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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oneM2M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PM2.5) 측정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를 이동식 차량에 부착하여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혀 측정하였다. 또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과 연관된 온도, 습도, 대기압,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

소(NO2), 소음을 센서의 응답 시간에 따라 최소 10초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들은 미세먼

지 측정 디바이스 기준으로 반경 1km내 격자모양으로 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서 동작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이

현실화 되어 일상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중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등 다른 사물들과 사람의 개입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계를 초월하여 통합되는 초연

결사회에 접어드는데 필수 기술이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커넥티드 카 등 서로 다른 도메인에

서 인공지능 및 5G 이동통신 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영역

에서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지만 정해진 표준

이 없어 갈수록 기술들이 파편화되고 수직적이 되고

있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7월

oneM2M이 출범했고, 한국의 TTA를 비롯하여 일본

의 ARIB 및 TTC, 미국의 ATIS 및 TIA, 중국의

CCSA, 유럽의 ETSI, 인도의 TDSI까지 총 8개의

표준단체와 200개 이상의 참여 파트너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사물인터넷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2].

본 논문은 oneM2M 표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세

먼지 측정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미세먼지 측정 디

바이스를 이동식 차량에 부착하여 사각지대까지 범

위를 넓혀 측정하고 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여 동작성을 확인하였다.

2. oneM2M 표준 플랫폼

사물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초연결사회에 접어들었고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플랫폼, 서비스 간에 상호 연

동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3].

이를 위해 oneM2M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표준 개발을 위한 사용사

례(Use Case)와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사물인터넷

아키텍처 및 서비스 계층 개발, 사물인터넷 단말/모

듈 측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API의 규격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4].

(그림 1)은 개방형 사물인터넷 oneM2M 표준 플

랫폼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로 위치함으로서 디바이

스와 서비스 상호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확장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4]. 그리고 oneM2M 표준 플

랫폼은 서비스, 디바이스 측면에서 수평적인 확장을

위한 12가지의 공통 서비스 기능을 <표 1>에 나타

내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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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물인터넷의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의 발전

<표 1> oneM2M 공통 서비스 기능

3. 미세먼지 측정 플랫폼 설계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플랫폼 구성 요소로 미세먼

지 측정 디바이스, 에이전트, oneM2M 플랫폼,

oneM2M IPE(Interworking Proxy Entity), 웹 브라

우저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수행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도메인은 필드 도메인(Field Domain)과 인프라스트

럭처 도메인(Infrastructure Doma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필드 도메인에는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위치하고 인프

라스트럭처 도메인에는 oneM2M 플랫폼, oneM2M

IPE, 모니터링 시스템(AE)이 위치하며 개방형 소프

트웨어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LTE(Long-Term Evolution) 연결은 음영지

역 없이 디바이스와 서비스간에 상호연결을 위해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를

사용하였다.

(그림 2)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플랫폼 구성도

3.1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 설계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는 미세먼지(PM10,

PM2.5), 온도, 습도, 대기압,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

소(NO2), 소음 측정하고 각 특성을 <표 2>에 나타

내었다. 8가지의 센서 값들은 센서의 응답속도에 따

라 최소 10초 간격으로 RS232 통신으로 에이전트에

게 전송하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차량 전원

을 이용하였다.

<표 2>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 센서 종류

3.2 oneM2M 플랫폼 설계

oneM2M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중에 OpenMobius

를 활용하여 설계했고, 디바이스와 모니터링 시스템

간에 미들웨어 역할을 하게 된다. 에이전트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는 계층적 형태의 정해진 리소스

타입으로 관리됨을 (그림 3)에 나타낸다.

- oneM2M 플랫폼: 최상위 리소스로 CSEBase를 의

미한다.

-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n): 미세먼지 측정 디바

이스는 oneM2M 플랫폼(CSEBase)에 어플리케이션

(AE)으로 등록한다.

- 저장소: 미세먼지(PM10, PM2.5), 온도, 습도, 대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149 -



기압,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일산화탄소(CO), 아

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소음 및 제어 데

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AE)에 저장소

(container)로 등록을 한다.

- 값: 미세먼지(PM10, PM2.5), 온도, 습도, 대기압,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일산화탄소(CO), 아황산

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소음, 제어값들은 저

장소(container)에 값(contentInstance)으로 저장한다.

(그림 3) oneM2M 리소스 매핑

4. 동작성 확인

미세먼지 측정 디바이스의 데이터가 oneM2M 플랫

폼을 통해 시간(TIME), 속도(SPD), 경도(LNG), 위

도(LAT), 진동(VBR), 소음(MCP), 대기압(PRES),

습도(HUM), 온도(TEMP),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

탄소(CO), 미세먼지(PM10, PM2.5) 센서 값들이 데

이터베이스에 10초 간격으로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있음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10초 간격으로 저장된 센서값 리스트

(그림 5)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미세먼지 측정 디

바이스 기준으로 반경 1km내 격자모양을 지형 화면

에 표시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측정되고 있지 않은 사

각지대까지 실시간(10초 간격)으로 대기질 상태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기질의 상태에 따라 청색(좋음),

녹색(보통), 황색(나쁨), 적색(매우나쁨)으로 나타내

었다

(그림 5) 웹 브라우저 모니터링

(그림 6)은 모니터링 관리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

세먼지(PM10, 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

황산가스, 휘발성 유기 화합물, 소음, 온도, 습도 등

센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림 6) 관리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센서 선택

주요 센서인 미세먼지(PM2.5, PM10)는 센서 오작

동을 대비하여 이중화하였고, (그림 7)에 PM10을

이중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M10의

이중화한 값이 4ppm, 10ppm이라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4;10으로 저장 되고, 첫 번째 값인 4ppm은

정상범위임을 판단하여 4ppm을 이용한다. 반대로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저장이 된다면 두 번

째 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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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세먼지(PM10) 이중화

5. 결론

사물인터넷 기술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커넥티드 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솔루션들이 나와

있지만, 기술들이 독립적이고 수직화 현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7월 oneM2M

이 출범하였고, 스마트 시티를 위한 미세먼지 측정

을 시도하였다.

oneM2M 기반의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플랫폼을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설계하여 미세먼지가

측정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까지 측정하였다. 또한,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는 온도, 습도, 대기압,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소음,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

스(SO2), 이산화질소(NO2) 데이터를 센서 응답시간

에 따라 최소 10초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주요 센서

인 미세먼지는 이중화를 통해 센서 오작동을 대비했

으며, 측정된 값들은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측정 디

바이스 기준으로 반경 1km내 격자모양으로 지형

화면에 표시하고 모니터링 하여 동작성을 검증하였

다.

따라서 추후 실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고정식 플

랫폼 설계하고 이동식과 고정식을 oneM2M 플랫폼

과 연계하여 이기종 디바이스간 상호연계 및 확장성

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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