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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를 이용한 소규모 서버 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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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mall Server Room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by Using the Ardu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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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각종업무, 공장 자동화시스템, 병원 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산화된 시스

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정지되었을 경우 모든 업무가 정지될 정도로 전산 시스템의 중요도

는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서버실의 온

도, 습도, 화재등과 같은 환경 관리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서버실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자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서 24시간 독자적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이벤트 발생 시 실시간으로 담당자에

게 알려주는 저비용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몬 프로세스와 아두이노

를 기반으로 한 장비의 연동 결과 담당자에게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정 이벤트 발생 시 그 이벤트

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Owing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 computerized system in various ways such as a variety of company’s

businesses, factory automation system and hospital healthcare system is introduced and operated. And it is possible to

say that a computer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the extent that all businesses are suspended in case

the system is down. Attention should be always paid to environmental management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fire in server room for the normal operation of system in this situation. It is thought that there is necessity for a

low-cost system which independently monitors environment round the clock in the situation where the person in charge

doesn’t pay attention and which informs a person in charge in real time when an event occurs for the operation of this

small server room. Consequently, it is to be hoped that the suspension of service provided by computer system, which

may occur due to a specific event, can be pre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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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컴퓨터, 스마트

폰 등 여러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당 시스템이 정지되었을 경우

업무 전체가 정지되어 적지 않은 손실로 연결되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

스를 위해 서비스의 최상단에 위치한 서버의 안정적

인 운영이 그 첫 번째 이며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버가 위치한 서버실의 환경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서버는 간단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자 장비이다. 이 장비들은 높은 온도나 습도에

매우 취약하다. 가끔 항온항습기의 이상동작 등으로

서버실의 온도가 올라가고 높아진 온도 때문에 서버

가 작동을 정지하거나 습도가 높아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로 인하여 서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

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전기 발생의 주요인자가 습

도이며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1]. 정전기로 인하여 각종 산업용 장비들이

오작동, 화재, 폭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2]. 특히 전산실 및 서버실의 경우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게 수계 소화설비를 이용한 화재진압이 아닌 이

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하도록

규정[3]되어 있는 등 별도의 화재감지 시스템을 이용

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서버실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제품이 존재하

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의 경우 고비용이고 별도

의 서버 구축이 요구되거나 확장성이 부족하여 전산

담당자가 서버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소규모 서버실을 운영하는 담당

자가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비용을 낮추

고 구성을 단순화하는 대신 시스템의 확장성을 제공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사물인터넷 기

반의 온습도 화재 감시기를 설계 구현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담당자 및 관련자들에게 현재 상태

를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설계 구현하

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관련연구를 소개

하고 Ⅲ장에서는 소규모 서버실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

안하고 Ⅳ장에서는 모니터링 장비의 설계 및 구현을

Ⅴ장에서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 및

구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실제 장비를 필드

테스트하고 그에 따른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 자체가 센싱

기술과 통신기능을 갖추고[4] 인터넷에 연결되어 인간

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상

호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5].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은

서로 연결된 사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상세계까지

연결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6].

사물인터넷을 실현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픈소

스 하드웨어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가 있다. 이중

아두이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보드 마이크

로 컨트롤러로써 어렵지 않게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작비용이 저렴하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두이

노를 기반으로 한 걸음걸이 교정용 신발 구현[7]과 같

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서부터 보안, 교육, 악기

연주 등 사람들의 상상력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의 시

스템들이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구현되고 있다.

Ⅲ.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장비는 인터넷에 연결될 필

요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도 사용 가능하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몬 프로그램이 위치한 서버

는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여야 하고 데몬 프로

그램이 위치한 서버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

만약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장비에 3G 또는LTE

모듈을 이용하거나 고정IP를 제공하여 동작할 수 있

게 한다면 데몬 프로그램 역시 원격지에 위치하도록

하여 해당 클라이언트에 장비 세팅만으로도 해당 서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그

로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본 논문에

서는 서버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현 시

현재 서버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하여 그림1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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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Fig. 1 Server room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아두이노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장비의 역할은

환경데이터를 웹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뿌려주

는 역할을 하고 온도, 습도, 화재에 관한 데이터 비교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 SMS 전송 등 실제 모든 처리

는 데몬 프로그램이 담당하게 된다.

그림 2.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알고리즘
Fig. 2 Server room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algrithm

데몬 프로그램은 시스템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SMS(:Short Message Service)를 전송하거나 원격지

에 있는 관리용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망에 접근이 가능

하여야 한다.

그림 2는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으로 일정시간마다 윈격지에 위치한 데이터

베이스에 값을 저장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기준

으로 그보다 크면 이벤트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실

시간 이벤트 내용을 전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

는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하고 있다.

Ⅳ.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설계 
및 구현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장비는 아두이노 우노를 메

인으로 온도, 습도, 화재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센서 및 온도를 표시해주기 위한 세그먼트 그리고 통

신을 담당할 이더넷 쉴드 또는 Wi-Fi 쉴드 등으로

구성하여 설치된 장비만으로도 해당 위치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하고자 한다.

그림 3.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장비 구현
Fig. 3 Server room environment monitoring device

implementations

우선 아두이노 우노에 센서와 세그먼트를 연결하여

센서의 값이 세그먼트에 표시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통신 관련 쉴드를 추가 구성한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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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기 때문에 통신을 담당하는 보드를 추가로 구성

하여야 하는데 이를 쉴드라 하며 Wi-Fi 쉴드는

802.11b 규격을 사용한다[8]. 본 논문에서는 이더넷

쉴드를 사용하여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제공

하고자 한다. 이렇게 회로가 구성된 서버실 환경 모니

터링 장비에 웹서버 코딩을 추가하여 장비 스스로

HTML 형태의 웹서버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세팅해주

고 client.println("Refresh: 5"); 명령을 통해 웹 서버

스스로 5초에 한번 새로고침 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5초에 한번 센서의 데이터 값이 갱신 되어 웹서버에

표시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4는 모니터링 장

비 자체적으로 결과를 웹의 형태로 제공하는 화면으

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5초 간격으로 새로고침

되어 사용자에게 실시간 결과 값을 제공한다.

그림 4. 모니터링 장비 웹 서버 서비스
Fig. 4 Monitoring device Web Server Service

장비의 세그먼트에 표시되어지는 온도 값이 실시간

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세그먼트에 표시되어지는 값

또한 타이머를 이용하여 5초에 한번 읽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주일간 장비를 테스트 한 결과 세그먼트의 과열

로 인하여 온도센서의 값이 시간당 평균 0.4도 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되며 35도 정도에서

안정화 되어 온도가 지속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그먼트 등에 의한 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인자를 방지하기 위해 센서를 장

치의 외부에 위치시키는 케이스를 다시 설계하였다.

그림 5.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장비 케이스 설계
Fig. 5 Server room environment monitoring device

case design

최종적으로 구현된 장비의 형태는 그림 6과 같으며

앞서 새로 설계 제작한 케이스를 사용한 장비를 일주

일동안 필드 테스트 해 본 결과 세그먼트 등의 내부

적인 문제로 인하여 센서에 전달되어 지는 값이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멈춤 현상이 발생하

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이벤트의 발생 없이 정상적인

구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6.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장비
Fig. 6 Server room environment monitoring device

Ⅴ.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의 설계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센서의 데

이터 값을 비교분석 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을 함과 동시에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여 그 데이터를 DB화 하여 이후 해당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DB에 자료를 저장함 에 있어서 시간당 1건의 자료

를 저장할 경우 1년에 8,760 건이 발생하며 5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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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발생하는 건수는

43,800건에 달한다.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용량상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건수가

많이 발생하여 추후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저장되는 테이블을 년도 별로 분리하여 처리하

여 최대 발생건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년도가 변경될 경우 해당 DB에 테이블의 존재여부

를 확인하여 데몬 프로그램에서 자동 생성할 수 있도

록 함수를 구성하여 처리하였다.

그림 7. 테이블 자동생성 함수 알고리즘
Fig. 7 Table automatic creation function algorithm

그림7의 Wf_create_table( ) 함수로 리턴 받은 테이

블 이름으로 해당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어 저장 용량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별도의 관

리 없이 반영구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DB구조는 크게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할 사업장 정

보 정보테이블, 장비 정보테이블, 담당자 정보테이블,

연락처 정보테이블, 센서 값을 저장할 실제 데이터 저

장 테이블 이렇게 5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센서 값 저장 테이블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각사업장 정보와 년도를 이용하여 년 단위로 자동 생

성하기 때문에 테이블 명이 일정하지 않다.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 장비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를 파싱하고 환경값을 분리한 이후 각각의 조건에 맞

추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게 된다. 또한 데몬 프로

그램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SMS 전송은 담당자가

지정한 주의단계와 경계단계에 따라 주의단계일 경우

장비의 지정 담당자에게만 현재 상태를 문자로 알려

주고 경계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리스트에 지정한

사용자에게 일괄 전송하게 시스템화 하였다. 이는 담

당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해당 이벤트를 처리할 수 없

는 상황이거나 혹은 이벤트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리스트의 사용자에게 문자를 일괄 전송하

여 해당이벤트를 신속히 해결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

하여 책임을 분배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앞에서 언급한 장비의 정보 및 주의, 경계의 설정,

담당자 및 사용자들의 전화번호, 센서값 등은 모두 원

격지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시스템 사용

에 있어 별도의 서버나 DB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므

로 중소규모 전산실 담당자로 하여금 쉬운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림 8. 데몬 프로그램 실행 화면
Fig. 8 Daemon program execution screen

데몬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필드 테스트한 결과 센

서에서 받아온 데이터가 주의 혹은 경고의 수치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계속해서 SMS를 전송

하는 문제가 도출되어 SMS 전송 후 10분의 지연시

간을 두고 그 이후에 SMS 전송이 필요할 경우 재전

송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버실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 혹은 관련자들에게 문

자메시지를 통해서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은 예전부터 존재하

였던 것이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설계 구축하였고,

구축비용이 기존에 존재하던 시스템에 비해 1/10 정

도로 저렴하다. 그 기능 또한 한정된 담당자에게만 알

림 기능을 제공하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이벤트 상황

에 따라 담당자 또는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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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센서값을 원격지에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감됨과 동시에 서

버실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 포인트를 줄여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규모의 서버실에서 도입하여 운

영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실제 한 중소기업 전

산실에 적용하여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본 논문

에서 구현한 서버실 환경 모니터링을 보다 소형화하

고 지능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서버실 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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