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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빨래 측 건조 실패 혹은 건망증으로 인해 빨래를 다시 감수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옥시 사건 이후 특정 화학 물질에 한 사람들의 기피

성은 높아져가고 있는 반면에 그 화학물질을 측정할 방법은 없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IoT 시스템을 이용한 모듈을 설치하여, 제시한 문제 에 한 안을 제

시한다.

1. 서론

옥시사의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독성 화학 물질로 인

해 수많은 산모와 신생아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로 인해 

재 한국 사회에서는 유해성 물질에 한 심이 지 하

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라고 안 하다고 할 수 없다. 옥시

사 자체가 세제도 상품의 하나로서 취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류에 속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한 세제 건조 시 문 습기를 잘못 조 하는 경우 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곰팡이가 건강상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곰팡이는 공기 에 

포자를 증식시켜 기 지염을 일으키는 등 신체에 안좋은 

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한 해결 방법으로서 빨래 

건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이 시스템

을 구 하는데 사용된 기술에 해서 다룬다.

1)

2. 본론

본 시스템은 아두이노 두개와 라즈베리 이 하나로 작동

되게 설계 되었다. 가장 먼  아두이노 두개의 센서에서 

공기  온,습도 와 포름알데하이드 값을 측정한다. 이를 

라즈베리 이로 송하여 라즈베리 이에서 자체 알고리

즘을 통하여 계산하여, 빨래 건조 측 시간을 출력한다. 

******* 교신 자, 

※ 이 논문은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되었음.

한, 습도의 값 차이를 지속 으로 확인하면서 빨래 건조 

측 시간을 피드백 해주고, 빨래 건조가 일정 습도 이하

로 넘어갔을 경우 건조 완료 상태를 출력한다.

2.1. 사용된 기술

기상청 RSS 정보 수신

Wifi 내부 네트워킹

자체 빨래 건조시간 계산 알고리즘

포름알데하이드 경고 알고리즘

GUI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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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능 설명

S/W

기상청 

네트워킹

기상청으로부터 강우 확률을 

전달받는 기능

건조 시간 

예측

측정된 습도와 온도로 건조 시

간을 예측한다.

강우 알람

예측 시간과 강우 확률 데이터

로 사용자에게 우천 발생 상황

을 알려준다

H/W

습도 측정 

센서
습도를 측정한다

온도 측정 

센서
온도를 측정한다

LCD 

디스플레이

계산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한

다

2.2. 기술 개요

2.2.1. 기상청 RSS 정보 수신

Linux 기반의 로그램에서 wget 명령어를 이용하여 기

상청 정보를 xml 형식으로 수신한다. xml형식의 기상청 

정보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싱하여, 12시간 내에 우천 가

능성을 상하여 우천 가능성이 있다고 단시 우천 가능

성을 통보한다.

2.2.2. Wifi 내부 네트워킹

아두이노에 아두이노 와이 이 쉴드를 장착한다. 한 공유

기에 부 무선으로 연결하여 아이피를 할당 받는다. 내부

망 아이피를 주소로 간단한 웹서버를 각각 구 한다. 본체

(라즈베리 이)에서 웹의 정보를 싱한다.

2.2.3. 자체 빨래 건조시간 계산 알고리즘

Linux 기반의 코드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두 체의 습도 데

이터를 라즈베리 이로 앞서 언 한 Wifi 내부 네트워킹

을 통하여 온 습도를 수신하여 실험된 식으로 빨래 건조

시간을 계산한 뒤 GUI 인터페이스로 출력한다.

계산식실험 방법: 실제 빨래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습도차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재 습도차를y 편으로 

설정하고, 기울기는 평균 인 약 0.7로 설정하여 시간을 

계산한다.

2.2.4. 포름알데하이드 경고 알고리즘

측정된 공기  포름알데하이드 값이 일정치를 넘어갈 경

우 라즈베리 이의 변수 값을 변경시켜, GUI 상에서 경고

를 출력시켜 다.

2.2.5. GUI 구

GTK를 이용하여 직  만든 GUI인터페이스에 기상청에서 

송되는 재의 우천 여부와 온습도의 값, 포름알데하이

드 값, 빨래 건조 완료시간과 완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출력하여 재의 상태를 시각 으로 보여 다.

3. 결론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빨래 건조 시간 내에 우천 확률 

가능성 등을 계산하고 빨래가 완료되었을 경우, 빨래가 완

료되었다고 알려주어 사용자가 건조 완료 상태를 단할 

수 있게 도와 다. 이 뿐만 아니라, 유아 혹은 면역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치명 인 특정 화학 물질에 한 정보

도 추가 으로 제공되어,  건조 치의 험성 혹은 

재 사용 인 세제의 험성을 사용자에게 알려 으로써 

발생가능한 질병들을 방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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