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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

는 기술을 의미하며,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

블 컴퓨터 등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된다[1].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위한 전송 통

신 요구 사항은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

col) 등의 기존 프로토콜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제한된 통신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저전력 통신 프로토콜인 MQ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연결에 

적합한 Publish/Subscribe(발행자/구독자) 모델을 

채용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메시징을 위한 QoS

(Quality of Service) 옵션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통

신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다[2]. 또한, 개방형 표준 

메시징 프로토콜을 지향하여 제삼자 기기 제조업체

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개발하기 용이하게 설계

되어 있다. 통신 프로토콜인 XMPP(eXtensible Me-

ssaging and Presence Protocol)에 비해 경량이기 때

문에 센서 네트워크 등에 적합한 프로토콜이다[3].

그리고 영상을 웹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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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함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TCP/IP 기반의 HTTP 프로토콜은 어느 정도의 손

실을 감수하고라도 QoS를 만족하여 실시간으로 전

송해야 하는 미디어 전송의 특성상 적당하지 않다.

HTTP 프로토콜에서 영상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HTTP 프로토콜이 상태를 유지

하고 UDP로의 전송 채널을 갖추거나 대역폭을 모니

터링하여 적당한 패킷 전송률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프로토콜이 RTSP(Real Time Stream-

ing Protocol)이다. 기존의 방식은 웹 서버를 통해서 

브라우저로 모니터링 및 제어권을 획득하고, 클라이

언트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어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거리에서는 기존 방법과 유사하

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성하

고, 실시간으로 온실 환경정보를 전송하여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며, 근거리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온실 상태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온실 환경 

속에서 인공재배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 또는 활용되

고 있고 넓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온실 

설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재배면

적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 환경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유지 보수 및 관리할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온실 제어를 위하여 아두

이노 하드웨어와 MQTT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웹 또는 증강현실 상에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통

해 온도, 조도, 습도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아두이노가 제어

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온실영상을 획득하여 내부 상

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실 제어 시스템을 구현한다.

원거리에서는 RTSP를 이용하여 웹상으로 관리하고

자 하는 온실 각각의 내부의 환경을 촬영한 영상을 

스트리밍을 통해 전송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온

실의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근거리에서는 제어

하고자 하는 온실에 부착된 표식을 안드로이드 디바

이스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강현실 공간상에 표시해준다. 또한, 과거의 축적된 

센서 값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

법을 통하여 원거리에서는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게 

온실을 제어할 수 있으며, 근거리에서는 모바일 웹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목록 등으로부터 온실을 찾을 

필요 없이 증강현실로 자동 인식하여 온실을 관찰하

거나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기존 연구

2.1 MQTT 프로토콜

MQTT는 제한된 성능과 빈약한 네트워크 연결 

환경에서의 동작을 고려하여 설계된 통신 프로토콜

로서 IBM에 의해 개발되고 OASIS에 의해 사물인터

넷 표준 프로토콜로서 선정된 기술이다. MQTT는 

토픽(Topic) 기반의 발행/구독(Publish/Subscribe)

방식의 모델을 사용하며 메시지 큐를 통해 원격 검침 

영역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정한 토픽에 대한 구독 메시지를 브로커에게 전

송하면 해당 주제의 발행 메시지가 발생한다. 이 경

우 사용자가 요청한 토픽을 브로커가 중계하여 해당 

토픽의 연결 데이터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대표적인 

브로커로 mosquitto, moquette, HiveMQ 등이 있다

[4,5,6].

2.2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표식 기반 증강현실 라이브러리인 

ARToolKit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된 NyARToolKit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7∼9].

Fig. 2는 증강현실의 작동원리를 간략화한 시스템 

개념도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카메라가 실세

계를 촬영하면서 카메라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표식

의 사각 이미지를 검색하고 사각 이미지가 표식으로 

인식될 경우 표식의 3차원 좌표와 방향을 찾아내게 

되고, 검색된 표식이 기존 프로그램 상에 등록된 표

식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비교하게 되고, 검색한 이미

지 표식과 등록된 표식 데이터가 일치할 경우, 해당 

표식 위에 그려질 객체의 3차원 좌표와 방향을 찾아 

Fig. 1. Publisher / subscrib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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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프레임 내부에 객체를 렌더링하게 된다[10].

2.3 RTSP 구조[11]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RTSP: Real Time

Streaming Protocol)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클라이언

트/서버 환경에서 시간적 제약 조건이 비교적 느슨

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이다. Fig. 3은 RTSP를 이용하여 영상을 스트리밍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웹 서버에

게 발표 기술 파일을 요청한다. 발표 기술 파일은 연

속매체 파일의 동기화에 대해서 지시할 뿐만 아니라 

연속 매체 파일들을 참조할 수 있다.

각각의 RTSP 세션은 서버에 의해서 선택된 세션 

식별자를 가진다. 클라이언트는 SETUP요청으로 세

션을 시작하며, 서버는 이 요청에 대해 식별자로 답

한다. 클라이언트는 TEARDOWN 요청으로 세션을 

종료할 때까지 각 요청마다 세션 식별자를 사용한다.

3. 제안된 온실제어를 위한 실시간 전송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온실 내부의 정보를 전

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며,

근거리에서 증강현실로 온실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온도, 조도, 습도 

센서 그리고 카메라가 설치된 아두이노와 중간에서 

데이터를 중계하는 브로커 서버와 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한 DB 서버, 원거리에서 RTSP를 이용하여 영

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온실의 환경을 볼 수 있

게 하는 웹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온실환경에 설치한 시스템은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브로커 서버에 실

시간으로 전송을 하면 브로커 서버는 1시간 간격으

로는 DB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가 

브로커 서버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요청하거나, 최

근 24시간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브로커 서버

가 중계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다른 

시스템에 소속하게 되더라도 브로커 서버와 통신을 

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3.2 소프트웨어 구성

본 논문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Fig. 5와 같다.

아두이노는 센서값 및 온실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Fig. 2. System flow of NyARToolKit, (a) Searching a 

marker inside a camera frame, (b) Calculating 

3D coordinates after marker recognition, (c) 

Consistent determination with registered 

markers, (d) Calculating 3D coordinates of a 

message note, and (e) Rendering an object 

inside the camera frame.

Fig. 3. RTSP states and reques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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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 센서의 값을 DB 서버에 전달하여 저장하

며, 다른 클라이언트가 센서를 통해 온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담당한다. 그리고 Mosca 서버[12]는 MQTT

통신을 위한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며 클라이언트들 

간의 지정된 토픽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ode.js 서버는 DB를 담당하며 

MQTT 프로토콜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MongoDB

에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요구할 경우 브로

커를 통해서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값들을 전달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 서버와 안드로이드 클라이

언트는 아두이노로 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오며 원거리일 경우 웹 서버를 통하여 관리하고, 근

거리일 경우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표식을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온실의 데이터를 받아오며 터치를 통

해서 원하는 데이터 출력 및 제어를 담당한다.

iBeacon은 온실 화분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3.3 주요 기능

본 시스템의 주요 흐름은 아래의 Fig. 6과 같다.

주요 기능으로는 iBeacon을 이용한 온실 위치 찾기 

서비스, 아두이노로 부터 실시간 온도, 조도, 습도 센

서데이터 감지, 실시간 온실 내부 영상, Node.js 서버

의 센서 데이터 저장, 최근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증강현실을 이용한 아두이노 제어가 있다.

iBeacon은 Fig. 7과 같이 주기적으로 주변 범위 

내로 자신을 광고하는 신호를 전달한다. 신호의 헤더

에는 전달하는 신호세기(TxPower)의 정보가 포함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가 비콘 신호를 탐

색하여 신호가 측정되면 수신 신호 세기(RSSI)를 측

정하고 송신 신호의 헤더에 있는 신호세기(Tx-

Power) 정보와 비교를 통하여 비콘과 안드로이드 디

바이스의 거리를 산출한다.

Fig. 8과 같이 사용자와 온실과의 거리가 근거리

일 경우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 증강현실을 이

용하고, 원거리일 웹 환경에서 웹서버를 통해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RTSP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한다.

웹 환경의 온실제어와 증강현실 상의 온실제어의 

두가지 과정을 위한 실시간 센서 데이터 및 RTSP를 

이용한 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흐름으로는 Fig. 9와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Fig. 5. Software configuration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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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웹서버는 자신이 구

독하고 싶어 하는 토픽에 대해 Mosca 서버에 구독을 

요청한다. 그 후 아두이노가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 

및 영상 데이터에 대하여 Mosca 서버에 토픽의 발행

을 요청했을 때 웹 서버는 센서 정보와 RTSP의 발표 

기술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는 전송된 센서의 정보를 출력함과 동시에 브라우저

에 응답 메시지의 content-type 필드에 따라 브라우

저에 내장된 미디어 재생기를 활성화한다. 그 후 재

생기가 영상에 대한 RTSP PLAY요청을 보내면 웹 

서버는 RTSP PLAY 응답을 한 후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의 대역내 채널로 내보낸다.

Node.js 서버의 온도 및 데이터 저장을 살펴보면 

먼저 Node.js 서버는 DB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구독하겠다고 Mosca 서버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아

두이노는 온도 및 습도 등의 데이터를 DB에 저장한

Fig. 6. Main function flow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Fig. 7. Distance calculation process of the beacon and 

the Android client. Fig. 8. Greenhouse control method.

Fig. 9. Real-time sensor data and im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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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Mosca 서버에 발행을 요청하면 Mosca 서버는 

이 데이터들을 Node.js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Node.js 서버는 MongoDB에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실시간 데이터 출력 기능의 흐름은 Fig. 10과 같

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는 자신이 얻고

자 하는 데이터를 Mosca 서버에 구독요청을 수행한

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가 증강현실상의 

버튼을 이용하고, 웹 서버는 웹페이지의 버튼을 이용

해서 원하는 토픽의 데이터를 Mosca 서버에 발행을 

요청하면 Mosca 서버는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가 요청한 토픽의 데이터를 Node.js 서버로 

요청한다. Node.js 서버는 Mosca가 요청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MongoDB에서 추출한 후 데이터 포맷을 

JSON 형식으로 Mosca 서버에 데이터를 발행한다.

그리고 Mosca 서버는 토픽에 대해 구독을 원하는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나 웹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

송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신한 안드로이드 클라이

언트와 웹 서버는 읽은 데이터를 파싱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출력한다.

아두이노 제어의 기능에 대한 흐름은 Fig. 11과 

같다. 먼저 아두이노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의 토

픽의 구독을 요청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클라이언

트나 웹상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원하는 장치의 토

픽에 대한 명령을 Mosca 서버에 발행을 요청한다.

그리고 Mosca 서버는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의 토픽

을 구독하고 있는 아두이노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받은 아두이노는 데이터 값을 읽어들

인 후 명령을 실행한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구현 및 개발 환경

은 Table 1에 나타낸다. 안드로이드 MQTT 라이브

러리인 IA92를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MQTT 통신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MQTT 프로토

콜의 브로커는 Node.js 기반의 Mosca를 사용하였으

며 브로커 및 DB Server의 OS는 Linux 환경의 

Ubuntu 12.04 LTS를 사용하였고, 안드로이드 클라

이언트는 Wi-Fi 통신을 이용하여 실제 네트워크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였다.

근거리에서 온실을 제어하게 될 경우 Fig. 12와 

같이 표식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카메라로 촬영

하여 디바이스의 스크린 내부의 가상공간에 온실 내

부의 상태와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

로 출력할 수 있게 구현한다. 재배 환경이 다수의 대

형 비닐하우스일 때 비닐하우스 내부에 들어가서 확

인할 필요 없이 입구에서 표식만 촬영하여 내부 상태

를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다수의 온실을 관리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원거리일 경우는 Fig. 13과 같이 웹서버에서 온실

의 실시간 영상과 온실의 현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웹페이지의 버튼을 통해 온실

을 제어할 수도 있다.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원리는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같은데 이것은 사

물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인 MQTT가 다양한 디바이

Table 1. Simulation environments

Element Detail

Sensor iBeacon, dht11

Device
Arduino Mega2560, Wifi-Shield,

Galaxy Note2, Adafruit-VC0706-Camera

Language Node.js, C/C++, Java

OS Ubuntu 12.04, Android kitkat4.4

Library Mosca, IA92, NyARToolKitFig. 10. Output of DB data.

Fig. 11. Arduin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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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다른 통신 방식을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도 브로커 서버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중계 

받으면 같은 방법으로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QTT와 RTSP를 통한 온실 정보

의 실시간 전송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최근 모바일로 

제어하는 환경은 온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

면 온실 환경의 정보를 습득할 수 없다. 따라서 근거

리에서도 온실을 찾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거리와 원거

리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온실을 관리 및 제어하도

록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근거리에

서 모바일 웹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목록 등으로부터 

온실을 찾을 필요 없이 증강현실로 자동 인식하여 

온실을 관찰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거리

에서는 웹을 통하여 RTSP를 통한 온실의 영상을 실

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온실 상황에 맞춰서 

온실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비록 본 논문에

서는 온실제어 분야만 국한하여 응용을 제시하고 있

으나, 다양한 응용분야에 제안한 시스템이 적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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