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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창문은 건물의 필수 구조물이지만 창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빗물 등이 들어올 수 있어 창문을 열고 나가

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가하고 있

으며, 보안에 취약한 창문들이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도 가스누출 등으

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실외의 미세먼지와 빗물, 인체감지등을 통해 원격으로 창문을 제어하고 실내의 

온도와 습도량, 가스량의 표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제어 또한 가능하도록 '실

내외 환경맞춤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하게 되었다. 

키워드: 스마트 윈도우(Smart Window), 원격제어(Remote Control), 

아두이노(Arduino), 환경 모니터링(Environmenta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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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중국 발 황사로 인한 초미세먼지, 공장의 화학 기체, 내연기관을 

사용한 장비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집을 비우고 나갈 

경우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고 범죄에 취약한 창문들

은 집을 나가기 전에 잠겼는지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불편함은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까지 적용이 되는

데 실내에서는 가스누출, 집안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짐에 창문을 

열어야하는 번거로운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두이노에 가스 감지, 온습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 조도센서, 인체 감지 센서, 스테핑 모터를 사용하였다.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외 환경을 센서값으로 받아오고 실내의 온습도는 LCD

를 통하여 확인한다. 센서값은 블루투스로 연결된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수동제어를 할 경우 창문 여닫기 

기능과 블라인드 제어 기능을 구동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Diagram of Smart Window Customized for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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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s of Smart Window

자동제어,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윈도우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창문 제어부에서는 아두이노 메가를 메인으로 하여 실내외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각종 센서, 스탭핑 모터, 팬, 릴레이, 블루투스 

모듈, LCD로 구성하였고 날씨표시부는 아두이노 우노, 와이파이 

모듈, LED로 구성하였다. 본 시스템은 창문제어부, 날씨표시부로 

나뉜다. 창문제어부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와 같이 메인부, 구동부, 

센서부, 표시부, 통신부로 이루어져있다.

Fig. 2. Circuit Diagram 

2. Flow Chart for Smart Window

[Fig. 3]은 창문제어부의 흐름도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온습

도 센서, 조도 센서, 인체감지 센서, 빗물감지 센서, 미세먼지 센서, 

가스 센서의 값을 초기화하고, 블루투스를 작동시킨다. 작품과 블루투

스 연결을 확인하고 창문, 블라인드를 상태를 확인한 후 어플리케이션

의 수동-자동 버튼을 통해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창문과 블라인드를 

자동 상태에서는 센서값을 통해 작동되고 수동 상태에서는 어플리케이

션을 통해 작동시킨다.

Fig. 3. Flow Chart (Window Control)

날씨 표시부는 메인부, 통신부, 표시부로 구성된다. 메인부인 아두이

노 우노는 통신부에서 값을 가져와 표시부로 보내주게 된다. 통신부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공공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 메인부로 보내주고 

표시부는 이렇게 보내진 날씨 데이터를 LED를 통해 표시하게 된다.

3. Implementation

스마트 윈도우 정면에는 각종 센서와 LCD, 날씨표시를 위한 LED

를 설치하였고 상단에는 블라인드를 제어할 수 있는 스텝모터를 

설치하였다. 스마트 윈도우 내부에는 스텝모터를 제어하는 모터 드라

이브와 환풍기를 제어하는 릴레이와 각종 센서, 블루투스 모듈 및 

LCD를 제어하는 아두이노 메가를 설치하였다. 날씨 표시 모듈 내부에

는 와이파이 모듈 및 LED를 제어하는 아두이노 우노를 설치하였다. 

또한, 스마트 윈도우를 원격제어 및 온습도와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모든 동작은 앱 인벤터로 

구축한 서버와 아두이노 무선통신으로 제어 및 온습도 및 가스농도 

확인이 동시에 가능하다.

Fig. 4. Smart Window Customized for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 (Left: Smart Window, Right: Application)

III.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하여 실내 공기를 좀 더 쾌적하게 하고 창문 보안의 

안정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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