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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루 평균 90%를 실내에서 생활하는 인들을 해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을 제어하여 쾌 한 실내 환

경으로 제어해 주는 시스템이다. 불쾌지수가 온도와 습도  향이 큰 성분을 찾는 실험에서는 온도를 21도

로 고정 했을 시 습도가 1% 변하는 경우 불쾌지수 0.1이 증가하 고 습도를 40%로 고정하고 온도가 1도 변

할시 불쾌지수가 1.2씩 변하는 실험결과를 도출하 다. 이로부터 온도가 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냈다. LED

실내등과 릴 이 소켓을 메인 제어 시스템에 무선통신을 사용하기 한 블루투스의 통신한계 측정실험에서 

장애물이 없을 시 최  70m 통신 가능 했으며 벽이나 철근과 같은 고분자 장애물이 있는 경우 통과하여 통

시할 수 있는 장애물이 최  2개 고, 고분자 장애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통신 할 수 있는 거리는 최  10m

임을 확인하 다.

ABSTRACT

It is a system that controls temperature, humidity and fine-dust to make interior environment more comfortable for modern people who spend 90% of 

the time in indoor. In an experiment of finding which one of temperature and humidity influence more to discomfort index, for a fixed temperature of 21, 

discomfort index increased by 0.1 with a 1 change of humidity, and for a fixed humidity of 40, discomfort index increased by 1.2 with a 1 change of 

temperatu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emperature is more influential than the humidity to discomfort index. In an experiment of measuring 

communicational limitation of Bluetooth, the communication was possible for at most 30 meters without obstacles. With high obstacles like walls or steel 

bars, it was able to penetrate at most 2 obstacles and maximum distance which it can communicate was 10 meters for just one high molecule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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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들은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한다[1]. 실

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향을 많이 미치는데, 실내 공

기 오염은 사람들의 능률을 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

병을 앓고 있거나 노약자에게 피해를 다[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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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실내공기오염의 심각성에 한 인식부족”

에 따르면 실내 환경은 실외 오염원의 유입으로 실외

보다 공기 질이 더 나쁘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들은 실내 환경을 등한시 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실내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가장 큰 나

쁜 향을 미치며 2009년 환경부의 “미세먼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에 많은 향을 끼쳐”라는 보도 내용

을 보면 특히 호흡기 질환이 나쁜 향  62%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지수 한 사람에게 지 않은 향을 미치는

데,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사람은 스트 스를 받기 때

문에 이성 이지 못해지고 범죄율도 증가하는 등 심

각한 향을 미친다[3].

본 논문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온

도와 습도를 직 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불쾌지

수에 해 을 두었다. 제작한 작품은 불쾌지수와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제어하고 사람들에

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해 사물 간을 유무선 네트워

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인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 하 다[4]. 무선 통신은 

10m정도의 근거리 통신을 사용 할 수 있는 블루투스 

통신[5]을 사용하여 메인 시스템과 릴 이 소켓, LED

실내등을 연결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환경에 자동으로 

상호작용하여 동작하게 구 하 다.

Ⅱ. 본  론

2.1 련연구

2.1.1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와 지름이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

로 나뉜다. 미세먼지의 성분으로는 일반 으로 공기 

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황산염(58.3%), 연소하여 발

생하는 탄소류와 검댕(16.8%), 흙먼지 등에서 발생하

는 물(6.8%)로 구분된다[6].

측정 방법으로 Airkorea에 기술되어 있는 미세먼지 

포집방법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2.5㎛보다 작은 미세

먼지를 채취 하여 질량으로 측정하는 량 농도법, 베

타선의 질량이 클수록 베타선이 더 많이 흡수되는 원

리를 이용하여 필터에 있는 베타선양 측정하여 미세

먼지 농도를 구하는 베타선 흡수법, 빛의 사란을 이용

하는 산란법이 있다. 량농도법과 베타선 흡수법은 

매우 정확한 측정방법 이지만 실시간으로 측정이 불

가능 하고 산란법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소형

화가 가능하여 휴 하기 용이하지만 입자분리가 어렵

고 오차율이 높은 편이다[7].

2.1.2 불쾌지수 

불쾌지수란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객 인 수치로 공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바람이나 복사열등의 조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한 개념이다.

산출방법으로 1957년 미국의 E. C. Thom에 의해 

고안된 식을 사용한다[8].



 ××


  

(T : 기온,  %RH : 상 습도)                 (1)

결과값이 70∼75 경우 10%, 75∼80인 경우 약 

50%, 80이상인 경우 부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

낀다고 한다[9].

2.2 하드웨어 구성

2.2.1 메인 시스템

그림 1. 메인 시스템
Fig. 1 main system

그림1은 메인 시스템의 외형이다. MCU로는 아두

이노 우노를 사용하 으며 온도-습도, 미세먼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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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착되어 실내 환경 정보를 수집한다. 마스터 블루

투스가 장착되어 LED실내등, 릴 이 소켓, 애 리

이션과 통신을 한다.

2.2.2 릴 이 소켓

그림2는 릴 의 소켓의 외형이다. 4단자 5V릴 이 

모듈을 사용하여 4구 소켓에 연결하 다. MCU로 아

두이노 우노를 사용하 으며 슬 이  블루투스가 장

착되어 있어 메인 시스템에서 명령을 받아 자동으로 

ON/OFF를 한다.

그림 2. 릴 이 소켓
Fig. 2 relay socket

2.2.3 LED 실내등

그림 3. LED 실내등
Fig. 3 LED light system

 

그림3은 LED 실내등 외형이다. 온도, 습도 미세먼

지, 불쾌지수를 시각화하기 해 제작하 다. 쾌 할 

시 록 경고는 랑 험은 빨강으로 표 하며 모드

를 설정하여 모드 1은 온도, 습도 미세먼지, 2는 불쾌

지수, 미세먼지 3은 불쾌지수 4는 미세먼지를 표 하

고 LED에 표 해 다. 모드 1과 2시 빨강색일 때 경

고음이 울리고 애 리 이션에 진동이 울린다.

 MCU로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 으며 슬 이  

블루투스를 장착하여 메인 시스템과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2.3 소 트웨어

2.3.1 시스템 알고리즘

그림 4. 시스템 알고리즘
Fig. 4 system algorism

그림4는 본 작품의 시스템 알고리즘이다. 센서로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를 측정 한 후 측정값과 설정값

을 비교하여 오 젝트를 동작 유무를 결정하며 무한 

반복하게 시스템을 제작하 다. 측정값을 LED실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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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디스 이, 애 리 이션에 실시간으로 송하여 

표시한다. 

2.3.2 애 리 이션

그림5는 애 리 이션의 외형이다. 온도 습도 미세

먼지 불쾌지수를 나타낼 수 있으며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며 실내 환경에 따라 색과 모양이 바 며 험

할 시 경고음과 진동이 울린다.

그림 5. 제작한 애 리 이션
Fig. 5 Fabricated application

Ⅲ. 실험  고찰

3.1 무선통신 거리 한계 측정

본 연구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악코자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는 철이나 콘크리트 같은 고분자

물질을 통과하기가 어려움으로서 실제로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통신의 한계치를 알아보기 한 실험을 

진행하 다[10].

3.1.1 무선 통신 시, 벽이 있을 시 측정

층의 바닥을 기 으로 최  몇 층 까지 통신이 가

능한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 다.

floor 1 2 3 4

O/X O O O X

표 1. 층에 따른 무선통신 측정
Table 1. Measure wireless communication by floor

표를 살펴보면 3층까지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층 사이의 거리가 약 3m라면 고분자 

장애물 2개와 약 6m정도가 통신 가능하다는 결과값

을 도출시켰다..

3.1.2  벽이 하나 있을 시 통신거리 측정

벽이 하나 있을 시 최  통신거리를 측정하는 실험

도 진행하 다.

Distance 2 4 6 8 10 12

O/X O O O O O X

표 2. 벽 하나를 끼고 무선통신 거리 측정
Table 2. Wireless communication distance 

measurement with one wall

표를 살펴보면 벽 하나가 있을 시 최  통신거리가 

10m로 나타난다. 의 결과로 실내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2 온도, 습도에 따른 불쾌지수 향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불쾌지수가 온도나 습도  어

느 것에 향을 더 받는지 측정실험을 하 다.

3.2.1 습도에 한 불쾌지수 향

불쾌지수가 습도에 따라 얼마만큼 변하는지 온도를 

고정해 놓고 습도에 변화를 주어 실험값을 측정하여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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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습도에 따른 불쾌지수 향 그래
Fig. 6 Discomfort index effect on humidity graph

온도를 21도로 고정 후 습도를 40%부터 72%까지 
변화시켰을 시 불쾌지수의 변화를 300  동안 측정한 
갑을 확인 한 결과 64.61부터 67.98까지 약 3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2.2 온도에 따른 불쾌지수 향

습도를 고정해놓고 온도에 변화를 주어 불쾌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 다.

그림 7. 온도에 따른 불쾌지수 향 그래
Fig. 7 Discomfort index effect on humidity graph

습도를 40%으로 고정시킨 후 온도를 23도부터 46

도 까지 변화시켰을 시 불쾌지수의 변화를 측정한 값

을 확인한 결과 불쾌지수는 기 68.318부터 96.056까

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의 실험결과로 불쾌

지수는 습도의 향도 보다는 온도에 민감한 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Ⅳ. 결 론

제작한 시스템은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여 온도, 

습도, 미세먼지 센서로 측정한 후 사용자가 설정한 환

경을 기반으로 릴 이 소켓에 명령을 내려 가 제품

을 자동으로 ON/OFF 제어를 한다. 한 LED 실내

등과 애 리 이션과 통신을 하여 온도, 습도, 미세먼

지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로 불쾌지수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알려 다.

불쾌지수의 온도와 습도변화 시 크게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실험을 통해서 습도가 1%

씩 변화할시 불쾌지수 0.1이 변화하 고 온도가 1도씩 

변화 할 때마다 불쾌지수가 1.2씩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하 음으로 온도가 습도보다 향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한 고분자 장애물이 있을 시의 무선통

신 거리 한계 측정 실험을 진행하 다. 벽을 최  2개 

통과하면서 약6M정도의 거리까지 통신가능 하 으며 

벽 하나를 통과하여 최  10M까지 통신 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 실험 결과로 실내에서도 같

은 층일 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구 한 시스템은 일반인들이나 

약자들에게 원하는 환경을 직  조작하여 조  더 나

은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사용자가 수동으로 제어하는 등 조  더 보완하면서 

추가 기능을 넣는다면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안락하

게 바꿔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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