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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공공 분야에서 구조물 감시 시스템의 요성이 두 되고 있다. 재 구

조물 감시 시스템은 감지 능력, 데이터 처리, 피해의 양, 구조물의 상태 상을 기본 목 으로 하여 운

된다. 기존 감시 시스템은 센서의 측정으로 얻은 데이터를 유선을 통해 기지노드로 송한다. 유선
으로 연결된 감시 시스템에는 많은 기 설치비용, 네트워크 송 이블의 유실 문제와 같은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송 장치, 센싱 보드, 무선 장치로 구성된 무
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는 무선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 다. 구 된 시스템은 하 에 따른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므로 구조물의 안 성 향상에 기여한다.

그림 1. 하  감시 시스템(유선, 무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논문은 강원 학교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본 논문은 산학 력 심 학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본 논문은 IT 동연구센터에 의해 지원되었음.

1. 서론

구조물 감시 시스템이 설치된 구조물에는 많은 

양의 센서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센서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감지해야한다.  구조물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은 구조물이 충격이나 움직임이 있을 때 

감지하여 기지노드로 정보를 송하는 기능을 한다.  

재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병원이나 같이 크고 

요한 구조물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일 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길이가 61M인 다리에 900개의 서

로 다른 센서를 설치하여 피해 감지 실험을 하 고 

[1], 유럽에서는 외부 도로와 긴 다리로 구부러진 콘

크리트 다리에 섬유 계통의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 

실험을 하 다[2].

재 구조물 감시 시스템은 센서에서 감지한 정

보를 유선으로 기지노드로 송하는 구조로 되어있

다.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정확성을 가지지만, 무선

에 비해 기 설치비용이 비싸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이 복잡한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감지 시스템의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무선 감지 시스템을 구성하 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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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DA300CA.

그림 3 시스템 구성.

문에서는 일반 인 감지 센서가 감지 할 수 있는 가

속도, 온도, 습도, 강도, 치 등의 정보들  구조물

이 받는 하 을 감지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구조물의 하  감시 시스템을 구

하 다.

2. 련 연구

최근 기존 감시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

는 무선 센서네트워크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3]. 표 으로 미국의 DARPA, NSF등의 

국가 연구기 과 Intel등의 기업에서 투자를 하여 

UC Berkeley의 WEBS, UCLA의 WINS 등 많은 연

구를 진행하 거나 진행 이다[4, 5]. 

UC Berkeley 학에서 진행되는 로젝트인 

WEBS는 하드웨어  운 체제에서 응용에 이르기

까지 센서네트워크의 반 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  네트워크 임베디드 시스템을 지원하기 한 소

트웨어/하드웨어 랫폼을 개발하는 NEST는 센

서 네트워크를 한 운 체제인 TinyOS, 시뮬 이

터인 TOSSIM, 가상머신인 Mate, 컴 일러인 NesC, 

질의 처리 시스템인 TinyDB 등을 비롯하여 센서 

네트워크 응용까지 범 한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로그램에는 구조

물의 안 성을 감시하는 로그램과, 서식지를 감시

하는 로그램 등이 있다[6, 7]. 센서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센서들의 정보를 

동기화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 

3.  시스템 구성

3.1 하드웨어 구성

LVDT (SDP-100C)는 하 을 측정하기 한, 

Strain Gauge 식의 일반 변 계이다. 정격출력은 

2.5mV±0.5mV, 권장인가 압은 2V이하이고, 허용인

가 압은 5V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압발생기를 이

용하여 2V의 압을 인가하 다.

그림 2는 데이터 센싱 보드의 하나인 

MDA300CA의 내부 구성과 각 채 의 정보이다. 센

서를 연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 채 (A0~A13)과 디

지털 채 (D0~D5), 카운터 채 , 온도와 습도를 측

정하는 내부 센서를 한 내부 채 , 릴 이 채 이 

있고, 이외에도 외부센서에 원을 공 하는 

External Sensors Excitation과 LEDs, VCC로 구성

된 센서 보드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LVDT의 정격

출력을 고려하여 허용인가 압이 ±12.5mV인 

Differential Precision Analog Signals의 A7 채 을 

사용하 다.

통신 모트의 하나인 Micaz은 센서노드와 기지노

드를 RF (Radio Frequency)통신을 이용하여 무선으

로 데이터를 송하기 한 모트이다. 센서보드와 

연결하여 하나의 모트를 구성하고,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하여 기지노드를 구성한다. Micaz은 ISM Band

인 2.4GHz의 주 수 역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한다.

로그래  보드인 MIB510 보드는 통신 모트와 

호스트 컴퓨터 사이에서 로그램을 업로드하기 

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3.2 소 트웨어 구성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해 운 체제는 

NEST 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컴 일러인 NesC 기

반의 환경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용 운 체제인 

TinyOS[9]를 사용한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로그램

은 센싱 모트에서 동작하는 SamplerTest, 기지노드

에서 동작하는 TOSBase, 호스트 컴퓨터에서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1321

그림 4. 센싱 모트 컴포 트 계도.

그림 5. TOS_Msg와 OscopeMsg 구조.

동작하는 Oscilloscope로 나 어진다. 그림 3은 시스

템의 구성과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 다. 

SamplerTest는 데이터 센싱 보드의 각 채 별로 

데이터를 읽어 샘 링하고, 이것을 패킷으로 만들어 

연결된 통신 모트를 통해 UART나 무선 네트워크로 

송하게 된다.

기지노드에서 동작할 TOSBase는 네트워크 내의 

센서에서 송한 패킷을 감지하여 받은 데이터를 연

결된 호스트 컴퓨터로 송한다. 

Oscilloscope는 TOSBase로부터 데이터가 송 

될 때마다 송된 패킷에 있는 데이터에 따라 그래

 상에 (Point)을 어주는 기능을 한다.

4. 하  감지 시스템 구

MIB510을 이용하여 센싱 모트와 기지노드로 동

작할 Micaz 모트에 SamplerTest 로그램과  

TOSBase 로그램을 업로드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SBase 모트는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한다. SamplerTest  모트는 

MDA300CA와 연결하고, 다시 MDA300CA는 

LVDT 센서와 연결한다.

4.1 센싱 모트 소 트웨어

그림 4의 컴포 트들의 계도를 보면 

SamplerTestM은 Main, 컴포 트들을 제어하는  

SamplerTestM, 샘 링을 하는 SamplerC, 시간에 

한 TimerC, RF통신을 하기 한 GenericComm, 

LED 사용에 한 LedsC 컴포 트들과 연계하여 동

작한다.  LVDT와 연결된 압 공  장치에서 압

을 인가하면, Main컴포 트는 사용할 컴포 트들을 

기화한다. StdControl.start에서는 MDA300CA의 

모든 채 을 기화한 뒤, Sample.getSample을 호출

한다. getSample에서는 각 채 에서 송된 아날로

그 데이터를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과정을 통해 디지털 패킷으로 변환한다. 이때 ADC

에서 데이터가 비된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

인 Sample.dataReady가 호출되고, 패킷에 데이터가 

가득차면 SendMsg.send를 호출하여 RF 통신을 이

용하여 기지노드로 송한다. 

송이 완료되면 SamplerTest의 sendDone  이벤

트 핸들러가 호출된다. sendDone에서는 송에 실

패하는 경우를 비하여 패킷 재 송 기능을 구 하

다.

4.2 송 패킷 구조

모트들 간의 정보를 달하기 해 TinyOS의 기

본 메시지 타입인 43Bytes의 TOS_Msg 구조체를 

사용한다. TOS_Msg의 헤더에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 지 주소, 그룹 식별자, 메시지 타입, 

메시지 길이, 에러 체크코드로 구성되어있고, 페이로

드의 크기는 29Bytes이며, 나머지 9Bytes는 시간, 

송보안모드, 수신 보안모드 등의 정보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감지한 데이터 결과를 확인하기 

해 Oscilloscope에서 사용되는 OscopeMsg 구조체

로 만들어 TOS_Msg의 페이로드에 재하여 송

하게 된다. OscopeMsg는 6Bytes의 헤더와 20Bytes

의 페이로드를 가진다. OscopeMsg 메시지의 헤더는 

2Bytes씩 사용하는 모트 ID, 마지막 샘  수, 채  

ID로 구성되고, 페이로드에는 2Bytes씩 10개로 나

어 사용한다. 3Bytes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

을 사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4.3 호스트 컴퓨터 소 트웨어

Micaz로부터 메시지가 송되면, 기지 노드의 

TOSBase에서는 TOS_Msg 메시지를 호스트 컴퓨터

로 송한다. 기지노드와 시리얼 이블로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는 연결을 쉽게 하기 한 로그램인 

Serial Forwarder를 사용하여, 송받은 데이터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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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scilloscope 출력 화면.

그림 6. 데이터베이스 장 화면.

결된 호스트 컴퓨터에게 송한다. 송된 

TOS_Msg 메시지를 모트 ID, 패킷 넘버, 채  ID에 

따라 Oscilloscope 화면에 출력하고, 동시에 데이터

베이스에 장한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이다[10]. 그림 6은 데이터베이스 장 화면이다. 데

이터베이스에 장할 데이터의 구조는 송받은 

OsopeMsg 타입의 메시지를 그림 5와 같이 각각 

2Bytes의 크기로 나 어 int형으로 장한다. 한  

데이터의 측정 시간 확인을 해 장되는 시 의 

시간을 장한다. 그림 7은 송받은 데이터를 

Oscilloscope에서 출력한 화면이다. X 축은 시간

(1/1000s)을 나타내며 Y축은 mV를 ADC를 거쳐 디

지털화한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임의의 시 에서 

LVDT에 하 을 가하면 Y축의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감시, 연결의 편리성의 장

을 가진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조물 하  

감지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하  감지 시스

템은 목  구조물의 안 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하다. 한 구조물의 안 성 별  상태를 사  

방하기 하여 센서들로부터 송되는 데이터들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향후에는 감지 센서가 수집할 수 있는 온도, 습

도, 가속도, 치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다수의 센서

에서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 할 것이다. 한 여러 

센서들이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효율

인 처리를 한 라우 기법[11], 시간동기화, 에 지 

효율[12]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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