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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실내 대기 환경의 오염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실내 대기 환경 오염
도를 측정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강의
실의 실내 대기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측
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REST 서비스 기반의 웹 서비스를 적용하여 설계 구현되는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는 외부
의 사용자들이 REST API를 이용하여 접근가능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제공되는 실내 공기
환경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키워드

REST,

사물인터넷, 실내 대기 환경, 웹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Ⅰ. 서 론

최근 사람들의 생활은 대부분 지하철, 지
하상가, 공공건물 및 사무실 등의 실내 환
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는 자연
희석률이 부족하여 특별한 공기 정화 장치
가 없는 한 오염된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
하여 실내 공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 World Hearth Organization)
는 실내 공기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로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미세
먼지, 이산화질소(NO2), 중금속 등이 있으
며, 실내공기오염의 원인으로는 환기부족,
실내흡연, 오염된 외부공기의 실내 유입 등
이 있다.
네트워크 기술과 웹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사물통신(M2M), 유비쿼터
스, NFC 등으로 데이터를 측정 및 수집하
였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
면서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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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물 간의 협력을 통하여 센싱, 정보
처리하는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이 지닌 사용자 친화적
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복잡하지 않고
기존의 웹 인프라를 활용한 REST 서비스
기반의 강의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
계 제안한다. 즉, REST 프레임워크를 사용
하여 강의실 내의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웹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 하
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또한 외부의
사용자들이 REST API를 이용하여 환경 정
보에 접근가능 하도록 설계한다.

개발 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해준다.
III. 강의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
템

3.1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설계 구현된 강의실 환경 모니
터링 시스템 구성도이다.

Ⅱ. REST 서비스
REST(REpresentaional State Transfer)

서비스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를 사용하여 자원을 관리 기술하고 연결하
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클라이
언트와 서버의 형식에 상관없이 HTTP 프로
토콜만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GET, POST,
PUT, DELETE 메소드로 자원을 관리 할 수
있다 [1].
또한 기존의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방식보다 사용이 간단하고 개방성
이 뛰어나서 REST를 이용한 웹 서비스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SOAP 애플리케이션
의 경우 자기 자신의 주소지정 스키마를 정
의하기 때문에 특정플랫폼에 종속적이나
REST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HTTP 표준에
따르기 때문에 특정 언어나 기술에 종속 받
지 않고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서드-파티(third party) 사용자들에게
API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
용자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그림 1. 강의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순천향대학교 멀티미디어관 6층 강의실 3
곳(M610, M618, M619)에 센서들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임베디스 보드를 배치하고 웹 서
버에서 각 강의실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각 환경 센서
모듈로부터 5초마다 주기적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
한 후 RS-485 통신을 이용하여 임베디드
보드에 전송한다. 임베디드 보드는 가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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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웹 서버
로 전달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웹
서버는 임베디드 보드로부터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달 받아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고 REST 기반으로 설계된 웹 서
비스를 통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에게 제공한다.

3.2 REST 기반 웹 모니터링

표 1에서 /강의실번호 자원은 GET 메소
드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강의실에 대한 정
보를 얻는다. 센서가 설치되는 강의실이 추
가될 경우 POST 와 DELETE 메소드를 이
용하여 강의실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
성 및 삭제한다. /sensor 자원은 GET 메소
드를 이용하여 해당 강의실에 설치된 환경
센서 속성 정보를 얻고 POST와 DELETE
메소드를 이용하여 또 다른 환경 센서를 추
가 및 삭제 할 수 있다. /sensorID 자원은
GET 메소드를 통해 해당되는 환경 센서의
데이터 정보를 얻는다.

3.3 구현 및 테스트

그림 2. 강의실 REST URL 구조
그림 2는 웹 서버에 저장된 강의실별 센
서 데이터를 웹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모
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REST URL 구조이다. 웹 서비스는 각 자원
에 대한 URI를 매핑하고 GET, POST, PUT,
DELETE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원을
접근하고 관리 할 수 있다. 220.69.210.80은
구현을 위한 임의의 웹 서버 IP이다. 표 1
은 REST 구현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자원
(resource)의 URI와 동작을 보여준다.
표 1. 강의실 웹 서비스 자원

본 논문의 REST 기반 웹 서비스는 아파
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한 Apache
Tomcat Server(버전 7)와 자바 플랫폼에서
REST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JAX-RS
2.0 API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JAX-RS API는 [project-name/ url-pattern
/root-resource/sub-resource] REST URL 형
식의 구조로 구성된다. root-resource의 경
우 클래스 수준의 경로를 가지며
sub-resource의 경우 root-resource 클래스
아래의 메소드를 의미한다.
그림 3은 구현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강의실번호/sensor/CO2 자원에 대한 요청
테스트 결과 값이다.

그림 3. M618 강의실의 CO2센서에 대한
GET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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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을 통해 CO2의 자원에 대한 값
을 GET 요청을 하였을 때 강의실 웹 서비
스 자원의 센서 ID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정
상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그림 3과 같이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4는 서드-파티의 입장
에서 REST API를 활용하여 Highchart
(Dynamic Charts)를 통해 실시간 이산화탄
소 변화량 차트를 그린 것 이다.
URL

같은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쉽게 제작 가능
하다.
Ⅲ.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을 통해
실내 대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REST
기반으로 제작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
의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
였다. REST기반의 웹 서비스를 통해 웹브
라우저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대기환경 측정
값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기오염
물질 발생이 빈번한 공장, 공공 기관, 회사
등에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하여 실내 대기
오염을 관리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현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장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 수치 값 초과하면
이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벤트에 따
른 동작(예를 들어 환풍기를 자동적으로 제
어)을 수행하도록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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