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STUDY 

런던 타워:역사적 빌딩에서의 습도 모니터링

문제 
런던타워의 보전관리팀은 지붕새는
것,풍하와 침투하는 축축한 물같은 것
으로 인해 발생하는 습기침투에 의해
망가지는 벽에 대해 고민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현재 무선 시스템은
단지 제한된 숫자의 장소만 모니터링
할수있는 제한된 거리때문에 충분한
탄력성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사용하
는 시스템은 실시간 원격 네트워크 엑
세스가 불가능해서 데이터를 보는것
이 불가능했다.

해결방안 
우리는 습도와 온도센서를 우리 플랫
매쉬에 통합해서 약 20개 센서로된 하
나의 네트워크를 배치했다. 센서들이 
일반대중으로부터 보여지지 않게해야
했기때문에 배치작업은 특별히 어려웠
고 그런걸로 인해 불편한 위치로 배치
되고 두꺼운 벽으로 인해 무선 시그널
이 약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센시브
의 메쉬 기술은 그런 장소에서 다중 단
거리 네트워크 홉을 사용하여 두개의
타워를 카버리지할수있는 큰 네트워크
를 만들어 센서를 설치할수 있다. 센시
브의 솔라패널부착 3G 게이트웨이도 
실외에 배치되어 원격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할수있어 현장 전역에 있는 습도
와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 접속할수있
게 해준다.

성과 
지금은 런던 타워와 그것의 값비싼 소
장품들에 영향을 주는 단기, 장기적인 
변수의 영향에 대해 많은 이해에 대한
잠재력이 생겼다. 이것은 보존관리팀
에게 이런 자산의 수명과 품질을 관리
하고 향상하는데 개선된 의사 결정을
하게 해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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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박물관:박물관 전시 콜렉션에서 

오염원 모니터링
문제
우리는 자신들의 콜렉션의 수명을 연
장할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가 있는 영
국박물관의 의뢰를 받았다. 유물과 다
른 물품에서 내뿜는 물질이 소장품들
내 다른 유물에 더 큰 피해를 입힐수있
다. 그들은 이 배출물, 특히 VOC ,휘발
성 유기화합물들을 콘트롤할수있는 방
법을 밝혀내기위해서 이 오염원의 모
니터링 방법이 필요했다. 영국박물관
은 환기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 더 나은
이해와 전시물들의 환경적인 관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이 VOC들이 유물에
서 발생되는지에 대해 더 나은 이해가
필요했다. 현재 그들의 시스템은 유선
연결으로 전시물의 캐비닛안에서의 환
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수 없기에 무
선 솔루션이 그들의 최우선 요구조건
이었다. 

해결방안
우리는 광대역 VOC 센서를 우리의 플
랫매쉬제품과 통합했다. 시험 네트워
크는 영국박물관의 한개의 방에 두개
의 센서를 중세 유물이 있는 전시캐
비넷과 밖에 있는 다른 하나의 캐비
넷에 주변 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우리 솔루션은 아주 빠른 설치과 무
선을 의미하기에 센서를 배치함으로
써 전시캐비넷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다.

성과 
우리의 빠른 배치는 얼마나 전시 캐
비넷안에도, 모니터링하는 방안에도 
전체 박물관을 아우르는 무선 모니터
링 시스템인가를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이 취득한 데이타는 VOC 밀도와 
온도와의 밀접한 관계같은 아주 흥미
로운결과를 보여준다.
이 데이타는 많은 질문을 유발시키고
습도와 온도센서같은 것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더 큰 면적으로 늘려야하
는 계획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센서들을 작게 만들
계획이고 그 센서들은 전시 캐비넷에
부착될때 눈에 띄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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