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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위측정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스마트 농장(Smart Farm), 스마트 양식장(Smart Fish Farm) 등 IoT 모니

터링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기존의 수위측정 방식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고가의 센서 위주로 상품성과 산

업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접촉식 스마트센서인 적외선 거리 센서와 홀 

센서 기반 수위측정 방법을 각각 제안하였다. 센서의 고감도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는 간단한 구조도입을 통

해 해결함으로써 범용성을 높였다. 구현된 수위측정 방법은 성능평가 실험을 통해 그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센서는 IoT 기술 기반 범용성 수위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Water level measurement is highly demanding in IoT monitoring areas such as smart factory, smart farm, and smart 
fish farm. However, existing water level indicators are limited to be used in industrial fields as commercial products due 
to the high cost of sensors and the complexity of algorithms u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our paper proposed 
methods using an infrared distance sensor as well as a hall sensor for the water level measurement, both of which are 
contactless smart sensors. Data errors caused by the inaccuracy of existing sensors were decreased by applying new 
simple structures so that versatility is enhanced. The performance of our method was validated using experiments based 
on simulations. We expect that our new water depth indicator can be extended to a general-purpose water level 
monitoring system based on Io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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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센서는 센서와 센서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

크로 컨트롤러(MCU)와 결합하여 측정 대상물의 물리

적 화학적 정보를 감지하는 검출 기능에 데이터 처리, 
자동 보정, 의사 결정, 통신 등이 결합하여 신호처리 기

능을 내장한 지능화된 센서 시스템이며 스마트폰을 비

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2]. 그중에서도 수위측정 분야는 일상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스마트 농장(Smart 
Farm), 스마트 양식장(Smart Fish Farm) 등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IoT 모니터링 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수위측정을 위한 스마트센서 선정에 있어 크게 접촉

식과 비접촉식 센서로 나뉜다. 비접촉식 센서의 경우 센

서가 물에 직접 닿지 않는 구조로서 대표적으로 초음파 

거리 센서, 적외선 거리 센서, 정전용량식 센서 등이 있

다. 반대로 접촉식 센서의 경우 측정을 위한 센서 일부

분이 물과 직접 닿는 구조이며, 동작 원리가 간단하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의 오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데이터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센서가 직접 물에 닿는 형태로 장시간 사용 

시 센서 자체의 부식될 위험이 존재하며, 부식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센서의 오작동 문제는 센서 데이터값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문제

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

촉식 센서를 배제하고 비접촉식 스마트센서를 통한 수

위측정 방법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중에

서도 홀 센서와 적외선 거리 센서 2가지를 이용한 수위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성능평가 실험을 통해 각 방식에

서의 수위 값 신뢰성에 대해 검증한다.

Ⅱ. 관련 연구

2.1. 선행연구

비접촉식 스마트센서 기반 수위측정에 관한 연구로

는 크게 초음파 거리 센서, 레이더 센서를 사용한 방법

이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수위

측정 방법은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서 온도 센서와 하

나의 통합된 수위측정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디지털 필

터 방식을 채택하고 하나의 변환기를 이용하여 10~50 
KHz의 주파수 출력이 가능하게 하여 30cm~60m 거리

를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연구되었다[3-4]. 또한, 
음파의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탱크의 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되었다[5].
전자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온 파를 분석하는 레

이더 센서는 외부의 변화에 민감한 초음파 센서와는 달

리 목표물까지의 거리, 이동 속도, 진행 방향 등을 감지

할 수 있지만,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수위측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9].

2.2. 연구목적 및 범위

현재 수위측정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수위의 정확성을 위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고가의 센서 

위주로의 수위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품성과 현장 

적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수위측정 방식과 비교하여 센서 민감도가 높은 

홀 센서와 적외선 거리 센서를 이용한 세밀한 수위 구간

을 감지할 수 있으며 민감도가 높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센서데이터 오류를 부유체 및 반사체 그리고 이를 잡아

주는 가드레일과 같은 간단한 구조체 도입을 통해 해결

함으로써 IoT 산업현장에서의 높은 활용성과 즉각적인 

수위측정 시스템의 상품화가 가능한 차별화된 수위측

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홀 센서 기반 수위측정

3.1. 연구 개요

본 논문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홀 센서 기반의 수위

측정 방법은 자력의 세기에 따라 전압이 선형적으로 출

력하는 홀 센서 원리(Linear hall effect)를 이용한 방법

이다. 본 연구는 자력을 가진 자성체를 그림 1과 같이 물

보다 밀도가 낮은 부유체 속에 내장하여 수위의 변화에 

따라 자성체를 내장한 부유체는 수위와 같은 높이로 떠

다니게 되고 물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잡아주는 

가드레일 역할의 관 속에 부유체를 위치시킨다. 따라서 

부유체는 관 속에서 수위의 변화에 따라 물과 수직 방향

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홀 센서는 물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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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뒤편에 위치를 고정하여 물과 직접 닿지 않으면서 

수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출력 전압을 통해 고정된 

홀 센서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자성체의 위치를 유추하

여 수위를 측정한다.
홀 센서 기반 수위측정 실험에서 부피와 무게대비 자

력의 세기가 강한 구 형태의 네오디움 영구자석을 사용

하였으며, 홀 센서는 1.5mV/Gauss의 높은 민감도를 가

지며 자성체의 극성에 따라 센서 출력값이 달라지는 바

이폴라(Bipolar) 타입의 ‘WSH-315’를 선정하여 자성체 

감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홀 센서 실험에서는 자성체가 

내장된 부유체가 수위 변화에 따라 같은 높이로 움직인

다는 가정하에 부유체를 제외한 자성체만을 이용한다.

Fig. 1 Structure of floating object

3.2. 단일 홀 센서 실험

단일 홀 센서 실험은 홀 센서를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관 10cm 높이에 위치시키고 물이 차오른다는 가정하에 

자성체 높이를 조금씩 높이면서 자성체와 홀 센서의 상

대적 위치 차이만큼 발생하는 센서 출력 전압을 측정하

여 단일 홀 센서의 자성체 감지 범위와 출력 전압과 거

리에 따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림 2에서는 단일 홀 센서 실험결과로서 실험에 쓰

인 바이폴라 타입의 ‘WSH-315’홀 센서에서 자성체가 

없을 때 출력되는 기준전압 2.44V를 기준으로 홀 센서

와 자성체의 위치 차이에 따른 출력 전압 변동을 나타낸

다. 홀 센서 높이 10cm를 기준으로 자성체가 8cm 높이

에 도달했을 때 출력 전압 변동은 0.01V, 9cm에서 

0.07V, 10cm에 0.5V, 11cm에 -0.04V로 출력 전압 변동

이 발생하였고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단일 홀 센서에서 

자성체와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유효 감지 범위는 

7cm 구간에서 12cm 구간으로 5cm 정도로 나타났다.

Fig. 2 Measurement of Hall sensor output voltage change 
with distance

3.3. 다중 홀 센서 실험

다중 홀 센서 실험은 그림 3과 같이 홀 센서 3개를 같

은 간격으로 위치시켜 자성체가 홀 센서 사이의 유효 감

지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 위치판별이 가능한지 알아보

기 위한 실험이다. 홀 센서 간의 간격은 단일 홀 센서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판단 유효 구간인 3cm로 지정하여 

실험을 통해 홀 센서 3개의 구간 사이에 자성체가 진입

했을 때 인접한 2개의 홀 센서 출력을 통해 센서 사이 구

간 내에서 위치판별이 가능한지 판단해본다.

Fig. 3 Multiple Hall sens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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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다중 홀 센서 실험결과에서 자성체가 홀 센

서1 감지범위인 구간 1을 단독으로 통과할 경우 센서와 

자성체의 거리에 따라 최초 0.06V에서 최대 1.24V의 전

압변동이 발생하였다. 자성체가 구간 1을 벗어나 센서1
과 2 사이의 구간 2에 진입하였을 때 홀 센서 1의 전압변

동은 없었으며, 홀 센서2의 감지범위 내에서 전압변동

은 최초 0.06V에서 최대 1.16V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

로 자성체가 센서2와 3 사이의 구간 3에서 또한 센서2의 

전압변동은 없었으며, 센서 3의 전압변동은 최초 0.34V
에서 최대 1.12V가 발생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3개의 홀 센서 사이의 3개의 구간에 

대한 자성체의 진입 및 통과 여부는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지만, 자성체가 각각의 홀 센서 간격 3cm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별하는 것에 대한 한계

가 존재하였다.

Fig. 4 Multiple Hall sensor experiment result graph

Ⅳ. 적외선 거리 센서 기반 수위측정

4.1. 적외선 거리 센서 선정

비접촉식 스마트센서를 이용한 수위측정 방법 두 번

째로 적외선 거리 센서를 선정하여 기존 연구들과 차별

화된 수위 측정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외선 거리 센

서는 비접촉식 거리 센서의 대표적인 센서 중 하나이며, 
적외선을 송신한 후 목표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적

외선의 각도를 측정하여 센서와의 높낮이를 정확히 판

단할 수 있다. SHARP 사의 GP2시리즈 거리감지 센서

는 다른 적외선 거리 센서와는 달리 적외선을 송신한 후 

목표물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적외선의 각도를 측정

하여 센서와 목표물의 거리를 출력하는 방식이므로 수

직된 적외선량을 측정하는 방식보다 우수한 측정 정확

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GP2 시리즈를 선택하였다.
적외선 거리 센서 선정에 있어서 표 1에서와 같이 적

외선 거리 센서의 종류에 따라 측정 유효 범위가 다르므

로 수위측정에 적합한 범위의 적외선 센서를 선정할 필

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유효 범위가 2cm에서 

15cm인 적외선 거리 센서 ‘GP2Y0A51SK’ 모델을 선정

하였다.

Table. 1 IR infrared distance sensor specification

Model Output Type Effective Range

GP2Y0A710K Analog 100cm~500cm

GP2Y3A003K Analog 40cm~300cm

GP2Y0A02YK Analog 2cm~150cm

GP2Y0A21YK Analog 10cm~80cm

GP2Y0A41SK Analog 4cm~30cm

GP2Y0A51SK Analog 2cm~15cm

4.2. 적외선 거리 센서 기반 수위측정 실험

적외선 거리 센서 기반 수위측정 실험에서는 적외선 

거리 센서와 물 표면 사이의 거리를 수위라고 정의하고 

수위에 따른 센서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위측

정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메인 보드의 아날로그 분해능은 10bit로 0에
서 1023까지 범위를 가진다.

그림 5에서는 70, 80, 90, 100mm 4개의 수위 값에 대

해 1초부터 55초까지 1초 간격의 연속된 적외선 거리 센

서 아날로그(Analog) 출력 데이터를 보여준다. 실험결

과 4개의 수위 값에 대해 적외선 거리 센서 출력 데이터

가 일정한 값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시점에서 

잡음(Noise)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잡음의 원인

을 분석해보면, 적외선 거리 센서는 적외선 빛을 이용해

서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각도를 계산하여 거리를 

인식하는 방식의 센서이므로 반사체 대상이 고체가 아

닌 액체일 경우,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난반사 및 전

반사 현상으로 인해 잡음이 발생하게 되어 데이터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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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위임에도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시점에 값이 

변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적외선 거리 센서를 

통해 정밀한 수위 측정값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데

이터 보정방법과 수위측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

안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a) 70mm

(b) 80mm

(c) 90mm

(d) 100mm

Fig. 5 Sensor data by water level

4.3. 반사판과 가드레일 구조

적외선 거리 센서에서 출력되는 적외선이 물 표면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반사

판과 가드레일 구조를 통한 수위측정을 진행하였다. 반
사판과 가드레일 구조의 모식도는 그림 6에서처럼 적외

선의 반사체 대상이 물 표면이 아니라 고체가 되도록 반

사판을 사용하였으며 반사판은 물보다 밀도가 낮아 수

위와 항상 동일 선상에 있게 된다. 가드레일은 반사판이 

항상 적외선 거리 센서와 일직 선상에 위치하도록 반사

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Fig. 6 Reflector and guardrail concept map

반사체와 반사판 가드레일은 물이 닿았을 때 부식이 

되지 않고 반사체의 경우 물보다 밀도가 낮아 수조의 수

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3D 프린트의 

PLA 재료로 제작하였다. 가드레일 구조는 반사판이 가

드레일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의 개념으

로서 수위가 줄어들면서 반사판이 빠지는 현상을 방지

하고자 하였고, 가드레일 하단 양쪽에 홀을 뚫어 물의 

유입에 따른 수위 변화에 맞춰 반사판 위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가드레일의 가장 큰 역할은 반사판

이 적외선 거리 센서 측정범위에 항시 존재하도록 반사

판과 적외선 거리 센서를 잡아주는 역할이며 가드레일 

안에서 반사판은 수조의 수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상승

과 하강을 반복한다.
반사판과 가드레일 구조실험에서는 구조도입에 따른 

수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색상 차이에 따른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가드레일과 반사판을 검은

색과 백색 2종류로 제작하였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6: 733~739, Jun. 2019

738

(a) Guardrail

(b) Reflector
Fig. 7 Two type of guardrail and reflector(Black, White)

4.4. 반사판과 가드레일 구조를 통한 수위측정 실험

그림 8과 같이 반사판과 가드레일 구조를 통한 적외

선 거리 센서 데이터 측정실험을 통해 반사판의 유무에 

따른 수위측정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과 반사판 색상에 

따른 데이터 출력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림 9에서는 반

사체를 이용한 수위측정 방식의 데이터 정밀도와 반사

판 색상 차이에 따른 수위측정 정확성 차이를 동시에 보

여주고 있다.
실험결과 반사판과 가드레일 구조에 의한 수위 값의 

정밀도 향상과 데이터 보정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

으며 반사판의 색상의 경우 백색일 때가 검은색일 경우

보다 데이터의 오차가 확연히 감소하여 흑색 반사판보

다 백색 반사판 데이터의 신뢰도가 더 높음을 최종적으

로 확인하였다.

Fig. 8 Measurement of sensor data

Fig. 9 Experimental results according to the color of 
the reflector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민감도가 높은 비접촉식 스마트센서

인 홀 센서와 적외선 거리 센서 기반의 2가지 수위측정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홀 센서 기반 수위측정 실

험에서 단일 홀 센서 유효감지 범위 5cm를 도출하여 3
개의 홀 센서를 통해 총 12cm 구간에 대해 홀 센서 사이

의 구간에 대한 자성체의 위치판별이 가능하였다. 자성

체의 극성방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홀 센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감지 구간

을 세밀하게 나눌 수 있고 각 센서 사이의 구간마다 수

위의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적외선 거

리 센서 기반 수위측정 방법의 경우 반사체가 액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흰색 반사판과 가드

레일 구조를 통한 데이터 보정을 통해 정량적인 수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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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가능하며 구조 및 원리가 간결하여 현장 적용성 및 

상품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수위측정방법을 

기반으로 상품화를 위한 수위측정 시스템 개발과 IoT 
산업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며 특히, 관상용 수조의 수위측정이 중요한 스마트 양

식장(Smart Fish Farm) 분야의 빠른 발전을 위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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