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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실험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온도, 습도의 변화에 따라 위험상황을 식별하지만 위험상황의 유형을 알 수 없고 기기

의 동작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중 센서를 활용하여 시약장의 위험상황을 식별

하고 기기를 자동으로 동작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약장의 내부 환경은 센서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센

서 데이터는 위험상황을 식별하는 것에 활용된다. 또한 위험상황이 식별되었을 경우 이에 맞는 기기를 선택하고 자

동으로 동작시킨다. 이와 같이 시약장의 위험상황을 식별하고 기기를 자동으로 동작시킴으로써 시약장에서 발생하

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safety accidents that occur in laboratories have occurred in various forms, so that a system that can reduce 
safety accidents in laboratories is required. The existing system identifies the danger situ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and the humidity, but the type of the danger situation is not known and the operation of the device is 
manually perform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identifies the danger situation of a reagent 
cabinet using multiple sensors and automatically operates the device. The internal environment of the reagent cabinet is 
measured in real time through the sensors and the sensor data is used to identify the danger situation. Also, when a 
danger situation is identified, the appropriate device is selected and operated automatically. In this way, identification 
of the danger situation of the reagent cabinet and automatic operation of the device will reduce the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the reagent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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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개발됨

에 따라 특정 공간의 환경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연구되

고 있다[1,2]. 온도, 습도처럼 주변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

들을 환경 센서라 하며 이러한 환경 센서들은 실내 공기

질 측정, 특정 공간 관리, 스마트 홈 등에서 활용되고 있

다. 환경 센서들을 통해 측정한 센서 데이터들은 관리자

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관리자들은 이러한 센서 데

이터들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들을 제어한다[3-5]. 

기존 시약장 안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내부 환경을 측

정하기 위해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센서와 가스 센서를 

활용하여 시약을 관리한다. 이러한 경우 온도, 습도, 가

스 센서를 통해 측정된 센서 데이터가 임계값을 벗어났

을 때 위험상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했는지 식별할 수 없다. 또한 30초 주

기마다 센서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위험상황이 발생했

을 때 기기의 동작을 관리자가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6-8].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중 센서를 활용

하여 시약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약장의 내부 환경은 온도, 

습도, 가스, 화재 감지, 연기 감지, 마그네틱 센서를 통

해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측정된 센서 데이터들은 데이

터베이스에 적재되며 위험상황을 식별하는데 활용된

다. 관리자가 설정한 임계값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

을 경우 위험상황으로 판단한 후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

했는지에 대해 식별하고 위험상황에 맞는 기기를 자동

으로 동작시킨다. 

Ⅱ. 위험상황 식별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시약장에 부착한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식별하고 위험상

황에 맞는 기기들을 자동으로 동작시키는 시스템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온도, 습도, 가스, 문에 대한 위

험상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온도와 습도는 

관리자가 설정한 임계값을 통해 위험상황을 식별하고 

가스는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 위험상황을 식별한다. 

또한 문에 대한 위험상황은 문이 열려 있는가를 확인한

다. 위험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기기를 동작시켜 위험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데이터 수집 계층에서는 센서 데이터와 기기의 상태

를 수집한다. 센서는 온도, 습도, VOC, 화재 감지, 연기 

감지, 마그네틱 센서들을 활용하며 시약장의 내부 환경

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기기는 현재 동작 상태를 확

인한다. 센서와 기기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저장 계층

으로 전송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 센서 데이터들은 데이터 처리 계층에서 시

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식별하는 것에 활

용된다. 시약장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식별된 위험상황

에 맞는 기기들을 자동으로 동작시킨다. 기기의 동작 

및 시약장의 실시간 상태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자에게 제공된다.

그림 2는 온도 변화에 따른 위험상황 별 기기 동작 과

정을 나타낸다. 온도에 대한 위험상황은 온도가 임계값

보다 높거나 낮을 때 위험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식별하

며 온도가 임계값보다 높은 경우 세 가지의 상황을 확

인한다. 

첫 번째로 화재 감지 센서와 연기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상황인지를 식별한다. 화재 및 연기가 감지되었을 

경우 화재에 의한 위험상황으로 식별한다. 기기는 팬과 

Fig. 2 Device Operation according to Temperature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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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클러스터를 동작시키며 화재 상황에 대한 경고 메

시지를 전송한다. 두 번째는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

다. 시약장의 문이 열려 있을 경우 외부의 공기에 의해 

시약장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팬을 동작시키

고 관리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위험상황을 제외한 시약장의 내부 온

도가 상승했을 경우를 식별한다.

그림 3은 습도 변화에 따른 기기 동작을 나타낸다. 관

리자가 설정한 임계값보다 습도가 높을 경우 팬을 동작

시키고 관리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습도가 임

계값보다 낮을 경우 팬의 동작을 멈추고 관리자에게 알

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림 4는 VOC 변화에 따른 기기 동작을 나타낸다. 

VOC는 공기 중에 포함되는 양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식별하는 임계값

은 AEPRC(건축환경계획연구센터)에서 참고하였으며 

안전, 경고, 위험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측정된 값이 3.0 ppm 이상일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

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식별하여 시약장의 내부 환경

을 환기시키기 위해 팬과 이온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동

작시키고 문을 잠는다. 관리자에게는 유독가스 노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 측정된 값이 0.3 ppm 이

상이고 3.0 ppm 미만이면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식별하고 팬과 이온 클러

스터를 자동으로 동작시킨다. 또한 관리자에게 경고 상

태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측정된 값이 0.3 

ppm 미만일 때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기

기의 동작은 이루어지 않는다. 

Fig. 5 System Flow Chart

그림 5는 시스템의 흐름을 나타낸다. 센서를 통해 시

약장의 내부 환경을 측정한다. 측정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약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한

다.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내부 환경을 측

정하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위험상황이 발

생하였는지 확인한다. 발생한 위험상황의 식별이 완료

되면 위험상황에 맞는 기기들을 자동으로 동작시킨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상황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한

다. 위험상황이 종료되면 기기의 동작을 정지한다.

Ⅲ.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시약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식별

하고 기기를 자동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의 구현을 다룬

다. 이에 따른 시스템 구현환경은 표 1과 같다.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from Machine

Type Composition

Tools
Edit Plus, Android Studio, APM Setup7, 
Windows CE 6.0, Arduino UNO, FCM

PC
Window 7 Enterprise K 64bit
Intel i5-4460, 8GB RAM

Sensor
Temperature, Humidity, VOC, Fire, 
Smoke, Magnetic

Device Arduino UNO, Window CE, Galaxy S6

Fig. 3 Device Operation according to Humidity

Fig. 4 Device Operation according to 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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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장의 실시간 상태 확인을 위해 Windows CE 6.0 

기반의 보드를 사용하였다.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해 Galaxy S6를 통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

현하였다. PC에서는 APM Setup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고 측정된 센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또한 

위험상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송받기 위해 FCM을 

활용한다. Sensor는 온도, 습도, VOC, 화재 감지, 연기 

감지, 마그네틱 센서로 총 여섯 가지를 활용하였다.

그림 6은 Windows CE 보드를 통해 구현한 시스템의 

메인 화면을 나타낸다. 시약장의 실시간 온도, 습도, 

VOC 값을 모니터링하고 팬과 문, 이온 클러스터의 현

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기기

가 자동으로 동작이 될 경우 아래의 Toggle Button이 활

성화되어 기기가 동작 중임을 나타낸다.. 또한 위험상

황이 종료되거나 원격 제어를 통해 기기의 동작을 정지

시켰을 경우 Toggle Button이 비활성화 되어 기기가 정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림 7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이

다. Windows CE 보드와 동일하게 시약장의 실시간 센

서 데이터 및 기기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Fig. 7 Android Application Main Page

Fig. 8 Warring Message and Android Application Log Page

또한 Reagent_Output, Log, Search, Control 페이지를 

통해 시약장의 현재 상태 관리 및 시약의 입출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eagent_Output Page은 관리하는 

시약의 입고 또는 출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og Page에서는 시약장에서 발생한 위험상황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Search Page는 현재 관리 중

인 시약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Control Page는 

시약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페이지이다.

그림 8은 위험상황 발생 시 전송되는 경고 메시지와 

전송된 경고 메시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Log 화면

을 나타낸다. 경고 메시지를 위험상황 발생 시 FCM을 

통해 Push Message로 관리자에게 전송된다. 전송된 경

고 메시지를 발생한 위험상황의 유형, 발생 날짜, 발생

한 시약장 번호로 구성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저장된 경고 메시지는 3개월 간 저장되며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림 9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 제

어 화면을 나타낸다. 관리자는 온도와 습도, 팬, 문, 이

온 클러스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Fig. 9 Android Application Control Page

Fig. 6 Window CE Mai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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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또는 습도의 값을 변경하고 Set 버튼을 클릭할 

경우 기기가 동작하며 변경된 값에 근접했을 때 동작을 

정지시킨다. 기기의 제어는 Toggle Button을 클릭했을 

시 On 또는 Off로 변경되어 기기를 동작시키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Ⅳ. 고  찰

Table. 2 System Comparison Analysis

System Description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 
based Reagent 
Cabinet Management 
System

Measuring Internal Environment of 
Real-Time Reagent Cabinet
Send Warning message After 
Identifying Danger Situation
Manual Control of Device

Indoo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based on IoT

Request Sensor Data Every 30 
Seconds
Automatic Device Control according 
to Location

Development System

Measuring Internal Environment of 
Real-Time Reagent Cabinet
Identify the Type of Danger Situation
Automatic Control of Device

표 2는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나타낸다. 온습도 센서 

기반 시약장 관리 시스템은 시약장의 내부 환경을 실시

간으로 측정하고 위험상황이 식별되었을 시 관리자에

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지만 기기의 동작은 관리자의 

수동 제어해야 된다. 이에 따라 관리자의 부재 또는 관

리 기기의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상황

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

IoT 기반 실내 환경 관리 시스템은 실내 공간을 관리

하기 위해 온습도, CO2 센서를 사용한다. 30초 주기마

다 센서를 통해 측정한 실내 환경 값을 요청하기 때문

에 주기 사이에 발생한 위험상황을 신속히 식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온도, 습도, CO2 센서를 통해서

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있다.

이에 반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시약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다양한 센서를 통해 식별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기들을 자동으로 동작시킨다. 또한 시약장의 

내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위험상황이 발생했

는지 확인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위험상황을 식별하고 

이에 맞는 기기를 자동으로 동작시킴으로써 안전사고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기존 시스템들은 온도, 습도, 가스 센서 등을 통해 위

험상황을 식별하고 기기를 수동으로 제어하거나 일정 

주기마다 센서 데이터를 요청하여 기기를 자동으로 동

작시켰다. 이러한 경우 기기의 수동 제어가 불가능하거

나 주기의 사이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

처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

중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시약장 위험상황 식별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시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식별하기 위해 온도, 습도, VOC, 화재 감지, 연기 감지, 

마그네틱 센서들을 활용한다. 센서들을 통해 측정된 센

서 데이터와 관리자가 설정한 임계값을 비교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위험상황이 식별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맞는 기기들을 자동으로 동작시킨다. 

이와 같이 발생한 위험상황의 유형을 식별하고 이에 맞

는 기기를 자동으로 동작시킴으로써 위험상황에 신속

히 대처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여러 대의 시약장에서 위험상황이 동

시에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

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약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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