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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동의 실내 공간에서 학업이나 업무 등의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공동

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여러 가지 오염 요인에 의해 업무의 효율 뿐 만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쾌적한 환경의 유지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이나 도서관, 강의실 등의 공간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유해 요소들을 관리하여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 

실내 환경 관제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제안된 실내 환경 관제시스템은 실내 환경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각종 실내 공간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실내 환경오염 인지도 역시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many people perform jobs including study and work within a common indoor space. Yet this space c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operational efficiency as well as health because of many pollution factors. So maintaining a 
pleasant environment in the common space is important. In this thesis we study the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living conditions. This system analyzes and manages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to 
make more pleasant environment in office, library or classroom. The proposed indoo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will provide a pleasant environment by monitoring the indoor environment and driving the actuator in real time. 
In addition, it can be applicable to different types of indoor space to reach solutions to raise recognition of indoor 
environment pollution by people.

키워드 : 실내 환경, 환경 관제 시스템, 사물인터넷,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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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질병

이 증가하면서 2012년 한 해 동안 700만 명 이상이 사

망했다는 조사가 보고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실내외 

대기오염 사망자를 야기한 관련 대표적인 질환은 협심

증,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하기도폐질환, 폐
암 등 5가지이다. 실내와 실외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실

내는 430만 명, 실외는 370만 명으로 실내 대기오염으

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일반적으로 실내가 실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연기 등

으로 실내보다 실외가 더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미국환경보호청(EPA) 보고에 따르면 현대

인들은 하루 중 88%를 실내에서 생활하고 7%는 차량

에서 실외는 5%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 게
다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이

기 위해 실내공간이 더욱 밀폐화되고, 복합화합물질로 

구성된 재료들을 주로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증

가함에 따라 새집증후군(SHS), 건물증후군(SBS), 복합

화학물질과민증(MCS)과 같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새

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대처한다면 질병 예방 및 피로도 감소, 집중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쾌
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환경 요소에 대한 관리기준

과 현재 생활공간의 상태를 인지하고 관리방법을 안내

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내 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재정하여 실

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

서 실내 환경에 대한 연구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있

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

하다. 또한, 현재 환경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자

동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센서(Sensor)와 라즈베리파이

(RaspberryPi)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모델을 제시하고,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내 환경 상태 조회 및 관리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실내 환경 관련 연구와 환경요소의 특

성 및 사물인터넷에 대해 살펴보고 제 3장, 4장에서는 

실내 환경 관제시스템 설계와 구현 현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에 대해 

서술한다.

Ⅱ. 관련 연구

2.1. 실내 환경 관리 현황

실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 및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 시설은 지하역

사, 지하도 상가, 도서관, 미술관, 찜질방, 의료시설, 보
육시설, 산후조리원 등이고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

탄소)과 권고기준(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

물, 석면, 오존)을 각각 설정하여 해당 시설의 체크와 관

리자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4].
공기오염도 측정을 위한 센서와 측정 데이터 처리를 

위한 보드에 대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관리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블랩스 회사에 맘스에어는 신생아와 산

모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방식은 센서로부터 실내 대기정보를 측정하여 IoT디바

이스의 LED 색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스

마트폰 앱을 통해 대기환경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준다. 
부족한점은 단순히 사용자에게 대기상태를 알려주는 

정도이며 자동적으로 환풍기 등의 제어장치를 작동시

키지 않는다. 또한, 특정 공간에 한정되어 학교 같은 여

러 공간을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

2.2. 환경 요소의 특성 및 관리 방법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압력을 가하면 쉽

게 액화된다. 정상적으로 대기 중에 0.03% 정도 포함되

어 있고 사람이나 동물의 호흡에 의해 주로 배출되며, 
가스, 석유, 나무 등의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되는 물질

이다. 실내에서 주요 발생원은 난방기구 및 취사도구의 

사용, 흡연과 오염된 실외공기의 유입 등이다. 이산화

탄소의 유지기준은 1,000ppm 이하 이며 관리방법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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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실내 환기이다. 환기시간은 저녁 늦게나 새벽시

간에는 대기가 침체되어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있을 수 

있으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2].

Table. 1 Human [2]impact of CO2[2]

density(%) influence
0.07  multitude allowable concentration
0.1  typical allowable concentration

0.2 ~ 0.5  pretty bad condition
0.5 이상  best poor condition

4 ~ 5  depth of respiration, increase number
8 전후  difficulty breathing, facial flushing, headache
18 이상  critical condition

먼지는 대략 0.005-500㎛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작고, 가늘면서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입자를 미

세먼지(PM10)이라고 한다. 대도시의 경우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고, 그 외에는 산업체의 배

출 가스 등에 의해 발생되며, 실내의 오염원으로는 흡연 

및 난방 또는 취사와 관련된 연소 작용과 그 외 생활용

품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100- 
150㎍/㎥ 이하 이며 농도가 높은 날은 실외활동을 자재

하고 창문을 닫으며 주기적인 물청소가 필요하다[2].

Table. 2 Human impacts of fine dust[2]

density(㎍/㎥) exposure
tume influence

100 1 year  chronic bronchitis rate increases
150 24 time  infirm elderly death increase

300 over -  acute exacerbation of bronchitis 
patients

적정 실내 온·습도 유지가 필요하다. 실내가 건조하

면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며, 실내가 습하면 다양한 미

생물들이 번식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Table. 3 Optimal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4]

division summer Spring, autumn winter
temperature(℃) 24 ~ 28 19 ~ 23 18 ~ 20

humidity(%) 60 50 40

2.3. 사물인터넷의 개념 및 시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그림 1과 같이 2015년 

ICT 산업 10대 이슈 중 사물인터넷 성장 및 경쟁 가속

을 Top 이슈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IoT가 사회 저변으

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2015 ICT Industry anticipated 10 issues[5]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란 인터넷을 기반

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

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

비스를 말한다[6].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가
전제품 같은 다양한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언

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제어 및 관

리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기기들을 제어

하여 정보습득 및 관리를 하였으나, 사물인터넷이 발전

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기기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

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
IT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는 2009년 인터넷

에 연결된 기기가 25억 대 수준에서 2020년에는 인터넷

과 연결된 기기의 수가 300억대까지 늘어날 것이며, 관
련 시장 규모는 3,090억 달러, 총 경제 부가가치 또한 1
조 9,0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7]. 이처

럼 사물인터넷 분야는 웨어러블기기, 스마트홈, 스마트

카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될 것이며 실생활을 건강하게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Ⅲ. 실내 환경 관제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하는 통합 실내 환

경 관제시스템은 실내 환경에 유해한 요소들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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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토대로 유해 환경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및 개

선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먼저 환경에 유해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센서를 통하여 수집하고 서

버로 전송하며, 상황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킬 수 

있도록 MCU를 사용한다. 이 시스템의 서버에서는 주

기적으로 MCU로부터 전달된 센서 정보들을 저장할 뿐

만 아니라, 정보들로부터 유해 정도를 판단하여 실시간

으로 여러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MCU로 

전달하여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킨다. 또 향후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DB에 저장한다. 이 관제시스템

은 실시간으로 관리자나 사용자들이 웹 환경에서 일반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액

추에이터 작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여러 장소

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ig. 2 System configuration

그림 3은 MCU가 센서로부터 값을 읽는 알고리즘과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이다. 
센서로부터 값을 읽는 알고리즘은 센서를 연결한 후 

시리얼포트를 오픈한다. 30분 단위로 센서에 신호를 보

내어 데이터를 요청한다. 센서로부터 이벤트가 발생되

면 전송된 값을 읽어 들인다. 그 값을 웹서버로 전송하

기 위해 소켓을 연결 한 후 데이터가 전송되면 소켓을 

닫는다.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은 웹서버로부터 

값을 받기 위해 소켓을 생성한다. 소켓을 이용하여 웹

서버로부터 값이 들어오면 알맞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파싱하여 액추에이터 기기와 ON, OFF를 설정한다. 그 

후 전달받은 값에 따라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를 제어하

고 그 결과 값을 웹서버로 보낸다. 그리고 생성한 소켓

을 닫는다.

Fig. 3 Algorithm for MCU to read from sensor and 
control actuator

웹서버는 MCU로부터 전송된 센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상황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작동하고 그 결과 

값을 MCU에 전달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실내 환경 관제시스템 설계 및 구현

371

이를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이 서버를 생성하

고 MCU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기 위해 소켓을 생성

한다. MCU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장소, 
시간, CO2, 온도, 습도 등의 값을 추출한다. 추출된 값

은 DB에 저장한다. DB로부터 장소에 대한 제어 설정이 

자동인지 수동인지 체크한다.
자동이면 DB에서 기준치 데이터를 읽어들어 센서로

부터 전달받은 데이터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MCU로 제

어신호를 보낸다. 수동은 웹프로그램에서 전달받은 신

호로 무조건 MCU로 제어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소켓

을 닫는다.

Fig. 4 Algorithm for web server

환경요소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

하다. 센서란 직접 피측정 대상에 접촉하거나 그 가까

이서 데이터를 알아내어 필요한 정보를 신호로 전달하

는 장치를 총칭해서 센서(감지기)라 한다[6]. 시스템 구

현을 위해 선택한 센서는 CO2,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합형 모듈로 RS-485통신을 이용하여 측정 데이

터를 받아올 수 있다.

Table. 4 Sensor specification

item CO2
tempera

ture humidity 

measuring
range

0 ~
10000ppm

-25.0 ~
85.0℃

0 ~99.9 
%RH

display
range

0 ~
9999ppm

Accuracy ±60ppm,
±3% ±0.3℃ ±2%RH

response
time

0~80% <
30Sec

5 ~
30Sec 8Sec

signal
interval

2.0 Seconds
 (demand transmission possible)

사물인터넷을 위한 MCU로 라즈베리파이2를 선택

하였다. 이유는 대중적인 아두이노에 비해 자체적인 운

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어 직접 프로그래밍 하여 측정 

데이터 처리 및 외부기기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라즈베리파이2에는 비디오 출력을 위한 RCA와 HDMI
포트와 오디오 포트가 있다. 또 통신에 활용되는 LAN
포트가 있으며 USB 포트를 통해 키보드나 마우스와 연

결할 수 있다. 다수의 GPIO와 LED가 있다. 저장장치로

는 SD카드 슬롯과 프로세서의 512MB RAM이 있으며 

프로세서에는 CPU와 GPU가 함께 들어있다.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라즈베리파이2로 전송하여 가공 및 저

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센서와 라즈베리파이2를 연결

해 주는 RS-485 컨버터가 필요하다.

Fig. 5 RaspberryPi 2 board

Ⅳ. 실내 환경 관제시스템 구현

4.1. 측정 데이터 및 제어 처리 기능

라즈베리파이에는 가장 최적화된 운영체제인 리눅

스 데미안을 설치하였고 프로그램은 node.js로 구현되

었다. node.js의 serialport 모듈은 센서와 연결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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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onoff 모듈을 이용하여 라즈

베리파이 내 GPIO에 신호를 주어 액추에이터를 작동시

킬 수 있다. 또한, net 모듈을 이용하여 소켓통신이 가능

하며 자체 웹서버를 가동하여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

다. 특정 주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소켓통신을 이용하여 

서버로 전송되고 해당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제어신호를 라즈베리파이에 전달하여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다. 서버의 운영체제는 레

드햇계열인 CentOS를 설치하였고 JAVA로 구현되어 

있으며 DB는 MySql이다.

4.2. 상세 모니터링 기능

측정된 데이터를 조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제어디

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jQuery 기반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개발언어는 java, jsp, jQuery, javascript, HTML5로 

구현되었고, UI는 jQuery UI, jQgrid, jqplot를 사용하였

다. 그리고 반응형웹으로 구현하여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 화면을 제공한다.
관제시스템의 상세 모니터링 기능은 그림 6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권한이 있는 사용자

만 접근 가능하며 모니터링 및 액추에이터를 작동 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최근 측정된 CO2, 온도, 습도를 수치

로 보여주며 현재 환경 상태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직관

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액추에이터 ON, OFF 상
태를 표시해 주며 켜고 끌 수 있다. 세 번째로 CO2, 온도, 
습도별로 측정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환경 변화 상

태를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액추에이터 작동 이력을 조

회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원활한 관제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설정 부분으로 보드, 센서, 장소, 사용자, 
기준치를 관리할 수 있다. 

Fig. 6 Control system software

4.3. 검증 및 평가

검증은 다중이용시설인 교내 강의실에서 약 2주간 

진행했다.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그림 7과 같이 30분마

다 주기적으로 전송되었으며 오염물질인 CO2와 온

도, 습도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테스트를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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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강의 시작 전 CO2의 농도는 585ppm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평균농도보다 낮았으나, 강의 시작 

후 밀폐된 공간에서 CO2 배출량이 증가하지만 환기가 

되지 않아, 최대 2384ppm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수치이며 불쾌감, 피
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쾌적

한 환경을 위해 그림 8과 같이 환기 이후 CO2 농도가 낮

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7 Sensing data

Fig. 8 CO2 Measurement variation graph

검증을 위해 교내 강의실에 설치한 모습은 그림 9, 그
림 10과 같다.

Fig. 9 Control system hardware

Fig. 10 Classroom Install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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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오염에 의한 질병을 감소시

키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 실

내 환경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안된 시스템은 CO2,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측정 데이터를 처

리하는 라즈베리파이2, 측정 데이터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측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액추에이터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

다. 본 논문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병원 같은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시스템 보완 사항은 먼지, VOCs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추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MCU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액추에이터 정상작동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DB를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ongoDB로 변경하여 실내 환경을 체

계적인 관리 및 시기별 환경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빅

데이터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과제로는 신뢰성 높은 

측정을 위해 최적의 센서 위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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