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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a. 탐구 동기

i. 최근들어 전세계적인 IOT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이를 극지와 같은 극한의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
은 기술을 활용할 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연구
장비를 제작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
다. 

2. 이론적 배경
a. 아두이노 :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인들도 임베디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이다. 
b. 센서 : 아두이노 보드에 이더넷 쉴드와 온습도 센서를 장착하였다. 온습도 센서는 DHT-22 센서를 사용하였고 

GPS센서는 UST-SNR-GPS 센서를 사용하였고 CO2센서는 MQ-135센서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더넷 쉴드
에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로 SD카드 리더를 통하여 SD카드에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과정
a. 아두이노에 DHT-22 온습도 센서와 UST-SNR-GPS센서, MQ-135 CO2센서를 부착하고 W5100 이더넷 
쉴드를 사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b. 제작한 장비를 다산 기지에 있는 AWS시스템 부근에 설치하였다. 
c.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될때까지 연구 장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 연구 결과
a. 배터리는 이틀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운용할 경우에는 이 보다 더 오랜
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전원 공급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양열 전지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b. 온습도 센서는 비닐로 감싼 경우에 일종의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온도가 일정량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비닐
로 감싸지 않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c. GPS센서는 정확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글 어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위치의 오차가 10m 이
상 발생하였고 이를 토대로 분서한 결과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
며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d. CO2센서 역시 대기중 CO2농도가 400ppm인데 반해 측정된 데이터가 40ppm이라는 점에 비춰밨을때 정확
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의미없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이 역시도 높은 가격대
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e. 전체 장비는 기존의 장비와 비교하여 굉장히 작고 모듈화되어 설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철거 역시 용이하였다. 
f. 저장된 데이터는 .txt파일로 저장되게 세팅되어 있었지만 이를 엑셀로 불러들여 소팅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장
애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g. 

5. 결론 및 제언
a.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연구 장비를 제작할 경우 기존의 장비에 비해서 단가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장비가 소
형화, 모듈화 되어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다수의 장비가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빙하에 해당 장비를 장착하여 장기간 표류시키며 빙하의 위치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온도, 습
도, 풍향, 풍속, 해류와 같은 데이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극 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를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북극이 기후를 연
구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원 공급 문제나 센서의 정확도
의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지만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런 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극지연구를 진
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