션 메뉴는 제어기 동작
을 위한 컨트롤 기능, 건조기 상태를 보여주는 모
니터 기능,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통신 기능으로 
구성한다. 제어기능에는 시작, 정지 및 자동과 수
동 설정 기능을 갖도록 하였다. 자동기능은 건조기 
내부의 습도값을 설정하여 목표값에 도달하면 스
스로 멈추는 동작이고 수동기능은 설정 시간을 두
어 동작하도록 하였다. 살균 및 조명 기능은 살균 
동작을 위해 자외선 LED를 제어하며 조명은 
ON/OFF 하도록 하였다.

Ⅲ. 스마트 건조시스템 구현

건조 시스템의 기구물은 다용도 박스를 사용하
여 제작하고, 제어기는 아두이노를 보드와 모터 드
라이버 보드, 릴레이 보드,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
하여 제작하였다. 다용도 박스의 상측 부분에 제어
장치를 부착 하고, 다용도 박스 하측을 건조함으로 

구성하였다. 그림2는 건조 시스템의 기구물, 제어
장치의 외형을 보이고 있다. 기구물 상측에 송풍 
팬을 설치하여 흡입구로 사용하고, 기구물 좌우 측
면 홀을 배출구로 사용 한다.

그림 2. 건조 시스템 외형

3.1 스마트 제어기 제작
스마트 제어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 릴레이

보드, 모터드라이버 보드로 구성된다. 릴레이 보드
는 습도센서, 살균LED를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에
서 제어 하는데 사용된다. 모터 드라이버 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에서 속도에 대한 PWM 신
호 출력을 팬속도로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모터 드
라이버는 DC모터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송풍팬의 회전은 팬의 입력전압이 한방향으로 인
가 되어야만 팬이 동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팬모
터의 극성을 맞추어 연결해야 한다.

습도센서의 출력 신호는 아날로그값으로 마이크
로프로세서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하여 A/D 변환하
여 사용한다. 습도센서의 A/D 변환값은 습도에 대
한 전압값이므로 센서의 출력 전압-습도 테이블을 
이용하여 현재의 습도값을 확인할 수 있다. 습도 
센서는 건조기 내부에 2개, 건조기 외부에 1개를 
설치한다.

송풍 팬은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
를 하도록 한다. 속도는 D/A 변환을 통해 1023 단
계로 구분이 가능 하지만 저속에서 팬 모터의 기
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동 속도는 동
일 하게 하고 이후 설정 속도로 동작하도록 해야 
한다. 살균LED와 고휘도LED는 릴레이보드를 통해 
ON/OFF 제어한다. 살균LED는 단일 LED 칩이 적
용된 LED 모듈 타입으로 LED의 자외선이 건조기 
내부에만 비춰 지도록 건조기 커버 안에 부착하였
다. 살균LED의 파장은 가시광선 영역에 벗어나 있
기 때문에 동작 여부를 알수 없다. 따라서, UV-C 
LED ON/OFF 기능과 함께 건조기 내부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휘도LED를 함께 
적용 하였다. 동작 전압에서 살균LED는 5V이고 
고휘도LED는 12V로 각각 다르므로 릴레이 보드의 
채널을 구분하여 제어하도록 한다. 그림3 (a)는 스
마트 건조기의 전체 외형을 보이고 있고, 그림3 
(b)는 건조기 제어장치의 모습이다.

3.2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제작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은 블루투스 통신 설정,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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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모듈 제어, 센서 상태 모니터링의 세가지 기능으
로 요약된다. 그림4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화
면을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화면은 블루투스 연결
에 필요한 버튼과 살균LED와 고휘도LED를 수동
으로 ON/OFF 하기 위한 버튼을 보여주고 있다.

    

(a )  스마트 건조기    (b)  건조기 제어장치

그림 3. 스마트 건조기 및 제어장치

그림 4.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화면

Ⅳ. 시험 및 고찰

제안한 스마트 건조 시스템을 제작하여 제어 기
능기반으로 사용하였을 때 소비전력을 측정하였다. 
표3은 건조기 동작 상태에 따른 각 모듈의 동작전
압과 소모 전류, 그리고 이때의 소비전력을 함께 
나타내었다.

건조 시스템의 각 모듈에서 모터의 전류 소모가 
806.4mW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모터는 건조기능
의 주요 구동부로서 전체 가동 시간과 일치한다. 
따라서 모터의 가동 효율을 높이는 것이 소모 전
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
면 모터의 최대 소모전력의 60%에 해당하는 
483mW로 구동이 가능 하다. 그러나 모터의 속도
를 줄임으로 전체 가동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발생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 시간에 대
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터 다음으로 고휘도LED 그리고 블루투스의 
소모 전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휘도LED는 시

각적인 효과를 위한 기능으로 전체의 밝기를 조절
하면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고, 블루투스는 스마트
폰과 연동시간에만 소비전력이 크게 나타나므로 
건조 전체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표 3. 건조기 동작 상태별 소비전류

항목
소비전류 및 전력

전압 및 전류 소비전력(mW)
FAN 모터 11.22v, 72mA 806.4
자외선LED 5.08v, 15.6mA 79.2
고휘도LED 12.08v, 55mA 664
습도센서#1 5.08v, 1.19mA 6.05
습도센서#2 5.08v, 1.19mA 6.05
습도센서#3 5.08v, 1.19mA 6.05
블루투스 5.08V, 21.3mA 108.2

합계 1676.3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편의
성을 갖으며 저전력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마트 건조기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건조기 
제어 시스템을 제작하고 모듈별 소비 전력을 비교
함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안 시스템을 이용한 시험을 통해 기능별 
동작 모드에 따라 최대 40%의 모터 소비 에너지를 
줄일 수 있었다. 향후 블루투스 통신 모듈에서 소
비전력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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