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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후 상황에 따라 노면에서 눈이 계속 쌓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도로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노우멜

팅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시스템 기반의 스노우멜팅에 대해 설명

하고 기존의 스노우멜팅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할 IoT기반의 스노우멜팅을 제안하여 지역별 기후편차를 이용한 기후상황을 예

측하고 운영 및 제어 시스템 미들웨어를 제안한다.

키워드: IoT , 스노우멜팅 , 미들웨어 , 분석시스템

I. 서론

IoT와 스노우멜팅 연계기술의 적용방법을 살펴보면, IoT란, 
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

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이다. 스노우멜팅이란 강설, 도로 결빙시 자동으로 

노면의 결빙 상태를 검출하여 도로 표면의 일정한 깊이에 매설된 

히팅 케이블에서 발생된 열을 도로 표면 등으로 전달하여 실시간으로 

제빙, 제설 가능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화된 스노우멜팅 

시스템과 효율적인 노면 결빙측정, 기능화된 스노우멜팅 시스템 구축

을 위하여 IoT기술을 접목한 스노우멜팅을 제안하여 스노우멜팅을 

위한 스노우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설명한다.

II. 관련연구

겨울철 폭설 및 노면결빙 현상은 도로망 및 도로주행속도 향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상재해로, 이로 인한 미끄럼 사고는 

겨울철 사고의 50%에 육박한다. 도로의 얼음을 없애기 위해 도로에 

염화칼슘,모래, 등의 살포로 발생되는 환경공해와 주변 수목고사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강설을 자율적으로 감지하여 열선을 이용하여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스노우멜팅 이라한다. 현재 스노우멜팅은 열선,
기상센서 로 구성 되어있다.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고 기상센서가 

강설을 자율적으로 감지하여 열선을 동작시킨다. 스노우멜팅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조건으로 강설강도, 대기온도, 상대습도, 풍속 등 4가지 

기상요인이 있다. 이런 기상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데워진 노면 

위에 떨어지는 눈의 녹는 정도를 고려함으로 평가될 수 있

다.[1][2][3][4]

III. 스노우멜팅을 위한 스노우 정보서비스 시스템

IoT기반의 스노우멜팅은 기존의 스노우멜팅과는 달리 센서단으로

부터 기상정보를 받아 분석하고 날씨를 예측하여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적용가능한 센서의 유형은 온도,습도,풍
향,풍속,강우,강설센서 이다.

Fig. 1. 스노우멜팅을 위한 시스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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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미들웨어 구조

(1) Data Receiver는 센서단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G/W로부터 

TCP/IP 통신으로 수신 받으며 통합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다른 미들웨어환경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

며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2) Data Translator(To Android)는 낮은 데이터 또는  분석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형시킴 (JDBC
를 통한 Android와 미들웨어의 통신)

(3) Process Manager는 미들웨어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한 프로세

스 매니저(프로세스가 죽을 경우 다시 살아남) 수신된 낮은 데이터를 

손질하거나 분석하기 위한Query메시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다.
(4) G/W를 통해 들어온 기상센서 값을 미들웨어에서센서 데이터를 

추후에 사용할수 있도록 DB에 저장하고 분석시스템으로 보낸다. 
분석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fig. 3와 같다.

Parser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알맞은 형태로 변형한다,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들여 분석 한후 다시 저장하기 위한 

모듈을 ,미들웨어에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는 

알고리즘의 집합으로서 알고리즘 추가/수정/삭제를 용이하게 수행하

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분석서버는 미들웨어와 클라이언트 

통신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Fig. 3. 분석시스템 

IV. 결론

스노우멜팅 시스템으로 기존의 제설방법보다 친환경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고 본 논문에서는 IoT와 스노우멜팅을 접목한 미들웨

어,분석시스템을 제안하여 기존 스노우멜팅 단점을 보완하고 지능적

인 IoT기반의 스노우멜팅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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