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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연구실 내의 시약장의 경우 센서를 통해 현재 내부 환경을 나타내기만 할 뿐 시약장 내부의 상태를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시약장 내부에 이상상황 발생 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시약장과 ICT를 융합한 시약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센서의 데이터를 모니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저장된 데

이터를 활용하여 위험 상황 시 등록된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위험상황을 알려줄 수 있고 원격에

서 확인,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시약장 내부의 상태를 어디에서라도 제어 및 확인 할 수 있어 안전성을 향상 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the reagent in the laboratory can not only confirm the internal environment through the sensor but also 
check the status inside the reagent cabinet in real time. Also, if an abnormality occurs in the inside of the reagent 
cabinet, a serious accident may occu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reagent monitoring system that 
integrates reagent and ICT. The sensor data measured in real time is displayed to the user in real time through the 
monitor and stored in the database. In addition, by using the stored data, it is possible to inform the registered 
administrator in real time of the dangerous situation by informing the dangerous situation in case of danger, and to be 
able to check and control remotely. This can improve safety by making control and confirmation of the state of the 
inside of the reagent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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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

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임베디드 기술의 발달로 성능은 향상되고 크기가 

소형화되면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플랫폼이 제안되고 

있다[1]. IoT기술이 발달해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플랫폼들을 개

발하고 있다[2,3]. 화학 연구실, 실험실에서도 기존 다

루고 있는 기기, 장비들을 IoT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시

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 중 시약을 보

관하는 캐비닛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4]. 시약장은 사용용도에 따라 냉장기능 밀

폐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PCB(printed circuit board)를 활용해 온도 데이터

를 제어하는 등 많은 기능을 가진 시약장 들이 개발되

고 있다. 하지만 시약장 내부의 시약이 유출 되어 유해 

가스(VOC)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위

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격에

서 실시간으로 시약장 환경을 확인하지 못해 내부의 위

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5,6].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보드와 센

서들을 융합하여 스마트 시약장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

시간으로 측정한 센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현재 시약장 내부 환경

의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임계치에 도달 시 저장된 데

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스마트기기로 상황에 맞는 경

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원격으로 시스템과 연동하여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약장 내부의 환경을 관리/제어하

는 시스템이다.

Ⅱ. 시스템의 설계

본 장에서는 첨단센서 안전 시약장 시스템의 설계 내

용을 다룬다.

2.1. 시스템 설계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Fig. 1 System Structure

임베디드 보드에 센서와 기기내부 제어를 위한 장

치를 연동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Sensor 

Module에서는 센서들의 데이터를 가져와 MCU 

Module과 연동한다. NFC Module에서는 태그에 태깅

된 데이터를 시약정보와 유저 데이터를 판별하여 MCU 

Module로 전달한다. MCU Module는 입력된 데이터들

을 기록하고 센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나타낼 수 있도

록 한다. Server Module는 유저, 시약 관리 및 관리자에

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설계한다. Data Module

에서는 센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사용자 정보를 저장

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설계하였

다. 

2.2. 센서 제어 흐름도

그림 2는 시스템 가동 시 센서 데이터 흐름도를 나타

낸다. 처음 가동 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본 정보

를 가져와 저장한다. 그리고 보드와 연동된 센서들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자

에게 보여준다. 변환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다. 또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각 센서 

마다 경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필터의 데이

터가 임계치를 넘어선 경우 필터의 경고메시지를 나타

낸다. 그리고 특수시약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특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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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경고 메시지를 나타낸다. 센서 데이터의 종류를 판

단하고 상황에 맞는 경고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Fig. 2 Sensor monitoring flow chart

2.3. 관리 시스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3은 전체 시스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

낸 것이다. 모든 클래스와 연결된 Main frame 클래스에

서는 시스템 가동 시 기능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부분

이다. 실선 화살표롤 표기하였고 시스템 가동 시 시약

장 내부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연결

을 체크하고 설정 값을 읽어와 변수에 저장하였다. 또

한 다른 페이지 클래스를 호출하여 스택에 저장한 뒤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 시 화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Main 

page에서는 보드와 연동된 센서 데이터나 데이터베이

스에서 받아온 상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온

도, 습도, VOC(Volatiile Organic Compounds) 데이터를 

가져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보여줄 수 있다. 

Login page에서는 NFC 태그의 데이터를 읽어오고 데

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사용자를 판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In/Out page는 현재 시약장 내부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시약 데이터를 가져와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View로 나타낸다. 또한 

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NFC 태그로 시약 입/출고 시 시

약 상태를 읽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

치하는 데이터의 상태를 비교하여 현재 상태와 수량을 

변경하여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Reagent list page는 상세 시약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

능이다. In/Out page은 등록된 시약의 이름, 특성 수량

과 같이 간단한 정보만 보여주지만 Reagent list page에

서 하나의 시약의 유통기한, 제조일자, In/out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History page에서는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어떤 시약의 입/출고를 기록하여 사용자

에게 보여준다. 

Popup Page

+SetType
+Button_OK
+Button_Cancel

+Set_type_compare()
+View_Popup()

History Page

+User
+name
+time
+In/Out

+Reagent_history_DB_Call()
+Refresh()

In/Out Page

+reagent_view_list
+CAS_No
+Ename
+Exp
+Total
+Currently
+characteristic

+Check_NFC()
+Input_reagent()
+Output_reagent()
+Click_reagent()
+Page_up()
+Page_down()
+Reagent_DB_Call()

Main Page

+temperature
+humidity
+Voc
+door_wanning
+temperature_wanning
+Voc_wanning

+Get_temperature()
+Get_Humidity()
+Get_Voc()
+Wanning_check()

Reagent list

+SerialNum
+Cas_no
+name
+MDF
+EXP
+In/Out

+Reagent_information_DB_Call()

Image set

+image
+path

+Cunnet_image()
+set_image()

Main frame

+Database_Check()
+time()
+Main_page()
+In/Out_page()
+History_page()
+Click_event()

login Page

+NFC_Check()
+DB_compare()

Fig. 3 Reagent Management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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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스마트 시약장 시스템의 구현내용을 다

룬다. 

3.1. 구현 환경

표 1은 시스템 구현에 사용된 기기들의 명세를 나타

낸다. 시스템 서버로 활용하기 위한 Server PC를 구축

하고, 소형 임베디드 보드인 Beaglebone black을 사용

해 데이터를 관리가 가능하게 구현하였다.

Table. 1 Implementation Environment

Tpye Composition

Tools
PHP, APMSetup, MySQL, 
Qt ,Eclipse

PC
Window 7 Enterprise
Intel i7-2600, 8GB RAM

BeagleBone Black
Linux, Sitara 
AM3359AZCZ100 1GHz

3.2. 구현 화면

Fig. 4 Main Page GUI

보드와 연결된 센서들을 시약장 상부에 배치하였고 

ADC 값을 받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그림 4는 

시스템 메인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첫 화면에는 온도, 

습도, VOCs와 경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상

단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기하여 실시간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고 Home, In/Out, History 버튼을 구

현하여 어떤 페이지 상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다른 화면에서 300

초 이상 이벤트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메인 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이 시작되면 데이터

베이스와 시리얼 통신연결을 확인하고 각종 센서, 모듈

의 데이터를 받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Fig. 5 Wanning Main Page GUI

그림 5는 경고발생 시 사용자에게 경고 화면을 나타

내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시약의 정보를 읽어 한 시간 마다 체

크하여 특수 시약이 임계시간 이상 사용 중일 때 경고 

이미지로 변경되면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필터 체크 

시 필터의 시간을 체크하여 필터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또한 센서 값이 임계값을 넘어설 경우 경고 센서의 

이미지가 변화되면서 사용자가 문제 발생 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6은 시약장 내부의 시

약 관리화면이다. 사용자가 시약을 쓰고 입고시켜 시

약을 NFC 태그로 인식 하였을 때 해당하는 시약 데이

터의 사용가능 수량과 입/출고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In/Out Page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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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플리케이션 구현

Fig. 7 GCM Service Class Diagram / Warning Messages

관리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림 7과 

같이 GCM(Google Cloud Messaging)을 통하여 서버에

서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해야하고, 관리자는 내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

해 스마트 기기에 관리자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처음 스마트 기기에서 메시지를 받기위해 받은 기기의 

ID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기 ID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서버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

터들을 체크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의 

RegID Key 값을 가져와 해당하는 대상에게 상황에 맞

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한다. 

3.4. 고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약장은 주로 온도

센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내부 환경을 환

기하는 환기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시약장은 밀폐형, 

냉장형, 환기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처럼 기존의 시약장과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은 

시약을 보관하기 위한 환경을 관리하도록 사용되어지

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표 2와 같은 특징을 가

진다. 다양한 센서들을 연동하여 시약장 내부에서 발생

하는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가스 발생시 GUI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고화면을 나타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의 모바일기기로 해당 경고메시

지를 전달하여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시약장 효율적

인 관리가 가능해 기존 시약장에 비해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Feature of the Proposed System

Function

1. Efficient reagent management

2. Efficient environmental management

3. Safety management through real-time control

4. Real-time access function using the NFC tag

Ⅳ. 결 론

임베디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드웨어의 성능이 발

달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

고 있다. 특히 실험실/연구실에서도 새로운 플랫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 실험실이란 주제로 많은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시약장은 실험실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하

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는 시약장과 IOT를 융합하여 스마트 실

험실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실 안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측정된 센서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사용자에

게 보여주고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

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들을 체크하여 위험상황을 미연

에 방지하고 관리자에게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약

을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시약장에 비

해 관리의 안전성이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실험실의 

다른 장비와 융합하여 스마트 실험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존 시약장과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과 연동

하여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시약장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안전 시약장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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