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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타일러는 옷을 빨거나 다리지 않고도 마치 새옷처럼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관리해준다는 

콘셉트로 등장한 의류기기이다. 출시 당시에는 생소하고 크기가 커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작

고 편리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대중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양복을 주로 입는 회사원에서 싱글족까지 스

타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스타일러는 정해진 위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출

장이 잦은 직업이나 먼지가 많은 공간에서 일하는 직업의 경우 옷에 주름이나 먼지를 제거하지 못해 구겨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용 스타일러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스마트 스타일러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휴대용 스타

일러가 있다면 준비해둔 의류를 상황에 맞춰 관리하여 다닐 수 있을 것이며, 스타일러에 온도와 습도를 보여

주는 기능이 있다면 스타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스타일러의 상태가 양호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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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기존 스타일러는 주로 가정용으로 제작되어있어 출장이나 여행을 

생각하면 정해진 위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실내에 설치되어 외부의 

온도와 습도를 몰라 자신이 선택하거나 입고 있는 옷이 현재의 날씨와 

적합할지를 모르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용 스마트 스타일러는 휴대가 가능한 상자 크기로 만들어 휴대성

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온습도센서를 이용하여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 스타일러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 양호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 전체 시스템 

구성은 [Fig. 1]과 같이 메인부, 제어부, 구동부, 센서부,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부인 아두이노 메가 2560는 센서부의 값을 받아 

제어부를 작동시켜 센서부와 구동부를 작동하게 한다. 제어부는 모터 

드라이버와 릴레이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모터드라이버는 감속기어

모터의 속도를 담당하고, 릴레이 모듈은 각각의 센서에 연결되어 

모듈이 사용되어야 할 때만 작동되도록 해준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센서부는 미세먼지 측정센서와 가습기 모듈, 온습도 센서로 구성되

어 있다. 미세먼지 측정센서와 온습도 센서는 스타일러 사용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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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의 먼지 농도와 온습도를 측정한다. 구동부는 감속기어모터와 

팬모터로 구성되어 있고 감속기어모터는 먼지 농도에 따라 작동시간이 

결정되고, 팬모터는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를 낮추고 먼지를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출력부는 LCD디스플레이와 RGB LED모듈

로 구성되어 있다. LCD디스플레이는 각 센서의 값과 작동 단계들을 

표시해준다. RGB LED모듈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이 변하게 

되어 있다.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 of Logistics System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의 그림과 같이 메인부인 아두이

노, 센서부인 미세먼지 센서와 온습도 센서, 구동부인 서보모터, DC모

터, 제어부는 모터드라이버가 있다. 츨력부는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다. 온습도 센서도 측정값을 받아 구동부의 팬모터를 구동시키고 

가습기 모듈을 작동시킨다. 출력부의 LCD모니터에는 스타일러가 

시작하기 전 온습도와 미세먼지 값과 현재 스타일러의 상황 및 환경 

값을 표시한다.

Fig. 2. Circuit Diagram

2. Flow Chart for Machine Learning & Control

이번 과제의 흐름도는 [Fig. 3]과 같이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센서값이 초기화된다. 이후에 uv led가 작동되며 살균 

작용이 시작된다. 온습도 센서와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내부 습도를 측정한 후 센서 값을 LCD 디스플레이 모듈에 

표시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30μm 이하이면 초록색 불, 30μm 이상 

80μm 이하이면 주황색 불, 80μm 이상이면 빨간색 불이 표시되고 

각각의 단계에 따라 감속 기어 모터와 팬모터가 15분, 20분, 30분 

동안 작동한다.

Fig. 3. Flow Chart

3. Implementation

이번에 실제로 구현해본 휴대용 스마트 스타일러는 [Fig. 4]의 

사진과 같이 내부 습도를 측정하여 습도 값이 35% 이하라면 가습기 

모듈을 작동시켜 습도를 높여주고, 45%에서 90% 사이라면 팬모터를 

작동시켜 습도를 낮춰준다. 습도가 35%에서 45% 사이라면 미세먼지 

농도와 내부 습도를 다시 한번 측정하여 LCD 디스플레이 모듈에 

표시해주고 전원이 꺼진다.

Fig. 4. Portable smart styler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휴대용 스마트 스타일러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메가에 

온습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 등을 활용하여 현재의 내부 온도, 습도 

등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며, 보통의 스타일러와는 다르게 조립식으

로 제작되어있기 때문에 휴대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의류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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