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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두이노 개발환경 준비하기 

 

1.1 아두이노 개발 SW 다운로드 및 설치 

본 가이드에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SPL 블록 코딩 SW를 사용하여 아두이노 

LoRa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두이노 개발 SW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단계1: 개발 SW 다운로드 

 단계2: 개발 SW 설치 

 단계3: USB 드라이버 설치 

 단계4: 아두이노 보드와 PC 연결 

 단계5: 개발 SW 실행 

 단계6: 아두이노 보드 정보 선택 (보드 종류 및 속도) 

 

먼저 아래의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발 SW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http://www.helloapps.co.kr/download 

 

아래 그림과 같이 아두이노 코딩 SW 링크를 클릭하여 최신 버전의 SPL 블록 코

딩 SW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특별히 파일을 저장할 목적이 아니라면 링크 클릭

후 ‘실행’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바로 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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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개발 SW 설치과정은 특별히 복잡한 과정은 없으며, 대부분 ‘다음’ 버튼만 클

릭하고 기본 선택만 유지하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아두이노 코딩 SW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2 아두이노 USB 드라이버 설치 

 

아두이노 개발 SW 설치가 끝나고 나면 바탕화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SPL’ 이름

의 폴더가 하나 생성됩니다.  

 

 

 

 

SPL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개발 

SW를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는 것입

니다. SPL 폴더에 있는 파일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USB 드

라이버 설치파일 중에 자신의 컴퓨터 OS 종류에 맞는 파일을 실행하여 USB 드

라이버를 설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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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USB 케이블을 아두이노 보드와 PC의 USB 포트에 각각 연결해 줍니

다. 아두이노 보드와 PC가 연결되는 순간, 남아 있는 USB 드라이버 설치 작업이 

진행되며, PC의 화면 우측 하단을 보면 드라이버 설치를 진행하는 아이콘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략 5초 ~ 30초 소요) 

 

1.3 SPL for 아두이노 SW 실행 

 

SPL 폴더에 있는 파일 중에서 SPL for 아두이노 이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줍

니다. 맨 처음 표시되는 화면은 제품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되는데, 제

품키가 없는 경우에는 체험판으로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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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표시되는 화면은 코딩 명령어 메뉴를 한글로 표시할 것인지 영어로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코딩을 활 

예정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제품키 인증 및 언어 선택이 끝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블록 코딩 상

태의 편집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SPL은 Simple Programming Language의 약자로

서, C언어를 배우기 쉽도록 블록 언어와 스크립트 언어로 구현해 놓은 EPL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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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편집기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프로그램 상단의 가운데 있는 아두이노 

보드의 설정 메뉴를 확인합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USB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

치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보드를 Arduino Uno로 선택해 주고, 시리얼 

포트를 목록에서 선택해 줍니다. Baudrate는 Arduino Uno에서는 항상 115200 이

므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COM 포트에 아무런 항목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아두이노 보드가 정상적으

로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한 후, SPL 편집기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켜 줍니다. 

 

SPL 편집기의 장점은 블록 언어, 스크립트 언어, C언어 코딩을 하나의 편집기에서

할 수 있고, 프로그램 결과가 상호 호환된다는 것입니다. 난이도에 맞추어 처음에

는 블록언어로 시작했다가 점차 스크립트와 C언어로 변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SPL 편집기에서는 블록언어로 개발된 코드를 스크립트로 불러올 수 도 있으며, 

스크립트나 C언어로 개발된 코드를 블록 형태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편집기 왼

쪽 맨 위에 있는 새파일을 클릭하거나 기존 코드를 불러올 때, 블록 방식으로 열

지 스크립트로 열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 경험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일을 생성하거나 불러올 때 SPL 스크립트 모드로 

선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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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맛보기 

1.4.1 아두이노 명령어의 구성 

 

아두이노 명령어는 크게 디지털 명령어와 아날로그 명령어로 구분되며, 핀으로 

값을 출력할 경우에는 뒤에 Write 단어가 붙고, 값을 읽어 올 때에는 뒤에 Read 

단어가 붙습니다. 

 

 DigitalRead 

 DigitalWrite 

 AnalogRead 

 AnalogWrite 

 

실제 사용되는 아두이노 명령어 더 많지만, 일단 위의 규칙만 알아도 다양한 주

제의 아두이노 창작 작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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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아두이노 보드의 구성 

 

아두이노 보드는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

서는 브레드보드 없이 센서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올인원 쉴드를 기준으로 실습

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올인원 쉴드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디지털 핀은 0번에서 13번까지 총 14개가 있지만, 이 중 0번과 1번 핀은 PC와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번 부터 13번 까지 총 12개의 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핀은 0번 부터 5번까지 총 6개의 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핀에 센서를 연결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0번 핀부터 센서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

다. 아날로그 4번과 5번 핀은 다른 용도(I2C 통신)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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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아두이노 프로그램 구조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코딩이 진행되는 지 확인해 보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예제

를 작성해 봅니다. 먼저 SPL 편집기 왼쪽 맨 위에 있는 새파일을 누른 후, 코딩 

편집기 선택 창이 뜨면 “SPL 스크립트 보기”로 선택하여 C언어 또는 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편집기 창을 추가합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setup() 함수와 loop() 함수가 기본으로 생성됩

니다. 처음에 한번 실행되는 명령어나 초기화 명령어들은 setup 함수 내부에 추

가해 주고, 그 이후로 계속 반복 실행되는 명령어들은 loop 함수 내부에 추가해 

줍니다. 

void setup() 

{ 

 //처음에 한번 실행되는 명령어들은 이곳에 추가해 줍니다. 

} 

void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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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 함수에 있는 명령어들이 실행된 후에는 loop() 함수에 있는  

 //명령어들이 계속 반복하여 실행됩니다. 

} 

 

1.4.4 디지털 LED 점멸하기 

 

디지털 포트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1초 간격으로 점멸시키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void setup() 

{ 

  

} 

 

void loop() 

{ 

 digitalWrite(13, HIGH); //LED를 켭니다. 

 delay(1000);   //1초 (1000밀리초)를 기다립니다. 

 digitalWrite(13, LOW);  //LED를 끕니다. 

 delay(1000);   //1초 (1000밀리초)를 기다립니다. 

} 

 

프로그램을 저장한 후 SPL 편집기 상단의 실행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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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콘솔 창이 표시된 후, 일정한 시

간이 지나고 나면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콘솔창은 나중에 센서값이나 LoRa 모듈에서 수신된 값이 출력되는 창이기도 하

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는 화면입니다. 방금 전에 업로드한 예제는 화면으로 값을 

출력하는 기능이 없이 때문에 일단, 콘솔 화면을 닫고,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LED를 확인해 봅니다. 만약 아두이노에 연결할 LED나 센서가 없는 경우는 일단, 

아두이노에서 컴파일과 업로드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 이해하는 차원에서 

본 예제를 실행해 봅니다. 

 

1.4.5 Hello World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하기 

 

1초 간격으로 콘솔창에 “Hello World”를 출력하는 아두이노 코드는 다음과 같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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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115200 보드레이트로 시리얼 오픈 

} 

 

void loop() 

{ 

 Serial.println("Hello World");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delay(1000);   //1초를 기다립니다. 

} 

 

1.4.6 아날로그 조도 센서값 출력하기 

 

아날로그 0번 센서에 조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센서 값을 1초 간격으로

콘솔 창으로 출력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센서값은 0 

~ 1023 사이의 숫자 값으로 읽혀집니다. 

//아날로그 0번 핀에 조도센서를 연결합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 

 

void loop() 

{ 

 int a = analogRead(0); //아날로그 0번 센서의 값을 읽어옵니다. 

 Serial.println(a);  //변수 a의 값을 출력합니다. 

 delay(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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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어두워지면 저절로 켜지는 LED 장치 구현하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어두워지면 저절로 켜지는 장치를 구현해 봅니다. 

void setup() 

{ 

  

} 

 

void loop() 

{ 

 int a = analogRead(0); 

 

 if (a < 600) 

  digitalWrite(13, HIGH); 

 else 

  digitalWrite(13, LOW); 

 

 delay(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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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ingPlug 서버로 데이터 전송하기 

2.1 간단한 문자열 전송하기 

LoRa 모듈이 정상적으로 LoRa 망에 Join 되어 있다면, 이제 간단한 데이터를 전

송해 보도록 합니다. 새로운 스크립트 창을 열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봅

니다.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int cnt = 0;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 

 

 if (cnt == 0) 

 { 

  LoRa.SendMessage(“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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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t++; 

 if (cnt > 1000) 

  cnt = 0; 

 

 delay(10); 

} 

 

위의 코드를 업로드 한 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마다 메시

지 성공 로그가 콘솔 화면에 표시됩니다. 최종적으로 RX DONE 메시지가 표시되

면 정상적으로 전송된 것입니다. 

Send Data 

Send Data Port:2, Byte :3 

Event mode 

 txDone  

OnRadioTxDone 

RSSI -104, SNR 25 

RX DONE 

 

ThingPlug에서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으며, 모든 데이터를 16진수 형

식의 문자열로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16진수를 나타내는 0 ~ 9, A ~ F 이외의 

문자열 값을 곧바로 모듈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한 바이트 값은 16진수로 2개의 문자로 구성됩니다. ThingPlug에서는 모든 바이

트 값들이 2개의 문자로 표기되어 전달되며, 전달되는 16진수 형식의 문자열은 

반드시 짝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데이터 예를 사례로 전달되는 경

우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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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값 전송 여부 

“01020304” 정상적으로 전달 

“Hello” 변환하지 않으면 전송되지 않음 

“123” 홀수 길이라서 전달되지 않음 

“XYZ” 16진수에서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므로 

전달되지 않음 

 

기본 ThingPlug 통신방식에서는 16진수의 문자열만 전송이 가능하지만, 

LoRaShield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양한 변환 명령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Hello 

LoRa”와 같은 일반적인 문자열도 간단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는 문

자열 값을 16진수 형식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int cnt = 0;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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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 

 

 if (cnt == 0) 

 { 

  LoRa.SendMessage(“Hello”, HEX); 

 } 

 

 cnt++; 

 if (cnt > 1000) 

  cnt = 0; 

 

 delay(10); 

} 

 

아래의 예제는 정수형 센서 값을 16진수 형식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int cnt = 0; 

 

void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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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LoRa.available()) 

 {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 

 

 if (cnt == 0) 

 { 

  int a = analogRead(0); 

  LoRa.SendMessage(a, HEX); 

 } 

 

 cnt++; 

 if (cnt > 1000) 

  cnt = 0; 

 

 delay(10); 

} 

 

 

2.2 조도 센서 값 전송하기 

일반적으로 LoRa 모듈에는 여러 개의 센서와 장치들이 연결될 수 있으며, 센서값

을 전송할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값들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문

자열형 외에도 실수나 정수형 등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이 섞여서 전송될 수 있

기 때문에 송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ThingPlug 가이드에

서는 이러한 데이터 포멧에 대해 TTV 형식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T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KTelecom에서 제공하는 표준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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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는 정수형 아날로그 센서의 값 (조도센서)을 TTV로 전송하는 예를 보여

줍니다. 조도센서는 TTV 가이드에서 0x12번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으며, 

unsigned short 형식의 자료형을 필요로 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int형과 short형

의 차이가 없으므로 unsigned int 형으로 자료를 전송하며, TTV에서 unsigned 

short형의 경우 전송되는 자료의 형은 0x05 값으로 전송됩니다. 

 

//10초마다 정수형 아날로그 센서의 값을 LoRa 모듈로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int cnt = 0;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 

 

 if (cnt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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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igned short 형식으로 데이터 전송 

  unsigned int a = AnalogRead(0); 

 

  //조도센서 0x12 

  LoRa.PrintTTV("12", a); 

 

  LoRa.SendTTV(); 

 } 

 

 cnt++; 

 if (cnt > 1000) 

  cnt = 0; 

 

 delay(10); 

} 

 

 

2.3 온도 센서 값 전송하기 

아래의 예제는 10초 간격으로 TTV 형식의 온도센서의 값을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온도센서는 0x11 형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실수형은 0x0A 형식으로 전송됩니다. 

 

//10초마다 실수형 아날로그 센서의 값을 LoRa 모듈로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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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int cnt = 0;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 

 

 if (cnt == 0) 

 { 

  int b = analogRead(1); 

  float f = (float)b / 33.0; 

 

  //온도센서 0x11 

  LoRa.PrintTTV("11", f); 

 

  LoRa.SendTTV(); 

 } 

 

 

 cnt++; 

 if (cnt > 1000) 

  cn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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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y(10); 

} 

 

 

2.4 여러 데이터 동시에 전송하기 

서로 종류가 다른 센서의 값을 하나로 묶어서 전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예제는 조도센서와 온도센서의 값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전송하는 과정

을 보여줍니다. 

//10초마다 조도센서와 온도 센서의 값을 LoRa 모듈로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int cnt = 0;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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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cnt == 0) 

 { 

  //unsigned short 형식으로 데이터 전송 

  unsigned int a = AnalogRead(0); 

 

  int b = AnalogRead(1); 

  float f = (float)b / 33.0; 

 

  //온도 센서 

  LoRa.PrintTTV("11", f); 

  

  //조도센서 

  LoRa.PrintTTV("12", a); 

 

  LoRa.SendTTV(); 

 } 

 

 cnt++; 

 if (cnt > 1000) 

  cnt = 0; 

 

 delay(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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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ingPlug 서버로부터 데이터 수신

하기 

 

3.1 간단한 값 수신하기 

이번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과는 반대로 클라이언트에서 ThingPlug 서버로 

보낸 값을 LoRa 모듈을 이용해 아두이노에서 읽는 과정을 다룹니다. 

 

먼저 LoRa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 후,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 시킵니다. 

//수신된 값 출력하기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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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String m = LoRa.GetMessage(); 

 

  if (m != "") 

  { 

   Print("[[ ThingPlug Data ]] "); 

   PrintLine(m); 

  } 

 } 

} 

 

LoRa.ReadLine() 명령어는 모듈에서 전달해 주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반면 

LoRa.GetMessage() 명령어는 ThingPlug 서버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만을 

전달합니다. LoRa.GetMessage() 명령어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는 없고 반드시 

LoRa.ReadLine()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같이 호출해 주어야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LoRaShield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LoRa.ReadLine() 명령어 실행시 

ThingPlug로부터 “SKT_EXT_DEVMGMT“ 형식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LoRa.GetMessage() 명령어가 실행되면 전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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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신된 값으로 LED 제어하기 

 

아래의 예는 TTV 형식으로 LED 를 제어하는 제어 명령어가 전달되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수신된 값 출력하기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String m = LoRa.GetMessage(); 

 

  if (m == "280100") 

  { 

   PrintLine("[[ LED Of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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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if (m == "280101") 

  { 

   PrintLine("[[ LED On ]]"); 

  } 

 } 

} 

 

 

3.3 수신된 값으로 DC 모터 제어하기 

아래의 예는 ThingPlug 로부터 TTV 형식으로 DC 모터를 제어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수신된 값 출력하기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String s = LoRa.R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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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Line(s); 

 

  String m = LoRa.GetMessage(); 

 

  if (m == "260100") 

  { 

   PrintLine("[[ DC Motor Off ]]"); 

  } 

  else if (m == "260101") 

  { 

   PrintLine("[[ DC Motor On ]]"); 

  } 

 } 

} 

 

 

3.4 송신과 수신 동시에 수행하기 

 

아래의 예는 ThingPlug 로부터 제어 신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센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0 초마다 조도센서와 온도 센서의 값을 LoRa 모듈로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LED 와 모터를 제어하는 예제입니다. 

 

#include <LoRaShield.h> 

 

LoRaShield LoRa(10, 11); 

 

void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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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begin(115200); 

 LoRa.begin(38400); 

} 

 

 

int cnt = 0; 

 

void loop() 

{ 

 while (LoRa.available()) 

 { 

  String s = LoRa.ReadLine(); 

  PrintLine(s); 

 

  String m = LoRa.GetMessage(); 

 

  if (m == "260100") 

  { 

   PrintLine("[[ DC Motor Off ]]"); 

  } 

  else if (m == "260101") 

  { 

   PrintLine("[[ DC Motor On ]]"); 

  } 

  else if (m == "280100") 

  { 

   PrintLine("[[ LED Off ]]"); 

  } 

  else if (m == "2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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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Line("[[ LED On ]]"); 

  } 

 } 

 

 if (cnt == 0) 

 { 

  //unsigned short 형식으로 데이터 전송 

  unsigned int a = AnalogRead(0); 

 

  int b = AnalogRead(1); 

  float f = (float)b / 33.0; 

 

  //온도 센서 

  LoRa.PrintTTV("11", f); 

  

  //조도센서 

  LoRa.PrintTTV("12", a); 

 

  LoRa.SendTTV(); 

 } 

  

 cnt++; 

 if (cnt > 1000) 

  cnt = 0; 

 

 delay(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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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습 

 

[주제 1] 

ThingPlug로부터 DC 모터 제어신호를 받은 후, 모터가 작동 중일 때 LED도 같이 

켜지도록 기능을 수정해 봅니다. 

 

[주제 2] 

서보 모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ServoWrite(핀번호, 각도) 

ServoWrite(2, 90); 90 도로 회전 

ServoWrite(2, 0); 0 도로 회전 

 

DC 모터 제어신호를 수신받은 후 모터가 작동하면 서보 모터를 90도 회전시키고, 

작동중지 상태면 서보모터를 0 도로 회전시키는 기능을 구현해 봅니다. 

 

[주제 3] 

컬러 LED 바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NSSetAllColor(red, green, blue) 

void setup() 

{ 

 NSBegin(8, 2) 

} 

 

void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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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SetAllColor(255, 0, 0) 

 NSShow() 

 Delay(1000) 

} 

 

LED 제어신호를 수신받은 후 LED 가 작동하면 컬러바를 NSSetAllColor(255, 255, 

255)로 켜주고, LED 가 꺼지면 컬러바를 NSSetAllColor(0, 0, 0)으로 실행시켜 

봅니다. 

 

[주제 4] 

물을 공급하는 모터 펌프 제어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Moto1Write(파워값) 

Motor1Write(255); 모터 펌프 작동 시작 

Motor1Write(0); 모터 펌프 작동 중지 

 

DC 모터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모터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구현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