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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형선박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해 무선센서네트워크(WSN)을 사용하

고 사용자의 근성을 높이기 해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이용하 다. 수집되는 데이터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고 가 치평균을 도입하여 재 수집되는 데이터가 표 편차를 과하게 되면 경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 다. 경보는 알람과 재 데이터가 격한 변화를 보이는 장소의 이름과 정보가 

나타난다.

1. 서론

   재 해상에 운용되는 선박이 차 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상운송을 하는 형 컨테이 선과 유조선 그

리고 여객만을 수송하는 호화객선(크루즈선)처럼 형화된 

선박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의의 사

고나 기상황 속에서 신속히 처하기 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선박 내부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해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사용하 다. 무선 센서 네트

워크(WSN : Wireless Sensor Network) 기술은 환경/생

태 감시 분야는 물론, 에 지 리 분야, 물류/재고 리 

분야, 투 지역 리 분야  의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가 되고 있고 용 범  한 다양하다[1]. 센

서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는 단일 센서네트워크만을 이

용한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기능과 동작방식을 갖

는 이종 센서네트워크들이 연동되어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2].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는 단일 

센서네트워크만을 이용한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기능과 동작방식을 갖는 이종 센서네트워크들이 연동되어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3]. 무선센서네트워크

에서 수집된 환경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하기 해서는 무

선센서 데이터를 송받을 PC  용 단말기가 필요하다. 

PC환경의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센서가 배치된 지도에 

매핑(Mapping)하거나, 장소별로 리스트화 하여 보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PC를 이용해야 한다는 

에서 직  그 장소에서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하

지 못하는 단 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 들 때문에 사용자

들의 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센서네트워크의 모니터링을 함에 있

어서 사용자들의 근성을 높이기 해 안드로이드 단말

기를 사용하 다. WSN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장된 PC

를 웹서버로 구성하고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웹서버로 

속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

의 평균을 계산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변화

폭이 표 편차를 넘어서게 되면 알람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평균과 표 편차만을 사용했

을 경우 데이터의 자연스러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

기 때문에 평균 신 가 치평균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변

화폭이 격히 변동할 때 이상징후로 단되도록 하 다.

2. 련연구

   본 논문에서는 무선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장하

여 가장 최근에 장된 데이터부터 가 치를 높게 부여함

으로써 데이터의 자연스러운 변화에는 이상징후를 검출하

지 못하도록 하 다.

2.1 가 치평균

 가 치평균이란 조사 상의 요도에 따라 측정값의 가

치를 고려한 평균값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산술평

균에 각 측정값별로 가 치를 반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N개의 수치 x1,x2,…,xn의 산술평균 M은, 

M=(x1+x2+…+xn)/N 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N개 

에 x1이 f1개, x2가 f2개, …, xn이 fn개 있다고 하면, 

f1+f2+…+fn=N 이 되고, 이 N개의 수치의 합계는, 

f1x1+f2x2+…+fnxn 이 되므로 M의 식은 M=(f1x1 + 

f2x2+…+fnxn)/N 이 된다. 이것을 서로 다른 n개의 수치 

x1,x2…,xn에 각각 f1f2…,fn이라는 가 치가 붙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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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M의 식을 가 치평균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치 

x1,x2,…,xn의 요도나 향도가 각각 f1f2…,fn 만큼 존

재한다는 것이다.

3. 본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내부에 설치된 WSN에서 수집한 

환경데이터를 획득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해 안드로

이드기반 단말기를 사용하 다. 안드로이드란 리 스

(Linux) 2.6 커 을 기반으로 강력한 운 체제(OS : 

Operating System)와 포  라이 러리 세트, 풍부한 멀

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폰 애 리 이션 등을 제공

하는데 이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폰

이다.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싱크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컴

퓨터의 DB에 근하기 해서는 서버로 구축하여야 한다. 

싱크노드가 연결된 컴퓨터를 서버로 구축하기 해 APM 

setup (Apache+PHP+Mysql) 로그램을 통해 웹서버를 구

하 다. (그림-1)은 안드로이드와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수집된 환경정보가 장되는 Mysql을 연동시키기 한 

순서도이다.

(그림 1) 안드로이드와 Mysql의 연동 알고리즘

서버를 구축한 후 서버의 IP(Internet Protocol)와 포트

(Port)번호를 이용하여 서버에 속한다. 안드로이드는 서

버에 속하더라도 직 으로 Mysql의 DB에 근할 수 

없기 때문에 서버 컴퓨터에 DB에 근할 수 있는 PHP

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 PHP 일은 DB에 근할 수 

있는 쿼리(Query)문이 작성되어져 있다. 안드로이드가 

PHP 일을 이용하여 서버 DB에 넘길 인자값을 넣어 실

행한다. 인자값은 mote, datet, tem, hum, light, mic, dtr, 

speed 이다. 

실행된 PHP 일은 안드로이드에서 송된 인자값을 이

용해 Mysql DB에 근하고 검색한 쿼리 결과를 xml 

일을 생성하여 장한다. (그림 2)는 DB에서 검색한 쿼리 

결과를 xml 일로 생성된 내용이다.

(그림 2) 검색된 쿼리 결과가 장된 xml 일

안드로이드는 장된 xml 일을 열고 xml 서를 이용

해 최종 으로 쿼리 결과를 받게 된다. xml 서는 DB를 

검색하기 사용하 던 인자값을 이용하여 mote, datet, 

tem, hum, light, mic를 인식하여 쿼리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수집되는 각각의 환경정보 데이터들은 배열로 장되어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한다. 식(1)을 사용하여 표 편차

를 구할 수 있다. 무선센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는 {x1, 

x2, …, xn}이고 환경정보의 평균값을 m 이라 하면, 표

편차 σ는 식(1)과 같다.

 









 















            (1)

식(1)의 표 편차와 평균값을 합하고 차한값을 최 값, 최

값으로 설정하여 재 수집되는 환경정보 데이터가 최

값이나 최 값을 과했을 경우 이상징후로 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 편차와 평균값만을 사용하여 모니터링 

했을 경우 자연스러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에 가 치평균을 용하 다.

   × ×






 × ×

               (2)

가 치평균을 통한 필터링은 식(2)와 같이 최근 과거 5개

의 값을 사용하고 각각 가 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최근 수집된 값일수록 높은 가 치를 두고 이 에 

수집된 값일수록 낮은 가 치를 두는 것이다[4]. 평균을 

신하여 가 치평균을 사용함으로써 밤과 낮의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데이터의 변화에는 이상징후로 단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쿼리 결과값을 이용하여 그

래 와 텍스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 내부의 상태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고 만약 표 편차를 넘어서는 데이터가 

수집되면 비 음과 함께 이상징후가 발견된 장소와 정보

를 알려주게 된다.

(그림 3)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통한 구  화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형 선박의 경우 선박 내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 선박내부에 무선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한 시스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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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부에 무선센서들을 설치하여 무선센서네트워크 환

경을 구축하고 안드로이드 휴 폰을 통해 환경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집되는 각각

의 환경정보의 표 편차와 가 치평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 수집되는 환경정보가 가 치평균과 표 편차의 합이

나 차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이상징후 발생으로 인식하여 

알림창과 함께 경보음을 울려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기존에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휴 폰을 이용함으로써 사용

자의 근성을 높 고 선박내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불의의 사고나 기상황 속에서 신속히 처할 

수 있음으로 실제 형선박에 효과 으로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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