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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물 인터넷과 메시지 송 기능(GCM)을 기반으로 하

는 화재 방지 로그램을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는 창고 리자가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을 제시하 고, 해결방안인 화재 방지 로그램의 설계 결과물과 구  과정들을 볼 수 있다. 

1. 본론

 안동 신시장 식료품 창고에 형화재로 약 9억 원의 손

실이 있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식료품 창고  물

류 창고에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손실과 경제 손실의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 

[1]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빠르게 정보를 받아 화재

로 인한 손실을 이기 하여 화재 방지 시스템을 제안

한다.

1.1 요구사항 명세서

  이 로그램의 설계 목 은 사물인터넷기술과 Google 

Cloud Messaging(이하 GCM으로 통칭)기술을 이용하여 

창고의 화재 발생을 방하기 함이다. 24시간동안 항시 

리하기 힘든 형 창고가 이 로그램을 이용할 주요 

환경  상이며, 무선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이 

로그램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다.  

  <표 1>은 본 로그램의 요구사항 명세서이다. 요구사

항 명세서는 시스템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을 두어 사

용자가 기능 인 요구사항과 비 기능 인 요구사항을 추

출하여 정리한 문서이다. 그에 따라 요구사항명과 개요상

세설명을 나열하여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 다.[2] 요

구사항 ID는 라즈베리 이의 PI를 사용하여 ID의 목록을 

나열하 다. 요구사항 명이란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며 개

요란 이러한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요구사항 

내역에는 상세설명과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세설명

이란 기능이 하는 일을 상세하게 작성한 것이다. 유형은 

이 기능이 비 기능인지 기능인지를 구분하는 란이다. 비 

기능은 신뢰도나 정확도 같은, 품질 속성이라 불리는 시

스템의 특성을 의미한다.[2]

* 본 논문의 교신 자임.

<표 1> 알람기능 요구사항 명세서

1.2 유스 이스와 기술서

  앞서 설명했던 요구사항명세서를 토 로 화재 방 로

그램을 설계하 다. 이 에는 설계과정에서 사용된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과 유스 이스 기술서를 서술하 다. 

  <그림 1>은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이며, 시나리오를 

참조하여 유스 이스를 추출하 다. <표 2>는 <그림 1>

의 유스 이스들을 설명하기 한 표다.

 <그림 1>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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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 이스명 알리다

액터 PHONE

제조건 1. 휴 폰이 통신 가능 범 에 있다.

이벤트흐름
2. PI에서 험 데이터가 송된다.

3. PHONE에 알람이 뜬다.

종료조건 휴 폰에 메시지가 뜬다.

<표 2> 유스 이스 설명

<표 3>는 “알리다”라는 기능의 유스 이스 기술서이다. 

유스 이스명은 유스 이스의 이름이고, 액터는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이다. 제 조건은 이 유스 이스 기능이 

실행되기 한 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벤트 흐름

은 이 기능이 어떤 순서 로 실행되는지를 뜻하는 것이

고, 종료조건은 이 기능이 종료되는 조건을 뜻한다.

유스 이스명 알리다

액터 PHONE

제조건 1. 휴 폰이 통신 가능 범 에 있다.

이벤트흐름
2. PI에서 험 데이터가 송된다.

3. PHONE에 알람이 뜬다.

종료조건 휴 폰에 메시지가 뜬다.

<표 3> 유스 이스 기술서

  

1.3 시 스·클래스 다이어그램

  본 에는 시 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실

행순서의 흐름과 계를 기술하 다.

  <그림 2>는 시 스 다이어그램이며 객체 간의 달되

는 메시지의 흐름을 악하기 해 작성된 것이다. 액터 

이가 온·습도를 측정하고 DB로 데이터를 송한다. 

DB는 송된 값들을 장하며 이 온·습도 값이 험범  

내에 있는지 계산한다. 계산된 값들은 폰으로 송된다. 

PHONE은 경보가 달되면 알람을 받는다.

<그림 2> 시 스 다이어그램

  <그림 3>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며, 각 개체의 속성과 

오퍼 이션을 지정한다. 속성은 특성에 이름을 붙이고 허

용 가능한 값의 범 를 설정하고 오퍼 이션은 객체의 행

동을 의미한다[3]. 이 클래스는 센서 값을 측정하는 역

할이고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는 라즈베리 이에 의해 계산

된 값의 데이터들을 리하는 역할이며 데이터베이스는 

라즈베리 이에 의존 계이다. 폰 클래스는 알람을 울리

는 역할이다. 이 클래스와 데이터베이스는 연 계이다.

<그림 3> 클래스 다이어그램

2. 용  사례

  4장은 앞의 설계들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경보 알람

을 받아 볼 수 있는 메시지 기능을 구 해 보았다. 메시

지 기능을 구 하기 해 Google사에서 제공해주는 개발

자가 서버에서 자신의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으로 데이

터를 송하게 해주는 서비스인 ‘GCM’이 사용되었다.[4]

  제작 환경은 운 체제 ‘Windows 7 Enterprise’ 이용되

었고, 로세서는 AMD사의 ‘FX(tm)-8300 Eight-Core 

Processor’이다. 그리고 설계된 애 리 이션 사용자 인터

페이스는 운 체제 ‘안드로이드 OS 4.4.2’ 로 구동된다.

<그림 4> 로그램 메인화면

  <그림 4>는 화재 방지 로그램의 메인화면이다. 제일 

에 있는 칸은 특정한 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아래 ‘기록보기’, ‘온도기록’, ‘습도기록’

은 버튼으로 해당 버튼들을 르게 되면 각각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으로 이동된다. 각각의 창에서는 재의 데

이터와 된 최 , 최솟값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해당 

버튼으로 이동된 화면에서 폰의 뒤로 가기 버튼을 르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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