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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실내환경 관리 플랫폼 설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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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 발전에 따른 대기 오염은 인간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 오염이

실외보다는 낮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 품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

터넷,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실내환경 관리 플랫폼 개발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에서 실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IoT 기반의 관리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또한, 플랫폼을 구성하는

IoT 단말, 게이트웨이, 데이터 서버의 기능을 오픈소스와 공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기능 동작도 모두

확인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IoT 단말과 게이트웨이는 BLE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는 BLE Advertising 모드를 사용하여 미리 설정하지 않은 IoT 단말을 자

동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어 : 사물인터넷, 실내환경, BLE 통신, 환경관리 플랫폼

Abstract Air pollution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has become a level that can seriously threaten human 
health. In general, indoor air pollution is considered to be lower than outdoors, but modern people live indoors 
most of the time, thus it is essential to keep the indoor air quality comfortable in order to take care of one's 
own health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n indoor environment management 
platform using Internet of Things and data processing technology, which is currently drawing attention, is 
considered a very meaningful study. In this paper, we designed an IoT-based management platform that can 
remotely monitor and control indoor environments. In addition, the functions of the IoT terminal, gateway, and 
data server constituting the platform were implemented using open source and open libraries, and all functional  
operations were also verified. In particular, the IoT terminal and the gateway in this paper exchange data using 
BLE communication, so they can operate with relatively low power and since the gateway uses the BLE 
Advertising mode, it has the advantage of automatically recognizing IoT terminals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configured.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 Indoor Environment, BLE Communication, Environment Managemen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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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세계인의 건강을 해치

는 10가지 위협 중 첫째를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를 들

었는데, WHO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

오염 물질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해마다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1]. 특히 실내환경 오염은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2].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사

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빅데이터 기술들을

사용하여 실내환경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내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플랫

폼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플랫폼은 IoT 단

말, 게이트웨이, 데이터 서버 이렇게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중, IoT 단말은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

여 구현되며, 온/습도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다양한 실내환경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구

성 요소 중 두 번째인 게이트웨이는 라즈베리파이 보드

를 사용하여 복수 개의 IoT 단말에서 수집한 정보를 인

터넷을 통해 데이터 서버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IoT 단말과 게이트웨이 간의 전송은 저전력 기반의

BLE (Bluetooth Low Energy) 통신을 사용하여 배터리

로 동작하는 IoT 단말 장치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

였다. 마지막 구성 요소인 데이터 서버는 MySQL을 활

용하여 게이트웨이들이 전달하는 실내환경 정보를 저

장하며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원격

사용자가 특정 장소의 실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그 장

소에 있는 실내 환기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한 실내환경 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

펴보고, 3장에서는 IoT 기반 실내환경 관리 플랫폼 설

계 내용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구현과 시

험에 대해 논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

다.

Ⅱ. 관련 연구

IoT 기반의 실내환경 모니터링과 분석에 관한 연구

는 비교적 많이 수행된 바가 있다. J. Nam은 참고문헌

[3]에서 아두이노 보드에 부착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다

양한 실내환경 수치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 D.

Assante와 C. Fornaro[4]는 환경 측정 장치들을 웹 기

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동하는 교육 목적의 플랫

폼을 개발한 바 있다. 그리고 참고문헌 [5]와 [6]은 각

각 TinyOS가 탑재된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와 아두이

노 보드를 이용하여 실내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는 시스

템 개발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본 논

문의 목적과 다르게 실내환경의 오염도 분석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다. Z. Tu 외 2인[7]은 라즈베리파이 보드

로 구현한 IoT 단말에서 습득한 다양한 환경 측정치들

을 원격 서버로 전달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동으로 환기장치 등을 구동하여 실내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의 IoT 단말은 상

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 J. Park

외 2인[8]은 [7]과 흡사한 실내환경 제어시스템을 개발

하였지만, 온/습도와 CO2 정도의 환경 측정치만 활용하

고, IoT 단말도 상시 전원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단

점을 가진다. Y. An외 3인[9]도 IoT 기술을 이용한 실

내환경 감지 및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습득한

환경 측정치들을 로컬에 있는 제어시스템에서 실시간

으로 분석하여 환기 장치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동작한

다.

Ⅲ. 실내환경 관리 플랫폼 설계

그림 1 실내환경 관리 플랫폼 구성
Figure 1. Composition of indoor environment managemen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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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구축한 실내환경 관리 플랫폼 구성도를

그림 1에 표현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플랫폼은 크게 IoT 단말, 게이트웨이, 데이터 서버, 사

용자단으로 구성된다. 표 1에는 그림 1의 플랫폼을 구

성하는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정리하였다.

구성 요소 H/W 부속 장치 및 S/W

IoT 단말 Arduino 보드
(BLE 지원)

온/습도, CO2, 미세먼지
센서들과 환풍기,
공기청정기 같은
엑츄에이터들이 연결

게이트웨이
Raspberry Pi
(BLE 지원, 상시
전원공급)

Rasberry Pi OS

데이터
서버

PC
(Intel i5 이상)

Linux 운영체제, MySQL,
Node.js (Express
프레임워크 지원)

표 1. 플랫폼 구성 요소
Table 1. Components of platform

본 논문의 플랫폼 구성에서, IoT 단말은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H/W 플랫폼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아

두이노 보드를 가정했고, 설치된 장소의 각종 센싱 정

보를 게이트웨이에 전달하고, 게이트웨이가 전달한 제

어 정보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게이트

웨이는 IoT 단말의 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플랫폼의 데

이터 서버에게 전달하고,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제어 정

보를 다시 IoT 단말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IoT 단말들이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한다

고 가정하기 때문에, 저전력 블루투스 방식으로 게이트

웨이와 통신하도록 설계하였고, 게이트웨이는 상시 전

원이 공급된다는 가정으로 수집한 환경 데이터들을

Wifi로 인터넷을 거쳐 서버에 전달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의 데이터 서버는 게이트웨이에서 전달받은 각종

환경 정보를 D/B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원격으로 사용

자들이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1에서 표현한 사용자단은, 실

내환경 상황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 구성된다. 데이터 서버가 웹 형

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PC외 스

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비를 이용하여 쉽게 실내환경

분석 및 제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1. IoT 단말 설계

IoT 단말 장치로는 블루투스 4.0 이상의 BLE를 지

원하는 아두이노 보드를 대상으로 가정하고, 단말이 수

행하는 기능들을 설계하였다.

1) 센싱 데이터 전송 설계

본 논문에서는 IoT 단말과 게이트웨이 간의 통신을

위해 블루투스 4.0 이상에서 지원하는 BLE 규격을 사

용하였다. BLE는 기존 블루투스 규격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

운 통신 프로토콜이다[10]. 저전력을 지원하는 대신, 데

이터 패킷 크기가 작아지고 전송속도는 최대 1Mbps로

제한된다. BLE에는 Advertising 모드와 Connection 모

드 두 가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Advertising 모드에서

는 통신을 위해서 장치 간의 기본 정보를 식별하고,

Connection 모드에서는 식별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결

후 1:1 블루투스 연결을 설립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IoT 단말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센싱 정보들은 Advertising mode만 사용하

여 게이트웨이로 전달할 수 있게 전송 방식을 설계하였

다.　그림 2는 BLE 통신에서 패킷 포맷을 보여준다.

그림 2. BLE 통신 패킷 포맷
Figure 2. BLE communication packet format

그림 3. Advertising Data 필드와 센싱 데이터 형식
Figure 3. Advertising Data field and Sensing Data format

BLE에서 Advertising 모드는 주로 BLE　Peripheral

장치가 자신의 존재를 Observer 장치에게 광고하는 용

도로 사용되지만, 작은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낼 수



Design and Development of IoT-based Indoor Environment Management Platform

- 657 -

있다. 이러한 Advertising 모드에서 IoT 장치는 BLE

Peripheral 역할을 하고, 게이트웨이는 BLE Observer

역할을 수행하는데, IoT 장치는 자신이 센싱한 데이터

를 Advertising 패킷의 Advertising Data 필드에 설정

하여 전송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센싱 데이터들은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BLE 규격에서

Advertising Data 필드의 최대 길이는 31바이트로 제한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센싱 데이터를 11바이트로 구성

하여 전체 Advertising Data 필드는 총 13바이트로 구

성된다. 그림 3의 Length 필드는 Advertising Data 필

드의 길이를 나타내고, AD type 필드는 임의의

Manufacture를 명시하기 위한 코드를 설정하는 필드인

데, 본 논문에서는 AD type 값을 임의로 0xAA로 설정

하였다. 센싱 데이터는 AD Data 필드에 포함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총 5개의 센싱 데이터가 포함하도록 메

시지를 구성하였고, 센싱 데이터들은 센서들에서 읽은

2바이트의 low-data 값들로써, 각각 초미세먼지

(UF_DUST), 미세먼지(F_DUST), 온도(TEM), 습도

(HUM), 이산화탄소(CO2)로 구성된다. AD Data 필드

중, S_TYPE은 센서 필드들의 구성을 명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1바이트 값으로써, 그림 3과 같은 형식의 5개

의 센싱 필드 구성은 S_TYPE 값을 1로 지정하도록 하

였다. 향후, 다른 종류의 센서들이 추가되면 새로운

S_TYPE 값으로 할당하여 센싱 필드 포맷을 확장 설계

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BLE Observer 역할로 각

IoT 단말이 Advertising 하는 BLE 패킷을 수신한다.

게이트웨이는 수신한 패킷의 Advertiser MAC Address

로 어떤 IoT 단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AD Type 필

드 값으로 본 논문에서 설계한 센싱 데이터를 수신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계한 플랫폼의

게이트웨이는 이미 설정하지 않아도 새로운 IoT 단말

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제어 데이터 전송 설계

IoT 단말에서 게이트웨이로 전송되는 센싱 데이터와

달리, 게이트웨이에서 IoT 단말로 전송되는 제어 데이

터는 BLE Connection 모드를 사용한다. 게이트웨이가

특정 IoT 단말에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전에 수신한 BLE Advertising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단말과 연결을 설립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방

식은 기존 블루투스 장치 간의 페어링 기능과 유사하

다. 현재 설계된 게이트웨이에서 IoT 단말로 전송되는

제어 명령어는 그림 4와 같이 두 가지만 설계되었다.

그림 4. IoT 단말 제어 명령 형식
Figure 4. IoT terminal control command format

그림 4의 첫 번째 제어 명령어는 IoT 단말이 제어할

수 있는 장치(환풍기 등)의 동작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

로써, TYPE 필드에 SET_ACT 값을 설정하고,

DEV_ID에는 지정된 IoT 단말의 장치 ID를, ACTION

에는 원하는 명령어 값을 설정한다. 그림 4의 두 번째

제어 TYPE은 IoT 단말의 센싱 데이터 전송 주기를 설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현재 설계에서 IoT 단말의 디

폴트 데이터 전송 주기는 600초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

게 게이트웨이에서 IoT 단말로 전달되는 제어 명령어

는 사용자 설정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는 데이

터 서버가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IoT 단말

의 센싱 데이터 전송 주기와 특정 단말의 특정 장치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 명령어를 수신한 IoT 단

말은 지정된 동작을 수행하고, 확인을 위해 게이트웨이

에게 동일한 제어 패킷을 되돌려 준다. IoT 단말로 명

령한 제어 동작 수행을 확인한 게이트웨이는

Connection 모드를 해제하고 다시 센싱 데이터를 수신

하는 BLE Observer 모드로 돌아간다.

2. 게이트웨이 설계

본 논문 플랫폼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시

스템으로는 블루투스(v4.0 이상)와 Wifi 두 가지 통신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하는 라즈베리파이 4 모델을 대

상으로 기능을 설계하였다.

1) 게이트웨이 수행 기능

① 환경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주기적으로 IoT 단말들

의 새로운 센싱 데이터를 모아 데이터 서버에게

UDP 메시지로 전달한다.

② IoT 자동제어: 각 IoT 단말에 설정된 환경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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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hreshold 값에 따라 IoT 단말의 펜 장치 등을

동작시켜 IoT 단말이 담당하는 장소의 실내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③ IoT 수동제어: 데이터 서버로부터의 수동제어 명령

에 따라 지정한 IoT 단말의 장치를 동작시키거나

단말의 데이터 전송 주기를 변경한다.

2) 게이트웨이 구현 구조

그림 5. 게이트웨이 구현 구조
Figure 5. Gateway Implementation structure

게이트웨이는 3개의 Thread가 상호동작하며 앞에서

설명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Thread와 각종 자료구조

구성을 그림 5에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Thread 기능 및 동작

Terminal
Thread

Ÿ IoT 터미널과의 BLE 통신을 전담
Ÿ BLE 패킷 수신이벤트발생 시에패킷의센싱
데이터를 파싱하여 Data_Que에 삽입(단말 주
소와 시간 정보 첨부)

Ÿ Cmd_Que에 단말 명령 데이터가 삽입되면 이
데이터를 IoT 단말에 송신

Control
Thread

Ÿ 메인 Thread로써 IoT 단말의 자동제어와 IoT
단말 및 데이터 서버 송수신을 조율

Ÿ IoT 단말의환경(온/습도, 먼지농도등) 임계치
(Threshold Info)에 따라 IoT 단말의장치제어
(단말 명령 패킷을 Cmd_Que에 생성)

Ÿ 주기적으로 Data_Que에 수신된센싱데이터들
을 모아서 Report_Que에 삽입(향후 Server
Thread가 데이터 서버로 전송)

Ÿ Cntl_Que에삽입된서버의제어정보를파싱하
여 Cmd_Que에 삽입하거나, 내부 Threshold
Info 값을 갱신

Server
Thread

Ÿ 데이터 서버와의 UDP 통신을 전담
Ÿ Report_Que에 서버 전송 데이터가 발생하면
UDP 패킷으로 데이터 서버에 전송

Ÿ UDP 패킷이 수신되면 패킷의 제어 데이터를
Cntl_Que에 삽입

표 2. 게이트웨이 Thread 기능
Table 2. Thread functions in Gateway

표 2에는 그림 5에 나타낸 3개의 Thread에서 수행하

는 기능을 요약하였다. 각 Thread는 공유하는 자료구조

인 데이터/제어 큐들을 이용하여 IoT 단말들과 데이터

서버와의 송수신을 요청하고 처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처럼, IoT 단말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제어 동작은

게이트웨이가 판단하여 명령하고, IoT 단말은 주기적인

센싱/전송 및 게이트웨이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만 수

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양이 낮은 IoT 단말의 부담

을 줄여 배터리 전력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데이터 서버 설계

데이터 서버는 게이트웨이가 전송한 환경 정보들을

D/B화하고, 사용자를 위한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며, 사용자 요청에 따라 게이트웨이에게 전달할 제어

데이터 전송 처리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게이트웨이와 여러 사용자들의 동시 접속을 고려하여

성능이 좋은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를 데이터 서버

용으로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기능을 설계하였다. 게이

트웨이에서 전달되는 센싱 데이터들은 향후 데이터 분

석 등을 위해 D/B 시스템에 저장할 필요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세

스로 동작하는 UDP Side 서버를 설계하였고, 이와 별

도로 사용자에게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청을 담당하는 Main 서버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다

음 그림 6은 데이터 서버의 구현 구조를 도식적으로 표

현한 것이다.

그림 6. 데이터 서버 구현 구조
Figure 6. Data Server Implementation structure

1) UDP Side 서버

Main 서버와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동작하며, 단순히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하는 데이터를 MySQL D/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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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UDP 소켓 기반으로 구현되

며, 각 게이트웨이의 IoT 단말 별로 수집된 환경(센싱)

정보를 모두 D/B로 저장한다.

2) Main 서버

접속한 사용자에게 IoT 단말의 현재 환경 정보를 제

공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제어 기능을 게이트웨이로 전

송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한다. Main 서버 프로세스

는 서버 시스템의 부하를 경감하고 높은 처리 성능을

위해 단일 쓰레드 이벤트 루프 기반 비동기 방식

(Non-Blocking I/O)인 Node.js 기반의 Express 프레임

워크를 사용해서 설계하였다. Node.js Express 프레임

워크는 HTTP Server의 확장성을 높이고 최적화된 퍼

포먼스로 동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① Back-End 모듈

Front-End 모듈에서 요구하는 기능 대부분을 제공

한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Front-End 모듈로부터 요구

된 환경 정보를 MySQL D/B에서 받아와 Web의 json

객체 형태로 전송한다. 이 정보들은 Front-End의 자원

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또 Front-End

모듈을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제어 명령을 UDP 메시

지로 직접 게이트웨이로 전달한다. 이때 사용되는 메시

지 형식은 그림 4의 IoT 단말 제어 포맷과 같다.

② Front-End 모듈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Front-End 모듈은 메모리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Virtual

DOM(Document Object Model) 형태로 설계하였다. 이

러한 Virtual DOM 형태의 Front-End 설계는 웹에서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컴

포넌트 기반으로 유지 보수가 쉽다. 또 React와 호환되

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아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로 쉽게 웹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Ⅳ. 실내환경 분석 플랫폼 구현 및
테스트

1. IoT 단말

3장에서 소개한 IoT 단말 사양에 따라, 본 논문의

IoT 단말 구현에는 Arduino Nano 33 BLE Sense 보드

를 사용하였는데, 이 보드는 64MHz로 동작하는

nRF52840 MCU와 1MB 플래시 메모리, 256KB 램을

가지며, 온도/습도 센서를 자체 내장하고 있다. 이 IoT

메인 보드에 PM7003 미세먼지 센서와, MH2-Z19B

CO2 센서를 장착하고, 액추에이터로는 5V로 동작하는

간단한 컴퓨터용 펜(Pen)을 장착하여 IoT 단말 장치를

구성하였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IoT 단말 장

치의 H/W 구성을 보여준다. 각 IoT 단말들은 3장에서

설명한 주기적인 센싱과 BLE 통신 기능들이 Arduino

IDE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되었다.

그림 7. IoT 단말 장치 예
Figure 7. IoT terminal device example

그림 8 IoT 단말 테스트베드
Figure 8. IoT Terminal Testbed

또한, 여러 IoT 단말들과 게이트웨이 간의 연동 동

작과 센싱/제어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림 8

과 같이 실내환경 분석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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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온/습도, 미세먼지

등의 상태를 변화시킨 후, 변화된 환경 데이터들이 서

버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대로 사용자

설정에 의한 지정 IoT 단말 장치의 동작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게이트웨이

본 논문의 구현에서 게이트웨이는 라즈베리파이 4

모델을 선택하였는데, 이 보드는 1.5GHz로 동작하는

ARM 계열의 쿼드코어 Cortex-A72 프로세스를 가지며

4GB 램과 IEEE 802.11ac Wifi와 블루투스 5.0 BLE 통

신을 모두 지원한다. 운영체제는 Raspberry Pi OS(리

눅스 kernel 5.4)를 탑재하였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에

서 BLE 통신을 위한 API로 BlueZ[11] v5.54 프로토콜

스택을 설치하였다. 3장의 그림 5에 설명한 3개의

Thread를 멀티 쓰레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하였고, 그

림 5의 데이터 큐들은 모두 링크 리스트로 구현하고,

mutex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리스트에 추가

/삭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그림 9는 게이트

웨이에서 IoT 단말들로부터 전송된 센싱 데이터의 수

신 처리와 데이터 서버로 송신하는 과정을 디버깅 형태

로 출력한 예이다.

그림 9. 센싱 데이터 처리 디버깅 메시지
Figure 9. Debugging message of sensing data processing

3. 데이터 서버

데이터 서버 기능은 Intel 8세대 i7 CPU와 32GB 램

을 가진 PC에서 구현되었고, 운영체제는 Ubuntu

v20.04 배포판 리눅스를 설치하였다. 또한, D/B 시스템

으로는 MySQL v8.0.18을 사용하였다. 그림 6에서 표현

한 UDP Side 서버는 소켓 인터페이스 이용한 별도의

프로세스로 구현하였고, Main 서버는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ode.js 기반의 Express 프레임워크를 사용

하여 자바와 자바 스크립터 언어로 구현하였다. 데이터

서버가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는 PC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림 10은 사용자가 접속한 데이터 서

버의 웹 페이지 예로써,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 장소(특

정 IoT 단말)의 실내환경 정보와 환경제어를 위한 인터

페이스를 보여준다. 그림 10의 화면 우측에는 선택 장

소의 현재 환경 정보(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가 출력

되며, 화면 아래에는 선택 장소의 온도와 습도 임계값

(Threshold) 설정을 위한 슬라이드 바가 위치한다. 또

화면 왼쪽에는 수동 설정 가능한 장치(엑추에이터)들의

버튼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데, 진한 색으로 보이는 버

튼은 현재 동작 중인 장치를 나타내고, 옅은 색으로 보

이는 버튼은 현재 꺼져있는 장치를 나타낸다. 다만 현

재의 구현에서는 환풍기 역할을 하는 펜만 실제 동작하

고, 다른 장치들은 IoT 단말에 부착된 LED를 이용하여

장치의 동작을 가상으로 점검하였다.

그림 10.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
Figure 10. Web-based user interface exampl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격에서 실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IoT 기반의 관리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렇게 설계한 플랫폼을 구성하는 3가지 IoT 단

말, 게이트웨이, 데이터 서버 시스템들의 기능을 오픈소

스와 공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직접 구현하였고, 기

능 동작 여부도 테스트하였다. 구현과 테스트 과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 설계한 플랫폼의 기능들이 모두 정

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논문의

IoT 단말은 BLE 통신을 이용하여 센싱 데이터를 전송

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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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LE Advertising 모드의 AD Type 필드를 이용하

여 미리 설정하지 않은 IoT 단말을 자동 인식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데이터 서버가 복수 개의 게이

트웨이와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지만, 실제 테스트

에서는 하나의 게이트웨이 연동만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수 게이트웨이들과 연동 테스트가 필요하다. 현재 본

논문의 플랫폼에서는 IoT 단말에서 측정한 환경 정보

들만 D/B로 저장하는데, 향후에는 데이터 크롤링

(crawling) 기술을 활용하여 같은 시간의 실외 환경 정

보(온/습도, 미세정보 등)들도 함께 D/B로 구축할 예정

이다. 이러한 D/B 구축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수집

한 D/B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기술 등을 적용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실내환경 제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C. Dora and H Adair-Rohani, “A statistical
note: Proposal for air pollution as an indicator
for tracking progress toward SDGs on health,
energy and cities,” WHO Documentation,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a-statist
ical-note-proposal-for-air-pollution-as-an-indicat
or-for-tracking-progress-toward-sdgs-on-health
-energy-and-cities, May 2017.

[2] Y. Lee, Y. Choi, and J. Choi, “Convergence
Evaluation of Indoor Air Measurement in
Medical Institution,”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 pp. 71-76.
Jan. 2017.

[3] J. Nam, “Implement of Analysis system with
Indoor Environment Monitoring Based on Io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3, No 12, pp
1687-1692, Dec. 2019.

[4] D. Assante and C. Fornaro, “An Educational
IoT-based Indoor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IEEE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EDUCON), pp. 1475-1479, Apr. 2019.

[5] K. K. Jung, Y. G. Lee and Y. Kim, “IoT-based
Indoor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Conference, pp. 1022-1023, Nov. 2017.

[6] M. Seo, C. Oh, S. Kim, J. Lee, Y. Kim, C. Lee
and H. Park, “A study on Indoor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s in the IoT Environment,”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Conference, pp. 963-965, Dec. 2014.
[7] Z. Tu, C. Hong and H. Feng, “EMACS: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door Environment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Proceeding of
IEEE Computer Society, pp. 305-309, May 2017.

[8] J. Park, D. Kim and N. Joo, “Indoor
Environment Monitoring and Controlling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based on Internet of
Thing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ol. 20, No. 2, pp. 367-374, Feb. 2016.

[9] Y. An, D. Kim, J. Lee and B. Lee, “Indoor
Environment Control System Utilizing The
Internet of Things,” Journal of the KIECS. pp.
645-650, vol. 12, no. 4, Aug. 2017.

[10] K. Townsend, C. Cufi, R. Davidson, “Getting
started Bluetooth Low Energy,” Internet:
https://www.oreilly.com/library/view/getting-start
ed-with/9781491900550/ch01.html

[11] “BlueZ, Official Linux Bluetooth protocol
stack”, Internet: http://www.bluez.org/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 사업(2
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