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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지구의 온난화와 물 사용량 증가 물 자원의 지역,

적인 편중 등으로 전 세계는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현. 상은 깨끗한 용수의 부족,

기존 인프라의 노후 등의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강수량이 계절별 편차도.

심하고 지역적 편차도 굉장히 크며 물 자원 자체, 도 충

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에 따른 환경문제에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

중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농촌을 중심으로 크

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년인 금년에도 가뭄이. 2016

오랫동안 지속되어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대부분 강우가 여

름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후의 변화로 여름철.

에도 가뭄의 피해를 겪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연.

보호의 목적으로 또는 물 부족을 겪고 있는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우수를 저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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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저류조 수위측정 및 제어에 대한 연구

Kee-Hwan Ki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물 부족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지하저류조를 설치하여 빗물,

을 저장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곳을 위한 저류조 수위의 모니터링과 제어에 대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 .

해 제어를 위한 모듈에는 사의 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접촉식 센ATMEL Atmega 128

서의 일종인 부자형태의 레벨센서를 사용하였다 특히 레벨센서는 출력을 산업체 일반에서 많이 사용하는 크기로 출력하므로.

기존의 센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높도록 하였다.

주요어 : 수위센서 저류조 우수 관리, ,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level of the rainwater tank by

installing an underground storage tank as one of way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to solve the water shortage

and imbalance. For this purpose, a microprocessor of ATMEL's Atmega 128 is used for the control module, and

the sensor capable of measuring the water level uses a float type level sensor which is a kind of tactile sensor.

In particular, the level sensor outputs the output in a industry standard dimension, so that the compatibility is

improved so as to replace the existing sensor.

Key Words : Level Sensor, Water tank, Rainwater Management



A Study on the Control and Level Measurement for a Rainwater Tank

- 56 -

많은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까지는 국내 우수시설의 이용 목적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가정이나 농가에서의 우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유치원뿐.

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우수를 이용하려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 부족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우,

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지하저류조를 설치

하여 빗물을 저장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곳을 위한 저류,

조 수위의 모니터링과 제어에 대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본 론.Ⅱ

우수를 이용하는 방식은 개별이용방식과 공동이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주택의 지붕 옥상 부지. ( ),

등에 내린 비를 한곳으로 모아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멸균처리를 한 뒤 빗물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식

인 개별이용방식과 집중된 단지규모의 지역에서 이용되

는 방식으로 지붕 또는 토사 등의 오염물질이 적고 넓은

면적의 노면에 집수하는 공동이용 방식으로 나뉜다[1].

공동이용 방식은 그림 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1 .

그림 공동이용 방식의 우수 이용 예1. (STAR CITY)[2]

Fig. 1 Example of the Rainwater for Sharing type (STAR

SITY)[2]

하드웨어 구성1.

전반적인 저류조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와 같이 하2

였다 일반적으로 빗물 저류조 설치 시 저류조 상단에.

하수관거와 연결하여 저류조가 가득차면 자동으로 하수

관거로 월류하도록 연결하며 강우량이 적어 저류조에

일정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는 상수도와 연결하

여 저류조에 항상 최소한의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그림 빗물 저류조 시스템 구조2. [4]

Fig. 2 Structure of the rainwater bank system [4]

저류조2.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저류조는 그림 에서3

보이는 것과 같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적용 가능한 저류조3.

Fig. 3 Adaptable Rainwater Tank

센 서3.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로는 현재 여러 가지가 사용되

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접촉식 센서로 부자형 (floater

센서를 사용하였다 그림 에서 보이는 이 센서type) . 4

는 기둥 가운데 부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위에 따라 부

자가 움직이게 되어있다 부자의 위치에 따라 일반적으.

로 산업용 표준인 를 출력하며 이를 마이4mA ~ 20mA

크로프로세서와 연결한다 이 때 제어부와 컴퓨터와 인.

터페이스 되는 부분과 연결하기 위하여 전류를 전압으

로 바꿔주는 모듈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하고자하는 센.

서의 특성에 따라 인터페이싱을 쉽게 하기 위함이며

를 출력하는 다른 종류의 센서를 호환하4mA ~ 20mA

여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에 센서의 출력. 5

부를 나타내었고 또한 전류 를 전압으로4mA~20mA

변환시킬 수 있는 모듈을 함께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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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위 센서4.

Fig. 4 Level Sensor

그림 수위 센서의 출력부5.

Fig. 5 Outlet part of Level Sensor

프로세서4.

본 논문에서 사용한 처리 프로세서는 사에서Atmel

나온 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세서는 개의Atmega 128 . 6

채널이 있어 급수 혹은 배수 펌프의 제어가 가능PWM

하고 또한 비트의 변환기를 통해 센서로 부터 입10 A/D

력되는 센서 값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와.

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개의 가 있어 사용하기2 USART

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였다.

전반적인 하드웨어의 블록도는 그림 에 표시하였다6 .

그림 에서는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 수위센서의 값은7

스위치를 통해 세팅하게 하였으며DIP Control Switch

부분은 자동 혹은 수동으로 급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부분은 워터펌프를 작동할 수 있도록. Motor

하였으며 수위가 적정한 수준에 없을 때는 부저를 통해

알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제어부 블록도6.

Fig. 6 Control Block Diagram

실 험III.

상기에서 서술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

현해 보았다 그림 에 수위센서를 제외한 제어부를 나. 7

타내었다 수위는 실험실에서 그림 에서와 같이 모형. 6

수조를 갖고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제어보드에서는 딥스

위치 부분에 연결하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급 배수 펌. ·

프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형 모터를 부착하였으

며 실제로 작동하는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수위를 나타내는 부분은 제어보드에서 와 대형LCD

세븐세그먼트로 구현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실험 사진은

그림 과 같다8 .

그림 제어보드7.

Fig. 7 Contr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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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세븐세그먼트 표시창8. LCD

Fig 8. Display Unit of LCD and Seven Segment

그림 빗물탱크의 크기도9.

Fig. 9 Dimension of Rainwater Tank

빗물 탱크의 수량은 일반적으로 수위와 비례하나 빗

물탱크의 모양에 따라 항상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빗물탱크의 모양은 그림. 9

에서처럼 원통형이며 가로로 놓여져 있다 따라서 수위.

에 따라 수량이 선형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보다 정

확한 수량을 알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여야 한

다.

빗물탱크의 높이가 이면 반경 은 가 된다 그리h r h/2 .

고 가로의 길이가 이고 수위가 라고 하면 탱크에 저류l x

되는 수량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식(1)

위 식 을 풀면 다음과 같다(1) .

 

    

 arctan
 



식(2)

이와 같이 계산된 식 를 이용하여 빗물(2) h=1.5m,

탱크 용량이 톤인 경우의 수위와 수량과의 관계를 살10

펴보면 다음 그래프 그림 과 같다10 .

수위와 수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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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위와 수량과의 관계그래프10.

Fig. 10 Relation Graph between Water-level and -quantity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계산을

하면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부동소수점을 계산

해야하는 프로세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룩업테이블의

기법을 사용하여 수위 전체를 에서부터 로 나0% 100%

누어 수량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탱크내의 물의 출.

렁임으로 인하여 수위센서로 부터 읽어 들이는 값에 민

감하지 않도록 초간의 딜레이를 주었다30 .

결 론IV.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레벨타입

의 수위 센서를 사용하여 빗물을 저장하는 지하 저류조

의 수위와 월류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일정 이상의 수위

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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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용한 수위 레벨센서는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

록 구현하였다 이는 즉 다른 종류의 레벨센서 예를 들. ,

어 초음파 센서와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센서 값을

처리하는 제어부를 새로 구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수량은 정확도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전

체를 퍼센트로 하여 출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룩100

업테이블의 방식을 사용하여 보다 빠르게 표시창에 표

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현으로 지하저류조에 대한 관

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의

연구로는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지하저

류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모듈을 덧.

붙여 급 배수 펌프나 모니터링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

치의 전원 공급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시스

템 개발이 요구 될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빗물을 재활용하고 관리하는 수자

원 관리의 측면에서 큰 효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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