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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노드와 제시스템으로 구성된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은 센서노드에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원격

지의 제시스템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 송한다. 센서 노드에 설치되는 센서의 종류, 센서의 개수, 센

서노드와 제시스템 사이의 통신환경, 제시스템 데이터 운  환경에 따라 제시스템의 운용성이 크게 

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  효율성을 증 하기 하여 운용환경에 따라 한 컴포 트를 이

용하는 컴포 트 기반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을 제안하고 구 하 다.

ABSTRACT

Environmental information monitoring system with a control system and a sensor node transfers real-time collected data from 

sensor node to the remote control system. Operability of the control system can significantly decrease depending on its operating 

environment, type of sensor and the number of sensor installed on the sensor node and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between the 

control system and sensor node. In this study, we proposed and implemented component-based environmental information monitoring 

system using the appropriate components depending on operating environment in order to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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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외부 인자들을 모니터링하기 한 

RFID/USN 시스템의 구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2,3].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은 다양

한 센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모니터

링은 요한 요소이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시

스템 구축에 있어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은 기  

수질정보 수집, 작업 환경의 유해 가스 검출, 시설 안

 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센서  데이

터처리모듈로 구성된 센서노드에서 실시간 정보를 수

집하고 원격지의 제시스템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실

시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시스템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처리  분석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한 

제시스템에서 처리한 결과는 여러 형태의 정보 단

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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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센서노드와 제시스템으로 구성되는 환경정보

모니터링시스템은 센서노드에 설치되는 센서의 종류, 

센서의 개수  센서노드와  제시스템 사이의 통신

환경, 제시스템 데이터 운  환경에 따라 제시스

템의 운용성이 크게 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노드와 통신환

경, 기능 개선이 효율 인 컴포 트 기반 환경정보모

니터링시스템을 제안하고, 제안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이를 구체 으로 제시하기 해, 수질 환경 

인자를 측정하는 환경을 기반으로 제시한다.

Ⅱ. 관련연구

2.1. 컴포 트의 개념

컴포 트의 개념은 제한된 역에서 공개된 기능을 

수행하는 소 트웨어의 단 이며, 이 단 는 인터페이

스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컴포 트는 기능별 캡슐

화를 제공함으로써 컴포 트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 간 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4].

컴포 트웨어(componentware)는 컴포 트의 집합

을 사용해서 조립된 소 트웨어로서 정의되며[5], 특

성은 객체지향(object-oriented)의 원칙에 의존하나 컴

포 트웨어가 반드시 객체지향 로그래  기술을 사

용해서 생성될 필요는 없다. IDC[6]는 CBD (Com-

ponent-Based Development)가 3개의 기본 이고 상

호 련된 명세, 구축,  조립 지향 이며, CBD는 컴

포 트의 운   상호 연동을 정의하는 명세의 개발, 

객체나 컴포 트들로부터 컴포 트의 구축, 컴포 트

들을 이용해 어 리 이션을 조립하는 등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CBD의 아이디어는 제조업의 부품조립에 의한 량

생산이나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생산의 에서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소 트웨어의 

라이 사이클이 단축됨에 따라  비용에 의한 소

트웨어 개발기간의 단축이 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터넷의 속한 보 으로 다양한 

랫폼 환경하에서 다양한 소 트웨어가 획득이 가능해

져 이들 이질 (heterogeneous)인 소 트웨어 컴포

트들을 효과 으로 분류, 유통  조립하는 기술이 필

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CBD는 어 리 이션 개

발의 신속성, 용이성, 랫폼 독립성 등에 의해 개발

비용의 감, 제품의 시장진입의 신속성,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 트웨어 

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재사용 부품(reusable components)으로부터 어 리

이션을 구축하는 CBD는 소 트웨어 산업에서 새로

이 인식되어 가고 있는 반면[7], 객체지향 로그래 ( 

Object-Oriented Programming)은 몇 가지 단  때문

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컴포 트 모

델  아키텍처의 기술 ( : Microsoft사의 COM/ 

DCOM과 OLE/ActiveX[8], Sun사의 JavaBeans[9]와 

Enterprise JavaBeans, OMG의 CORBA 2 

Specification[10])이 보 되면서 CBD는 보편화되고 

있다.

2.2. CBD(Component-Based Development)

컴포 트 기반 개발의 능력은 개발자로 하여  기 

개발된(prefabricated) ‘Plug-and-Play’의 컴포 트들을 

‘결합하고 조화(mixing and matching)’ 시킴으로써 어

리 이션을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렴하게 개발 

가능하게 한다. 컴포 트웨어는 엔터 라이즈 어 리

이션(Enterprise Application)과 데스크톱 어 리

이션(Desktop Application)간의 통합의 장벽을 제거시

킨다. 컴포 트웨어는 운 체제, 네트워크 로토콜, 

언어, 개발도구, 인터페이스 스타일 등의 경계선에 걸

쳐 리 근이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상호운 도 가

능하다. 엔터 라이즈 어 리 이션 컴포 트가 필요

로 하는 6개의 기본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11]. 

- 환경 독립(Environment Independence)

- 치 투명성(Location Transparency)

- 구 과 분리된 인터페이스(Interface Separate from 

Implementation)

- 자기 설명 인 인터페이스(Self-describing Interface)

- 랫폼 바이 리 독립(Platform Binary Independence)

- 보편 인 응용 컴포 트 임워크 (Universal Appl-

ication Component Framework)

CBD 근방법의 많은 장 은 소 트웨어 컴포 트

와 내재 인 재사용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OOP을 



컴포 트 기반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 개발

 197

기반으로 하는 '재사용을 한 설계/개발(DfR : Des-

ign /Development for Reuse)' 기술을 확립시켜 재사

용성이 높고 사용하기 쉬운 양질의 소 트웨어 컴포

트가 생성, 장, 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객체지향 

로그래 을 통해 생성된 컴포 트가 재사용성이 있

어도 소스 형태의 클래스/객체는 사용하기 쉬운 컴포

트라고 볼 수가 없다. 객체지향 로그래 은 binary

나 run-time level에서 컴포 트의 상호 운 성

(interoperability)을 제공하지 않고 소스를 컴 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특히, 자식 클래스

(Child Class)가 부모 클래스(Parent Class)를 상속받

기 해서 부모 클래스의 내부를 악하고 있어야 하

므로 클래스의 캡슐화가 완 하지 않다. 한, 객체들 

사이의 계가 복잡한 규모 로젝트에는 객체지향 

로그래 을 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반

해, 컴포 트는 복잡한 내부와 인터페이스가 분리되어 

컴포 트의 사용자는 단순히 컴포 트의 인터페이스를 

정의  수정함으로 쉽게 로그래 을 할 수가 있다.

Ⅲ. 설 계

3.1 시스템 구성

그림 1.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 구성도
Fig. 1 Environmental Information monitoring 

system configuration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은 그림1과 같다. 두 종류

의 수질센서 모델을 이용하여 세 개의 센서노드를 구

성하 으며, 센서노드와 제시스템간의 통신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도록 구성하 으며, 센서

노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센서노드에서 장을 하고 

있다가 제시스템에서 요청 시에 만 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망 사용을 최소화 하 다.

3.2 센서 노드의 동작

센서노드는 그림 2와 같이 수질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세스모듈, 데이터 

송수신을 한 통신모듈, 원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2. 센서노드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sensor nodes

그림 3. 센서노드 동작 로세스
Fig. 3 Operation process of the sensor 

nodes

센서노드의 동작은 그림 3과 같이 로세스모듈의 

운 로그램에 설정된 측정주기에 따라 매주기 측정

한 데이터를 센서노드에 내장된 장장치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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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데이터는 센서노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부

분 는 체 데이터를 송신한다.

3.3 제시스템의 동작

제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마이크로소 트 도

우 서버 환경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NET 임

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4. .NET 임워크 개념도[12]
Fig. 4 .NET framework concepts[12]

그림 5. 제시스템의 동작 블록도

Fig. 5 Operation process of the control system

.NET 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제시스템에서 

센서노드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한 동작은 그림 5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리, 수신데이터 리, 센서노드

리로 구분하여 각 컴포 트들이 상호 유기 으로 동

작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데이터베이스 리 컴포

트는 측정된 정보의 장  리 기능을 수행한다.  

수신데이터 리 컴포 트는 센서에게 데이터 측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 값을 검사한 후 데이터베이스 리 

컴포 트에게 달한다. 마지막으로 센서노드 리 컴

포 트는 센서노드의 상태를 주기 으로 감시하여 원

격 속이 가능한지를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3.4 제시스템의 기능별 컴포 트 정의

제시스템은 센서노드의 증설, 통신 환경 변화, 운

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하여 각 기능별로 세분

화된 컴포 트들로 구성된 컴포 트웨어로 구성한다.

데이터베이스 리 컴포 트는 표1과 같이 데이터베

이스 리 컴포 트가 다  호출시 컴포 트의 독립 

동작이 보장되는 DLL(Dynamic Linking Library) 형

태로 구성한다.

서비스 구

Type DLL

DB 연결 dbOpen()

DB 이용 dbQuery()

DB 해재 dbClose()

표 1. 데이터베이스 리 컴포 트의 명세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database 

management component

서비스 구

Type DLL

노드 연결 NodeConnect() 

명령 송 Add_MSG()

결과 수신 NodeSensorData()

노드 해재 Disconnect()

표 2. 수신데이터 리 컴포 트의 명세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receive data 

management component

수신데이터 리 컴포 트는 그림 4와 같이 센서노

드 리 컴포 트에서 센서노드의 운  상태에 따라 

센서 데이터를 가겨오기 하여 표2와 같이 DLL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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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구성한다. 센서 데이터는 최근, 1일, 1주일, 1개

월로 구분하여 명령을 송하면, 센서노드에서는 제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명령에 다라 데이터를 송한

다.

서비스 구

Type DLL

노드 연결 NodeConnect() 

명령 송 Add_MSG()

데이터 수신 Receive()

노드 해재 Disconnect()

표 3. 센서노드 리 컴포 트의 명세
Table 3. ecification of the sensor node 

management components

센서노드 리 컴포 트는 표 3과 같이 통신망으로 

연결된 센서노드를 주기 으로 연결 상태 감시  원

격 속을 한 환경을 제공한다.

Ⅳ. 구현

구 된 센서 노드는 그림6과 같이 원부, 로세

서모듈, 통신모듈로 구성되며 로세서모듈에는 데이

터 장을 한 4GB의 SD메모리를 별도로 설치하

다.

그림 6. 센서노드 구
Fig. 6 Implementation of sensor nodes

센서노드에는 YS사의 다항목 수질측정센서 6820- 

V2 1 와 600OMS 2로 구성하 으며 각 센서들이 측

정할 수 있는 항목은 표4와 같다.

항목 6820-V2 600OMS

DO ○ O

Air Saturation O O

Conductivity O O

Salinity O O

Temperature O O

Chlorophyll O ×

표 4. 수질센서의 측정 항목
Table 4. Water quality sensor's measurement 

items

제시스템은 센서노드 리 컴포 트, 데이터베이

스 리 컴포 트, 수신데이터 리 컴포 트로 구성하

으며, 센서노드 리 컴포 트는 그림 7과 같이 제

시스템의 환경설정 탭에 설정된 노드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노드의 상태  센서노드를 리한다. 

그림 7. 제시스템의 환경설정
Fig. 7 Configuration of the control System

그림 8. 센서노드의 수신데이터
Fig. 8 Sensor node receives data

한 그림 8과 같이 수신데이터 리 컴포 트에서

는 수신된 데이터는 센서노드의 상태 결과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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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상일 경우 센서노드에 속하여 데이터를 가져

온다. 정상 으로 수신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리 

컴포 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송한다.

그림 9. 제시스템 운  황
Fig. 9 Operating status of the control System

그림 9는 제시스템이 각 컴포 트들로부터 처리

된 데이터를 최종 으로 표시하고 있는 모니터링화면

이다. 모니터링화면에서는 각 센서노드의 최종 노드상

태를 종합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즉, 표 4에 제

시한 수질센서의 측정 항목들을 종합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한 그림 10과 그림 11에서와 같이 제시스템 운

 상태를 일별 로그 기록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하

여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로그 일을 이용하여 문제

 발견이 용이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10. 제시스템의 운  황 로그 일
Fig. 10 Operating status log file of the control 

system

그림 11. 제시스템의 운  황 로그기록
Fig. 11 Logging of the control system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 구축시 운

 효율성을 증 하기 하여 운용환경에 따라 

한 컴포 트를 이용함으로서 다양한 센서노드  통

신환경, 데이터 리에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제시하 으며, 이기종 센서노드를 이용할 때 

확장성을 제공한다. 

컴포 트 기반 환경정보모니터링시스템은 시스템의 

큰 변화 없이 컴포 트들의 기능 개선만으로 다양한 

센서노드  운  환경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제시하

기 해, 본 연구에서는 수질 센서를 기반으로 제시하

다. 이를 기반으로 기, 안  분야의 모니터링시스

템을 단순한 데이터의 통합 이상의 효과  시스템 구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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