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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아두이노 무선센서 모듈과 Raspberry Pi, 웹서버를 이용한 IOT 기반 환경정보 수

집시스템과 기상청 API를 통한 기상정보, 상점 서비스를 매시업하여 상품추천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

템은 사용자가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품추

천시스템에서는 상점 외부에 부착된 환경정보 수집시스템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기상청 API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황에 맞는 기후화면디자인과 환경정보 데이터를 html로 구성하

여 보여준다. Raspverry Pi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여주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련 

상품 광고를 보여주며 필요한 물건을 추천해준다.

키워드: 사물인터넷(IOT), 아두이노(Arduino),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센서(Sensor), 

API(Applic 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상품추천(Merchandise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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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매시업(Mashup)이란, 다양한 정보(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융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

다. 구글 지도와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크레이그 리스트를 결합시킨 

‘하우징맵’ 사이트가 대표적인 매시업의 예이며 지도 정보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시업의 장점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비용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시업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데이터를 측정하

는 데이터 환경정보 시스템과 상점 서비스를 결합하고 추가로 기상청 

API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주변의 환경정보와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IOT 기반 상품추천시스템을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1. 시스템 제안

IOT 기반 상품 추천시스템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상점 주변의 

환경정보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기후 상태 

창을 모니터에 띄워주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련 상품 광고를 보여준

다. 광고 창에서는 기후에 따라 상점 내 마스크, 자외선 차단제, 

우산, 음료, 인공눈물 등 필요한 물건들을 추천해주는 구조로 설계하였

다. IOT 기반 상품 추천시스템은 상점 외부, 내부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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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rchandise Recommendation System Architecture

2. 시스템 구성

2.1 환경정보 수집시스템

환경정보 수집 시스템은 아두이노와 UV센서, 미세먼지센서,  온습

도센서,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만든 시스템이다. 환경정보 데이터 

측정을 위하여 각각의 아두이노와 센서들을 연결하고 아두이노 IDE를 

활용하여 센서 데이터 측정 수치 및 시간을 설정한다. 환경데이터를 

측정하여 값을 얻으면 아두이노에 웹서버를 만들어 센서값이 30초 

간격으로 웹서버에 뜰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라즈베리파이에서는 

30초 간격으로 아두이노 웹서버에 올라간 센서값을 가져와서 DB에 

저장하도록 작업하였다.

Fig. 2. System Architecture_Sensor value transfer result to DB

2.2 기상청 API

환경정보 수집시스템에서 사용된 미세먼지센서, 온습도센서, UV

센서로 수집할 수 없는 강수상태를 추가하기 위하여 기상청 API를 

사용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xml파일의 구문을 분석하여 기상청 

데이터를 파싱한 후 테이블에 저장하였다. 기상청 데이터를 파싱할 

때, 특정 장소의 데이터를 얻어야 하므로 위도 경도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청이 지정한 특수한 값(grid x, y)을 변환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로 이 값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서버 

데이터베이스 Login테이블에 자바코딩을 통해 읍/면/동 이름과 지역

코드 및 gridx, y를 저장해 두었다.

Fig. 3. Meteorological Agency Data Form

이 중 날씨 상태를 문자로 나타내는 wfKor부분과 시각을 나타내는 

hour, day를 자바코딩을 통해 주기적으로 파싱한다. hour는 예보 

3시간 단위로, 태그 값이 12라면 9시부터 12시까지 라는 뜻이다. 

day는 0,1,2로 구성되어있으며 당일은 0, 내일은 1, 내일모레는 2이다. 

부가적으로 파싱한 날짜를 알아야 하므로 데이터 삽입날짜(DATE)를 

서버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안의 test_w테이블에 추가 한다.

Fig. 4. Save to database after API parsing

2.3 DB 테이블 설계 및 가공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은 총 3개이며, Login, test_w, test_d(센

서 종합 데이터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개를 조인 할 것이며 

html의 자바스크립트는 조인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꺼내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조인이 필요한 이유는 센서 데이터 수집 시간과 

기상청 외부 데이터 초기화 주기, 위치가 다르므로 시간과 위치를 

기준으로 조인을 한다.

test_w, test_d는 각각 Login테이블의 지역코드와 서로의 HOUR, 

DATE를 기준으로 조인한다. 이를 통해 Login의 테이블의 위치 

명, 주소 값은 참조하되, test_d, test_w 데이터를 변경 시 Login테이블 

데이터를 연쇄적으로 제거,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 또, 모듈의 특성상 

예보를 통해 상품을 추천하므로 매일 데이터를 갱신하고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test_w 또는 test_d의 하루 지난 데이터들은 이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데이터 생성 날짜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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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tabase ERD

3. 실험

환경정보수집시스템에서 얻어온 환경정보데이터와 기상청 API에

서 파싱한 데이터가 DB에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 값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른 기후 상태 창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관련 상품 광고를 

잘 보여주는지 실험해보았다. 실험 결과 아래 그림 6처럼 기후 상황에 

따라 상태 창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 상황에 

적절한 광고 영상이 잘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climatic status screen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상청 API와 환경정보수집시스템 데이터를 종합하

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기후정보를 전달하고 기후정보에 따라 관련 

상품을 추천한다. 실험을 통해 환경정보 수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상청 API에서 파싱한 데이터가 DB에 

잘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DB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모니터 

기후정보 화면과 광고창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상품추천시스템과 상점 DB를 연동하고, 재고량 및 할인정보를 이용하

여 더 편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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