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igbee 기반의 센서 수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

Fiber Optic Sensor with Zigbee based Liquid level 

Monitoring System Materialization

계 , 이희진 , 손경락

한국해양 학교 자통신공학과, 한국해양 학교 자통신공학과,한국해양 학교 

컴퓨터, 제어, 자통신 공학부

E-mail:kkh3763@nate.com

1.서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  무선통신으로 주목 받고 있는 Zigbee를 기반으로 하여 센서를 이용

한 수 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한 내용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무선센서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센서를 이용한 어 리 이션의 용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어 리 이션의 일환으로서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무선센서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설계함으로서 기존의 수 측정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하고 효과 으로 설계하고

자 하 다.

<fig.1              Overall                 System               Block        Diagram >

2.본론

일반 으로 선은 굴 률이 다른 두 매질 사이의 경계 면에서 입사각과 같은 각으로 반사

하게 되고 일부는 투과되어 경계 면을 통과한다. 굴 률이 큰 매질일수록 투과되는 에 지

의 양은 크다. 즉 낮은 굴 률을 가진 매질에서 높은 굴 률을 가진 매질에 경계 면에서는 

굴 률에 비례하는 투과 의 향으로 어느 정도의 에 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게 각 센서 단에서 굴 률이 다른 매질에서의 에 지 손실을 이용하여 센서로서의 동작

에 용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센서 끝단에서의 매질의 에 따른 에 지 손실을 

photo detector에서 검출하고 AVR에서의 시스템에 용될 수 있도록 op amp를 이용하여 

일정 벨의 압으로 증폭한다. 증폭된 신호를 비교기에서의 reference 압을 통하여 디지털 

벨의 신호로 변하게 되고 AVR의 핀에서  이진신호에 한 변화를 이용하여 물리 인 변

화를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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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Power              loss          with              The     index           of          refraction       >

무선 센서네트워크로 Zigbee 모듈을 Master와 Slave로 펌웨어를 구성하고 Master는 서버

PC와 연결한다. Slave는 AVR에 MAX232를 통한 USART통신을 설정하고 AVR에 연결된  

각 핀의 입력 압의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Master로 송하게 된다. Master에서는 Slave에

서 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함으로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의 동작을 실행하게 된다.

3.결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침수 벨에 한 수치와 chart를 포함하고 있으며 침수 벨의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text 일로 장하게 된다. 한 서버에서 로그램을 가동함으로서 다

른 PC에서 서버로 속을 하여 로그램 동작에 여할 수도 있고 휴 폰을 통하여 모니터

링에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동작으로 하여  기존의 수 측정 시스템을 좀 더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가 있고 침수센서로서의 동작으로 수  벨측정을 좀 더 유연하고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기존의 센서뿐만 아니라 온도습도 센서나 음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하

여 다양한 어 리 이션에 용될 수가 있다.

<fig.3        System       Composition            and              Monitoring            System    based      La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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