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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적재 폐기물의 적재 높이와 압력, 대표적 구성폐기물인 목재, 건전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건조, 표면의 탄화변화를 

동적으로 인지해야 한다. 동적 상황인지 서비스는 유니버설미들웨어 기반 BCN 융합 통신 서비스인 Ambient SDK 
모델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성하였다. 또한, 적재 폐기물에서 자연발화의 발효열 발화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화재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상황인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유니버설미들웨어를 활용하여 화재 조기경보 유형별 시나리

오 구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시간 동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저온발화 화재 가능성 데이터 분석을 

위한 IoT 상황인지 플랫폼을 동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dynamic recognition system with real time loading height and pressure of the loading waste, the 
drying of wood, batteries, and plastic wastes, which are representative compositional wastes, and the carbonization 
changes on the surface. The dynamic context awareness service constituted a platform based on Universal Middleware 
system using BCN convergence communication service as a Ambient SDK model. A context awareness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fire based on the analysis data of fermentation heat point with natural ignition 
from the load waste. Furthermore, a real-time dynamic service platform that could be apply to the configuration of 
scenarios for each type from early warning fire should be built using Universal Middleware. Thus, this issue for Internet 
of Things realize recognition platform for analyzing low temperature fired fire possibility data should be dynamically 
configured and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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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류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지구상의 폐기물 증

가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2년 통계를 

기준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영향으로 준 자

연재해에 해당하는 원인을 상황인지를 기반으로 재난

방재 IoT 플랫폼을 연구하였다. <그림 1>은 상황인지 

조건으로 통계청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자료

이다. 분석 자료를 통해 국내 재활용 폐기물 대비 소각

폐기물은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1]. 

Fig. 1 Statistics of waste and cause of fire

2018년 이후 폐기물 증가속도와 발화 가능성은 과거

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이고, 발화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재난방재 모니터링에 관한 통합시스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 분야인 ESG1) 산업의 경

쟁력 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적재된 

플라스틱 폐기물에 함유된 가스 발생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적용 범위는 가스 발화로 인한 온도변화에 따른 상

황인지 시스템이다.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 모델과 상황

인지 플랫폼을 구성하여 동적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융

합미들웨어 기반의 플랫폼과 상위 서비스를 콤포넌트 

기반의 생명주기 형태를 지원한다.
연구 내용은 동적 안전관리 서비스시나리오 모델의 

화재 예방 런타임환경 구성, SW와 HW 모듈의 시스템 

독립적 구성, 통신 표준 단말 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토대로 적재 폐기물

의 발화 모니터링 시스템, 유니버설미들웨어 기반 융합

프로토콜 설계 및 구축 방법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유니버설미들웨어의 통신 표준화를 위한 DSL Forum 

1) ESG : Environment Society Government,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영향일 미치는 4차 산업을 통칭함.

(TR-0692))기반 BcN 통신 융합서비스 설계 모델을 제시

하였다[3]. 이 모델은 Ambient SDK를 기반으로 소방안

전 관리자-폐기물처리업체-현장관리자 각각에서 융합

플랫폼 상에서 배포하여 협업서비스 구축을 지원한다

[4]. 4장에서는 관제센터 서버와 협업서비스 단말 플랫

폼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고, 5장에서는 결론으로 모

델의 응용 및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Ⅱ. 본  론

2.1. 적재 폐기물 특성과 IoT 화재 예방조건

플라스틱류 적재 폐기물의 적재 높이에 따른 압력 증

가로 인한 자연발화의 가능성을 참고하였다. 적재 폐기

물 구조물의 특성 정의에 반영하여 발화의 원리와 조건, 
화재 상황에서 표면 조건을 Event 처리하여 응용서비스

의 번들화에 적용한다. 이 배포 번들은 유니버설미들웨

어의 생명주기 실행환경을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 가능한 IoT 상황인지와 화재 예방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응용서비스는 적재 폐기물 구조물 정의와 

표면 조건 Event는 적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화재 

발생 조건을 동적으로 구성한다. 
<표 1>은 현장 폐기물 특성에 대한 기준 정의를 토대

로 일주일에 2번 간격으로 3개월간 측정한 내부온도 결

과이다[5]. 측정데이터는 적재 페기물 구조물은 최고온

도는 최저 24℃에서 최고 70℃구간에서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 변수인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에 의한 발열 조

건은 제외하였다. 가연성 물질에 대한 연소 조건을 추가

로 설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시나리오 구성하였다. 그 외

의 조건으로는 다수의 구조물 간에 상호작용으로 발생

하는 내부온도 상승 추이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Table. 1 Temperature measurement data by load release 
material time

2) TR69 : DSL 포럼 Technical Report 69로 DSL포럼의 광대역

통신망표준

Time
Height Day+7/3 Month

Ground 20℃ 21℃ 24℃ 24℃ 23℃ 23℃ 23℃ 23℃ 23℃
0m 27℃ 27℃ 42℃ 43℃ 44℃ 44℃ 43℃ 43℃ 44℃
2m 29℃ 31℃ 68℃ 69℃ 70℃ 70℃ 70℃ 70℃ 70℃



유니버설미들웨어기반의 IoT 적재폐기물 화재예방 동적 상황인지 플랫폼 구축

1233

2.2. 상황인지 플랫폼 대상과 범위 정의

상황인지 플랫폼 구성에 따른 유니버설미들웨어 상

에서 상호작용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응용서비스 번

들에 물성 정보를 포함하여 정의한다[6]. 이 물성 정보

는 IoT 시스템에서 측정하는 온도가 25℃ ~ 35℃도달

할 경우 온도 상승 현상이 나타난다. 이 상승 범위에 대

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한다[7]. 적재 폐기물에서는 미생물이 증식 급속하게 발

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IoT 발화 조건의 범위는 2
0℃에서 70℃구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또한, 
폐기물의 발화 가능성으로 물리적 조건을 인터페이스

에 정의한다. 이에 대한 정의는 <표 2>에서 가연성 폐기

물 중 플라스틱 비중에 대한 사항으로 목재, 섬유 순서

의 비중으로 처리 한다. 단, 금속, 석재 등의 추가적인 물

성 구성은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

하였다. 

Table. 2 Physical Condition Interface Configuration Weight

Combustible(%)

Plastic Wood Fabric Paper Rubber Organic Etc

43.1% 17.5% 8.3% 3.7% 2.1% 0.5% 6.2%

Ⅲ. 유니버설미들웨어기반 융합프로토콜

3.1. IoT 상황인지 융합프로토콜 구성

유니버설미들웨어는 서비스융합을 위한 서버와 단말

의 Initial Provisioning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이 프로세

스를 통해 폐기물 적재 조건을 구성한다. <그림 2>에서

는 유니버설미들웨어 기반의 융합서비스 구성에 따른 

서버와 단말 간의 서비스 연동을 위한 Initial Provisioning 
설정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동적 서비스 정의를 기반으로 

가스감지기와 IoT 온도 측정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융합

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다[8].

3.2. 상황인지를 위한 동적 플랫폼 구성

동적 모듈 설계에 따른 화재 예방에 대한 상황인지 시

나리오 각각에 대해 서비스 표준화와 이기종 서비스 구

성에 따른 융합프로토콜이 정의가 필요하다. RTOS3) 단
말에서는 Java 기반의 Javax.net, HTTP/HTTPS 서비스

를 구성하였다. <그림 2>는 이에 대한 동적 서비스 구성

과 융합프로토콜을 나타내고 있다. 상황인지 플랫폼에

서 통신 표준화 번들로 Eclipse Plug-In 환경을 지원하는 

Apache Felix TCK를 기반으로 하여 Open API를 기반

으로 Management Agent에 적용하였다.

Ⅳ. 실험 및 평가

4.1. 상황인지 협업 SDK 서비스

유니버설미들웨어는 융합된 프로토콜 번들 간에 서

로 다른 객체에 요구하는 하나의 외부 번들 서비스 요청

을 처리한다. 이 번들 객체는 Service Registry라는 Context 
단위로 구성된 다수의 변수와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형

태로 협업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에서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한 SNMP4)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콤포넌

트 구성하여 유니버설미들웨어 상위에서 실행한 화면

을 나타내고 있다[9]. Context 객체 개념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N 서비스인 관리서비스 설정과 다수의 협업서

비스 설정을 통해 SDK를 구성하였다. 또한, Ambient 
SDK 시스템 확장에 따른 상황인지 플랫폼 상위에서 

Data, Gateway, Scenario 정보를 번들에서 설정하는 과

정을 나타내고 있다.
협업 SDK는 상황인지 단말과 서버 간의 재난방재 서

비스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Initial Provisioning 프
로세스에 의해 단말에 배포되는 번들이다.

3) RTOS: Real-Time Operating System, 실시간 운영체제로 본 

연구는 Embedded Linux 2.1. 버전 기준으로 제시함.
4) SNMP: UDP/IP 상에서 동작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메

시지 교환형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Time
Height Day+7/3 Month

4m 27℃ 26℃ 49℃ 49℃ 45℃ 44℃ 44℃ 44℃ 43℃

Fig. 2 Initial Provisioning of Convergenc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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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vergence protocol-based 1:N settings

Table. 3 Convergence Service Ambient SDK

Item Process Model

Data Ambient SDK Monitoring 
Data

Convergence Service 
Interface

Gateway Ambient 
SDK

Management 
Gateway Convergence Gateway

Scenario Ambient 
SDK

Info & 
Diagnostics

Management Info & 
Diagnostics

<표 3>에서는 Ambient SDK는 통신과 데이터 융합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송신 및 수신을 통해 IoT 상황인

지를 측정하는 단말장치에 Management Agent 서비스

로 탑재되는 기능과 내용을 Data, Gateway, Scenario 서
비스로 각각 구분하여 Context에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2. 화재예방 BcN 방재플랫폼

화재예방 BcN방재 플랫폼은 관리자와 서비스단말 

장치간의 통신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구성

한 융합프로토콜 구성 설정으로 서버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는 IoT 측정 센서의 MIB5) 정보를 기

반으로 원격 관리가 가능하도록 Query Context로 방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한 Ambient 
SDK를 단말장치에서 유니버설미들웨어에서 지원하는 

리싸이클링 생명주기 서비스로 구성하여 측정된 데이

터를 분석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 서비스 모델

을 설계하여 Initial Provisioning 프로세스에서 동적으

로 적용한다.

5) MIB: 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체계화(Hierarchically)된 관

리 정보(Management Information).

Fig. 4 IoT Query Context of Measuring Sensor

<그림 5>에서는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시스템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융합통신 IoT 플랫폼은 RTOS 기반의 Embedded Java 
기반의 유니버설미들웨어 엔진과 IoT 상황인지 플랫폼

은 J2EE/WAS/Spring Framework를 지원하며 외부 시스

템과 유기적인 서비스의 확장성을 지원한다. 이 융합서

비스 구조에서 요구되는 BcN 광대역 통신을 지원하여 

TR-069과 RMI6)기반의 융합프로토콜의 실시간 파일전

송과 웹 기반의 HTTP/HTTPS 및 Remote Shell을 사용

하여 상황인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동적 환경을 구

축하였다.

Fig. 5 Communication Convergence Structure of IoT 
Convergence Platform

<그림 6>은 통신 융합 IoT 플랫폼 시스템을 구동하여 

실행한 화면이다. 각 응용 번들의 이름 앞부분의 Active
는 상태를 나타내며, Context 단위로 구성한 번들로 응

용서비스의 실행 중 상태이다.

6) RMI : Java에서 지원하는 소켓기반의 원격메쏘드호출

(Remote Metho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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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ynamic running Platform engine and 
execution of RTOS.

4.3. IoT 화재예방 플랫폼 모델 평가

화재 예방 시나리오 기반의 심부 화재를 가정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응용서비스 번들에서 시작기

점부터 10회차 데이터에서 5회차에 대한 임의 데이터를 

Random 함수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였다. 이때, 
IoT 측정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3회차의 실

험을 하였다. <표 4>는 이에 대한 데이터 가운데 5회차

분을 취득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Table. 4 Three-times in the 5th examination

1 Times 
+ (℃)

2 Times 
+(℃) 

3 Times 
+(℃)

4 Times 
+ (℃)

5 Times 
+(℃) 

1st

40 40 40 40 40

44 44 44 44 44

69 69 69 69 69

2nd

70 39 39 39 38

71 43 43 43 43

72 69 69 69 69

3rd

73 39 38 37 37

74 43 43 42 41

75 68 68 68 67

Fig. 7 Increment Temperature Pattern of Accuracy

<그림 7>에서는 X축은 0회로부터 9회까지를 표기하

였다. Y축은 온도 데이터이며, 1회차부터 3회차의 각 실

험 회차별로 발화 조건에 대한 구간 대비 신뢰성이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폐기물 속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발효열로 인해 내부온도가 높게 올라가고 적

재 높이가 높을수록 압력에 의한 열 손실 최소화로 조기 

합성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에 따른 온도 상승의 특성

이 있다[10]. 실험데이터는 발효열이 최대 75℃까지 상

승하였고, 구조물의 물성에 따라 가열할 경우 건조, 표
면 탄화 등 저온발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IoT 상황인지 

플랫폼으로 구축하였다. 실험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낮

은 온도 구간의 정확성은 1차에 비교해 2차, 3차의 경우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니버

설미들웨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IoT 온도서비스의 통합

프로토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황인지 서비스 시나

리오를 적용한다. 이러한 가변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재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11].
다수의 상황인지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재 폐기물 구성재료의 조합과 압축 현상에 따른 지정 

기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이다. 해당 기간에서 원인 불명의 가스 발화 현상을 해

결하는 시스템으로 가스 센서와 IoT 온도 계측 영향에 

대한 융합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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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niversal Middleware IoT context-aware monitoring 
test structure

<그림 8>은 실험을 토대로 정리한 시스템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스 발생에 대한 상황인지 패턴을 모델

로 신경망을 적용한 테스트베드의 구성은 내/외부 온

도․가스 발생 사전모니터링 시스템과 사전 경보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다[12]. 생명주기 지원 시스템으로 패

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상황인지 대상으로 일산화

탄소 데이터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성

과 이로 인해 가스 측정기 추가에 따른 실시간 기반 동

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13]. 동적 응

용서비스 번들로는 화재 상황에서의 발화 조건에 도달

하기 전 상태를 정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방서에 

통보하는 시스템과 함께 효과적인 폐기물 화재를 예방

하는데 필요한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 환경 조건에서 예측이 어려운 

화재 예방을 위한 동적 시스템을 모델을 제시하였다. 복
합적 상황관리를 위한 유니버설미들웨어의 활용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니버설미들웨어 기

반의 동적 시스템을 플랫폼과 외부 시스템의 적용방법

을 분리하여 상황인지 모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IoT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연동 상태에서 

사용자-관리자-시나리오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신속한 

동적 번들화 과정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광대

역통신망 지원을 위한 BcN 융합프로토콜을 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상황인지에 의해 관리자-사용자 조건에 따라 다른 신

경망 모델을 적용하고, 발화환경 인식 서비스를 유니버

설미들웨어 시스템에 포팅한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통합함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다. 다양한 통합 사례를 

기반으로 적재 폐기물의 데이터셋의 구조화, 발화온도

의 연소 조건 분석, 예측 시간 정확성 검증 등의 다양한 

연구로 확대하여 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로 각각 SDK로 배포할 수 있다. 향후 과

제로는 동적 상황인지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관리 시스

템에 유니버설미들웨어 엔진을 적용한 재난방재 시설

에서의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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