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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베이스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정보를 여러 가지 목적의 응용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용 스마트 화분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을 때 해
당 데이터를 웹페이지에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웹 서버를 구축하였다. NginX와 PHP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연
동 후 전달받은 데이터를 웹 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쉽게 접할 수 있고 공유를 편하게 하도록
하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정용 스마트 화분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과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Ⅰ. 서 론

데이터베이스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정보를 여러 가지 목적의 응용분

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1].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는 가정용 스마트 화분

에부착된 센서로부터측정된데이터가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을때이

를 웹 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웹 서버

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만 존재 하게 되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일일이 데이터베이

스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봐야하기 때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과공유하기에 애로점이많아소프트웨어비용 뿐아니라데이터베이스를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웹 서버를 구축하여 다른 사람들이 인

터넷주소를 통해 접속하여 쉽게 접하게 되고 공유를 편하게 하도록 하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본논문의구성은본론에서데이터베이스연동을위한스마트화분웹서버

구축 과정을 설명하고 결론에서 기대효과를 제시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Ⅱ. 본론

가정용 스마트 화분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들이 저장된 데

이터베이스연동을위한웹서버를구축하기위해 NginX와 PHP를 사용하

였다. NginX을 사용한이유는 Apache는 사용자 트래픽이 많아지는 경우

신속히처리하지 못하는문제가발생하여이러한 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개발된것으로, 메모리사용량이적어비교적가볍고대량접속문제를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하게 되었다[3].

PHP(Hypertext Preprocessor)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HTML과 자바스크

립트, CSS 만으로도가능하지만, 서버 내에서 실행되어야하는서버 관련

기능은 구현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된 것이

PHP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4].

NginX를 PHP를 연결하기 위해선 Nginx를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

NginX를 설치 후 압축을 푼 뒤 안을 살펴보면 conf라는 폴더가 있다.

conf 폴더 안에들어가면 nginx.conf라는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것을메모

장에 드래그 하여 열어준다.

파일을열면코드가여러개가나열되는데지금해주려는것은 php cgi의

연동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주석을 지워주고 스크립트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드 앞에 #이 붙어있는데 NginX의 설정문서

에서는 #의 기호가 주석이므로 #이 붙어있으면 해당 구문은 실행되지 않

는 문제가 발생하여 삭제하는 작업을 거친다.

그림 1. NginX 기본 설정

Fig. 1. NginX Basics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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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경로를 지정해 주기 위해 그림1과 같이 FILENAME과

$fastcgi 사이에 nginx가 설치된 경로를 추가한다.

출력되는 웹페이지들이 들어갈 폴더는 기본적으로 nginx 폴더 안에

html이라고 폴더가 있어 이곳에 사용하는 웹페이지들을 추가하면 되도록

설계하였다.

PHP를 설치하고 압축을 풀게 되면그림2와같이 php.ini-deverlopmernt

라는 파일이 보인다. 이 파일을 php.ini로 변경해 주면 된다. 기본적인 설

정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확장자를 변경해준 php.ini

를 메모장을 통해 내용을 수정해준다.

그림 3. PHP DLL 경로 설정

Fig. 3. PHP DLL Set Path

먼저 확장기능 DLL(Dynamic Linking Library)들의 경로를 지정해 주어

야 하므로그림 3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extension_dir = “C:\php\ext” 한

줄을 추가 해주면 된다. 추가로 확장기능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설정을

해줘야 된다.

추가로 확장기능 중 My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은 설정이 필요하다.

그림4와같이나타나있는코드중에서 extension =php_mysqli 앞에 ;이라는

주석을 삭제하면 확장기능인 MySQL(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PHP와 Nginx의 연동이 끝났다면 그림 5와 같이 MySQL과 PHP를 연동

하는 코드와 불러오고 싶은 데이터 값들을 작성하여 Nginx를 실행시켜

웹페이지를 열게 되면 MySQL에 있는 데이터가 웹페이지에 뜨게 된다.

추가로 PHP파일에새로고침 코드를넣어웹페이지를실시간으로 새로고

침이 가능하며 웹 디자인도 같이 가능하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Nginx를 이용하여 웹 서버를 구축하고 PHP와 Nginx 를

연동 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웹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PHP파일을이용하여새로고침시간설정및웹디자인도가능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웹 페이지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

링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정용 스마트

화분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과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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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HP 설정

Fig. 2. PHP Setting

그림 4 .PHP 확장 기능 사용

Fig. 4. PHP Enable Function Ext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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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ySQL And PHP Interlock 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