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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가 공기청정기를 직  제어하지 않더라도 센서가 반응하여 로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며, 웹

페이지기반의 어 을 통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공기청정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일주일간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다.

1. 서론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배출 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피해가 나날이 증

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미세먼지 피해만큼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 를 맞아 IoT기술과 인공

지능기술이 더해진 스마트홈 IoT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직  가동할 수도 

있지만, 공기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한 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ON/OFF 하거나, 농도수치를 확인

하고 원격으로 ON/OFF 할 수 있는 IoT기반의 공기청정

기를 만들고자 하 습니다[1].

2. 로젝트 개발 방법  과정

   아크릴 과 3D 린터를 이용하여 공기청정기의 본체

의 하드웨어와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의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2]. 공기청정기의 기능으로 공기 의 오염

도를 측정하기 한 먼지센서와 공기를 필터로 거르기 

해 공기 흡입, 배출을 한 팬이 있습니다. 먼지센서와 팬

을 제어하기 해서 오 소스인 라즈베리 이를 사용하

습니다. 사용자가 간편하게 공기오염도의 데이터를 확인하

고, 공기청정기 작동을 제어하기 하여 Apache Tomcat

을 서버로 둔 JSP(Java Server Page)기반의 반응형 웹페

이지를 개발하 습니다[3]. 평소에는 센서가 미세먼지 농

도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가동되지만 필요시 사용자가 스

마트폰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작동/ 단 버튼을 러 공기

청정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4]. 버튼을 를 경우 웹페

이지에서 공기청정기(라즈베리 이)로 명령을 송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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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공기청정기를 제어. 한 미세먼지센서를 통해 실

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할 수 있으며 일주일간의 미세

먼지농도를 D/B에 장 후 디스 이 해 주기 때문에 

로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5].

<표 1> 로젝트 일정

(그림 2)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

<표 2> 유스 이스 시나리오(미세먼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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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스 이스 시나리오(모드 설정)

<표 4> 유스 이스 시나리오(공기청정 기능)

<표 5> 유스 이스 시나리오(로그 조회)

(그림 2) 웹 UI 로토 타입

(그림 3) 하드웨어 상도 / 3D 모델링

   구  할 내용은 개발 역과 기능별로 나 었습니다. 개

발 역으로 나 어서 <표 1>로 개발일정을 수립하 습니

다. 개발 역에서 하드웨어는 3D 모델링과 3D 린터를 이

용하여 <그림 3>과 같이 설계를 하고 제작하 고, 공기청

정기의 껍데기는 아크릴 을 이용하여 제작하 습니다. 제

어  모니터링 어 은 로토타입인 <그림 2>를 참조하

여 제작하 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소 트웨어 구 은 요

구사항에 따른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과 유스 이스 시나

리오를 미세먼지 측정, 모드 설정, 공기청정 기능, 로그 조

회의 기능별로 나 어 작성하여 설계하 습니다. 

3. 수행 결과

(그림 4) 웹 Home UI

(그림 5) 웹 측정 Log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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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oT 기반의 

공기청정기

   라즈베리 이의 OS인 라즈비안에서 이썬 언어로 제

어 소 트웨어를 로그래  하 고, 모니터링  제어를 

한 어 리 이션은 아 치 톰캣 기반의 웹서버로 구

하 습니다. 

   어 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값을 확인 

할 수 있고, ON/OFF버튼으로 공기청정기를 원격 제어 할 

수 있습니다. 한, AUTO모드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농도

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ON,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값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OFF 해 니다. 

4. 결론  기 효과

   원하는 장소(집, 직장,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어디서든 그 장소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할 수 있고, 직

 혹은 자동으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여 공기를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에 있지 않더라도, 집안의 공기  미

세먼지 농도를 확인 할 수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면 

집에 들어가기  공기를 정화시켜 쾌 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체의 크기에 비해 필터의 크기가 작아서 

공기청정에 시간이 조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 환경에서 본체의 크기만큼 필터의 크기를 키운다면 공

기청정에 걸리는 시간이 확연히 어들 것입니다. 한 펜

의 속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넣으면 미세먼지 농

도에 따라 좀 더 민감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됩

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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