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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산업용 컨트롤러로 많이 사용되는 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를 사용할시 고비용과 

큰 부피로 인해 정수기를 소형으로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본 가정용 정수기는 소형 MCU 사용과 동

시에 정수기에 최 화된 PCB를 제작하여 정수기를 소형화 하 다. 재 로그램 가능한 MCU 채택으

로 추후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로그램에 보완사항이 필요할 경우 손쉽게 업그 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1. 서론

   기존의 산업용 컨트롤러로는 로그래머블 로직 컨트

롤러(PLC)가 사용이 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로그램을 쉽

게 수정하지 못해 업그 이드가 용이치 않으며 부피가 커 

산업용으로만 주로 쓰인다. 한 가격이 매우 비싸 일반 

가정용으로는 합하지 않다.

   이런 단 들을 극복하기 해선 새로운 컨트롤러를 제

작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선 ATmega128을 사용하여 모듈

을 소형화,  가격화, 업그 이드의 용이화를 실 하 다.

2. 개발 내용  방법

2.1. 리코 방식을 용한 정수기의 개요

   종래에 카트리지 필터를 사용한 정수기의 단 을 보완

한 여과보조제를 이용한 리코 ( 처리여과층생성)  

역세척(여과보조제의 역방향 세척, 탈리)식 가정용 정 여

과 냉,온 정수기로써 여과 보조제가 증착하여 두께를 형성 

할 수 있는 망(지지체)에 여과보조재(활성탄, 규조토, 맥반

석 등)을 통과시켜 여과지지체(망사)에 층을 형성하고 오

염된물이 그층을 통과할 때 층에 형성된 다공성물질(여과

보조제)사이를 통과하며 오염원이 여과되는 원리로 일정

한 사용을 반복하다 보면 통과된 물의 품질과 오염 정도

에 따라 필터를 막아 필터의 교환을 필요로 할 때 역세척 

모드로 코 막을 제거 후 새로운 코 제로 코 하여 여과

가 가능하다.

   정수기는 역세척이 가능하여 정방향으로 흐르던 물이 

역방향으로 흐르며 형성된 여과보조제층이 무 지면서 외

부로 배출하고 다시 반복 작업을 통하여 사용자 스스로 

필터를 형성 는 역세척을 가능하게 한 가정용 정수기이

다.

2.2. 정수기 시스템 구성 

   리코  정수기는 크게 원부와 배수동작부, 표시부, 

MCU부, 배수 동작 스 치부로 구성된다.

원부에서 MCU부로 3V의 압을 공 해 다. 한 배

수 동작부의 솔 노이드 밸 를 동작시키기 해서 24볼

트의 원을 공 해 다. MCU부에서는 배수 동작부의 릴

이를 동작시키며, 표시부의 LCD에 각종 설정 황과 

정수기의 재 상황을 표시해 다. 한 배수 동작 스 치

부의 스 치를 감지해 각종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1) 정수기 시스템 구성도

   MCU는 버튼의 림이나 모드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밸 를 지정 시간동안 개/폐 하는 동작을 해주어야 하는

데 이를 해서 필터&솔 노이드밸  구성을 사용하 다. 

정수기는 1개의 필터 탱크와 1개의 여과재 투입탱크, 솔

노이드 밸 와 냉수, 온수 장 탱크, 그리고 압력을 유지

시켜  정수펌 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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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코 방식을 용한 가정용 
반 구필터 냉,온 정수기의 동작 로우차트

   MCU는 버튼의 림이나 모드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밸 를 지정 시간동안 개/폐 하는 동작을 해주어야 하는

데, 그에 한 로우차트를 구성하 고 구성된 로우 차

트는 그림2와 같다. 로우 차트 로 정수기의 필터&솔

노이드밸  구성을 해야한다. 정수기는 1개의 필터 탱크

와 1개의 여과재 투입탱크, 솔 노이드 밸 와 냉수, 온수 

장 탱크, 그리고 압력을 유지시켜  정수펌 가 필요하

다. 

3. 정수기  컨트롤러 제작

3.1. 정수기 제작

   솔 노이드 밸 와 송수 배선, 그리고 필터탱크 등을 

사용하여 그림3과 같이 배치, 배선 하 다.

(그림 3) 정수 시스템의 모습.

   그림4는 실험에 사용된 물탱크와 펌  사진이다. 물탱

크는 공 수 탱크와 퇴수 탱크로 나뉘는데 실제 정수기의 

공 수는 지하수와 연결하거나 수도에 연결하므로 물탱크

는 필요 없다. 그리고 역세척이 끝난 폐수를 담는 퇴수 탱

크도 같이 연결하 다. 이는 연구실에 수도가 없어 임시로 

연구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실제 정수기 시스템에서 탱크

는 필요가 없다.

(그림 4) 물탱크와 펌

3.2. 정수기 컨트롤러 제작

   정수기 컨트롤러는 기존의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정용 소형 정수기에는 취지가 맞지 않다. 따라서 

본 정수기에 맞는 컨트롤러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컨트

롤러에는 메인 MCU인 ATmega128 이 사용되었고, 모드 

작동 버튼이 5개가 사용되었다. 한 각각의 솔 노이드 

밸 를 작동시킬 릴 이 8개가 사용되었으며, 릴 이와 솔

노이드를 연결할 터미  블록을 사용하 다. 그리고 정

수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한 CLCD 20X4 모듈을 사용하

다. 그림5의 회로도 설계와 PCB 도면을 제작하기 해

서 CSiEDA 로그램을 사용하 다.

(그림 5) CSiEDA를 이용한 회로도 설계

   그림6은 PCB를 제작하고 납땜을 끝내고 펌웨어를 입

력하여 테스트한 사진이다. 메인 MCU는 LCD 에 가려져 

있다. LCD 으로는 제어용 버튼 5개가 존재하며 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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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이와 터미  블록, 그리고 밸  개폐 상태를 확인하기 

한 LED 가 존재한다. 이 모듈을 동작시키기 해서는 

ATmega128 펌웨어를 제작해야 한다. 

펌웨어는 AVR Studio로 작성되며 작성된 펌웨어를 로

그램하기 한 ISP Programmer 장비가 필요하다.

(그림 6) PCB제작후 납땜을 완료한 컨트롤러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작한 ‘ 리코  방식을 용한 가정용 

반 구필터 냉, 온 정수기’의 목 은 기존의 교체형 카트

리지 필터의 단 을 보완하고 새로운 필터 시스템인 리

코  필터를 사용해 보다 질 좋은 정수 시스템을 구 하

는데 있었다. ATmega128을 사용한 메인 컨트롤러를 이용

하여 릴 이에 신호를 주고 그 릴 이에서 24볼트 압을 

솔 노이드 밸 에 달해주어 각각의 모드에 따른 밸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 다. 이는 기존의 PLC를 이용한 시

스템보다 부피나 가격 으로 월등히 유리하면서도 제작기

간이 짧고 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매할 때도 양산하는데도 유리하다. ReWrite가 

가능한 MCU를 사용해 추후 기능 개선이 있을 경우 펌웨

어 업데이트가 용이해 더욱 깨끗하고 안정된 정수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리코  후 일정 압력을 유지하기 해 펌  

작동시켜 압력유지를 하 는데 이는 가정용으로 개발 시 

계속 인 기 소모로 인해 기세의 부담이 될 수 있음

을 고려하여 이를 한 계속 인 연구를 통해 개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백 만, 박제철, 김형진, "정수기용 입상활성탄소 필터

의 흡착특성에 한 고찰" 한국환경과학회지 제17권 제8

호, 2008

[2] 이재원, 정청우, 김성수, 강용태, "역삼투압방식의 냉/

온정수기 퇴수를 이용한 수랭식 응축기와 기존의 공랭식 

응축기 성능비교" 한설비공학회, 2010

[3] 윤덕용, "AVR ATmega128 정복" Ohm사, 2006

[4] "ATmega128 Datasheet" AVR, 2009

- 1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