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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아이패드, 갤력시S, 탭 등 비약 인 과학기술의 발 으로 생활수 이 향상함에 따라, 

한강 르네상스  4 강 살리기 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등 새로운 수변문화공간 구축을 한 공공

사업에서 첨단무선통신기술을 융합한 신개념의 서비스와 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서울인근 지

역의 강, 하천에 유량이 유입되는 주요지 에 수 환경감지 센서설치. 주변오염지역 감지  수 환

경 생태를 실시간 감지하여 이상 징후(BOD, COD, DO, 도, 탁도 등)발생이 상되는 주변 오염원

인 공장, 폐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등의 시설물을 D/B 리하여 오염원 련 피해주민에게 실시간 공

지하여 형사고 방  청정하천 수 환경유지를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 환경(하천, 호

수, 강 등) 한 지능 이고, 효율 인 리를 해 센서수 환경에 합한 4세  센서 보드 설계  

블록다이어그램 설계, 통신기술,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해 수 환경에 합한 센서  데이터 획득기

술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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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수질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서 사회 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 주요 사

업인 4 강 살리기  각종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변문화공간 구축과 이를 통한 

수질오염 유지 리 기술이 각 받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이 등장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보화 환경도 변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공공부문의 

정보화 경쟁력을 제고하고, 높아지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 수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새로운 기술

의 극 인 도입과 개발이 필수 이다. 한, 지속 인 공공부분의 경쟁력 강화와 수자원 리  활

용 고도화를 해서는 이를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황의호, 2006 : 한국수자원공사) 

재 수자원  수도분야의 u-IT기술 용을 통한 차세  수자원 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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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하여 실용화  사업화 단계에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은 시, 공간을 월하여, 언제, 어디

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보이지 않는 컴퓨  환경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형 컴퓨터가 사

람, 사물, 환경 속에서 내재되어 무선통신을 통해, 필요한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상황 인지 컴퓨 을 

구  할 수 있는 사물통신개념의 미래 핵심기술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컴퓨 을 구 하기 한 하드

웨어로서, I-mote나 mica 같은 스마트 더스트 개념의 소형 센서 노드들이 상황인지를 해 센서 필

드를 구성하고, 싱크 노드와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통해 메인 서버로 송되는 일련의 구성요소들은 

사물간의 통신이 아닌, 센서필드 내에서의 센서노드간의 데이터 송을 한 무선통신에 불과하여, 일

부에서는 기존의 원격검침, 모니터링과 동종의 기술로 평가 하하는 기 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 개선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하천, 수 환경에 합한 4세  센서노드 설계  

블록다이어그램 구성  개념을 정립하고, 시스템 구축에 한 방법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2. 4세  센서 보드 구조  기능 

2.1 4세  센서보드 구성 

수 환경에 합한 4세  센서보드의 경우 기존 센서 노드 구성과 달리 4세  센서노드 구성은 크

게 개체인지(Identification - Awareness), 치인지(Location - Awareness), 상황인지(Context - 

Aware), 소통인지(communication - Aware)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다. 먼  개체인지 사물간 커

뮤니 니션을 해 피·아(identify friend or foe)간의 서로 상 방을 인지하는 개체로서 CCTV & 

camara module, Sepeaker module등 센서부의 내부 모듈에 장착된다.

그림 1 수 환경에 합한 4세  센서 보드 구성

2.2 센서보드 기능

치인지(Location - Awareness)는 사물간 커뮤니 이션을 해서 특히 움직이는 인간 동물 같은 

생물, 기차, 자동차등 움직이는 교통수단 변하는 환경· 매체의 이동 등 서로 상 방의 치상황을 실

시간으로 인지하는 모듈로서, 인공 성을 이용하는 GPS방법 측 와 유무선 통신망 기지국 기반의 

LBS/RTLS모듈이 센서 Board에 장착되어 진다. 홍수  하천 범람으로 인한 Water Quality Sensor

의 유실  도난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리자  이용자들이 Sensor 치 악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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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지(Context - Aware)는 인간이 주어진 상황  환경문화를 인식하여, 빠른 지각  는 본

능 으로 스스로 조화, 생성 순환 되듯이, 인간을 해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환경들이 서로의 각각의 

커뮤니 이션을 해서는 인간의 청각, 각, 후각, 미각 기능의 다양한 물리, 생체, 화학 생체 센서들

이 주어진 상·환경의 기능·목  변화량을 감지한다. 수 환경 설치된 Water Quality Sensor로부터 

감지된 물리량은 메인 서버로 보내지 않고 수질 측이 가능한 신경망 모형(역  알고리즘, 모멘트

법과 응 학습율)모델과 통계 분석, 민감도 분석, 1차 오차분석, Monte Carlo 분석 SASS 분석(상

분석, 회귀분석, 로그선형분석, 척화도 분석, 시계열 분석, 생존분석, 다 응답, 결과값 분석), System 

identification을 탑재, 분석 한다. 최 화된 분석 기법에 따라 수 환경의 수질, 기능, 목 의 최 화를 

스스로 구 하는 지능형 board이다.

소통인지(communication - Aware) 상 사물, 환경이 주어진 목 , 기능에 따라 피, 아(identify 

friend or foe) 간에 자기 의사를 달하는 개념으로 시, 청각 장치처럼 이어폰, 스피커, 컴퓨터, 스마

트폰, (VMS), SMS, SNS모듈을 내, 외부에 장착하고, 가까운 기지국 LTE 는 Gateway 

Backbone Network  Global network를 Web 2.0 양방향 통신 개념으로 수 환경 상태를 언제 어디

서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소통는 Sub Board이다.

3. 수질 리 시스템 센서 보드 설계

본 수 환경 시스템 개발에 사용 된 보드는 센서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정보를 Host에서 작동하는 

어 리 이션 소 트웨어로 송하여 체 시스템의 동작 검증과 응용을 한 Reference로 사용하고

자 설계되었다. 지능형 수 환경 유지 리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목 을 하여 그림 2 와 같은 기능

을 갖추고 있다. MCU는 SAM3U4E QFP(10K RAM, 1024K Flash)을 사용하 으며 RF Transceiver 

module은 2.4GHz 고주  역을 사용하 다. Host or console I/F Serial 회로로 설계 되었으며, ISP 

Flash fusing JTAG port를 사용하여 24bit 력 워로 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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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수 환경에 합한 4세  센서노드 다이어블록

센서노드의 경우 센서 노드는 보다 정확한 수 환경에 한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빠르게 센싱

하여 Host에게 달해야 한다. 통신방식은 하천에 설치된 노드로부터 측정된 수 환경 값을 달받기 

해 IEEE 802.015.4 기반으로 구성을 한 반면 서버로의 데이터 성을 하기 해 Wi-Fi, CDMA방식

으로 송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CDMA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xDSL로의 

송이 불안정할 경우 비한 방법이다. 데이터의 송 속도보다도 목 지까지의 송 데이터의 드롭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CDMA방식의 경우 실시간 감지에 문제가 없으며, 선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

더넷이 문제가 될 경우 바로 WLAN으로 연결되어 동작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한 최근 Wi-Fi

존의 구축으로 데이터를 무료로 송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SN을 이용한 수 환경 유지 리 시스템을 하여 4세 센서노드 구조의 구성과 블

록다이어그램을 설계 방법론을 제시 하 다. 본 논문을 통해 유비쿼터스 기반 지능 이고, 체계 인 

최 에 수 환경 상태를 측  측정할 수 있는 4세  센서노드 구축을 통해 각 하천  지천에 

한 통합 유지 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할수 있으며, 첨단 IT통신, 네트워크 

송기술 등 IT통신 용을 통한 실시간 하천유지 리가 가능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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