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Stability evaluation IoT platform has been developed using FBG sensors. Data from the

sensors transmit to web server which allows real time monitoring of harbor structure through the

internet or the smartphone.

요 약

IoT기반 잔교식 항만구조물 안정성평가 플랫폼은 해수용 패키징을 한 FBG센서를 이용하여 항만

구조물을 모니터링하여 측정된 값은 분광기 와 사물인터넷 Gateway를 통하여 스마트폰 및 웹서버로

전송되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설계한 플랫폼은 체계적으로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자동 스케줄링 서

비스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작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설계

하였다.

1. 서 론

우리나라 항만시설의 25%이상이 1960~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 항만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한 점검 및 진

단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나 대부분이 육안조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법은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배경 및 목표

2.1 연구배경

항만 경계 내의 새로운 시설물 증가와 항만 고유기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초대형 부잔교, 침매

터널 등 건설 중 에 있거나 계획에 있어 다양한 항만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과는 차별

화된 IoT 기반 유지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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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3.1 플랫폼 UI 설계

IoT기반 잔교식 항만구조물 안정성평가 시스템도는 그림 1. 과 같다. 해수용 패키징을 한 FBG센

서를 이용하여 항만 구조물을 모니터링하여 측정된 값은 분광기와 Gateway를 통하여 스마트폰 및

웹서버로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설계한 플랫폼은 체계적 점검을 위해 자동스케줄링 및 스마

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작업현황이 가능케 설계하였다.

3.2 시스템 구성

IoT기반 항만구조물 안정성 평가 플랫폼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FBG Sensor, Gateway, Web

server, Database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결 론

IoT기반 잔교식 항만구조물 안정성 평가 플랫폼 설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기반 항만구조물 안정성평가 플랫폼은 변위,변형률,가속도,경사계를 측정할 수 있는

해수용 FBG sensor, 센서와 서버의 연결을 위한 분광기와 융복합한 사물인터넷 Gateway,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서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2) 안정성 평가는 크게 세가지로 강도 설계법 평가점수, 허용응력 설계법 평가점수와 안정성 평

가지수로 나뉘어져 항만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실행 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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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잔교식 항만 IoT기반 항만 구조물 안정성

평가 시스템도
그림 2.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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