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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공공 시설물 관리를 위한 센서 융합 기술을 활용한 M2M 기반의 외부 디바이스 및 내장 미들웨어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시설안전체계의 개선 및 M2M 기반기술을 접목한 기술개발을 통해 시설물 안전수준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무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촬영 및 저장방식이 아닌 센서와 영상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황인지 방식의 외부 디바이스 및 

내장 미들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센서 융합형 외부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이벤트 발생시에만 

정보 전달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감소되는 효율적인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키워드: M2M(Machine to Machine),  외부 디바이스(External Device), 미들웨어(Middleware)

I. Introduction

현재 시설물안전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USN, M2M, IOT 기
술 적용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복지․안전

사회 구현까지는 아직 미흡하다. 시특법 대상 1, 2종 총 59,559개 

시설물은 시특법 제정(’95년) 이후 무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95%가 안전등급 A, B로 매우 양호하지만 시특법 적용을 받지 않

는 종외 시설물에서는 일부 사고가 발생하였다. (표1)최근 대형  

특수 시설물이 증가되고 있어,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개발 등의 노

력이 필요한 실정이다[1].
본 논문은 센서 융합 M2M 기반 기술을 활용한 외부 디바이스 

및 내장 미들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성에 따른 기존 원격 영상 감시 시스템과 차별화된 저전력, 저비

용, 고효율, 고성능의 무인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Table 1. Facilities Of The First And Second Kinds

Vs. Etc Facility Accid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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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2M External Device and Embedded 

Middleware system

1. Development of External Device based on M2M 

인지 센서는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와 무선통신부 메인 

CPU로 구성되며, 각부는 전원과 연결되어 있다[2][3].

Fig. 2-1 Sensor nodes Configuration

○ 센서 : AMR, 온도, GPS등 각종센서를 장치하여 사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MCU로 전달

○ MCU : 8Bit MYCOM기반의 CPU로 Click에 의한 인터럽

트 제어방식으로, 센서데이터 수집용 F/W를 탑재한다[4].
○ RF : 센서단말의 정보 전달용 RF/Ant부
○ PWR : 상시전원 또는 하이브리드 충전용 전원장비와 연결

되어 단말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충전회로를 거쳐 동작전원

을 확보한다.
○ CHG : 하이브리드 장비와 연결되어 배터리 충전을 위한 회

로영역

센서는 현실세계에서 데이터 값을 수집하여 주변 센서 노드에 

데이터를 뿌려준다. 그러면 센서 노드의 MCU는 RF 신호를 수집

하는데 여기서 센서 노드는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

는 PWR이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하며 다른 장비에 부착하는 경

우 과 충전이 되지 않기 위해 CHG가 붙어있다.

 2. Construction of Embedded Middleware System 

based on M2M 

미들웨어는 게이트웨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클

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력

정보를 제공한다.

Fig. 2-2 M2M gateway sensor data analysis 

processor design 

Fig. 2-3 data collection process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센서 융합 M2M 기반 기술을 활용한 M2M 외
부 디바이스 및 내장 미들웨어 시스템 개발 하였다. 외부 디바이스

는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와 MCU로 구성되며, 센서노드

를 통해 스트림 자료를 수집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데이터 수집

과 운영을 위한 M2M 내장 미들웨어의 절차적 처리과정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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