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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와 기계학습을 이용한 
스마트 환풍기 제어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Smart Ventilation Control System 
using IoT and Machine Learning

이희은*, 최진구**

Hui-Eun Lee*, Jin-ku Choi**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환풍기의 현재 상태 모니터링, on/off 기능 등 IoT를 지원하는 제어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 종류 중 하나인 지도학습에 포함되는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를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가정의 실내 온도, 습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태를 진단하고 운전하면서 에너지
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구현한 시스템에서는 수동제어보다 같은 습도가 
되는 데 필요한 환풍기의 작동 시간이 더 적다는 것으로 더 좋은 에너지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기존의 환풍기보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a control for ventilation system based on IoT. It can on/off of
system and monitoring current status through the smartphone app. We applied linear regression, one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It autonomously collects data about  temperature, humidity in home and
works diagnosing system status. Using this proposed control method, the energy efficiency can be 
improved.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energy efficiency and convenience.

Key Words : Energy efficiency, IoT(Internet of Things), Machine learning, Ventilation

*비회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부과정 
**정회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접수일자: 2019년 12월 25일, 수정완료: 2020년 3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4월 3일

Received: 25 December, 2019/ Revised: 7 March, 2020
Accepted: 3 April, 2020
*Corresponding Author: jkchey@kpu.ac.kr
School of Computer Engineering,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Korea.

Ⅰ. 서  론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하
여 다양한 사물정보를 공유하는 IoT 서비스들이 확산되
고 있다.[1]

IoT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가전기기를 끄고 
켜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가정의 실내 습도를 자동 조

절하는 지능화된 환풍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3],[4]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센싱, 데이터 습득 및 가공, 전송하
는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
은 스마트폰 앱에서 Wi-Fi 모듈을 이용한 IoT 기술을 
접목하여 현재 상태 모니터링 및 on/off 기능을 지원한
다. 또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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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나인 지도학습에 포함되는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를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가정의 실내 온도, 습도의 데이
터를 수집하여 환풍기 상태를 진단하고 예측하도록 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스마트 환풍기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oT,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능을 적용하는 데 필요
한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시스템 세부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하였다.

Ⅱ. 개발 구현

1. 개발 방법
선형회귀 알고리즘은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

립변수(또는 설명 변수) x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
하는 회귀분석기법이다. 아래 그림 1은 선형 회귀 알고리
즘 그래프의 예시이다.

선형회귀 알고리즘은 학습 속도가 빠르고 예측하는 시
간이 적게 소요된다. 매우 큰 데이터 셋과 희소한 데이터 
셋에서도 잘 작동하고 예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식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그림 1. 선형 회귀 알고리즘 그래프[5]

Fig. 1. Linear Regression Algorithm graph[5]

2. 개발 환경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운영체제 윈도우10을 기반으로 

하고 서버는 Eclipse로 구축하였다. 서버와 연동되는 데
이터베이스는 MySQL을 이용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JDK1.8과 Android SDK를 사용하였다.  

3.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 받아 서

버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현재 상태(온
도, 습도, 환풍기의 on/off 상태)를 보여준다. 기계학습 
모듈이 탑재된 IoT 서버는 환풍기에서부터 받아들인 센
서 값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다. Wi-Fi모듈을 통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고 Wi-Fi모듈은 WFM-SFC201을 
이용하였다.[6]

하드웨어는 보드에 온도센서, 습도센서가 부착되어 실
내 대기 상태를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부터 오는 명령
을 받아 팬을 제어하는 모터 제어기가 부착되어 있다. 본 
연구는 환풍기의 모터제어기와 날개 부분을 소프트웨어
적으로 제작하여 가상 환풍기를 만들어 테스트 하였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configuration

4. 서버-어플리케이션 통신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은 소켓을 이용하여 환

풍기의 데이터를 송신한다. 서버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에게 데이터를 주는 것이  아닌 여러 애플리케이션, 즉 
다중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송신한다. 아래 그림 3은 
그 과정을 나타내는 코드의 일부분이다.

case Protocol.PT_REQ_DEV_STATUS:

while (true) {
  if (socket != null) {
    if (userid[0].contentEquals("IOT") ||    

        (userid[1].contentEquals("IOT"))||
            userid[2].contentEquals("IOT")) {
      Thread.sleep(2800);

      protocol = new 
          Protocol(Protocol.PT_RES_DEV_STATUS);

      protocol.setTemperature(sa.temperature);      
      protocol.setHumidity(sa.humidity);

      protocol.setOrder(sa.order + "-IOT");

      System.out.println("IOT로 송신하는 데이터");
      System.out.println( "온도 : " + sa.temperature + 

          " 습도  :" + sa.humidity +"앱 명령 : " + sa.order);
      os.write(protocol.getPacket());

      }
      if (userid[0].contentEquals("717")  || 

          (userid[1].contentEquals("717"))|| 
              userid[2].contentEquals("717")) {

        Thread.sleep(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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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 = new 

            Protocol(Protocol.PT_RES_DEV_STATUS);
        protocol.setTemperature(sa.temperature2); 
        protocol.setHumidity(sa.humidity2);
        protocol.setOrder(sa.order2 + "-717");

        System.out.println("717로 로그인");
        System.out.println("온도 : " + sa.temperature2 + 
            " 습도  :" + sa.humidity2 + "앱 명령 : "+ 

            sa.order2);

os.write(protocol.getPacket());
}

}

그림 3. 서버 로그인 
Fig. 3. Login Server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수신되어 환풍기의 상태를 요
청하는 프로토콜 PT_REQ_DEV_STATUS를 사용하는 
것이 그림 3을 통해 나타난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된 아이디를 식별하여 각 아이디에 해당되는 환풍기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5. 서버-가상 환풍기 통신
서버와 가상 환풍기(클라이언트)간의 데이터 교환 또

한 서버와 애플리케이션간의 통신과 같이 소켓을 기반으
로 한 TCP 통신을 사용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Wi-Fi 
모듈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보낸다. 아래 그
림 4가 그 과정을 보여준다. 

가상 환풍기를 가동시키면서 임의 값으로 지정된 데이
터인 온도는 temperature 변수, 습도는 humidity 변수
에, on/off 정보는 order 변수에 담는다. out 변수에 저
장된 소켓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로 데이터들을 송신한다.

public Send(OutputStream out, int humidity, int 
temperature, 
        String order) throws IOException {

  this.out = out;
  this.humidity = humidity;
  this.temperature = temperature;
  this.order = order;
}

public void run() throws IOException,                     
    InterruptedException { 

  Protocol protocol = new Protocol();
  protocol = new 

    Protocol(Protocol.PT_RES_DEV_STATUS);
  protocol.setTemperature(temperature);

  protocol.setHumidity(humidity);

  if (protocol.getPacket() != null) {
    this.out.write(protocol.getPacket());
  }
}

그림 4. 데이터 전송
Fig. 4. Data transfer

아래 그림  5는 서버에서 환풍기의 데이터를 받는 코
드의 일부분이다. 각 온도와 습도를 버퍼에 할당하여 저
장하며 환풍기의 상태를 서버로 송신하는 프로토콜 
PT_RES_DEV_STATUS을 통해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
신한다.

switch (packetType) {
  case DeviceProtocol.PT_RES_DEV_STATUS :

    int temperature = buf[2];
    int humidity = buf[1];

   
    sa.temperature = temperature;

    sa.humidity = humidity;
    // 자동모드랑 사용자가 온 누른게 같이 실행되면
    if (AutoMode == true && sa.order.contentEquals("onn")) 

{
      System.out.println("오토모드 온 : " +

          Math.round(sa.timeorder));

    TimerTest timer = new TimerTest((int)   
        Math.round(sa.timeorder/10), out);

    timer.sa = sa;
    timer.start();

    byte bufF[] = sa.order.getBytes();
    out.write(bufF);
    } else {
      System.out.println("환풍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System.out.println("온도 :" + temperature + 
          " 습도 :" + humidity + "명령: " + sa.order);
      // 장치에게 명령어 계속 전송
      String test = sa.order + userid[0] + userid[1] + 
          sa.order2 + userid[2]+sa.timeorder;

      byte bufF[] = test.getBytes();  
      out.write(bufF);

    }
    break;

그림 5. 데이터 수신
Fig. 5. Data Receive

6. 기계학습 알고리즘 구현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훈련 데

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기 위해 지도학습인 
회귀분석을 고려하였다. 그 중 값의 예측이 비교적 쉬운 
선형회귀를 사용하였다. 그림 6은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의 일부분이다.
독립 변수는 현재 습도이고 종속 변수는 환풍기의 동작
시간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현재 습도에 따라 
환풍기가 얼마나 자동 작동되어야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다.[7] 예측된 시간만큼 돌아가면 환풍기는 자동으로 꺼지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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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 
  lr = new LinearRegression(xArray, yArray);
} catch (Exception e1) {
  // TODO Auto-generated catch block
  e1.printStackTrace();
  };
  BufferedReader bufferedReader = 

    new BufferedReader(new 
      InputStreamReader(System.in));
     try {

      String entry = humidity;
      System.out.println("현재습도는 : " + entry);
      if (!entry.equals("exit")) {
        DecimalFormat format = new DecimalFormat();
        format.applyLocalizedPattern("0.00");
        System.out.println("Time minute : " + 
        format.format(lr.estimateRent(entry)) + "분");

        time = lr.estimateRent(entry);
        System.out.println(id);  
        return time;

      } else System.exit(0);
     } catch (Exception e) {
     System.out.println("invalid input");
    }

    return time;

그림 6. 회귀분석 알고리즘
Fig. 6. Linear regression algorithm

Ⅲ. 시스템 시험

본 절은 연구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과 구현한 알고리
즘을 테스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작한 가상 환
풍기의 모습을 나타낸다. 

1. 가상 환풍기
아래 그림 7은 java의 swing을 이용하여 그림 2의 모

터 제어기와 환풍기의 날개 부분을 제작한 가상 환풍기
이다. 임의의 실내 환경 값을 서버로 전달하도록 제작되
었고 알고리즘에 의해 서버에서 전달된 시간만큼 작동할 
뿐 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또한 
제작되었다.

그림 7. 가상 환풍기
Fig. 7. Virtual ventilation

2. 어플리케이션
아래 그림 8과 그림 9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구현

한 애플리케이션의 UI이다. 그림 8는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초기화면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로그인 액티비티이다. 해당 화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입력 받는 칸을 배치하였다. 

그림 8에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아이디
와 일치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성공하고 나
면 다음에 출력되는 메인 화면이 그림 9이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환풍기의 전원 상태를 출력해주는 아이콘과 환풍
기 팬의 동작 on/off 역할을 해주는 리모컨 기능 버튼, 
온도, 습도 순서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로그인 화면
Fig. 8. Login screen

 
그림 9. 메인 화면
Fig. 9. Main scree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 종류 중 하나인 지도학습에 포함되는 선형회귀
(Linear Regression)가 적용된 환풍기를 개발 및 구현
하였다. 이 환풍기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스스로 on/off 작동함과 동시에, 환풍
기가 설치된 건물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고, 현재 습도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종속 변수인 환풍
기의 동작 시간을 예측하여 환풍기의 자동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구현한 내용을 테스트한 결과, 사용자들이 스
마트폰을 통한 모니터링 및 수동조작이 기계학습을 통한 
자동제어로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계학습의 적용으로 현재 습도에 따라 환풍기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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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랫동안 작동되어야 하는지 예측하고, 예측된 시간만
큼 돌아가면 환풍기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기계학습
을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동작시간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로 본 시스템을 응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확립하고 에너지 효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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