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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홍수재해를 사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재해 관측설비 및 시스템의 중요

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장비성능, 호환성, 적용성, 신뢰성 

등의 안정성 검증 및 S/W, 백신 등 신규 프로그램 적용 안정화 시험 등을 목적으로 수문관측 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험항목, 시험절차서, 시험 기준값의 정립 등 성능시험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설비의 표

준검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비의 특성 분석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 성능시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화, 시험 후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과학적

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disaster observation facilities and system are increasing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predict and 
prevent water disasters, which cause serious damage to life and property. A performance test center was built to 
stabilize performance, compatibility, and reliability of devices, and to verify new S/W.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 guideline to build standard verifying system for hydrological observation devices by building the performance test 
center. In addition,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hydrological devices can be enhanced through device 
analysis, maintenance, database building, and grade certificate publishment after the device test.

키워드 : 수문관측, 설비, 성능시험, 시험센터, 프로그램

Key word : Hydrological observation, Facility, Performance test, Test center,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1 : 2731~2738 Nov. 2015

2732

Ⅰ.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집

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물 관리에 대한 중요

성이 증대되고 있고, 재난재해에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

도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국

내 연평균 강수량이 1900년대 1,155.6mm에서 2000년
대 1,375.4mm로 약 19%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1일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횟수는 385회로 70～
80년대에 222회에 비해 무려 1.7배 증가했으며, 호우 

피해로 인해 최근 10년간(2004～2013) 발생한 재해로 

인명피해 28명, 재산 피해는 약 8,329억원으로 집계되

었다[1].

Cause

Term

Fig. 1 2013 Status of property damage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도시지역 확대, 불투수면적 증

가, 저류공간 축소 등의 재해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홍수 재해를 사

전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재해 관측 설비 및 시스템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홍수 재해 관측 설비의 설치 기준, 관계 법령, 운영방

법에 대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시스템

의 개념, 홍수재해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시험 등의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국내외 관련 기술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수문

관측 설비에 대한 종합 성능시험기관이 전무하다. 즉, 
일부 통신설비 및 관측설비 등에 대한 적합인증 및 안

정인증과 같은 형식승인은 행해지고 있으나, 성능시험

을 통한 설비의 신뢰성, 적용성 판단 등에 대한 시험절

차나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별 재난재해 관련 시스템이 상이하여, 표준화된 H/W 
및 홍수재해모니터링 기준수립 등의 운영 방안과 사용

자 관점에서 다루기 쉬운 사용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장비성

능, 호환성, 적용성, 신뢰성 등의 안정성 검증 및 S/W, 
백신 등 신규 프로그램 적용 안정화 시험 등을 목적으

로 수문관측 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시험항목, 시험절차서, 시험 기준값의 정립 등 성

능시험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설비의 표준검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비의 특성 분석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 성능시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 시험 후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Ⅱ. 수문관측시스템

2.1. 수문관측시스템 개요

수문관측이라 함은 하천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물순

환에 관계하는 수문 제량을 현지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강우량, 하천의 수위, 유량, 지하 수위, 호
수 수위, 수질 등의 관측을 말한다. 관측 방법으로는  각 

관측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 사람이 관측하는 보통 

관측, 자기 기록 장치를 이용하여 연속 관측을 하는 자

기 관측으로 크게 분류된다[6].
K-water에서는 다목적 댐 및 용수전용댐을 운영하기 

위하여 댐의 상류 및 하천에서 우량 및 수위 데이터와 

댐 호수에서의 수질 데이터, 댐 하류의 하천에서의 국

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보시스템 등

을 원격으로 측정·관리하는 수문관측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즉, K-water의 수문관측시스템은 우량계 및 

수위계, CCTV, 자동기상측정장치인 AWS(Au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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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System), 수질 측정장치 등과 같이 계측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취득하는 장치와 취득된 데이터를 

위성통신망, 전용선,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VHF(Very High Frequency) 등으로 전송하는 

장치, 전송된 데이터를 가공, 처리, 저장하는 등 관리 및 

표출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K-water의 수문관측

시스템 개요도는 그림 2와 같다. 
우량, 수위, 경보, 수질, AWS 등의 관측요소로 구성

되며, 총 547개의 관측장비로 구성되며, 관측 Data별 현

황은 표 1과 같다[7]. 

Fig. 2 K-water hydrological observation system

Table. 1 K-water observation data by status

Observation 
Data Rainfall Water 

Level
Wwarn 

ing
Water 

Qquality AWS Total

Quantity 174 158 144 62 9 547

2.2. 수문관측설비

수문관측설비는 관측국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
량국은 관측센서인 전도형 우량계와 전처리 데이터처

리 장치인 RTU(Remote Terminal Unit), 주 통신망인 

위성통신장비와 보조 통신망인 CDMA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수위국은 관측센서인 수위계와 RTU 및 통

신설비는 우량국과 동일하다. 경보국은 경보국용 

RTU인 경보 콘트롤러와 앰프, 스피커, CCTV 및 통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제어국은 저장장치, 비디오서

버, TM(Tele-metering)/DB(Data Base)/경보서버 등으

로 구성된다.

Ⅲ. 수문관측 성능시험센터 구축

3.1. 구축 개요

수문관측 성능시험센터는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장

비성능, 호환성, 적용성, 신뢰성 등의 안정성 검증 및 

S/W, 백신 등 신규 프로그램 적용 안정화 시험 등을 목

적으로 구축하였다.
즉, 홍수재해 관측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측 기

기의 종류, 기능, 규격, 설치 위치 및 방법, 운영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관련 기관마다 시스템의 운

영 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신규로 시

스템을 구축하는 기관에서는 규모와 환경에 맞는 시스

템이 어떤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위‧우량 관측소, 경보방송시스템을 

모의 운영하여 축적된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자체 및 해외 사업화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비교분석 하고자  그림 3과 같이 수

문관측 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수문관측설비에 대하여 시험항목, 시험절차서, 

시험 기준값 등의 성능시험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하

여 설비의 표준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설비 운영의 기준

을 마련하고, 설비의 규격, 설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

할 수 있으며, HMI(Human Machine Interface)와 같은 

통합운영시스템과 같은 제어시스템의 필요한 기능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진행

되는 사업에 적용하여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으며, 지능형 관측 시스템의 패키지화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Fig. 3 Hydrological observation performance test cente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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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성통신시스템 중심제어국 설비 성능시험

K-water에서는 수문관측시스템의 주 통신망을 무궁

화 5호 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대표적으로 위성통신시스템 중 중심제어

국 설비에 대하여 개발된 성능시험 절차 및 표준시험 

항목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K-water의 위성통신시스템은 중심제어국(HUB국), 

댐제어국, 단말국으로 구성되어지며, 중심제어국은 4.6 
m 안테나, OMT/TRF(Orthogonal Mode Transducer/ 
Transmit Reject Filter), SSPA(Solid State Power 
Amplifier), TRU(Tracking Receiver Unit), UPC(Uplonk 
Power Controller), LNA(Low Noise Amplifier), 
Modula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와 임진강건설

단의 군남홍수조절지에 이중화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댐제어국은 3.7 m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NMS(Network Management System)를 통하여 관할 유

역 단말국의 추가 및 삭제, 전송속도, IP Address 등의 

설정 등 위성망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측국은 수위

국, 우량국, 수질국, 경보국 등으로 구분되며, 1.2 m 안
테나를 사용하고 IDU(In Door Unit) 및 ODU(Out Door 
Unit)로 구성되어 지며, IDU는 해당 데이터를 변조 및 

주파수 변환하여 위성으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신호를 송출하고, 위성으로부터 수신

된 TDM((Time Division Multiple) 신호를 복조하여 데

이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8].

Fig. 4 Diagram of hydrological observation satellite network

중심제어국 성능시험은 그림 5 및 6과 같이 시험대상 

장비에 따라 시험항목 선정과 개발된 각 항목의 시험절

차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준에 맞

추어 판정한다[9].

Fig. 5 HUB performance test equipment and test items
  

Fig. 6 SSPA performance of the equipment the test 
procedure and the results (example)

Table. 2 Standard test items of the HUB

Part Item

Signal
 & Level

Antenna Pointing Check
Beacon, Carrier Frequency & Level Check
Cable Loss Measurement

RF Room

1:4 Divider Loss Measurement
Divider ⇔ Down Converter Rx Cable Loss 
Measurement
Down Converter Amplitude & Gain stability, 
Spurious Measurement
Up Converter Amplitude & Gain Stability, 
Spurious Measurement
Modulator Frequency & Output Stability 
Measurement
LNA ⇔ Divider Rx Cable Loss Measurement
Up Converter ⇔ SSPA Tx Cable Loss 
Measurement

Antenna

Tx Cable ⇔ Divider Cable Loss Measurement
Divider ⇔ SSPA Cable Loss Measurement
SSPA Part 1:2 Divider Loss Measurement
SSPA Output & Gain Stability Measurement
LNA Stabil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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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문관측 성능시험 프로그램

4.1. 성능시험 프로그램 개요

수문관측설비 성능시험 S/W는 수문관측 설비의 동

작특성 및 성능분석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시험결과 

및 유지보수, 수명예측,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제작하여 수문관측시스템의 운영･효율화를 도모

하고자 하였다[10]. 성능시험 프로그램 개발 Tool은  

Micorosoft VS2008 C#로 개발하였으며, 성능시험 S/W
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전력분석기를 통한 시험대상설비 전원 및 소모전력 

분석

• 온도챔버를 통한 온도 변화에 따른 시험대상설비 특

성시험

 - 최저온도(-20℃) 및 최고온도(+50℃)에서의 설비 

동작시험

•  RTU 등 CPU 성능 및 통신포트 전송속도 시험

 - 데이터 송수신 속도 분석(제어용 PC ⇔ RTU)
 - 1초당 송수신 횟수 분석 및 데이터 송수신 BER 분석

• 별도의 PLC 사용하여 RTU의 Digital/Analog I/O 성
능시험

• DB 성능분석

 - TPS(Transaction per Second) 부하시험

 -  CPU 사용률 분석

 - Memory 사용률(량) 분석

•  GUI(Graphic User Interface) 프로그램

 - 성능시험 GUI 제작

 - 주요 파라메터 설정 및 변경 기능

 - 장비별/모델별 세부 내용 확인 및 변경 기능

• 데이터 리포팅 기능

 - 성능시험 결과 데이터 저장 및 확인 기능

성능시험 S/W의 주 화면은 그림 7과 같으며, 그림 8
과 같이 피측정 장비에 대한 소모전류 측정 시험, 디지

털/아날로그 입출력 신호에 대한 분석, 통신포트 분석, 
온도챔버에 의한 극한 상황에서의 온도 시험, 각종 서

버에 대한 CPU 부하율 및 메모리 사용율 등의 변수 설

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림 9～10처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표 3과 

같이 성능시험 성적서 양식에 의하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 Performance test S / W Main Screen

Fig. 8 Parameter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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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end display of data

Fig. 10 Convert Excel file of the monitored data

Table. 3 Hydrological observation equipment performance 
test report (draft)

4.2. RTU 성능시험 결과

개발된 성능시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문관측설

비 중 대표적으로 RTU에 대하여 극한온도에서의 극한 

I/O 부하시험 및 통신시험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RTU 시료는 K-water에서 수문관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A사의 B 모델을 사용하였다. 
극한 온도는 온도챔버를 이용하여 최저 –20℃와 최

고 50℃를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I/O포트 및 

통신포트에 대한 무부하 및 최대 부하 시험을 그림 11
과 같이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Fig. 11 RTU performance test using the chamber a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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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포트에서의 무부하시 –20℃ 및 50℃에서의 소

모전력은 그림 12와 같으며, –20℃에서 소모되는 전

력은 3.23~3.26 W이며, 50℃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3.10~3.18 W로, 온도가 낮을 때가 높을 때 보다 평균 

0.1 W 정도 소모되는 전력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Results of the un-load test @ –20~50℃

I/O 포트에 대한 최대 부하 시험은 1초에 디지털/아
날로그 1개의 신호를 입출력하는 조건으로 시험하였으

며, 그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2에서 I/O포트에 

대한 최대 부하 시–20℃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3.40~ 
3.65 W이며, 50℃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3.26~3.34 W
로, 온도가 낮을 때가 높을 때 보다 평균 0.2 W 정도 소

모되는 전력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 Results of the I/O max-load test @ –20~50℃

또한 무부하시와 I/O포트에 대한 최대 부하 시 시험

결과에서 –20℃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무부하시 3.23 

~3.26 W이며, I/O 포트 최대 부하 시 3.40~3.65 W로 최

대 부하시 0.2 W 더 소비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50℃
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무부하시 3.10~3.18 W, I/O 포트 

최대 부하 시  3.26~3.34 W로 최대 부하 시 0.2 W 더 소

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온도가 낮을때

가 높을 때 보다, 무부하시 보다 최대 부하시 전력소모

가 더 크다는 것을 성능시험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통신 포트에 대한 최대 부하 시험은 RTU의 통신 여

건에 맞게 Timeout을 1000 ms, Send rate를 500 ms로 

설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14와 같이 

496,721개의 데이터를 송신하는 동안 496,720개의 데

이터를 수신하여 수신율  2×10-6를 기록하였다.  수신불

량인 1개 데이터에 대한 이유는 데이터 송수신 명령후 

운영 PC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서 발생한 명

령 과부하 오류이다. 이를 감안하면 통신포트 최대부하 

시험은 에러가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4 Results of the communication port full load tes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장비성능, 호환

성, 적용성, 신뢰성 등의 안정성 검증 및 S/W, 백신 등 

신규 프로그램 적용 안정화 시험 등을 목적으로 수문관

측 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설비

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절차서, 시험 기준값 등의 성능

시험 표준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설비의 표준검증체계

를 구축하여 설비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설비의 규

격, 설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문관측설비 대하여 장비의 특성 분석 및 유지

보수 내역, 이력관리 등의 종합적인 검증체계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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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수문관측설비 성능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며, 전력분석기를 통한 시험대상설비 전원 및 소모전력 

분석과 온도챔버를 통한 온도 변화에 따른 시험대상설

비 특성시험, 통신상태 분석 등을 통한 데이터 리포팅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프로그램 기반의 성

능시험을 통한 정확한 설비의 진단 및 특성 분석을 바

탕으로, 각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설비의 표준검증체계

를 구축하여 설비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설비의 규

격, 설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문관측 설비에 대한 성능보증 방안 및 

지자체의 홍수재해시스템 확대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추후 정부 3.0에 기반한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 및 유

관기관간 자료연계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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