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사물인터넷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2005년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주목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Cisco, 
Gartner 등의 조사기관에서 사물인터넷이 유망키워
드로 제시되면서 산업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1]. 세
계적인 시장조사전문업체인 가트너에서는 2012년
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10대 전
략 기술로 사물인터넷(IoT)을 발표했다[2]. 이러한 
사물인터넷(IoT)의 핵심 기술은 센서(sensor)이다. 
센서는 빛, 소리, 화학물질, 온도 등 내·외부에서 
발생한 신호들을 수집하여 과학적인 방법 등으로 
분석하여 내·외부의 각종 상태를 파악하는 장치이
다[1,2]. 대부분의 IoT 센서 제품들이 센서로부터 
값을 전달 받지만 그 값의 정확성에 대해서 판단
을 하지 못하고 센서의 고장유무에 대해서도 센서
에 직접 현상을 일으켜 이상유·무를 판단해야 하거
나 여러 센서들을 이용한 Localized Faulty 
Sensor Det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센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
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센서 값을 전달
받고 표준편차를 이용해 그 값의 정확성과 센서의 
고장유무를 판단하는 모바일 앱을 설계 및 구현하
고자 한다.

Ⅱ. 관 련 연 구

2.1 Localized Faulty Sensor Detection 알고리즘
Localized Faulty Sensor Detection(LFSD) 알

고리즘은 인접한 노드간의 센서 값 비교를 통해 
센서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다. 각각
의 센서 노드는 규칙적으로 자신의 센서값을 인접
한 노드에게 전송하며, 알고리즘의 동작 순서는 그
림3과 같이 5단계로 나뉘어 진다.

1번째 단계에서 각 노드들의 평가값 Cĳ는 0으
로 설정되며, 평가값은 같은 시간에 측정된 현재 
노드의 센서값 Sｉ와 인접 노드로부터 측정된 센
서값 Sｊ의 차와 미리 정의된 threshold 값보다 
클 경우 1로 설정된다.

2번째 단계에서 각 노드의 상태값 Tｉ는 첫 번
째 단계에서 결정된 인접 노드의 평가값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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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의 IoT모듈은 센서로 값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에 센서의 정확성과 고장 유·무를 판단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와 무선통신, 웹서버, 안드
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센서에서 추출된 값을 비교·분석한 표준편차를 이용해 센서의 고장 유·
무를 판단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아두이노의 와이파이, 온습도센서 모듈 
등을 이용하여 통신 연결을 하고 각종 환경, 제어정보들을 HTTP통신을 이용하여 웹서버와 통신하여 
전달하고 제어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직접 IoT모듈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센서 
상태를 모니터링 및 진단하고 고장 유·무를 파악하여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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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며, 상태값은 인접 노드의 상태에 따라 LG 
또는 LF로 결정된다. 결정된 노드의 상태는 인접 
노드에게 전송되며 수신된 인접 노드의 상태는 다
음단계에서 상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3번째 단계에서는 인접 노드중 상태값 LG를 갖
는 노드의 개수에 따라 노드의 GD 상태가 결정되
며, 4번째 단계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노드의 
상태값을 1~3번째 단계에서 결정된 인접 노드의 
평가값과 상태값의 반복 비교를 통해 GD 또는 FT
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에서는 4단계까지 결정되
지 못한 노드의 상태값이 인접 노드의 상태값을 
통해 GD 혹은 FT로 결정된다[3].

그림 1. Localized Faulty Sensor Detection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필연적으로 여러 개의 센서가 
필요 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센서로 
기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2 IoT 센서 모듈
IoT 센서 모듈은 데이터를 얻기 위한 온습도 센

서와 전원 제어를 위한 릴레이모듈, 웹서버와 통신
을 위한 NodeMCU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
도는 그림 2와 같다.

1. 온습도 센서를 이용 온도·습도를 체크한다.
2. 현재 릴레이 모듈의 ON/OFF상태를 확인하

여 저장한다.
3. NodeMCU 보드를 이용하여 WiFi허브에 연

결하여 웹서버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
는다.

4. 웹서버와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 통신하여 
웹 페이지에 있는 제어 값을 전달받는다. 전

달받은 제어 값에 따라 릴레이 모듈을 사용
하여 온습도 센서의 전원을 제어한다.

그림 2. IoT 센서 모듈 구성도

2.3 표준편차
산포도의 하나인 표준편차는 자료가 평균을 중

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이다. 표준편차의 단위는 자료의 단위와 일치
한다. 표준편차가 0에 가까우면 자료 값들이 평균 
근처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편차가 클
수록 자료 값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확률변수 X의 평균이 μ, 표준편차가  σ인 정규
분포를 따르면 확률밀도함수는 

이다. 모집단에서 임의로 하나의 값을 취할 때이 
값이

구간[μ-σ,μ+σ]에 속할 확률은 68.27%,
구간[μ-2σ,μ+2σ]에 속할 확률은 95.45%,
구간[μ-3σ,μ+3σ]에 속할 확률은 99.73%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확률의 값은 신뢰구간을 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4].

P(μ-1.65σ≤X≤μ+1.65σ) = 0.90
P(μ-1.96σ≤X≤μ+1.96σ) = 0.95
P(μ-2.58σ≤X≤μ+2.58σ) = 0.99

이 정보를 토대로 센서의 데이터를 1분 동안 2초
당 1회씩 30개의 데이터를 받아 표준편차를 측정
하여 센서 값의 이상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Ⅲ. 센서 진단 어플리케이션 설계

3.1 실험 장비
소켓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에 

접속 가능한 IoT 센서 모듈이 필요하다. 또한 센서 
모듈에서 송신된 데이터를 받기위한 안드로이드OS 
기반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IoT 센서 모듈은 WiFi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스마트폰은 자체 
내장된 LT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한다.

3.2 센서 진단 어플리케이션 설계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IoT 센서 모듈

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출력된 데이터들은 콤마(,)를 구분자로 사용하였
다. 이 구분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나누면 온습도센
서 전원여부, 온도, 습도로 나누어지며,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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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oT센서 모듈 데이터

센서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
였다.

1. 센서 진단 알고리즘설계
2. 온·습도 센서 전원 확인 부분 
3. 온·습도 확인과 갱신 버튼 부분
4. 최근의 온·습도 데이터 보기 부분
5. 센서의 이상 유·무 검사 부분
설계된 알고리즘의 구성은 그림3와 같다.

그림 3. 센서 진단 알고리즘 구성도

설계된 어플리케이션 화면은 그림4와 같다.
그림4에서 보이는 것처럼 갱신을 누르면 온·습

도 센서에서 값을 가져와 보여주고 최근 온습도 
버튼을 누르면 최근의 온·습도 데이터를 볼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 설계된 어플리케이션 화면

그림 3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림4에서 보이
는 것처럼 센서 검사 버튼을 눌렀을 경우 최근 온
도들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마지막 온도가 표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센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수 있다. 이상이 있을 경우 그림5의 왼쪽화면 
ON/OFF 버튼을 이용하여 센서를 재부팅후 재검
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IoT 센서 모듈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센서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IoT 
센서 모듈은 WiFi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송수
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은 자체 내장된 
LTE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 및 컨트롤 정보를 송
수신한다.

송수신된 데이터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온·습도 
센서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고 센서의 교체시기를 
파악 할 수 있어 센서를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응용하면 온·습도 센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센서의 이상유·무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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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데이터 설명

릴레이모듈 R+숫자 0 - 전원ON
1 - 전원OFF

온도 숫자 온도 표시
습도 숫자 습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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