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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수직형 정수처리시설 내의 유량, 압력, 수위 및 수온 등의 데이터 취득과 무선 환경에서의 실시간 모니

터링을 통해 스마트 정수장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장 적용 전 2.45GHz 대역의 Zigbee 기반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를 제작하여 검증하였다. 센서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장치로 전송되고, 처리된 데이터는 운

영관리용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전파환경 분석과 송수신 속도 분석 

등의 적용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신망 성능분석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구현

함으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USN 기반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Smart Water Treatment Plant using Zigbee USN devices and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in K-water Flow Meter Calibration Center Building. For verification, the data of vertical type WTP such as 
flow rate, pressure, water level and water temperature are obtained by the Zigbee USN devices, operating in 2.45 GHz 
band,  and be wirelessly surveilled by the real-time monitoring system. The received data from the sensor is transmitted 
to the data processing device, and then the processed data can be monitored on a smart phone. Consequently, the pilot 
plant based on the low-cost and high-efficiency USN has been developed with the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communication network and remote monitoring system on mobile devices.

키워드 : 무선, 게이트웨이, 센서노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정수처리시설

Key word : Wireless, Gateway, Sensor node, USN, 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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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현재 통신의 발달에 따라 통신매체가 다양화, 고속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신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데이터 수집이나 분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3]. 이러한 환경은 센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인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USN은 사물이나 생활공간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사

물 및 환경정보를 감시, 저장, 가공 및 통합하고 상황인

식 정보 및 지식 콘텐츠 생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

하는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사회의 기반 인프라로, 기존의 사람 중심

에서 사물까지 정보화의 지평을 확대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의 유비쿼터스 IT기술이다. 센서와 무선장치를 결

합하여 사물-사람 간의 통신과 컴퓨팅으로 사물 주변에

서 변화하는 물리 환경계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생

산성, 안전성 및 인간생활 수준의 고도화를 실현 가능

하게 한다[4-5].
한편, 정수장과 같은 산업현장에서는 펌프 및 밸브의 

동작상태, 유량, 수위, 수온, 압력 등의 데이터는 정수처

리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이러한 데이터는 

보통 유선망으로 전송되어 모니터링 되는데, 송수신 데

이터 안정성은 우수할 수 있으나, 유지보수가 어렵고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6-8].
따라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무

선망을 구축하면 손쉽고 저렴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

으며, 제어실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외부에

서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2.45 GHz 대

역의 Zigbee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를 개발하였으며, 
최적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

즘 검증실험을 하였다. 또한, 무선메쉬망을 통하여 데

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하였고 감시제어화면을 구성하여 

센서노드에서 송수신된 각각의 데이터를 취득 및 감시

하였으며, 이를 모바일기기에 적용하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 수직형 정수처리시설 개요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은 컴팩트형 정수처리시설을 

구축함으로서, 기존 수평형으로 이루어진 정수처리시

설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기존 수평형 정수처리시설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정

수를 이송하는데 필요한 송수관로의 장거리화 및 관로

의 노후화로 야기되는 2차 오염 및 유지관리 비용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뭄피해 등과 같은 비

상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용수 및 물 안보 체계구축 마

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처리시설의 분산화 및 컴팩트화, 수송과정의 

최소화, 물 안보 및 비상대응 원수의 저류화, 신재생에

너지의 활용 극대화 등을 포함하는 분산형 용수공급시

스템 이 제안되었다. 아래 그림 1은 수직형 정수처리시

설의 지하 개념도로, 중단 없이 용수를 소비자에게 공

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9]. 
그림 2는 기존 용수공급시스템과 제안하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큰 차

이점은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에 물 안보시스템을 연

계하여 지하 저류조를 활용한 비상용수 확보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분산화로 인해 2차 오염을 예방하여 국

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수직형 정수처리시설 개념도 (예: 지하형)
Fig. 1 Concept of vertical type WTP (ex: undergroun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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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용수공급 및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Fig. 2 Horizontal and vertical water supply system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수직형 정수처리시설

의 무선네트워크 구성도는 그림 3과 같고, 각 층에 설치

되는 통신장비 규격은 표 1과 같이 지하에는 취 송수 

공정, 1 2층에는 오존 및 활성탄 공정, 그리고 3층에 

막여과 공정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그림 3. 수직형 정수처리시설 무선네트워크 구성도

Fig. 3 Wireless network block diagram of vertical type 
WTP

표 1. 수직형 정수처리시설 감시항목

Table. 1 Surveillance elements of vertical type WTP

공정 계측기명 수량
출력

신호

노드

방식

통신

방식

3층
(막여과)

막여과 1계열 

압력계
3 4-20mA A/I Zigbee

막여과 1계열 

유량계
3 4-20mA A/I Zigbee

막공급 및 

처리유량계
8 4-20mA A/I Wi-

HART

역세수조 

수위계
3 4-20mA A/I Zigbee

막여과펌프 5 24VDC D/I Zigbee

1, 2층
(오존, 
활성탄)

A/C Filter 
압력계

5 4-20mA A/I Zigbee

UV유출

유량계
2 4-20mA A/I Zigbee

잔류오존계 1 4-20mA A/I Zigbee

농축수탁도계 1 4-20mA A/I Zigbee

지하

(취송수)

PAC 수위계 1 4-20mA A/I Zigbee

UF 압력계 2 4-20mA A/I Zigbee

역세유량계 2 4-20mA A/I Zigbee

탁도계 등 4 4-20mA A/I Zigbee

가압펌프 5 24VDC D/I Zigbee

. 통신방식 선정 및 알고리즘 도출

3.1. 통신방식 선정

기존의 아날로그 전송방식을 포함한 유선방식의 경

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노이즈 및 신규 추가 설

치비용이 많이 들며, 유지 보수에 따른 불편함 등의 단

점을 많이 갖고 있다[10]. 이러한 유선통신 방식의 불편

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무선통신 방식의 데이

터 취득방식을 선정하였고, 시스템 구축에 앞서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통신방식을 표 2에
서와 같이 비교하였다. 

먼저,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은 근거리 데이터 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추가되는 무선장비에 대한 부가적인 설

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신방식 비교결과, 정
수장의 데이터 송수신에 적합하고 저용량, 근거리에 적

합하며, 적은 비용으로 추가 장비에 대한 설치가 용이

한 2.4 GHz 대역의 Zigbee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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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신방식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communication method

 구분 RF방식 Zigbee Wi=Fi W-CDMA
통신

거리
최대 1.5 최대300m 최대20 반경

3 4Km
주파수 424MHz 2.4GHz 2.4/5.0GHz 2.1GHz
전송

속도

1.2 115
kbps 250 kbps 2 20 Mbps 2.4 14.4

Mbps

전 원
+12Vdc
±10% 전지전원

90 240
AC

USB전원

(5V)

출 력
10mW
이내

0dBm
(1mW)

최대

50mW
최대 

200mW
인터

페이스
RS232C HART/

Ethernet Ethernet USB

표준

규격
EIA IEEE 

802.15.4
IEEE 

802.11b/g/n
W-CDMA 

(3GPP)

응용

분야

(수자원)

블록구축

(유량, 
압력감시)

취 정수

장

(데이터)

댐하류

경보국

(데이터

+영상)

WCDMA 
통한 실외 

관리자관리

사용

용도

저용량, 
중간거리

저용량, 
근거리

대용량, 
장거리

대용량, 
장거리

보안성 - 128bit 
AES

인증 및 

암호화

USIM 카드 

인증

3.2. 알고리즘 도출

센서노드 구현에 앞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툴인 

NS-2(Network Simulator Version 2)를 활용하여 최적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그림 4. 시뮬레이션 단계

Fig. 4 Simulation process

그림 5. NS 시뮬레이션 처리과정

Fig. 5 Simulation process of NS

NS는 유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TCP, 라우팅, 멀티

캐스트 프로토콜과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산 이벤트 시뮬레이터로, 
Otcl과 C++언어로 쓰여 있다[11]. 그림 4는 시뮬레이션 

단계를, 그림 5는 시뮬레이션 처리과정을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은 아래 표 3의 조건과 같이 구현하였으

며 NS-2.34 버전을 사용하였다. 실험환경은 그림 6에
서와 같이 패킷 전송시간 10초를 갖는 70x70 m의 토폴

로지를 형성하여, 전체 토폴로지의 1/4에 해당하는 지

역을 클러스터로 형성하고, 정 가운데에 이더넷과 연

결된 라우터를 배치하였으며, 각 클러스터에 25개의 

노드가 임의의 위치로 배치되도록 진행하였다. 

표 3. 시뮬레이션 환경

Table. 3 Environment of simulation

분류 내용

주파수 2.4 GHz 대역

네트워크 대역폭 250 kbps

MAC 계층 프로토콜 802.15.4 MAC

Transport UDP

Grid 크기 70 x 70 m (노드 100개)

패킷 전송시간 10초

최대 통신거리 10 m

전송 성공률 98 %

기존 Tree기반의 Zigbee 라우팅 프로토콜과 본 연구

를 위해 제안된 라우팅 프로토콜을 비교하였으며, 제안

된 라우팅 기법은 각 클러스터의 노드들 중에서 랜덤한 

노드가 클러스더 헤더로 동작하는 방식으로, 클러스더 

헤더를 랜덤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림 7과 8에서와 같이 

기존 Tree 기반 Zigbee 라우팅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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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 전송 성공률이 약 5 %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킷 전송량 역시 6홉 이내에서 패킷이 전송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에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

현하고자 한다. 

그림 6. 실험 환경

Fig. 6 Environment of Experimental

그림 7. 패킷 전송 성공률

Fig. 7 Success rate of packet transmission

그림 8. 패킷 전송량

Fig. 8 Packet transmission rating

. 통합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유량, 수질센서로부

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USN 통신망에 설치되는 장치들은 Zigbee 게이트웨

이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센서노드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논문에서는 표 4와 같이 IEEE 802.15.4 표준 2.4 
GHz 대역의 Zigbee 칩을 선정하여 센서노드와 게이트

웨이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12].

표 4. 지그비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

Table. 4 Zigbee sensor node and gateway

 항목 설계 규격

Frequency 2.4000~2.485 GHz

Transmission Output 10 mW

Electrical Box ABS 수지

Power 12 Vdc

Current Consumption 송신모드 270 mA (@ 3.3 V)
수신모드 55 mA (@ 3.3 V)

RF Data Rate 250 Kbps

Receive Sensitivity -100 dBm

Networking Topology Mesh Topology

Spread Spectreum 
Type

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Analog Input 2채널, 4~20 mA 입력, 16bit ADC

Interface 10/100 Ethernet Interface

Antenna 0 cBi 휩 안테나

그림 9. 게이트웨이 및 센서노드 블록도

Fig. 9 Gateway and sensor node block diagram

무선센서노드 간 원활한 데이터통신을 위해 최적화

된 Zigbee Stack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센서와 인터페이

스가 가능하도록 통신 프로토콜 및 변환 드라이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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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발하였으며 내부 블록도는 그림 9와  같이 구성되

었다. 

4.1.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한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센서노드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운영관리용 PC로 유입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림 10. WIA 네트워크 구조

Fig. 10 Structure of WIA network

본 연구는 WI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센서노드에서 

송신되는 정보를 시리얼 포트를 통해 운영관리용 PC로 

전달한다. 게이트웨이 내부는 AT91RM9200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더넷 인터페이스 통신을 한다.

4.2. 센서노드 및 안테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센서노드는 현장상황 무선측

정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각각 입출력이 2채널과 8채
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안테나는 전 방향 이득을 

갖는 WIA-M1800을 사용하여 복잡한 실내 환경과 장

거리 송신에 따른 통신 불량을 해소하였다. 실험을 위

해 제작된 게이트웨이와 센서노드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게이트웨이 및 센서노드

Fig. 11 Gateway and sensor node

. 시스템 구현 및 실험

제작된 장치는 정수처리 실증시설에 적용하기 전에 

K-water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량계동 교정센터

에 시험운전을 하였으며, 표 5와 그림 12와 같이 유량, 
압력, 탁도 등을 측정하는 총 5곳에 설치하였다.

표 5. 데이터 계측요소

Table. 5 Measurement elements of data

측정요소 수량 통신방식 설치위치

게이트웨이 1 RS-485 -

유량계 1 4 ~ 20 mA 원수유량

압력계 1 4 ~ 20 mA 원수압력

탁도계 1 4 ~ 20 mA 처리수탁도

펌프 1 DC 24 V 농축수후단 펌프

밸브 1 DC 24 V 농축수후단 밸브

그림 12. 센서노드 설치위치

Fig. 12 Installation position of sensor node

 

그림 13. 무선메쉬망 및 데이터경로

Fig. 13 Wireless mesh network and data path

그림 13은 데이터 전송과정을 나타낸 화면으로, 유
량, 압력, 탁도는 4 20 mA의 출력 값을 전송하고,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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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및 밸브는 DC 24 V의 출력 값을 전송한다. 노드별로 

데이터 수신현황을 볼 수 있고, 경로와 망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관측요소에 대한 수신데이터 처리를 위해 전송데

이터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감시제어화면을 구성하

였으며, 그림 14에서와 같이 펌프, 밸브 가동상태 및 

데이터 감시가 가능하고, 항목별 실시간으로 트랜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5의 태블릿 PC에도 

원격 모니터링용 프로그램 감시제어화면을 구성하여 

원격에서도 상황중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였다. 

그림 14. 감시제어화면 및 트랜드 값

Fig. 14 HMI and trend value

 

그림 15. 태블릿 PC 감시제어화면

Fig. 15 HMI of tablet PC

 

그림 16. Zigbee 수신레벨

Fig. 16 Receive level of Zigbee

관측지점 요소별 수신레벨을 스펙트럼 분석기

(Spectrum analyzer)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그림 16
와 같이 21 25 dBm의 출력 신호 값으로 무선수신기

의 최저 90 dBm 보다 높은 레벨로 측정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분산

형 용수공급시스템 내 USN 복합망 구성을 위해 2.45 
GHz Zigbee 망을 이용하여 무선메쉬망 구축 및 유량, 
압력센서 등으로부터 데이터 취득과 펌프 및 밸브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구현결과, 무선메쉬망 센서노드의 감시제어

화면을 통한 데이터경로 확인 및 통신 설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운영관리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데이터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원격에서도 상황중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였다. 이는 현재 구축 중에 있는 수직형 정수처리시설

이 도입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의 지하와 1층 및 3
층에 2.45 GHz 대역 Zigbee 망을 이용하여 무선메쉬망

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송경로와 수신 값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LED 조명시스템 추가연계를 통한 무선제어의 

기반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최적화 및 신뢰성을 위한 

전송알고리즘을 적용한 시험과 결과분석을 통해 최적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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