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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발현 빈

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들어 홍수와 연관되어 발, 

생하는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UNISDR, 2015). 

Corresponding author : Kang, Moon Seong
  Tel. : 02-880-4582
  E-mail : mskang@snu.ac.kr

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도 집중호우 태풍 등과 같, 

은 기상학적 사건 으로 인해 발생하(meteorological event)

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직간접적

인 인명피해로 귀결된다 (NDIC, 2015).

는 자연 재해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저감IPCC(2014)

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이상 기후의 한 원인으로 규명하

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적응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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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IoT (Internet of Things)-based flood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by developing intelligent water level monitoring platform based on IoT. In this study, Arduino Uno was 

selected as the development board, which is an open-source electronic platform. Arduino Uno was designed to connect the ultrasonic 

sensor, temperature sensor, and data logger shield for implementing IoT. Arduino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was 

selected as the Arduino software and used to develop the intelligent algorithm to measure and calibrate the real-time water level 

automatically. The intelligent water level monitoring platform consists of water level measurement, temperature calibration, data 

calibration, stage-discharge relationship, and data logger algorithms. Water level measurement and temperature calibration algorithm 

corrected the bias inherent in the ultrasonic sensor. Data calibration algorithm analyzed and corrected the outliers during the 

measurement process. The verification of the intelligent water level measurement algorithm was performed by comparing water levels 

using the tape and ultrasonic sensor, which was generated by measuring water levels at regular intervals up to the maximum level. 

The statistics of the slope of the regression line and   were 1.00 and 0.99, respectively which were considered acceptable. The 

error was 0.0575 cm. The verification of data calibration algorithm was performed by analyzing water levels containing all error 

codes in a time series graph. The intelligent platform developed i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public IoT service, which is 

applicable to intelligent flood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 Hyper-connected watershed, Intelligent Platform, Arduino, Water Level Monitor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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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유역환경변화 등과 같, / , 

이 다양한 요인에 내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유역의 물순환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홍수 관리 기법은 기후변. 

화로 인해 변동성이 큰 기상자료와 유역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피드백 과정을 통한 유역의 물순환을 해석하기

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실시간으로 변. 

화하는 정보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이 가능한 지능형 홍수 관리 패러다임 (feedback)

으로 전환이 필요하다(paradigm) .

지능형 홍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간 정보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

의 피드백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유역을 하나의 관리 . 

단위로 가정하여 유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유역 , , (hyper- 

의 구현이 필요하다 초연결유역은 connected watershed) . 

초연결이라는 개념에서 도입하여 정의하였다 (WEF, 

초연결유역은 유역 내의 기상지형수리수문 등의 2012). / / /

다양한 요소 를 독립된 객체로 인식하여 네(component)

트워크로 연결하고 객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유역을 의미한다 초연결유역은 유역 내에서 . 

물리적으로 연결된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유역 단위의 연결을 구현할 때에는 네트워크로 연

결되어 정보만 공유할 수도 있다 초연결유역은 지능형 . 

홍수 관리 플랫폼을 설계하는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Internet of 

의 발현은 초연결유역을 구현하는 과정에 성Things, IoT)

장 동력을 제공한다 유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는 사. 

물인터넷에 바탕을 둔 단위 객체로 구현하여 객체간 정

보를 공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초연결유역을 바탕으. 

로 설계한 단위 요소를 바탕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지능

형 홍수 관리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유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연구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지능형 로봇 등(intelligent automobile), (intelligent robot) 

과 같은 분야에서 선도하여 수행되었다. Miles et 

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유럽에 적용하는 가이al.(2011)

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은 를 철도 산. Larue et al.(2015) ITS

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한 바 있으며 와 , Kanarachos

는 혼합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능Kanarachos(2015)

형 도로 적응형 현가 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사물인터. 

넷에 대한 연구는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

였으며 가전 전력 의료 자동차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 , , 

에 적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 

리에 대한 사물인터넷의 이식성은 높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능형 홍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물인터

넷의 실제적인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수위 모

니터링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의 홍수 관리 적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IoT .

II.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 설계

사물인터넷 개요1. 

사물인터넷은 언제나 어느 곳 (any time connection), 

어떤 사물 과(any place connection), (any thing connection)

도 접속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TU, 2005). 

은 인터넷에서 시작하여 모바일 인터넷을 거쳐 발전하였

으며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정보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주체가 된다 객체별로 독립적인 개(Cha and Jin, 2015). 

(a) Internet (b) Mobile internet (c) Internet of Things

Figure 1. Generation process of the Internet of Things (Cha and J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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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상호 연결된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는 사물인터넷을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대 NIC) 6

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여 기술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사물인터넷 (NIC and SRI Consulting, 2008).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는 사물인터넷의 주요 적용 분야를 개인 산업 IoT, IoT, 

공공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공공 는 재난IoT . IoT , 

재해를 방지 환경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을 포함하며 수, , 

자원을 포함한 자원 관리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은 사물인터넷의 발생과정을 도시하고 있다Figure 1 .

아두이노 개요2. 

아두이노 는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와 소프(Arduino)

트웨어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단일 (open-source)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 이다 (microcontroller) (Arduino, 

와 가 고안하였으2015). Massimo Banzi David Cuartielles

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용이하여 다양한 상, 

호작용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 아두이노(interactive) . 

를 활용한 연구는 자동차의 비선형 군집주행 등과 같은 

제어 시스템과 무선통신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등이 

있다 본 연구(Yue et al., 2015; Ferdoush and Li, 2014). 

에서는 아두이노 우노 를 개발보드로 선택(Arduino Uno)

하였으며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 , (Integrated Development 

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Environment, IDE)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아두이노 홈페이지 에(https://www.arduino.cc)

서 확인할 수 있다.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3.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은 인터넷 연결을 통해 현장에

서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의 이상치와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알고리

즘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 

랫폼 개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진행하였

다 먼저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 설계에 필요한 .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시제품 을 (prototype)

제작하였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센서와 쉴드 . 

등의 부품은 브레드보드 를 사용하여 핀 (breadboard)

으로 연결하였다 하드웨어 제작을 완료한 다음 아(pin) . 

두이노 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소프IDE . 

트웨어는 수위 측정 알고리즘 온도 보정 알고리즘 자료 , , 

보정 알고리즘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 데이터 로거 알, - , 

고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위 측정 알고리즘은 초음. 

파 센서를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마다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온도 보정 알고리즘은 초음파 센서가 가지고 . 

있는 온도에 따른 오차를 보정한다 자료 보정 알고리즘. 

은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수위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보정한다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은 측정한 수. -

위를 유량으로 변환하며 데이터 로거 알고리즘은 시간, , 

온도 수위 유량 에러코드 등의 자료를 외부메모리에 , , , 

저장한다 는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을 설. Figure 2

계하는 전체적인 흐름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수위 III. 
모니터링 플랫폼 구현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은 에서 제시한 Figure 2

설계 방법에 따라 아두이노와 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다. 

은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Table 1

정에서 사용한 하드웨어 부품 목록을 나타내고 있다. 

은 본 연구에서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Figure 3

구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두이노 보드가 하드웨. 

어 설계에서 기반이 되며 아두이노 보드 위에 데이터 로

거 쉴드가 부착되어 사용된다 데이터 로거 쉴드에 . RTC 

모듈과 카드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Real Time Clock) SD . 

초음파 센서 온도 센서 등의 모듈은 아두이노 보, , LCD 

드와 직접 연결되어 작동된다 알고리즘은 수위 측정 온. , 

도 보정 자료 보정 데이터 로거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 .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의 전체적인 알고리즘 코드

를 제시한 다음 각 세부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의 전체적인 알고리즘 코

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함수를 이용. measureTemperature() 

하여 현재 온도를 측정한다 측정한 현재 온도를 . 

함수에 대입하여 온도를 고measureWaterLevel(temperature) 

려하여 보정한 수위를 측정한다 다음으로 . average 

를 이용하여 평균 수위를 계산한 다음 WaterLevel(dis)

함수에 대입하여 이상치를 자동calibration(averagedData2) 

으로 보정하고 최종 수위 자료로 저장한다. stageDischarge 

함수를 이용하여 측Relationship(averagedWaterLevel_Final) 

정한 최종 수위를 잠정 유량으로 변환하고 writeDate 

AndWaterLevel(averagedWaterLevel_Final, averagedData3, dis 

함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를 저장한다charge_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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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dure of developing IoT-based intelligent water level monito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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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uino board

Data logger shield

LCD

Ultrasonic sensor

Temperature sensor

SD card

Figure 3. Experimental setup of IoT-based 
intelligent water level monitoring platform

int i;

float temperature;

float averagedData1;

float averagedData2;

float averagedData3;

float dis[30] = {0};

float tem[30] = {0};

float  averagedWaterLevel_Final;

float discharge_Final;

digitalWrite(13, HIGH);

for (i = 0; i < 30; i++) {

  temperature = measureTemperature();

  averagedData1 = measureWaterLevel(temperature);

  tem[i] = temperature;

  dis[i] = averagedData1;

  delay(10);

}

averagedData2 = averageWaterLevel(dis);

averagedData3 = averageWaterLevel(tem);

averagedWaterLevel_Final = calibration(averagedData2);

discharge_Final =  

stageDischargeRelationship(averagedWaterLevel_Final);

writeDateAndWaterLevel(averagedWaterLevel_Final, 

averagedData3, discharge_Final);

수위 측정 알고리즘1. 

초음파를 이용한 수위 측정은 수면의 변화 수면과 초, 

음파 센서 사이의 장애물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다 수위 측정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위를 . 

측정할 때 마다 한번에 회를 측정하여 상위 와 하30 10%

위 의 값을 배제한 다음 평균 수위를 산정하였다 10%

수위 측정 알고리즘은 정해진 시간 (Jeong et al., 2013). 

간격마다 실행되도록 설계하였으며 현재 온도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 실행한다.

온도 보정 알고리즘2. 

초음파를 이용한 수위 측정은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른 초음파 수위계의 오차. 

를 보정하기 위해 온도 센서를 부착하여 수위를 측정할 

때마다 온도를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온도에 따른 수. 

위 보정은 식 과 같이 수행하였다 (1) (Baek and Kim, 

2010).

Item Model Quantity

Arduino board Arduino Uno R3 1

 Data logger shield Adafruit data logger shield 1

Real time clock DS1387 (included in data logger shield) 1

SD card Sandisk SD card 2.0 GB 1

Ultrasonic sensor HC-SR04 1

Temperature sensor DHT 11 1

LCD 16×2 character LCD Blue 1

Breadboard Breadboard clear self-adhesive 1

Breadboard Breadboard mini self-adhesive white 1

DC adapter 9V 1A DC adapter 1

Table 1. Items list using the hardware development of IoT-based intelligent water level monitor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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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은 수위 (cm), 는 초음파 센서로부터 지표면

까지의 거리 (cm), 는 온도 ( ), ℃ 는 초음파가 수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 을 의미한다 초음파 센서는 (s) . 

수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먼저 측정한 다음 초음파 센서로부

터 수면까지의 거리를 제하여 수위를 산정한다.

수위 측정 및 온도 보정 알고리즘 코드는 다음과 같

다.

float measureWaterLevel(float data) {

  float temp = data;

  float time = 0;

  float dis = 0;

  digitalWrite(trig, 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 LOW);

  time = pulseIn(echo, HIGH);

  dis = bottomDistance - ((331.5 + 0.60714 * temp) * ( 

time / 2) / 10000);

  return dis;

}

float averageWaterLevel(float data[]) {

  int i = 0;

  int count = 30;

  sort(data, 30);

  float sum = 0;

  for(i = 3; i < (count-3); i++) {

    sum = sum + data[i];

  }

  float averagedWaterlevel = sum / 24.0;

  return averagedWaterlevel;

}

float measureTemperature() {

  int err;

  float temp, humi;

  if((err=dht11.read(humi, temp))==0) {

    return temp;

  }

  delay(DHT11_RETRY_DELAY);

}

자료 보정 알고리즘3. 

초음파를 이용한 수위 측정은 수위계를 설치한 지점 

주변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초음파 수위계와 . 

수면사이에 임시적으로 장애물이 위치하거나 폭우 등의 

이유로 지형이 변화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이상치 

가 발생한다 수위 자료의 정도 관리는 수위 측(outlier) . 

정 순간에 발생하는 이상치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알고리

즘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치의 종류를 총 . 4

가지로 구분하여 자동으로 분석 및 보정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수위가 저수위 부근에서 . 0 cm ①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형변화로 인한 바닥

거리가 변화하여 발생한 이상치로 판단하고 수위를 0 

로 보정한다 수위가 미리 설정한 최대 수위를 초cm . ② 

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시적으로 장애물이 위치하여 

발생한 이상치로 판단하고 수위를 최대 수위로 보정한

다 최대 수위는 초음파 수위계 설치 지점마다 미리 설. 

정할 수 있으며 수위계를 설치할 지점에 사전 현장 조사

를 수행하여 결정한다 수위가 미리 설정한 분 동. 10③ 

안의 최대 수위 변화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상

치로 판단하고 수위를 선형 보간을 사용해서 보정한다. 

수위가 갑자기 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0 cm④ 

Outlier and missing data type Criteria Error code Reference

 The water level is measured below 0 cm
Calibrate the water level to 

0 cm
1 (KICT, 2004)

The water level exceeds the maximum level, which may 
vary from sites

Fix the water level to the 
maximum level

2

The water level exceeds the maximum difference for 10 
minutes Calibrate the water level 

using linear interpolation

3

The water level is suddenly measured as 0 cm 4

Table 2. Calibration criteria for water level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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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로 판단하고 수위를 선형 보간을 사용해서 보정한

다 각 이상치가 발생하면 에러코드를 기록하여 추후 자. 

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는 수위 자료의 이. Table 2

상치 종류와 보정 기준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료 보정 알고리즘 코드는 다음과 같다.

float calibration(float data1) {

  float result = data1;

  if (data1 < 0) {

    result = 0;

    errorCode = 1;

  }

  else if (data1 > MAX) {

    result = MAX;

    errorCode = 2;

  }

  else if(abs(data1-y2) >= DF) {

    result = linearInterpolation();

    errorCode = 3;

    linearCount = linearCount + 1;

  }

  else if(data1 == 0) {

    result = linearInterpolation();

    errorCode = 4;

    linearCount = linearCount + 1;

  }

  else {

    errorCode = 0;

    linearCount = 0;

  }  

  return result;  

}

수위 유량 관계 곡선식4. -

수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위 자료는 수위유량 관-

계 곡선식을 이용하여 잠정 유량으로 변환할 수 있다.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은 최근에 측정한 유량자료를 이-

용하여 산정한 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하류 . 

유역 내에 위치하는 청미천 상류 유역 한 지점 (PW-02)

의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선정하여 수위유량 관계 곡- -

선식 코드에 적용하였다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은 계수. -

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유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식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을 나타내고 있다. (2) .

  ×    (2)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 코드는 다음과 같다- .

float stageDischargeRelationship(float data1) {

  float discharge = 0;

  float stage = data1*0.01; //m

  discharge = 386.05*pow(stage, 2.8023); //cms

  if (discharge <= 0) {

    discharge = 0;

  }  

  return discharge;  

}

데이터 로거 알고리즘5.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은 측정시간 측정 온도, , 

보정 전 수위 보정 후 수위 유량 에러코드 등 총 가, , , 6

지의 자료를 카드에 저장한다 외부 메모리 장치에 SD .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 로거 알고리즘은 데이터 로거 

쉴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데이. 

터 로거 쉴드에 부착되어있는 모듈을 활성화하여 RTC 

측정시간을 불러온다 카드 초기화를 실시하여 카드 . SD

이상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앞서 수행한 알고리즘. 

을 통해 측정한 온도 수위 유량 등의 자료를 매개변수, , 

로 가져와 카드에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SD (text file) 

장한다 저장주기는 분으로 수위 측정 주기와 같으며 . 10

수위 자료 종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데이터 로거 알고리즘 코드는 다음과 같다.

void writeDateAndWaterLevel(float data1, float data2,  

float data3) {

  float averagedWaterLevel = data1;

  float temperature = data2;

  float discharge = data3;

  

  DateTime now = rtc.now();

  

  File dataFile = SD.open("datalog.txt", FILE_WRITE);

  dataFile.print(now.minute(), DEC);

  dataFile.print(temperature);

  dataFile.print(averagedWaterLevel);

  dataFile.print(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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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File.print(errorCode);

  dataFile.close(); 

}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수위 IV. 
모니터링 플랫폼 실내 실험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은 

수위 측정과 자료 보정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평가하였

다 은 실내 실험 검증을 위해 설정한 초기 값을 . Table 3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수위 측정 알고리즘 검증1. 

본 연구에서는 수위 측정 알고리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설정한 지표면에서부터 최대 수위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수위를 증가시켜 자와 초음파 수위계로 측정한 

수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위 측정 알고리즘 검증은 정. 

성적인 방법인 산포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산포도에 . 

추세선을 도시하여 추세선의 기울기와 자료 간의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Cheng et al., 2014; Saunders et al., 

산포도를 분석한 결과 추세선2012; Moriasi et al., 2007). 

의 기울기는 1.00,  는 로 초음파 수위계가 실측치0.99

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수위계. 

로 측정한 수위와 실측치 간의 오차는 로 나타0.0575 cm

났다 는 자와 초음파 수위계로 측정한 수위 자. Figure 4

료들에 대한 산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보정 알고리즘 검증2. 

자료 보정 알고리즘 검증은 에러코드 종류별 이상치

를 모두 발생시켜 보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보정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 

위를 측정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의 에러코4

드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종류의 이상치를 . 4

인위적으로 모두 발생시킨 다음 자료 보정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는 에. Figure 5

러코드 종류별 이상치와 자료 보정 결과를 시계열로 보

여주고 있다 원모양의 표식은 보정 전 수위를 나타내며. , 

실선은 자동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정한 수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서술한 종류의 에러코드가 발생. 4

하였을 때 실선으로 수위가 자동으로 보정되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생한 에러코드 은 수. 3

위가 점차 증가하면서 미리 설정한 분 동안의 최대 수10

위 변화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분 동안 의 수. 10 13.5 cm

위가 증가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 동안의 최대 수10

위 변화 를 초과하므로 이상치로 판단하고 이전 10 cm

수위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다음으로 발생한 . 

에러코드 는 고수위가 측정되는 동안 미리 설정한 최대 2

수위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지속적으로 미만의 . 100 cm 

수위가 측정되는 동안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대 수위 

로 초과하여 이상치로 판단하고 최대 수위를 유100 cm

지하도록 보정하였다 다음으로 발생한 에러코드 은 수. 3

Variable type and name Description Value

float bottomDistance
The distance between the bottom surface and the 

ultrasonic sensor
108 cm

float MAX The maximum water level 100 cm

float DF
The maximum water level difference

 for 10 minutes
10 cm

Table 3. Initial value of IoT-based intelligent water level monitoring platform for the laboratory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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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atter plot of the measured water 
levels with steel tape and ultrasonic water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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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점차 감소하면서 미리 설정한 분 동안의 최대 수 10

위 변화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분 동안 의 수. 10 17.4 cm

위가 감소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 동안의 최대 수10

위 변화 를 초과하므로 이상치로 판단하고 이전 10 cm

수위의 감소율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다음으로 발생한 . 

에러코드 은 수위가 저수위 부근에서 이하로 측1 0 cm 

정되는 경우이다 수위가 저수위 부근에서 이하로 . 0 cm 

측정되면 처음에 바닥거리를 설정할 때와 비교하여 지형

이 변화하여 음의 수위 값이 측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

위를 로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에러코드 0 cm . 4

는 수위가 갑자기 으로 측정되는 경우이다 수위가 0 cm . 

정상적으로 측정되는 도중 갑자기 로 측정되면 센0 cm

서 오작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치로 판단하고 이

전 수위의 변화율을 고려하여 보정하였다.

요약 및 결론V.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하드

웨어는 아두이노 우노를 개발보드로 선정하고 수위 온, 

도 센서 및 데이터 로거 쉴드 등을 연결하여 설계하였

다 소프트웨어는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을 사용하여 지. 

능형 수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은 수위 측정 알고리즘, 

온도 보정 알고리즘 자료 보정 알고리즘 수위유량 관, , -

계 곡선식 데이터 로거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다 수위 , . 

측정 알고리즘은 초음파 센서에 내재된 기계적 오차를 

보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수위 보정,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플랫폼은 측정. 

된 자료의 이상치 발생에 따른 자료 보정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보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수위유량 관계 . -

곡선식은 측정한 수위를 유량으로 변환하며 데이터 로, 

거 알고리즘은 측정시간 측정 온도 보정 전 수위 보정 , , , 

후 수위 유량 에러코드 등 총 가지의 자료를 외부메모, , 6

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에 대한 검증은 수위 측

정과 자료 보정 알고리즘에 대해 실내 실험을 통해 수행

하였다 에러코드 종류별 이상치를 모두 발생시켜서 보정 . 

전 수위와 보정 후 수위를 확인하고 시계열 그래프로 도

시하여 자료 보정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실내실험 결과 실측수위와 초음파 수위계로 . , 

측정한 수위의 추세선 기울기는 1.00,  는 오차는 0.99,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능형 수위 0.0575 cm . 

모니터링 플랫폼의 수위 측정 정확도와 보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능형 홍수 관리 플랫폼을 설계하는 

단위 요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능형 수위 모니터링 플랫폼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위를 측정하고 자동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유역. 

의 정보와 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

며 통신 모듈을 추가하여 유역을 관리하는 마이크로컴, 

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초연결유역을 구성하는 단

위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저수지를 구성하는 물넘이. , 

취수탑 등과 같은 시설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역단위의 지능

형 물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플랫폼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 관리 기법에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IoT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반의 수자원 해석 , 

기술력을 선점하여 수자원 분야에 새로운 분석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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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ult of intelligent water level verification for 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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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2015 ( )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5R1A2A2A0100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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