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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자료의 내용은 학부모 AI-maker 연구회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입니다.

2.  본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대전마케팅공사(대전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와 사전에 상의하여야 합니다.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온습도계 만들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스토리

• 펜션을 운영하면서, 손님의 체감온도와 난방관리의 문제 발생

• 어떻게 하면, 각 방의 온도를 파알하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것
인가?

• 메이커의 생각: 각 방의 온도와 습도를 알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도구를 만들자!

• 원격모니터링 온습도계의 제작 및 설치
• ESP8266+온습도계 모듈

• 아두이노 코딩

• Thinkspeak 에 연결하여 스마트폰앱으로 모니터링



제작방법



보드 연결하기

• 보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를 잡아야 한다

• 드라이버 다운로드 주소

• https://www.silabs.com/products/development-
tools/software/usb-to-uart-bridge-vcp-drivers

• 자신의 PC OS에 맞는 것을 다운받는다

• 다운받고 설치한 후에 장치관리자의 포트에서 연결이 잘 되었
는지 확인한다

• https://deneb21.tistory.com/m/591 (참고링크)

https://deneb21.tistory.com/m/591


DHT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 스케치-라이브러리포함하기-라이브러리관리

• Dht를 눌러서 검색하기

• dht 센서라이브러리 설치하기



코드 다운받기

• Github 링크를 눌러서 접속한다

• 맨 우측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는다

• 다운받은 txt파일을 열고, 전체 선택 후 복사한다음, 아두이노
스케치의 새로운 창에 붙여넣는다

• 내가 있는 곳의 WiFi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정하고, write API 
key를 수정한다음 컴파일&다운로드

• 코드:  https://gitlab.com/bdm002/esp8266/-
/blob/master/50_thingspeak_f1_f2 







Thingspeak.com

• thingspeak.com 에 가입해야 언제어디서나 모니터링이 가능함

• 가입 후에 new channel 명령으로 채널을 만들고, 세팅을 해야함

• 어떤 피쳐를 모니터링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API key 중에 아두이노스케치의 코드에 사용할 것은 write key

• User key는 profile에 있음





스마트폰 세팅

•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에서 thingview를 검색해서 설치한다

• Thingview를 실행시키고, 우측 하단의 + 표시를 클릭해서, Add 
all my channels 를 선택

• thingspeak 사이트의 User API key를 입력하고 searc버튼을 클
릭하면, thingspeak에서 만든 채널을 볼 수 있게 된다





친환경공기정화기



그린월(GreenWall)의 필요성



실내공기정화기의 필요성

환경과학기술연구소(KSD)에서실시한실험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오염 물질 및 발생원인

출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주택실내공기질관리를위한매뉴얼



실내식물 공기정화의 원리

1. 잎에 흡수된 오염물질은 대사산물로 이용되어 제거되고, 일부
는 뿌리로 이동되어 토양내 근원부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활용
되어 제거한다.

2. 음이온, 향, 산소 등의 방출물질에 의해 환경이 정화되며, 증산
작용에 의해 공중습도가 올라 가고, 주변 온도를 조절한다.

3.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 영양원으로 제공하고, 뿌리
유출물은 (광합성산물의 최대45%)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어
상호공생의 역할을 한다. 실내 공기 중의 VOC가 근권부 미생
물에 의해 제거된다.

4. 증산작용에 의해 화분 토양내의 부압이 형성되어 오염된 공기
가 이동하면 근권부 미생물과 토양 흡착 등에 의해 제거 된다



친환경실내공기청정기 개발의 필요성

• 식물바이오필터는 실험 및 경험에 의한 제품으로 환경부 기준
을 만족하는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므로 풍속, 수
분공급 등의 지속적 최적화·지능화가 필요함

• 지속적 최적화·지능화는 AI+IoT를 활용해야 가능

• 현재 국산제품은 없으며, NAAVA(핀란드벤처)제품이 유일하며
AI 부분은 비공개상태임

• 현재 국내 업체가 기술개발 중임



마이크로비트 이해



마이크로비트란?



마이크로비트의 구조



마이크로비트의 특징

• 따로 따로 제어할 수 있는 25개의 LED 불빛들

• 프로그래밍 가능한 2개의 버튼

• 하드웨어 확장 가능 핀

• 빛센서와 온도 센서들

• 움직임 센서들(가속도 센서와 나침반(자기) 센서)

• 라디오(Radio)와 블루투스(Bluetooth)를 이용한 무선 통신 기능

• USB 인터페이스



마이크로비트 사용과정

컴퓨터에 연결다운로드하기



마이크로비트 사용 과정

To micro:bit To PC Program ON

CodingDownloadingDo micro:bit



마이크로비트를 준비합니다



USB 연결케이블을 꼽습니다



컴퓨터의 USB단자와 연결합니다



Makecode.microbit.org 에 접속합니다



새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 입력 후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딩을 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이크로비트가 동작합니다



스마트폰에 연결하기
젠더를 활용한 유선케이블 연결



Makecode.microbit.org
에 접속

새프로젝트 버튼 클릭
프로젝트 명 입력 후, 
create 클릭

코딩하기



문자열 추가 다운로드 클릭 장치페어링 클릭 장치선택 후 연결클릭



확인 클릭 다운로드 선택 다운로드 완료



아이패드에 연결하기



앱스토어 클릭



마이크로비트 검색



앱 설치하기



앱 실행하기



앱 열고, 마이크로비트 선택 클릭



Pair a micro:bit 클릭



마이크로비트의 버튼 클릭 후 Next



마이크로비트와 동일한 패턴 만들고, Next!



마이크로비트 A버튼 클릭하고, Next!



연결 성공~! OK 클릭하기



Create Code 클릭



코딩하고 다운로드 클릭



다운로딩



다운로딩 성공!!!



Makecode 사용법



실행 블록 소개하기

시작할 때만 실행
명령을 한번만 실행함

무한반복 실행
계속 명령을 수행

A, B, A+B 버튼을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

자이로센서와 연관이 있으며, 흔들거나, 뒤집는 등의 액션이
있을 때 명령을 실행함

핀이 연결되었을 경우에 명령을 실행함. 외부센서와 연결할 때
사용 됨



수 출력하기



기본 블록을 엽니다



수 출력블록을 시작하면 실행에 삽입합니다



왼쪽의 시뮬레이터에 숫자가 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되었습니다



LED 출력하기



기본블록에서 LED출력을 선택합니다



무한반복실행에 삽입합니다



무한반복실행에 LED출력 삽입 후, 점 그리기



LED출력을 아래에 삽입하고 점 그리기



이동하는 효과 만들기



무한반복실행에 LED출력 삽입 후, 점 그리기



LED출력을 아래에 삽입하고 점 그리기



아이콘 출력



기본블록에서 아이콘출력을 꺼냅니다



다양한 아이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실행



입력블록에서 누르면 실행을 꺼냅니다



A버튼, B버튼, A+B버튼 클릭 시 명령 수행



흔들면 감지하기



입력블록에서 감지하면 실행을 꺼냅니다



흔들면 명령을 수행합니다



연결되면 실행



입력블록에서 연결되면 실행을 꺼냅니다



핀이 연결되면 명령을 수행합니다



연주하기



연주하기 with 확장보드

• 마이크로비트는 소리출력이 되지 않으므로, 출력을 하려면, 핀
으로 스피커, 이어폰 등에 연결해야 합니다.

•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보드를 사용합니다.

• 나만의 곡을 작곡해보세요.^^



음악블록에서 도 출력을 꺼냅니다



누르면 실행에 넣고 계이름을 만듭니다



각도를 보여주는 나침반



방위 각도 알아보기



캘리브레이션(초기화)

• 자기센서 코딩을 다운받은 후에는 캘리브레이션(초기화)를 반드
시 실행해야 한다

• 초기화를 하라는 문구가 지나간 후에, LED 도트가 켜지는데, 마
이크로비트를 사방으로 기울여서 25개의 불이 다 켜지도록 하
면 된다. 다 켜지면, 웃음 표시가 나면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다.



입력블록에서 자기센서값을 꺼냅니다.



A누르면 실행 속, 수 출력에 삽입합니다.



북쪽을 향하면 N자 보여주기



변수와 if~else

• 센서로 값을 읽어드릴 경우, 이 값을 저장할 장소가 필요한데, 
이 장소를 변수라고 합니다.

• 변수의 이름은 한글, 영어 다 가능하며, 알아보기 쉽게 정합니다

• 우리가 말할 때 “만약 ~라면, ~하고, 아니면 ~합니다” 라고 말
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명령이
다를 때 if~else 블록을 사용합니다. 

• 만약 ~라면 이라는 조건이 1개 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경우
에는 +버튼을 클릭해서 조건을 늘일 수 있습니다.



변수블록을 클릭하면 변수만들기 클릭



새변수이름을 N극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클릭



기본블록에서 무한반복실행 블록 꺼내기



변수에서 N극에 저장 꺼내서 삽입



입력블록에서 자기센서값을 꺼내서 삽입



논리블록에서 if~else 블록을 꺼내서 삽입



논리에서 또는 블록을 꺼내어 삽입



논리에서 부등호 블록을 꺼내어 삽입



변수에서 N극을 꺼내서 2곳에 삽입



45와 315를 입력



문자열출력 블록을 꺼내어 삽입



N과 없음 을 입력



라디오 기능 사용하기



라디오 기능

• 마이크로비트끼리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

•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면 연결되는 것처럼 주파수를 맞추고
통제하는 것

• 송신을 위한 코딩과 수신을 위한 코딩이 나눠지며, 송신과 수신
코딩을 함께 다운받기도 한다

• 라디오송신이 가능하려면, 마이크로비트가 동일한 그룹으로 설
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하면 실행블록에 그룹을설정 블록 삽입



A버튼을 누르면 Hi 라고 출력하도록 코딩



미세먼지키트 만들기



하드웨어 조립하기



미세먼지측정기 부품



부품 이름

1 미세먼지 PCB 보드 회로를 쉽게 연결하기 위해 제작된 보드

2 마이크로비트 IO확장보드 마이크로비트 연결을 쉽게 하도록 제작된 보드

3 미세먼지 센서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센서

4 신호등 모듈 신호등으로 상태를 표시하는 모듈

5 미세먼지 센서케이블 미세먼지 센서와 회로를 연결하는 케이블

6 AAA 배터리 홀더 AAA 배터리 케이스(단독으로 활용 시 사용)

7 AAA 배터리

8 미니 십자드라이버 볼트 조립을 위한 드라이버

9 서포트 & 볼트

10 양면 테이프



미세먼지측정기 조립하기

미세먼지 PCB 보드에 마이크로비트 IO 확장보드를 장착합니다



미세먼지측정기 조립하기

미세먼지 센서에 미세먼지센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측정기 조립하기

미세먼지 센서에 연결한 케이블의 반대쪽을 미세먼지 PCB 보드에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측정기 조립하기

마이크로비트와 신호등 모듈을 미세먼지 PCB보드에 장착된 확장보드와 4핀 핀헤더 소켓에 각각 결합합니다



미세먼지측정기 조립하기

배터리 홀더를 마이크로비트에 연결합니다



코딩하기



보드 핀맵 이해하기



프로젝트를 시작



먼지측정값, 미세먼지 2개의 변수를 생성



먼지측정값,미세먼지에 저장 삽입



누르면 실행 블록 꺼냄



수 출력을 누르면 실행에 삽입



미세먼지를 수 출력에 삽입



계산에서 반올림을 꺼내서 미세먼지 삽입



핀에서 P1에 디지털값 0 출력 삽입



고급제어에서 일시중지 꺼냄



일시중지 280을 삽입



먼지측정값에 P0아날로그 입력값 저장 삽입

일시중지 40



P1에 디지털값 1 출력 삽입, 일시중지 9680



미세먼지에 비례변환한 먼지측정값 저장



논리에서 if~else 블록 꺼내서 삽입



P2, P8, P12에 0, 0, 1 출력을 삽입



논리에서 꺼내서 미세먼지≤75 부등식 작성



미세먼지≤150 부등식 작성, P8이 1출력



P12만 1출력으로 이미지와 같이 작성



아이콘 출력을 3곳에 다른 표정으로 삽입



스마트 식물재배기 스터디



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



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 이해하기

엽록소 확대사진 광합성 과정식물과 환경



식물 세포구조



스마트 화분의 의미

•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친환경공기정화기에 대
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핀란드의 나바아(NAAVA)시스템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도 인
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공기정화기 시스템 개발을 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메이커용 도구인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와 WiFi연결이 가능한
ESP8266을 활용하여 원격환경측정장치 개발이 가능하며, 실제
로 옥천주택에서 활용되고 있음

• 차후 환경을 센싱해서 원격으로 그 데이터를 수신하여 활용하
는 연구를 지속하고, 교재 및 교구를 제작하여 공급할 예정임



스마트화분: BLOCKFARM



블록팜 특징

• 기업체가 아닌 메이커들이 아두이노라는 보드와 각종 부품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

• 3D프린팅과 페트병 재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
도록 구성 됨

•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빛과 진동모터의 제어가 가
능하도록 함

• 코딩은 오픈소스인 아두이노 스케치와 앱인벤터를 사용

• 부품 및 코딩, 제작방법 등이 모두 공유 됨



수경식물재배기(3D프린팅+자원재활용)



부품구성



부품구성



회로도



부품 연결



부품구성



부품구성



부품구성



식물재배기 앱



식물재배기 앱



식물재배기 앱



식물재배기 앱



식물재배기 앱



식물재배기 앱



스마트화분:Ropot



스마트화분의 특징

•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학생들의 관찰용 교보
재로 활용할 예정임







스마트화분:Bloomengine
블루투스 원격제어, 조명등 기능



스마트 화분의 특징

•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학생들의 관찰용 교보
재로 활용할 예정임



각 부분 살펴보기



영양제와 압축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