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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sign the web for IoT based pier type harbor structures’

stability evaluation. It is analyzed by the data obtained from the sensor not the visual inspection

from the inspector that is performed today for the stability evaluation. Managers can check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anytime and anywhere. Also, it is designed so that the manager can

output the report when its necessary through the algorithm on the web.

요 약

이 연구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잔교식 항만 구조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물인

터넷을 융복합하여 점검자의 육안검사가 아닌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분석한 안정성 평가 점수를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또한,

웹에서 알고리즘을 통하여 보고서를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시 출력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1. 서 론

우리나라 항만시설의 25%이상이 6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 항만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전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1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에 의해 파손된 가거도 방파제는 건설

후 30년이 경과한 구조물로서, 항만구조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존 항만시설물 유지관

리 시스템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한 점검 및 진단으로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나 점

검 및 진단조사방법으로 대부분이 육안조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정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IoT기반 항만구조물 안정성 평가 플랫폼의 Web

을 설계하여 사용자와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항만 구조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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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들웨어 시스템 및 Hybrid Web 설계

웹 서버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보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온라인에 표시하

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웹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구조물 안정성

평가 플랫폼 웹의 주요 환경은64bit Platform Linux 운영체제(Release 5.8)를 사용하고 웹 개발언어

는 PHP (5.2.8)를 사용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앱은 모바일앱과 모바일웹의 최적화한 UI, 단말 고유

기능 접근, 비용절감 및 유지보수 용이 등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모바일 웹

을 앱으로 감싸놓은 방식”이다. 설계된 웹과 어플리케이션은 HTML5, CSS, Javascript, PHP를 사

용해 Android 2.3, 4.0, 4.1 이상 및 iOS 5.0 이상의 OS 스마트폰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또

한, 새로운 시설정보를 등록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성평가점수와 센싱 데이터 값을 확인 가능하다.

안전성 평가점수로는 강도설계법평가점수, 허용응력설계법 평가점수 및 안전성 평가 평가지수를 확

인 할 수 있고 플랫폼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변위,변형률,가속도 및 경사계값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가 보고서가 필요할시 웹에 출력버튼이 있어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출력하

여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1. IoT기반 상시 잔교식 항만 구조물 안정성평가 Web화면

4. 결 론

본연구에서 설계한 IoT기반 잔교식항만 구조물 안전성 평가 웹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언제 어디서나 점검자의 육안이 아닌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판단한 안전성평가 점수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가 필요할 시 간편한 출력버튼으로 보고서를 출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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