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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센싱 기반 운송 중
프리팹(Prefab) 부재 품질 관리 기술



기술 개요

기술의 필요성

부재 운송 중 모니터링은 세계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으며 본 연구팀은
독자적으로 센서 시스템 및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함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1. 급증하는 프리팹 시장

2. 인양,운반 시 파괴 사례 3. 모니터링 기술 부재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다물리량 동적 계측이 가능한 IoT 센싱 네트워크

차세대 IoT 센서

✓ 자체 개발한 IoT 센서 ‘JANET’은 3
축 가속도 및 3채널 변형률을 100Hz
의 계측 주파수로 정밀하게 계측

✓ 초저전력 시스템으로 3일 이상 배터
리 교체 없이 사용 가능

✓ 차세대 무선통신 블루투스 5.0 탑재

프리팹 부재의 인양, 적재, 운송 전 과정 정밀 모니터링 가능

GPS

베이스스테이션

✓ 1:N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수의
센서 데이터 실시간 취합

✓ LTE 및 MQTT 프로토콜을 사용, 별
도의 전선 설치 필요없이 서버로 실
시간 데이터 전송

✓ GPS 기반 차량의 위치 및 속도 평가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클라우드/AI를 통한 자율적 부재 상태 및 주행 상태 분석

실시간
서버전송

1. 데이터 기반 인양, 적재, 운송 상태 자동 탐지

3. 딥러닝 GAN 기반 침목 위치 추정 기술

2. 딥러닝 기반 시계열 이상치 탐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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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신호처리를통한부재Stage 상태자동추출
✓ 변화시점자동기록을통해추후해석용이

✓ LSTM 딥러닝기법기반시계열데이터이상치탐지
✓ Outlier, Noise, 센서고장등발생하는다양한신호개형을학습한인공지능
을통해실시간으로데이터를모니터링

✓ GAN을통해3개의변형률로부
터부재의받침조건을역추적하
는기술

✓ 부재운송전과정에걸쳐실시간
으로침목의위치및고정상태를
알려주어안전한운송가능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됨과 동시에 다양한 AI 자동 분석 수행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실시간 알람을 통한 품질 평가 및 의사결정

Grafana 기반 실시간 대시보드 프리팹 운송 위치추적 대시보드 카카오톡 이상치 알림 시스템

편리한프리팹부재운송상태확인

관리자 운전자

운송중부재에발생한충격, 침목상태
변화실시간인식

장기데이터를통한부재변형패턴파악

운전중카카오알림을통한안전운전

이상경고시확인을통해대형사고방지

결함발생시데이터기반책임소재평가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운송 중 자동품질 검토 및 자동보고서 생성기술

DB

분석용 데이터
요청

분석용 데이터
요청

IT 담당자 보고서 작성자 부재안전 관리자

DB
부재안전 관리자

업무 생산성 근무인력 및 비용

수집 데이터
DB 저장 데이터 분석활동

보고서 작성

＋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자동화

파이썬 기반
문서작성 자동화

중앙대 방식



기술 적용 사례

㈜브리콘 현장실험



기술 적용 사례

㈜브리콘 현장실험

인양 운송 적재



기술 적용 사례

㈜브리콘 현장실험

실제 운송 간 부재의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제안 시스템의 필요성 및 우수성 검증

✓ACI 기준최대변형률 138us의 92%에해당하는 132us의인장변형률발생
✓인장균열을방지하기위해서는 0.5도이내의기울기를유지해야함
✓침목받침의위치에의해부재에큰변형률차이가발생함

FEM 해석

✓ FEM을통한센서위치최적화
✓변형률영점보정알고리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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