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8, August (2017), pp. 327-342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8.17

센서 데이터를 위한 스마트 통합 처리 시스템 연구
지효상1), 김재성2), 김리원3), 김정준4), 한익주5), 박정민6)

Study of Smart Integration processing Systems for Sensor Data
1)

2)

3)

4)

5)

6)

Hyo-Sang Ji , Jae-Sung Kim , Ri-Won Kim , Jeong-Joon Kim , Ik-Joo Han , Jeong-Min Park
요 약
본 논문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IoT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을 소개한다. IoT 분야의 발전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송•수
신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센
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율제어 시스템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
제어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데이터 형식은 도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다양한
도메인에 자율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는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시켜 창문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
부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1) receiveData, 2) parseData, 3) addToDatabase의 3단계 프로세
스를 가지고, 자율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를 하는 자동 창문
개폐 시스템 ‘Smart Window’를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해 대기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하며, 저
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 분석 및 더 나은 자율제어 수행을 위한 기계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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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integrated processing system of smart sensor data for IoT service which
collects sensor data and efficiently processes it. Based on the technology of collecting sensor data to the
development of the IoT field and sending it to the network · Based on the receiving technology, as
various projects such as smart homes, autonomous running vehicles progress, the sensor data is processed
and effectively An autonomous control system to utilize has been a problem. However, since the data type
of the sensor for monitoring the autonomous control system varies according to the domain, a sensor data
integration processing system applying the autonomous control system to various different domains is
necessary. Therefore,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Smart Sensor Data Integrated Processing System, apply
it and use the window as a reference to process internal and external sensor data 1) receiveData, 2)
parseData, 3) addToDatabase 3 With the process of the stage, we provide and implement the automatic
window opening / closing system "Smart Window" which ventilates to create a comfortable indoor
environment by autonomous control system. As a result, standby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monitored,
and machine learning for performing statistical analysis and better autonomous control based on the stored
data is made possible.
Key Words : Sensor Data, IoT, MTConnect, Autonomic Computing, Arduino

1. 서론
최근 IoT 분야의 발전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송 • 수신하는 기술을 바
탕으로 하는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1][2]. 이러한 프로젝트에
서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율제어 시스템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
다. 자율제어 시스템에서 타겟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데이터 형식은 도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다
양한 도메인에 자율제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형식의 설비 및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표준인 ‘MTConnect’를 참
조한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를 추가하여 저장을 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 분석 및 기계학습을 기반한 자율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도메인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대기
중 미세먼지가 급증함에 따라 실외는 물론 실내에도 미세먼지 잔존 량이 많기 때문에, 실내라고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사람, 특
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약자와 의사표현을 못하는 영 • 유아의 건강
이 위협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창문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
부의 센서로부터 대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환기를 하는 자동 창문 개폐 시스템 ‘Smart Window’ 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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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참조 모델인 ‘MTConnect’, 자율제어시스
템,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하여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 아키텍
처를 적용한 ‘Smart Window’ 시스템과 자율제어를 위한 의사 결정 트리를 소개하며, 데이터 수집
과 처리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Smart Window’ 시스템의 수행 과정을 설명하며,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시스템의 참조 모델인 ‘MTConnect’와 자율제어 시스템, 아두이노에 대
해 설명한다.

2.1 MTConnect
최근 IoT 분야의 발전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송 • 수신하는 기술을 바
탕으로 하는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IoT 분야의 기본
은 센서 데이터 수집이다. 그러나 센서 데이터 형식은 도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다
양한 도메인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표준인 ‘MTConnect’를 참조한다[3][4].

MTConnect는 제조설비와 응용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개발된 확장 가능한 통신 미
들웨어이다. MTConnect는 산업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해 주로 활용된
다. MTConnect는 크게 설비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MTConnect 표준 포맷으로 변경하는

‘Adapter’와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Agent’, 그리고 ‘Agent’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 받
는 ‘Client’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은 MTConnect의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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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TConnect 구조[3,4]
[Fig. 1] MTConnect Architecture[3,4]

이러한 MTConnect 구조를 본 연구 시스템의 참조 모델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Agent에 대
응하는 Java Server, Machine에 대응하는 것은 컨트롤러(센서, 엑추에이터), 그리고 Client에 대응
하는 Android Application을 구현한다.

2.2 목표 모델과 오류 트리를 이용한 자율제어 시스템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센서 데이터
를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율제어 시스템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자율제어 시
스템은 기본적으로 1)타깃 시스템 모니터링, 2)분석, 3)계획, 4)실행의 4 단계를 가진다[5-7].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율제어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IBM과 CISCO가 공동으로 연구한
로그 기반의 ‘Adaptive Service Framework(ASF)’, Columbia University에서 연구한 컴포넌트 기반
의 ‘Heart Beating Framework’,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에서 연구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
어의 구조적 모델 기반의 자율제어 시스템 등이 있다. 각 방법의 장단점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각각의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고-신뢰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이 목표 모
델과 오류 트리를 이용한 자율제어 시스템이다.
목표 모델과 오류 트리를 이용한 자율제어 시스템은 시스템의 운영 목표와 발생할 수 있는 오
류를 목표 모델과 오류 트리로 모델링하고 목표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한다. 시스템
에서 발생한 오류는 오류 트리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오류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자율제어를 실
행하는 방법이다. 그림 2는 이 시스템을 적용한 ‘Smart Window’를 위한 자율제어 시스템 아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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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보여준다.

[그림 2] 스마트 윈도우를 위한 자율제어 엔진[5-7]
[Fig. 2] Autonomic Control Engine for Smart Window[5-7]

‘Goal-achievement evaluator’는 시스템의 목표를 추상화한 목표 모델을 토대로 전체 시스템의
달성도를 계산하며 자율제어 시스템의 ‘Monitoring’ 단계를 수행한다. ‘Error analysis & inference

engine’은 시스템의 만족도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Goal-achievement evaluator’에서 전달받은 데이
터를 토대로 현재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정의한 오류 트리를 통해 분석하며 원인을 추론한다. 이
는 자율제어 시스템에서의 ‘Analysis’단계와 같다. 마지막으로 ‘Strategy & planning executor’는

‘Goal-achievement evaluator’에서 추론한 오류 원인을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
는 자율제어 시스템의 ‘Planning’ 과 ‘Execute’ 단계와 같다.

2.3. Arduino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IoT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송 • 수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프로그래밍 환경과 오픈 소스 자
료가 많은 아두이노를 채택하였다[8-10].
아두이노는 물리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객체들과 디지털 장치를 만
들기 위한 도구로, 간단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를 기반으로 한 오픈 소스 컴퓨팅 플랫폼과 소프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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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개발 환경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의 여러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엑
추에이터를 제어하며, 통신 모듈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로 송 • 수신한다.

3.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 구조 및 프로세스
본 장에서는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적용한 ‘Smart

Window’ 시스템과 자율제어를 위한 의사 결정 트리를 소개하며, 데이터 수집과 처리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 설명한다.

3.1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구조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적용한 Smart Window의 서버 시
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이 창문 주변의 내부, 외부 센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Data

Receive Module’, 대기 데이터를 파싱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맞게 변환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Data Processing Module’, 자율제어 시스템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Client)에서 요청한
대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Data Providing Module’, 제공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제어를 하는

‘Autonomic Control System’의 4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또한, 현재 대기 상태 정보를 센싱하여 서
버로 보내는 Controller 모듈,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 액션을 취하는 Controller 모듈, 서버와 연
동하여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 하는 Database 모듈, 서버에게 현재 상태 모니터링 및 과거 히스토
리 조회 명령을 보내 해당 정보를 서버로부터 응답 받는 Client 모듈이 존재한다. 그림 3은 Smart

Window 시스템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그림 3] 스마트 윈도우의 시스템 구조
[Fig. 3] System Architecture of Smart Window

332

Copyright ⓒ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8, August (2017)

3.1.1 Data Receive Module
창문을 기준으로 외부와 내부 센서에서 전해지는 대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모듈이다. 이 데이터
는 “20170430154224|25|30|12.5|7|10|27|32|15.9”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Data Receive

Module은 수신한 데이터를 문자열 형태로 ‘Data Processing Module’에 전달한다.
3.1.2 Data Processing Module
‘Data Receive Module’ 로부터 전달받은 문자열 형식의 대기 정보 문자열을 1) 파이프 단위로
쪼개 파싱하고(Parsing Data), 2) 파싱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한다(Analysis Data), 3) 유효한 데
이터는 외부 Database에 저장되는 형태로 내부에서 변환되며(Processing Data), 4) 외부 데이터베
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한다(Storing Data).

3.1.3 Data Providing Module
‘Data Providing Module’은 자율제어 시스템이나 대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Client의 대기 데이
터 제공 요청을 받아 외부 Database에 저장된 최신 데이터를 “25|30|12.5|7|10|27|32|15.9” 형식
으로 변환해 응답을 해 준다. Client 의 요청 및 응답은 TCP/IP 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3.1.4 Controller(Sensors)
‘Controller(Sensors)’는 창문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며, 현재 내부와 외부의 대기 상태
(온도,

습도,

미세먼지,

유해가스)를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한

시간과

데이터를

“25|30|12.5|7|10|27|32|15.9”과 같은 문자열 형식으로 서버에 전송한다. 전송 방식은 TCP/IP 프
로토콜을 사용한다.

3.1.5 Controller(Actuators)
‘Controller(Actuators)’는 창문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며, 서버로부터 모터 제어 명령
을 받아 외부 창틀에 있는 창문과 내부 창틀에 있는 필터를 열고 닫을 수 있다.

3.1.6 Database
‘Database’는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센서로부터 대기 정보를 전송 받아 저
장되는 테이블은 AirInfo이며, 서버로부터 현재 내부와 외부 창문의 상태(open, close)를 전송 받아
저장되는 테이블은 WindowState이다.

3.1.7 Client
Client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버로 현재 상태 모니터링과 과거의 기록들을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는 히스토리 명령을 요청하여, 서버로부터 해당 데이터들을 응답 받아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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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를 출력한다.

3.2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는 그림 4와 같이 Step 1:
receiveData, Step 2: parseData, Step 3: addToDatabase 의 3 가지 단계를 따른다. 본 절에서는 3
단계의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그림 4] 프로세스
[Fig. 4] Process

Step 1: ReceiveData
Arduino에서 창문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내부에서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유해
가스(CO, CH4)를 센싱하고, 외부에서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를 센싱한다. 측정된 데이터를

“InTemperature|InHumidity|InDust|InCO|InCH4|OutTemperature|OutHumidity|OutDust”의 문
자열 형태로 서버에 TCP/IP 방식으로 전송한다.

Step 1에서는 서버 소켓에 쌓인 컨트롤러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 데이터는 그림 [4]
에서 보는 것과 같이 “25|30|12.5|7|10|27|32|15.9”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Step 2: parseData
Step 2에서는 Step 1 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파이프 ‘|’ 단위로 잘라 파싱한다. 총 8개로 구분되
어 첫번째부터 순서대로 내부 온도, 내부 습도, 내부 미세먼지 양, 내부 이산화탄소 양, 내부 메탄
가스 양, 외부 온도, 외부 습도, 외부 미세먼지 양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파싱된 데이터와 데이터를 받은 시각을 추가해서, Database에 저장하기 위하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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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마에 맞는 형식으로 형변환을 실시한다.

Step 3: addToDatabase
Step 3에서는 Step 1부터 Step 2를 거치며 재구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는 차후 자율제어 엔진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3.3 스마트 윈도우 의사결정 트리
Smart Window에서 자율제어 엔진에 의하여 모니터링, 분석, 전략 계획, 전략 실행을 하는데 있
어서 참조할 의사 결정 트리는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의사결정 트리
[Fig. 5] Decision Tree

Smart Window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
표(Sub goal)는 세 가지로 습도 조절, 미세먼지 조절, 유해가스 조절이 있다. 하위목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가중치 값으로, 하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실행할 때, 상충되지 않도록 가중치가
높은 전략이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하위목표인 습도 조절은 외부 습도 센서가 현재 습도 값을 측정하여, 비나 눈이 내릴 때의 통상
적인 습도인 70%를 기준으로 외부 습도가 70%보다 높거나 같으면, 비나 눈이 내린 다고 추측하여
창문과 필터를 닫는다. 반대로 외부 습도가 70%보다 낮으면,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추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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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열고, 필터는 닫는다.
미세먼지 조절은 내부와 외부의 미세먼지 센서가 현재 내부와 외부의 미세먼지 값을 측정하여,
만약 외부의 미세먼지 값이 내부의 미세먼지 값보다 높으면 외부의 공기가 내부의 공기보다 더럽
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외부 공기를 필터링해서 받아들이기 위해 내부 창틀에 부착된 필터가 동작
하도록 내부 창틀을 닫고, 외부 창틀은 연다. 반대로 외부의 미세먼지 값이 내부의 미세먼지 값보
다 낮으면 내부의 공기가 외부의 공기보다 더럽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내부 공기를 배기하기 위해
내부 창틀과 외부 창틀을 연다.
유해가스 조절은 내부의 유해가스 센서가 현재 CO, CH4 값을 측정하여, CO, CH4 값이 일상적
인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를 배기하기 위해 내부 창틀과 외부 창틀을 연다.
이들의 가중치 값은 습도 조절, 미세먼지 조절, 유해가스 조절이 각각 0.2, 0.3, 0.5로 생명과 건
강에 가장 연관이 깊은 순서로 유해가스 조절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미세먼지 조절, 습도 조절
순이다.

3.4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본 절에서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명한다. 창문 내부와
외부의 센서로부터 전송되는 대기 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내부와 외부의
대기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제어 엔진을 통해 조정이 된 내부와 외부의 창문 상태
를 저장 및 관리해야 한다. 이 정보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넣으면, 센싱되는 값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부와 외부의 창문 상태의 똑 같은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값이 많아져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해 중복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창문 내부와 외부의 대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AirInfo’ 테이블과 내부
와 외부 창문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StateInfo’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6은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나타낸다.

<AirInfo Table>

<StateInfo Table>

[그림 6] 스마트 윈도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Fig. 6] Database Schema for Smart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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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Info’ 테이블은 창문 내부와 외부의 센서로부터 센싱되는 대기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한다.
그 내용으로는 시간, 내부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양, 일산화탄소 양, 메탄가스 양, 외부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양을 의미한다. 그림 7은 AirInfo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7] AirInfo 테이블 데이터 예
[Fig. 7] Example Data in AirInfo Table

‘StateInfo’테이블은 외부 창틀에 있는 창문과 내부 창틀에 있는 필터의 열고 닫힘 상태를 저장
한다. 그 내용으로는 시간, 내부 필터의 상태, 외부 창문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8은 StateInfo 테
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8] StateInfo 테이블 데이터 예
[Fig. 8] Example Data in StateInfo Table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조는 중복되는 데이터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AirInfo’와

‘StateIn-fo’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 자율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4. 실험
본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간단한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엑추에이터 작동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은 컨트롤러의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앞 장에서 제시한 아키
텍처에 맞춰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는 지 확인한다. 또한, 각 모듈 간 수집된 데이터 송 · 수신
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Step 1) 서버 실행
실험을 위해서는 우선 컨트롤러와 서버, 모바일 Client와 서버를 연결해서 소켓이 생성되는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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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소켓이 생성이 되었다면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완료 된 것이다. 그림 9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서버 화면이다. 컨트롤러와 Client가 서버에 접속을 시도 하고 있으며,

“MadeServerSocket”이라는 문구를 통해 소켓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서버
[Fig. 9] Server in Smart Window System

Step 2) 컨트롤러(센서) 작동
서버와 컨트롤러(센서)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동작을 한다면, 컨트롤러(센서)는 일정주기마다
현재 측정한 내부와 외부의 대기 정보들을 서버에 전송한다. 전송되는 데이터 형식은 앞 장에서의
데이터 포맷을 따른다.
그림 10은 Step 2의 과정을 아두이노 IDE 시리얼 모니터로 전송되는 정보를 보여준다. 먼저 현
재 대기 정보를 측정한다. Inside_Temp는 내부 온도, Inside_Humi는 내부 습도, Inside_Dust는 내
부 미세먼지 양, Outside_Temp는 외부 온도, Outside_Humi는 외부 습도, Outside_Dust는 외부 미
세먼지 양을 의미한다.
그 후 서버에 전송하기 위해 TCP 소켓을 생성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본 논문의 데이터 포맷인

“InTemperature|InHumidity|InDust|InCO|InCH4|OutTemperature|OutHumidity|OutDust”에 맞
춰 변환 후 서버로 전송 후 소켓을 닫는다.

[그림 10] 아두이노 컨트롤러 센싱
[Fig. 10] Sensing in Arduino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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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아두이노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서버가 받았음을 보여주고, 이를 Database에 저장한
다. Client의 IP 주소를 확인하고, Client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보여준다. 본 논문의 데이터 포맷

“InTemperature|InHumidity|InDust|InCO|InCH4|OutTemperature|OutHumidity|OutDust”

에

맞게 데이터를 받으면, 파이프 ‘|’ 단위로 잘라 파싱한다. 데이터는 총 8개로 구분되어 첫번째부터
순서대로 내부 온도, 내부 습도, 내부 미세먼지 양, 내부 이산화탄소 양, 내부 메탄가스 양, 외부
온도, 외부 습도, 외부 미세먼지 양을 의미한다. 여기에 데이터를 받은 시각을 더해 Database에 저
장한다.

[그림 11]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추가
[Fig. 11] Receiving Data and Add to Database

Step 3) Database 저장
이전 단계가 수행되면, 컨트롤러가 전송한 데이터를 서버 측에서 받고, 이를 데이터 처리 프로
세스에 의하여 Database에 저장한다. 발생한 데이터들을 Database에 저장함으로써 오래된 데이터
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들을 자율제어 시스템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2는 실제 저장된 데이터의 예이다.

Time은 데이터를 받은 시각, inTemperature은 내부 온도, inHumidity는 내부 습도, inDust는 내
부 미세먼지 양, co는 내부 이산화탄소 양, ch4는 내부 메탄가스 양, outTemperature은 외부 온도,

outHumidity는 외부 습도, outDust는 외부 미세먼지 양을 의미한다.
하지만, 센싱을 하는 컨트롤러가 작동을 멈추지 않는 한, 이러한 형태로 센싱되는 값들이

Database에 계속 누적되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회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야
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샘플 데이터
[Fig. 12] Sample Data in Smart Windo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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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컨트롤러(액추에이터) 작동
그림 13은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는 컨트롤러를 아두이노 IDE 시리얼 모니터 화면이다. 서버로부
터 ‘1’을 수신하면 해당 창문 혹은 필터를 열고, ‘2’를 수신하면 해당 창문 혹은 필터를 닫는다.

[그림 13] 아두이노 컨트롤러의 엑추에이터
[Fig. 13] Actuating in Arduino Controller

Step 5) Client에서 조회
그림 14 는 현재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내부와 외부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을 알 수 있으며,

Database 조회를 통해 과거의 기록들 또한 그래프 형식으로 출력한다.

[그림 14] 클라이언트에서 스마트 윈도우 시스템 질의
[Fig. 14] Inquiry for Smart Window System in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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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버튼을 누르면, Client에서 서버로부터 현재 대기 상태 정보를 요청한다. 그 후 서
버는

Database로부터

최신

대기

상태

정보를

조회하여

본

논문의

데이터

포맷인

“InTemperature|InHumidity|InDust|InCO|InCH4|OutTemperature|OutHumidity|OutDust”에 맞
춰 데이터를 Client에게 전송하여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한다. 이를 받은 Client는 파이프 ‘|’ 단위로
잘라 파싱한다. 데이터는 총 8개로 구분되어 첫번째부터 순서대로 내부 온도, 내부 습도, 내부 미
세먼지 양, 내부 이산화탄소 양, 내부 메탄가스 양, 외부 온도, 외부 습도, 외부 미세먼지 양을 의
미한다. 이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UI 중 Inside State Info와 Outside State Info로 출력한다.

‘Mode Control’은 Auto 모드와 Manual 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다. Auto 모드 시 서버가 자율
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을 위해 구상한 의사결정 트리에 의거하여 자동으
로 창문 개폐를 한다. Manual 모드 시 Manual Control에 존재하는 Inside Filter와 Outside

Window 스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창문을 수동으로 창문 개폐를 한다.
‘History’ 버튼을 누르면, Client에서 서버로 일정한 주기에 맞게 과거의 내부 대기 상태 정보(온
도, 습도, 미세먼지)를 요청하면, 서버는 Database로부터 정보를 일정 주기로 나눠 그 평균 값을
조회하여

“Temp[0]|Temp[1]|Temp[2]|Temp[3]|Temp[4]|Temp[4]|Humi[0]|Humi[1]|

Humi[2]

|Humi[3]|Humi[4]|Dust[0]|Dust[1]|Dust[2]|Dust[3]|Dust[4]”의 데이터 포맷에 맞춰 Client에게
전송하여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한다. 이를 받은 Client는 파이프 ‘|’ 단위로 잘라 파싱한다. 데이터
는 총 15개로 구분되어 첫 번째부터 5 번째 까지는 과거의 10분 마다 온도에 대한 평균값, 6번째
부터 10번째 까지는 과거의 10분 마다 습도에 대한 평균 값, 11번째부터 15번째 까지는 과거의 10
분 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평균 값을 꺾은 선 그래프 형식으로 출력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표준인 ‘MTConnect’를 참조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
해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1) receiveData, 2) parseData, 3) addToDatabase의 3단계 방법론
을 가지는 스마트 센서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버를
동작시키고, 데이터를 주고 받을 준비가 되면 컨트롤러부터 센싱된 데이터들을 수신 받고, 이러한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Database를 통해 센서에서 측정한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 분석 및 기
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센서의 데이터들은 컨트롤러가 정지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 양이 많아져서 조회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데이터 양이 많아지므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센서를 1개로만 하여 정확한 대기 정보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연구
로 빅데이터 기반의 센서 데이터를 통한 통계 분석 및 기계학습을 테스트할 것이며, 센서 데이터
수집 방식을 개선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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