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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택의 실내 온습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IoT 기반이 되는 아두이노와 센서들을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에이 트 서버에 

장 리한다. 에이 트 서버는 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주택의 실내 온습도를 제어하여 쾌

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1) 실험에 사용한 아두이노 사진

1. 서론

   우리나라는 4계 로 되어있고, 일교차가 비교  심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건조기, 난방기

가 거의 필수로 배치되어 있다. 그 이유는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건조하기 때문이다[1]. 사람이 살

고 있는 주거환경은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응한 생활양

식과 함께 개선되고 있다. 체온조 의 부담이 가장 은 

온도, 다시 말하면 덥지도 춥지도 않는 최 온도는 18도 

정도이며, 15.6-20도 정도에서 쾌 함을 느낄 수 있다. 실

내의 쾌 함을 유지하려면 온도 외에도 습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습도가 30% 미만이거나 80%이상이면 좋지 않고, 

40-70% 정도면 체로 쾌 함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쾌 함을 주는 습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5℃에서

는 70%정도, 18-20℃에서는 60%, 21-23℃에서는 50%, 

24℃ 이상에서는 40%가 당한 습도이다. 온도 조 에 

실패 할 경우에 기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습도 조

에 실패를 하면 습도가 60% 과할 경우에는 세균은 

40% 증가하고, 곰팡이가 205% 증가한 사례도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주택의 실내 온도 습도 조건을 쾌 하

게 유지하면서도 가정용 기요 을 약하고, 가족의 건

강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온·습도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각종 센서들을 주

택 내의 각 모서리에 배치를 하여 온도 습도 값을 측정해

서 평균값을 낸 후, 자동으로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 건

조기, 난방기의 가동을 제어한다. 한 년, 월, 일, 시간, 

단 의 데이터를 리함으로써 정확도가 높은 온도 습

도 제어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스템 설계  구

   제안하는 시스템은 온도 습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련 

기기들을 제어하는 아두이노 모듈과 데이터를 장 리

하는 에이 트 서버,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련 기

기들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어 리 이션으로 구

성된다. 그림 1은 본 시스템에서 실험에 사용한 아두이노 

사진이다. 

 아두이노 모듈은 각종 센서를 통해 온도 습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그비 통신을 통해 wifi 모듈을 장착한 아두이

노 모듈에 송한다. 지그비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다

시 wifi를 통하여 에이 트 서버에 달된다. 에이 트 서

버는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이를 활

용하여 한 온도 습도를 결정하여 제어 코드를 아두이

노 모듈로 송한다. 아두이노 모듈은 다시 에이 트 서버

로부터 수신한 제어 코드를 이용하여 각종 냉난방기, 제습

기 등의 생활 가 을 제어한다. 각종 생활 가 에 추가

인 기기 장착이나 변경 없이 실내 온도 습도를 제어하기 

해, 아두이노 모듈은 IR 모듈을 이용하여 리모트 컨트롤

러로 가 을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그림 2는 본 시

스템에서 수집한 실내 온도 습도 데이터를 장한 데이터

베이스의 운용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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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도 습도 데이터베이스

(그림 3) 온도 제어를 통한 실내 온도 변화

(그림 4) 습도 제어를 통한 실내 습도 변화

실험 데이터 수집을 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로토타입 

모델을 개발하 다. 구 된 시스템의 아두이노 모듈은 

DHT22(AM2301) 온습도 센서와, 아두이노 우노, 와이 이 

쉴드로 구성하 다. 에이 트 서버는 APM(Apache, PHP, 

Mysql) 서버를 인스톨한 가정용 PC를 이용하 다. 웹 어 리

이션은 에이 트 서버에 설치된 APM을 이용하여 구동되며, 

지난 하루간의 온도 습도 변화와 함께 다양한 그래 로 주택 

내의 실내 온도 습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다. 

3. 실험 결과  분석

그림 3은 구 된 시스템이 실내의 온도를 제어하여 일

실내 온도를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지를 보여

주는 그래 이다. 일교차가 큰 환 기에 실내 온도의 변화

를 낮추어 으로써 유아나 노약자의 감기를 방할 수 

있도록 일정 수 의 온도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그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내의 시간 변화

에 따라 온도 제어 시스템이 동작했을 때와 동작하지 않

았을 때 실내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연하

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는 구 된 시스템이 실내의 습도를 제어 했을 때

와 그 지 않을 때를 비교한 그래 이다. 그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습도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동안 약 

10% 정도의 습도 변화를 가지며, 사람이 약간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습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습도 제어를 동작

시켰을 경우 실내의 습도를 약 40%정도로 유지 시켜 

으로써 사람이 쾌 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는 온도 습도 정보를 활용하여 주택의 내부 

환경을 쾌 하게 유지하면서도 가정의 기 요 을 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습도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각종 센서를 통해 온도 습도 데이

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어컨, 선풍기, 히터 등과 

같은 냉난방용 생활 가 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

안하는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하기 하여 수집한 데이터

의 오차범 를 계산하여 실제 온도 습도에 근 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온도와 습도 제어

를 통하여 실내 환경을 쾌 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향후에는 과거의 온도 습도 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해당 지역의 기상 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능동 으

로 실내 온도 습도를 제어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를 소모

하는 알고리즘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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