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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류에게 가스는 주된 에 지원이며 재에도 우리는 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가스 감지에 

한 연구들이 많지만 부분은 가정에서 사용하기엔 무 비용이 많이들거나, 기능이 무 부실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들보다 비용이 감되고 가스 출 상황에 해 좀 더 빠르고 정확

하게 응할 수 있는 아두이노와 가스센서를 통해 가스를 감지하고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하며, 소방서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산업 명 이후 인류는 가스를 주된 에 지원으로 이용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 사고는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

으로 연결되어 있는 재난이다. (그림 1)을 보면 가스

로 인한 사고로 재산  인명피해가 2010년도부터 2014년

도까지 매년 발생되고 있고 LP가스사고의 발생 건수는 

차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가스나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1]

(그림 1) 가스별 사고 건수 통계

  사고를 이기 해 많은 가스 감지기가 나와있지만 이

러한 방법들에는 출된 가스를 직 으로 감지하지 않

거나 실용화되기엔 고가의 장비들이 사용되고, 경고 방식

이 부실하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Q-2 가스 센서와 아두이노 그

리고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을 사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가스 출 감지 시스템의 구   

  MQ-2 가스 센서는 내부에 포함된 히터가 정온도로 

올라 센서 내부의 속막에 달라 붙은 공기 의 성분에 

달라진 항 값을 압 분배의 법칙을 통해 아날로그 값

으로 아두이노와 통신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 인 측면에서 감하면서 사용자에

게 가스 출에 한 경고를 효과 으로 알릴 수 있도록 

MQ-2 가스센서와 아두이노,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을 

사용하여 가스 감지 시 웹 서버 통신을 통하여 외부에 있

는 사용자에게도 경고를 보낼 수 있도록 구 하고자 한다.

  (그림 2)는 가스 감지 시스템의 시나리오이고 (그림 3)

은 아두이노는 가스센서와 물리 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

습니다.

(그림 2) 가스 감지 시스템의 시나리오와 구성

  (그림 3) 아두이노는 가스센서와 물리 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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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어 리 이션을 통해 웹 서버에 

속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작과 동시에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MQ-2 가스센서는 실시간으로 기 의 가스 농도를 측

정하게 된다. 아두이노에 부착되어 있는 WiFi-Shield를 통해 

간략한 웹 서버를 구축하여 아두이노와 어 리 이션간의 데

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 으며 센서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

는 TCP 서버 통신에 의해 어 리 이션으로 달된다. 아두

이노로부터 달받은 데이터는 어 리 이션의 화면에서 실

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감지부에서 기 치 이상의 가스 

농도를 검출하면 진동을 동반한 토스트 메시지를 통해 1차

인 경고와 함께 사용자의 개입이 없어도 소방서로 문자메시

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설정에서 on/off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스 감지시스템의 순서도는 (그림 4)과 같다. 우선 

MQ-2 가스 센서가 가스 출을 감지하여 농도가 험 수  

이상이라고 인식하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TCP 서버 통신

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 폰의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으로 

푸시메시지와 진동알람을 보내 가스 출에 한 인식을 가

능하게 한다. 

(그림 4) 가스 감지시스템의 순서도

사용자가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웹 서버에 속하게 되

면 (그림 5)와 같이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에 속을 알리

는 로그가 출력이 된다.

(그림 5) 웹 서버의 속 로그

  (그림 6)은 실시간 체크 인 농도와 가스 검출 시의 변

화를 보여 다. 기 이던 가스 센서에서 가스가 감지가 

되면 측정되는 가스의 양에 따라 데이터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농도는 TCP 서버 통신을 통해 어

리 이션의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어 리 이션에

서는 아두이노가 속해 있는 IP주소를 확인하여 서버 연

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그림 7)와 같이 서버에 연결

하면 Vie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실시간 가스 농도가 기 치를 넘게 되

면 기기에서 진동을 동반한 알림과 함께 지정된 번호로 

가스 출에 한 경고를 문자로 보내도록 구 되어 있다

(그림 6) 가스 농도에 한 값의 변화

(그림 7) 어 리 이션에서의 서버 속

(그림 8) 실시간 체크 화면과 변화

3.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한 경고 혹은 

가스 타이머가 아닌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가스 

출 감지 시스템이다.  문자 메시지와 진동알림을 통한 

경고보다 원격제어 등을 사용하여 더욱 사용자에게 효과

으로 경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에 있으며 이를 통

해 가스 사고에 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 혹은 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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