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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과 IoT(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산업의 성장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
하여 원격 전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황사, 공해와 같
은 대기 오염으로 인해 인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이
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IoT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환경 모니터링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센
서들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있어 
가격이 비싸며 통신 방식 또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다
양하다. 이로인해 시중에는 부착된 센서의 종류에 따라 
혹은 통신 방식에 따라 많은 종류의 환경 모니터링 단말
기들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말기에 다양한 센서 
모듈과 통신 모듈들을 탈부착형으로 사용하여 사용자들
이 필요한 환경 센서와 통신 모듈만 사용하고 다른 요소
의 환경측정이나 통신 방식이 필요할 때는 기존 모듈과 
함께 혹은 기존 모듈이 필요없을 때는 기존 모듈을 제거
하고 새로운 모듈을 부착하면 자동으로 단말기에서 환경 
센서의 종류와 통신 방식의 종류를 인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를 측정
할 수 있는 환경 센서 모듈과 측정 데이터를 근거리 무
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Wi-Fi, Zigbee, Bluetooth 모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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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별 식별 번호를 부여한 하드웨어와 단말기에 어떤 
센서 모듈과 통신 모듈을 연결하든 자동으로 센서의 종
류와 통신 방식을 식별하여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는 단말기를 제작하여 센서와 통신 모듈이 플러그 앤 플
레이로 자동 인식되어 데이터를 측정하고 전송할 수 있
는지를 시험하였다.

2.1 환경센서의 종류와 특징

  본 실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센서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이며 이 센서들은 측정 범위와 해
당 가스에 대한 측정 감도가 모두 다르다.

표 1. 환경 센서별 주요 특징

구분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센서
제조사

Sensoric SENKO Sensoric

센서품명 NH33E100SE SS1128 H2S3E30 

측정범위 0-100ppm 0-500ppm 0-30ppm

Sensitivity 130nA/ppm 120nA/ppm 100nA/ppm

Resolution 1ppm 1ppm 0.1ppm

  이러한 환경 센서들의 측정범위와 해당 가스에 반응하
는 감도(Sensitivity)가 다르다는 것은 이 센서의 아날로
그 출력 값들에 해당하는 공기중 해당 가스의 농도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력 값이 어떤 환경 센서인
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당 가스의 정확한 농도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1과 같이 센서 모듈들은 아날로그 
측정값과 센서ID값을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달하면 마이
크로프로세서에서는 센서ID를 먼저 해석하여 어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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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센서 모듈과 통신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환경 측정 장비에서 간편하게 센서와 통신 모듈을 교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제시한다. 고가의 센서 모듈과 다양한 통신 모듈들을 모두 측정 장치에 장착하기에는 비용 상승과 측정 장

비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신모듈과 센서모듈에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통신 모듈과 센서모듈을 정해진 규격의 커넥터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센서와 통신 방식의 종류를 프로그램에서 

인식하여 각각의 방식에 맞게 할당된 프로그램과 통신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센서와 통신 방식을 선택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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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확인하여 출력 값에 해당되는 농도 해석 프로그
램을 구동하게 된다.

▶▶ 그림 1. 시험 단말기 블록다이어그램

2.2 센서 판별 알고리즘 설계
  

▶▶ 그림 2. 센서판별알고리즘 순서도

  센서모듈들은 정해진 ID를 부여받게 되며 본 실험에서
는 암모니아는 ‘0000’, 일산화탄소 ‘0001’, 황화수소는 
‘1111’이라는 값을 할당하였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센
서 값을 읽기 전에 센서 ID값을 먼저 해석하여 어떤 종
류의 센서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센서 고유의 감도에 해
당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농도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3. 설계 시스템 시험

  설계한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단말기는 
다양한 센서를 연결할 수 있고, 통신 모듈들의 교체가 가
능한 자체 설계한 PCB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의 
수신 시험을 위하여 SerialPortMon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그림 3. 시험 보드

  측정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통신프로토콜은 센서의 ID
와 측정값, 통신 방식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였으며 PC에
서는 SerialPortMon 프로그램으로 수신데이터를 모니터
링 하였다.

▶▶ 그림 4. 모니터링 프로그램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 센서와 통신 모듈을 탈부
착할 수 있는 단말기에 개별 ID를 갖는 센서모듈과 통신
모듈을 부착하여 플러그앤플레이가 가능한 환경측정 기
술을 구현하였다. 센서모듈마다 개별 ID를 부여하여 마
이크로프로세서에서 해당 센서모듈에 대응한 농도 계산 
알고리즘을 구동하였으며, Zigbee, Bluetooth, WiFi로 데
이터를 각각 전송하여 PC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환경측정 단말기로 사용 환경에 맞는 
다양한 환경 센서와 통신 모듈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
어 IoT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센서모듈과 통신 모듈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스위치 등 다양한 입·출력 모듈들의 플러그앤플레이 분
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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