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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하·폐수 처리장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각종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관리하여 자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콘트롤 시스템을 IP기반으로 개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술의 구현과정을 통
해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 환경하에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렛PC 등)를 통해서도 하·폐
수 처리장의 모니터링과 콘트롤을 검증하였으며, 센싱데이터의 통신성능도 근거리무선 환경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제안 
기술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end to implement system of the automation of foul/waste water disposal plant by 
using processed sensor data. We designed the model of communication system based on wireless indoor 
environment, implemented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based on IP. In the implemented monitoring system, it 
is possible to control and monitor through not only PC but also smart device(tablet PC, smart phone) anywhere, 
if WEB is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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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보호를 

한 규제와 오염원에 한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환

경 오염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하·폐수 처리 

시설에 한 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하·폐수 처리 

시설이나 시스템은 상하수도 처리 시설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폐수 처리를 한 

자동화기술에서 앙통합 제형 모니터링은 있지만, 주

기 으로 센서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하·폐

수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이동형 모니터링 콘트롤 시스

템은 부족한게 실정이다[1-4].

이를 개선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하·폐수 처리 시

설에서 사용되는 각종 센서에서 센싱된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여 한 후속 처리를 한 제어가 가

능한 IP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IP 

기반으로 개발하 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속만 가능하

면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 속할 수 있으며, PC뿐만 

아니라 스마트 단말(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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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속하여 모니터링/콘트롤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이를 통해 좀 더 효율 인 설비 운  리가 가능할 것으

로 측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하.폐수 처

리 시스템에 해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본 논문을 해 

개발한 하.폐수 처리장용 센서 데이터 처리장치  모니

터링 시스템에 해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하.폐수 처리장에서의 실내 무선 환경에서의 시

스템 모델링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V장에서는 최종 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하·폐수 처리 시스템 개요

1. 하·폐수 처리장 시스템 개요

하.폐수 처리 시스템이란 가정이나 공장, 상가, 농축산

업 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여 슬러지는 

건조하여 폐기하거나 재활용하고 걸러진 하수는 하천으

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하.폐수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유입된 하·폐수에

서 모래  잡쓰 기를 제거 후 2, 3회 침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등을 거쳐 깨끗해진 물은 하천으로 방

류하고, 유기성 슬러지는 미생물에 의한 처리과정을 거

친 후 건조하여 재활용 처리 한다. 하.폐수 처리 과정은 

유입된 하.폐수가 방출될 때 까지 약 12시간 정도의 처리 

과정을 거치고, 슬러지는 약 30일 이상 처리 과정을 거치

는 등 비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과 센서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조업자의 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리가 용이하지 못하고,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게  

실이다[5-7].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하.폐수 처리 시스템 구축을 한 USN (Ubiqui- 

tous Sensor Network) 연계형 IP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IP기반 하·폐수 처리장 보안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P기반의 하.폐수 처리장 모니

터링 시스템은 다음 그림1과 같이 설계하 다.

슬러지 센서, TN/TP 센서, 온도 센서 등 각종 센서들

은 통합 제어  처리가 가능한 보드와 연결이 된다. 보

드의 로세서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고, 

처리된 데이터는 Zgibee 모듈로 달한다. Zigbee 모듈

에서는 Socket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DB Server와 데이

터를 송, 수신 한다.

그림 1. IP기반 하·폐수 처리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도
Fig. 1. Structure of monitoring system of foul/ 

waste water disposal plant based on IP

 

PC, 스마트단말 등의 클라이언트들은 IP 기반의 Wifi 

나 Network를 거쳐 Web Server에서 제공하는 Web / 

WebApp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으며, DB에 기록되어 있

는 센싱데이터 정보에 근이 가능하며, 모니터링이 가

능하다. 뿐만 아니라 Web Server에서는 내부 인 모니

터링 기능을 통해 특정 사용자의 스마트 장치로 Push알

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2, 3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IP 기반 하·폐수 처리

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로어 차트다.

그림 2. 센서 데이터 수집/저장  플로어 차트 
Fig. 2. Flow chart for saving/collecting sensor

data

그림 2의 센서데이터 수집  장블록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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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서에서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며, 센서와 데이

터교환이 가능한 통합 제어보드에서는 수집된 센서데이

터들을 통해서 BOD, COD, DO, SS 등의 수질을 표 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로세싱 한다. 로세싱된 데이터

들은 ZigBee 모듈로 보내지고, ZigBee 모듈에서는 처리

된 데이터와 지역정보  센서의 타입정보를 포함하여 

DB Server로 송신하게 된다. 데이터를 송신 받은 Server 

에서는 수신된 센서 타입에 따라서 형식에 맞게 DB 

table에 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특정 주기 

시간을 가지고 반복 으로 수행된다. 

그림 3.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접근 플로어 차트 
Fig. 3. Flow chart of monitoring interface

 

그림 3의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근블록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PC나 Smart 장비를 이용하여, Wifi나 IP를 

통해 WebServer에 근 하게 된다. WebServer에서는 

근한 장비의 타입에 따라서 각 환경에 맞는 인터페이

스를 제공해주게 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은 사용자들

에게는 DB 근 메뉴가 제공되고, 선택된 메뉴에 따라 센

서데이터들이 담긴 DB 정보에 근가능하고, 모니터링

을 할 수 있게 된다.

Ⅲ. 하·폐수 처리장 센서 데이터 처리 
    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 센서 데이터 처리용 하드웨어 개발

하.폐수 처리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센서로부터 측정되

는 데이터를 처리, 제어하고 모니터링 서버로 송하기 

한 MCU 기반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 정확

한 데이터 처리  리를 하여 32bit Microprocessor

를 사용하여 회로설계하 고, 효율 이고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그래픽 LCD USER 

INTERFACE를 사용하 다. 시스템의 개념도는 다음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센서 데이터 처리 H/W 개념도
Fig. 4. Conceptual diagram of hardware for 
       processing the sensor

시스템 제어를 해 RS-485 통신 방식을 사용하 고, 

센서 입력을 해서는 GPIO와 RS-485를, 모니터링 시스

템과의 통신을 해서는 RS485 통신 방식을 사용하 다. 

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해 480x272 

TFT-LCD 디스 이 장치와 Key 입력 장치를 사용하

다. 이 하드웨어를 한 회로도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센서 데이터 처리 H/W 회로도
Fig. 5. Circuit diagram of processing H/W for 
       sensor data



IP기반 하·폐수 처리장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 146 -

2. IP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본 논문에서는 IP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해, 

센서제어 보드와 통신이 가능하고 센서데이터를 기반으

로 DB로 장하는 로그램과 Web / Web App 기반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로그램을 구 하 다. 로그램의 개발환경은 아래 표

1 과 같다.

구분 내용

OS
Windows 7, Windows

 XP Professional

language JAVA, JSP, HTML

JDK version JDK 1.7.0

JRE version JRE 7.0

tool Eclipse Indigo Service 1

Database MySQL ver 5.5.1.7

DB connector Driver
Mysql-Connector-

java ver. 5.1.18

표 1. IP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환경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of Program

 

Java 언어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HTML, JSP 단

로 구 을 하 으며, 센서 데이터 DB 장 로그램은 

콘솔 로그램으로써, Java로 구 하 다. 본 구 에서는 

슬러지 모니터링 부분과 TN/TP 모니터링을 이원화 하

여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DB는 표 2와 같다.

TN_TP Monitoring Table

PK time varchar(20)

PK area varchar(20)

TN float

TP float

pH float

MLSS float

temp float

Sludge_Monitoring Table

PK time varchar(20)

PK area varchar(20)

BOD float

COD float

DO float

SS float

temp float

표 2. 슬러지 모니터링 및 TN/TP 모니터링을 위한 DB 설계
Table 2. Design of DB for Sludge and TN/TP 
          monitoring

DB는 Sludge_ Monitoring Table, TN_TP Monitoring 

Table 총 2개의 Table로 구성된다. Sludge_ Monitoring 

Table은 슬러지데이터와 련된 농도값  BOD, COD, 

DO등 산소 요구량 의 정보와 지역  시간의 정보를 포

함하고 있으며, TN_TP Monitoring Table도 TN/TP 값

과 련된 값을 포함한다. 

각 센서 데이터 Zigbee통신을 이용하여, Socket 방식

으로 DB Server 에 장이 되는데, 본 논문에서 구 한 

Socket 통신  주기 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로그램을 그림 6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센서데이터 수집 및 프로세싱 보드와 통신 및 DB
접근 프로그램

Fig. 6. DB access / communication program 
of sensordata and processing board

해당 로그램은 멀티 엑세스가 가능하게 로그래  

하 으며, 통신시 치정보와 센서타입을 같이 송받게 

되고, 센서타입 정보에 따라 내부 로직을 거쳐, 각기 다른 

DB Table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 본 논문에서는 DB 

로그램으로 MySQL을 사용하 으며, MySQL을 통해 

주기 으로 장된 센서 데이터를 표 한 화면은 그림 7

과 같다.

그림 7. 프로그램을 통해 업데이트된 DB 데이터
Fig. 7. DB data updated b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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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sludge_monitoring table을 표 한 화면이며 

각 table의 정보들이 시간에 따라서 주기 으로 갱신되었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Web Server에서는 각 Client들의 요청에 따라서 데이

터베이스에 근하게 되는데, Client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에 근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IP기반의 모니

터링 로그램을 그림 8 에서 보여주고 있다.

(a) 슬러지 모니터링 (b) TN/TP 모니터링

(c) 프로그램을 연동한 스마트 디바이스 화면

그림 8. IP기반 모니터링 UI 구현 화면
Fig. 8. Implementation of monitoring UI based IP

그림 8의 (a)와 (b)는 PC에서 실행되는 IP기반의 모니

터링 로그램이며, (c)는 스마트 단말(ipad)에서 Wifi를 

통해 로그램을 실행한 화면이다. (a)는 슬러지 모니터

링 화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화면에서는 맵이 표시가 되

고, 표시된 맵에서는 모니터링 지역 선택이 가능하며, 특

정 지역 선택 시 해당지역에 따른 값들이 표시가 된다. 

(b)는 TN/TP 모니터링 화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TN/TP 

련 데이터를 화면상에 표 해주고, 맵과 련된 동작

은 (b)의 슬러지 모니터링과 동일하다. 

Ⅳ. 하·폐수 처리 시설 환경에서의 
센서 통신 네트워크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된 통신 환경은 유선으로는 RS-232, 

RS-485를 사용하 고, 무선 통신으로는 센서 네트워크  

용으로 ZigBee, 모니터링과 콘트롤 용도로는 Wi-Fi를 사

용하 으며, 사용된 여러 통신 방식  송량이 많고 통

신 환경에 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Wi-Fi 통신에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먼  센서 노드(ZigBee Node)와 모니터링 노드

(Wi-Fi Node)의 개수가 무선 통신에 미치는 향을 

단하기 해 노드의 수를 차 늘려가며 PER(Packet 

error rate)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

면 아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Node 수량별 PER(Packet error rate)
Fig. 9. PER(Packet error rate) depends on number 
       of Nodes

그래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선 Node수가 늘어남에 

따라 패킷 에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에러율이 

네트워크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많은 센서 노드로 인해 모니터링용 네트워크의 

데이터 송량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단순 패

스에서의 네트워크 스루풋(throughput)과 멀티 패스에서

의 네트워크 스루풋을 분석하 다. 그 분석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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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ingle/Multi path throughput 측정 결과
Fig. 10.  Throughput of Single/Multi path

그림 1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Single path 상에서의 

throughput에 비해 Multi path상에서의 throughput이 어

느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모니터링  콘트

롤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킬 정도의 성능 하는 발생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 하.폐수 처리 시설에 사용되

는 다양한 센서들을 무선 센서 노드로 연결함과 동시에 

IP 기반의 Wi-Fi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 함에 큰 성능 하 없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고, 련 규

제가 엄격해지고 있는 시 에서, 상하수도 처리 시설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새로운 시

스템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하·폐수 처리 시설에

서 사용되는 각종 센서에서 센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한 후속 처리를 한 제어가 가능한 

IP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시하 으며, IP 기반으로 

개발하 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속만 가능하면 언제 어

디서나 시스템에 속할 수 있고, 스마트 단말(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을 통해서도 속하여 모니터링/콘트롤

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이를 통해 좀 더 효율 인 

설비 운  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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