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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관리 기술 동향

USN 접목을 통한 실시간성 확보 및 모니터링 조밀도 향상, 실질적 수질개선 효과 기대

환경분야 기술개발 특성
초기 시장수요 제약(공공제 기인)에 따른 ROI 불확실성, 다학제간 융합연구, 관련기업 영세성

수질오염 특성

산소 부족, 부영양화, 중금속 오염

I.I.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수질관리의 핵심사항 하천/호수의 총인 및 총질소량 저감/감시/관리

산소 부족, 부영양화, 중금속 오염
※ 부영양화 – 다량의 질소, 인으로 인한 과잉 영양상태
※ 생활하수(세제, 샴푸)와 농경지의 비료성분으로 인해 발생 대청호 녹조 조류번식에 의한 강의 모습

영양물질 농도증가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증가 죽은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부패

분해과정에서 산소 소비 산소부족으로 물고기 죽음
악취발생, 투명도 저하

산소 영양물질 조류, 플랑크톤
악취



USN 기반 수질관리 기술의 필요성

I.I.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전국 1,500여 지점

수동식 측정

분석기기반 국가자동측정망
USN 센서노드

(수질센서+유속센서)

USN 기반 실시간 수질자동측정망

패러다임
전환

※대권역 중심(60개 지점 운용)
※농도 기반 관리
※설치 지점 위주
※설치/운영비 과다
※ 다수 측정항목

실시간 오염 감시!
모니터링 조밀도 향상!실질적인 오염감시 및 오염확산 방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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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게이트웨이

(수질센서+유속센서)

관제센터

※중소권역 중심
※총량 기반 관리
※수계 관리 가능
※경제성 탁월
※ 측정항목 제한

전환



본 연구의 주안점(특장점)

•유역의 수질분포 서비스, 수질변화 예측 서비스, 실시간 오염총량 산출 서비스, 
오염 배출원 추적 서비스 등 기존 제품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화 서비스 제공

•장기간 무인운용 지향 지능형 OAM 서비스 제공 (기존 공중망관리시스템과 연동 용이) 

기존 USN 기반 수질 모니터링 기술의 단순 모니터링 한계 극복, 
실효적인 오염감시용 수질관리 서비스 기술 개발

센싱항목 제한 극복 중소하천의

I.I.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수질일반항목 기반의 총인/총질소 예측 소프트웨어 센서

•한국기후환경 적응형 유속센서 (본 기술은 공동연구기업 개발 제품)

센싱항목 제한 극복

•중거리 전송 (LOS 3Km 이상, 6LoWPAN 기반, 상용칩 적용)

•국가수질자동측정망(한국환경공단 운용) 연동 서비스

•국내외 기술 표준화 추진 (USN포럼 표준 6건 제정, TTA 표준 3건 제정,
ITU-T SG11 표준 10여건 이상 기고)

소규모 지협적 적용 극복을 위한 통신거리 확장

중소하천의
실시간 수질감시
/평가에 필요한
토탈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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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USN 기반 실시간 수질평가 기술USN 기반 실시간 수질평가 기술

� USN 환경에 적합한 실시간 구동 단기예측 EFDC 모델 개발을 통한 감시대상 수계 전역에 대한 오염감시

�자동분석/수동분석 실측 총인/총질소 및 수질일반항목 기반의 총인/총질소 예측 소프트웨어 센서 개발

•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에 총인 항목 추가

2012년부터 총인/총질소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0.5mg/l)

• 자동분석기와 수동분석 데이터 입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센서 기능 이중화 운영

단기예측 EFDC 수리 모형 소프트웨어 센서

자동측정기반 AR 총인/총질소 예측 알고리즘 수동측정기반 AR

운용방식 선택

실시간 구동 단기예측 하천수질모델 기술

<EFDC 모델 단기예측 알고리즘 > <수동측정기반 S/W센서>

요
소
기
술

<총인/총질소 수질변화 추세 감시 및
정확도 비교>

• EFDC 모델을 통한 warm-up time 최적 연구로 3
일간의 데이터 전처리 후 15일간 데이터 사용

• 다수의 유량노드 실측값을 사용하여 보정 불필요

•자동분석기 연동 기반 80% 이상, 수동분석 입력
기반 60% 이상 예측 정확성 제공으로 대상수역의
수질변화추세 실시간 감시

• 실측/예측 정확도 비교 및 자동/수동분석 지원

물환경정보시스템
수동측정 자료를

이용한 S/W 센서 검증



하천의 수질 분포 및 예측 서비스 기술

�기존 센서설치 지점 위주가 아닌 감시대상 수역 전반에 대한 수질분포 서비스 제공

(수온, 탁도, 총인, 총질소, 유속 등 용존성 오염물질 또는 물리적 변화 항목)

�총인 및 총질소에 대한 수질 예측 서비스 (기간 : 12시간, 1일, 1주일, 15일) 제공

수질분포 서비스 수질예측 서비스

II.II. USN 기반 실시간 수질평가 기술USN 기반 실시간 수질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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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수온, 탁도, 총인, 총질소, 유속 자료수집과 분석
- 오염 발생/비발생에 따른 수질분포 맵
- 측정지점위주가 아닌 수역 실시간 수질분포 현황 제공

- 단기 예측 총인 및 총질소 수질 예측 서비스
(12hr, 24hr, 7일, 15일)

- 실시간 수질예측 제공으로 수역 오염원 감시 체제 구축

<USN 센서노드 측정 데이터 수집> <노드별 실시간 수질감시>

분
포
/
예
측

<예측기간별 수질분포 애니메이션>



실시간 오염총량 산출 및 오염원 추적 서비스 기술

�총인 및 총질소 추정 소프트웨어 센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오염총량 산출 서비스 제공

�총인과 총질소의 실시간 오염총량 분포 맵 제공과 달성률 및 추세 서비스 제공

�오염원 주요발생 위치 DB화 및 실시간 수질감시를 통한 오염원 추적 서비스 제공

실시간 오염총량 서비스 오염원 추적 서비스

1.5

2.0

II.II. USN 기반 실시간 수질평가 기술USN 기반 실시간 수질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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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총인/총질소 총량산출> <목표 오염부하량 달성 가능 여부>

총
량
/
추
적

<오염발생원 DB화 및 발생즉시 추적>

- 지자체 별 기준/누적총량 제시
- 지자체 별 총량 추세 및 목표대비 달성률 제시
- USN 기반 5분 간격 오염총량 제공

수계

N

N

N

유입

내부

유출

S/W 

센서

삭감총량 + 할당량 = 삭감목표량

격자구성

수질데이터 수집

수리모델링

오염기준 비교

Weighting factor

DB 저장

오염발생

DB 데이터 비교

오염원 파악

오염원 추적 및 tracing

- 지역별 오염원/발생량 데이터베이스 작성
- 오염원/지역별 가중치 생성 및 누적치 저장
- 오염 발생 시 오염원 및 누적치 비교로 오염원 추적

2.0

5.0



IP 기반 센서네트워크 중거리 전송 기술

하천 수질관리 센서네트워크 무선접속 기술 구성

센서노드 #1

2.4GHz 및 900MHz
대역 지원 센서노드

수질센서 USN 노드

엣지라우터

수질센서 USN 노드

수질관리시스템
DB 서버

하천 수질관리 센서네트워크 무선접속 기술

IP기반 센서네트워크 기술

IP 인프라

하천환경을 위한 통신거리 확장 기술

III.III. 물환경 센서네트워크 전송 및 OAM 기술물환경 센서네트워크 전송 및 OAM 기술

센서노드 #2
…

센서노드 #N

유량센서 USN 노드 수질관리시스템

IP 기반 센서네트워크 기술

2.4GHz 대역 시험 결과 900MHz 대역 시험 결과

2.4GHz 대역지원 센서노드

900MHz 대역지원 센서노드

• 1.5Km까지 99% 패킷 수신 성공

• 20kbps, 40kbps :3.2km에서도 100% 

패킷 수신성공

• 100kbps, 250kbps : 3.2km 에서

약 97% 패킷 수신 성공

하천 화경을 이한 통신거리 확장 기술



물 환경 센서네트워크 OAM 기술

•네트워크 중심 관리 (But, 야외환경 적용 USN 기술은 센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
•기본 기능 구현 수준 (But, 시스템 신뢰성 향상, 운용/유지보수 비용절감을 위한 고도화된 OAM 기능 필요!)
•자체 프로토콜로 구현 (But, SNMP 표준 기반 & 성능 개선)

기존연구 대비 차별성

• 장애발생 요소 세분화
�센서노드 : 센서(본체, 개별 Probe), 센서인터페이스, RF모듈(20/40/100/250K), MCU, 메모리 등
�게이트웨이 : RF, 유선랜, 무선랜, HSDPA 등

• 장애 보고 및 감시(Fault Reporting & Supervision) 
기능의 병행 수행

장애 발생 범위, 보고/감시 병행 및 시간 최소화를 통한 시스템 신뢰성, 가용성 향상

III.III. 물환경 센서네트워크 전송 및 OAM 기술물환경 센서네트워크 전송 및 OAM 기술

예방적 장애관리/성능관리를 통한 시스템 신뢰성 향상

기능의 병행 수행
� 배터리, 세정 장치, 센서 장애 자동 감지보고

� 센서인터페이스 모듈, 센서노드, 엣지라우터, RF모듈들의 주기적 장애감시

네트워크 구성요소 동적 구성관리를 통한
OOS 최소화, 운용 편리성 제공

• 모든 인터페이스별 통신
트래픽 사용량 감시

• 센서노드의 밧데리 잔량
감시

• 수질/유량데이터 수집
통계

• 센서네트워크 장애 통계
• 센서 자가진단

•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추가/삭제를
반영한 동적 구성관리 수행
• 시스템 운용 중에 네트워크 구성요

소의 추가/삭제, Reset, S/W 버전
교체 수행
• 네트워크 구성요소 별 State 

Transition Diagram 기반의 상태관
리 수행으로 정확한 시스템 상태 파
악 가능
(E/NE <-> N/AN <-> FB/MB)



지능화된 OAM 메커니즘을 통해 가용성 및 운용/유지보수비용 절감

•이상치 및 장애 발생 Probe 판별 (기존 수질복합센서 단위로만 관리 가능)

- 이상치의 판별 기준
. 정규분포 : Dixons’ test와 Discordance test, 비정규분포 : 2 x 표준편차 이상

- 센서(YSI 6600V2 수질센서) 동작 상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센서 고장 인지 실제 수질오염 인지 판별,
센서 고장인 경우는 특정 센서 probe 고장 인지, 본체 고장 인지 판별

물 환경 센서네트워크 OAM 기술

III.III. 물환경 센서네트워크 전송 및 OAM 기술물환경 센서네트워크 전송 및 OAM 기술

센서 고장인 경우는 특정 센서 probe 고장 인지, 본체 고장 인지 판별
(Ref. YSI Incorporated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s Manual)
* 예시 E = Eo + 2.3RT/nF * pH, 여기서 R, n, F : invariant constants

•하천/호소의 오염도에 따른 세정장치 동작주기 제어 : 센서 장애 예방, 운용성 향상



<수평방향 유속분포 측정> <수직방향 유속분포 측정> <수직/수평방향 대표유속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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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천 환경에 적합한 유량산정 센서노드 기술

기존 측정 방식 본 연구의 측정방식

계절에 따른 급격한 수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기에는 수직방향, 갈수기에는 수평방향의 대표유속을
측정하고 유량을 산정하여 전송하는 IP기반 USN 유량산정 센서노드 개발

<유량조사사업단 검정시험>

<수평방향 유속분포 측정> <수직방향 유속분포 측정> <수직/수평방향 대표유속 측정>

<초음파 센서 소자 개발> <유속센서노드 개발 및 테스트베드적용>

• 수직과 수평 측정장치가 별개로 되어 있음

• 유속분포 측정

• 상전

• 장치 외부에 별개로 구성

• 대하천은 수평 소하천은 수직방향 타입 적용

• 수직과 수평 측정센서를 동일장치에 일체화 함

• 대표(중심)유속 측정

• 태양광 및 뱃터리

• 장치에 일체

• 소하천 적용하여 갈수기엔 수평방향 홍수기엔 수직방향 측정

적용 방법

측정 내용

전원 공급

USN 기능

적용

소요기술



NO2, NO3

마이크로 센서노드 시제품 개발

NO2, NO3

마이크로 센서 신호처리용
피코 암페어미터 개발

마이크로 센서 기반 수질센서노드 신호처리 기술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마이크로센서의 pA 단위의 신호처리 가능한 피코암페어미터 시작품과 센서 외장 케이스 개발

마이크로 센서는 적은 표면적으로 생물오손이 적고 생물오손에 의해 시료량이 작아도 정확한 측정 가능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센서의 pA 단위의 신호처리 가능한 피코암페어미터 시작품 개발

마이크로센서의 reference 전극에 -0.8V의 전압을 걸어주고 guard 전극과 working 전극에 흐르는 수십~수백 pA 범위의
출력전류를 약 106~109배 증폭

기존의 2단계 증폭과정을 1단계로 간소화하여 신호증폭시 노이즈감소 및 정확성 향상

NO2, NO3

마이크로 센서 선정
마이크로 센서

단계별 적용 실적/계획

2차년도에 개발된 수온, pH, H2S와 함께 다항목 측정이 가능한 마이크로센서 기반 수질센서노드 시작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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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년도

마이크로 센서노드 시제품 개발
마이크로 센서 신호처리용

피코 암페어미터 개발
마이크로 센서 선정

• 적은 표면적으로 센서의 영용량이 적어 접촉으로
인한 온도변화에 대한 오차 최소화

• 기존 센서의 반응속도가 전원인가후 5초 이내인
반면 마이크로 센서의 반응속도는 0.3~1초 이내임

• 전력소모가 기존센서에 비해 1/50 수준임

단계별 적용 실적/계획

NO2, NO3 마이크로
센서노드 시제품 개발

수온, pH, H2S, NO2,
NO3 마이크로 센서
노드 현장적용

3차 년도



USN 기반 실시간 정도관리 기술

측정자료 정도관리USN 센서노드 기반 테스트베드 운영

USN 센서노드 시스템의 측정품질 관리체계 개발과 더불어 생산된 측정자료 품질 수준을 정량화하
기 위한 각 측정단계별 측정결과의 불확도(uncertainty) 평가 프로그램 개발
측정자료 불확도는 ISO 등에서 제시된 요인별 표준불확도, 상대표준불확도, 합성표준불확도, 확장불
확도를 산출하고 기여율을 평가
USN 센서노드 시스템의 측정자료 생산과정에서 측정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도 요인은 크게 센
서 고유 오차, 교정 오차, 표준물질 오차, 측정환경(매질, 유속, 수온 등)의 영향 등임
이러한 불확도 요인들을 기준으로 측정항목별 불확도 산출 관계식을 수립하였으며, 산출된 불확도
결과를 통해 각 측정항목에 대한 불확도 요인별 기여율을 실시간으로 자동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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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월
테스트베드

양벌
테스트베드

유운
테스트베드

테스트베드
운영자료

USN 기반
실시간 불확
도 측정



USN 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참조모델

센서노드m

Iuu

센서 모듈

USN
통신모듈

망관리
Agent모듈

Iun

Isu

센서노드1

USN 모듈

Iwu

수질데이터 수집
및 분석 모듈

수질데이터 처리
및 표출 모듈

수질평가
Repository 모듈

수질평가 서브시스템

수질평가 서버

수질관리센서네트워크 서브시스템

센서노드n

USN 모듈

USN
통신모듈

Iun

게이트웨이1

USN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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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u : 센서 모듈과 USN 모듈간의 인터페이스

• Iun : USN 통신모듈과 망관리 Agent 모듈간의 인터페이스

• Iug :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인터페이스

• Igw : 게이트웨이와 수질평가서버 간의 인터페이스

• Iwn : 수질평가 서브시스템과 네트워크관리 서브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 Iuu : 센서노드와 센서노드 간의 인터페이스

Iug

망관리
Manager 모듈

망관리데이터
표출 모듈

망관리
Repository 모듈

네트워크관리 서브시스템

Igw

센서 모듈

USN
통신모듈

망관리
Agent모듈

Iun

Isu

USN 모듈
망관리

Agent모듈

게이트웨이n



• USN융합포럼 기술분과 내에 “수질평가시스템 WG” 발족 (‘11.5월)

• USN융합포럼 융합기술위원회 내에 “환경IT WG”으로 변경 (‘12.5월)

• USN융합포럼 → TTA 과제제안 (PG311) → TTA 표준 채택 절차

국내 표준화 (RFID/USN융합포럼, TTA)
개요

현재 개발 표준 항목

• USN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IPv6 주소할당 체계 기술보고서(‘12.12, 포럼표준)

• USN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게이트웨이와 서버 인터페이스표준(‘12.10, 포럼표준)

• USN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수질관리 서비스 요구 규격 프로파일(‘12.10, 포럼표준)

• USN 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참조모델 및 요구사항 (‘11.10, RUCF) (‘12.03, TTA)

• USN 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 간 인터페이스 (‘11.10, RUCF) (‘12.03, TTA)

• USN 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네트워크 관리 (‘11.10, RUCF) (‘12.03,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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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발 항목

• USN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수질관리 서비스 요구 규격 프로파일(‘12.10, 포럼표준)

국제 표준화 (ITU-T SG16)

Q25/16 Interim 회의 (‘12.2)

Q25/16 회의 및 IoT-GSI (’12.5)

Q25/16 회의 (’12.10)

•수질평가시스템을 위한 신규권고안 제안 및 승인

•수질평가시스템을 위한 H.USN-WQA 권고안 개발(계속) – 시나리오 추가

•수질평가시스템을 위한 H.USN-WQA 권고안 개발(계속) – 시나리오 수정 및 추가

Q25/16 회의 (’13.1) (’13.2) •수질평가시스템을 위한 H.USN-WQA 권고안 개발(계속) – 시나리오 수정 및 추가

Q25/16 회의 (’13.6) •수질평가시스템을 위한 H.USN-WQA 권고안 완료(예정)

•신규 권고안 제안 및 승인

• USN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IPv6 주소할당 체계 기술보고서(‘13.2, TTA표준 제안)

• USN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게이트웨이와 서버 인터페이스표준 (‘13.2, TTA표준 제안)

• USN기반 수질평가시스템의 수질관리 서비스 요구 규격 프로파일 (‘13.2, TTA표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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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전략

활용 실적

– 저수지/수로/양수장/경지에 이르는 관개용수 관측을 위한 유량계측 및 무선전송
→ 관측관리시스템 2개 지구에 2012년 적용

농업용수 관측관리 시스템에 적용 추진

• 농촌용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급관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관측관리시스템 에 연계 개발
• 농경지의 물 사용량 관측을 위한 유량계측 및 원격 데이터 전송
• 900M 센서노드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통신거리 확장
•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무선 네트워크 구성 및 독립전원공급 체계 적용

900M 무선통신

농촌용수 관측관리시스템

저수량 강우량 시점부 수로부

센서 네트워크 기술 적용

관측관리시스템



수로 수위측정기

저수지 수위측정기

900M 무선통신

활용 전략

활용 계획

• 현재 농촌공사가 운용중인 저수지 수위측정시스템에 수질측정기능 확장 적용
– 농업용 저수지 1,300 여 개소에 적용하여 관리중이며 전국 약18,000 개소 저수지로 확대 추진

• 지자체 관리대상 중소하천에 대한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총인/총질소 예측 기술을 저수지 수위측정시스템 연계하여 2013년 판매 추진

농업용수 관측관리 시스템에 적용 추진

• 저수지 취수탑과 수로 시점부 설치 장치간은 저전력 중거리 전송기술을 적용하여 전송거리 확대
• 표준화된 망관리 프로토콜(SNMP)을 적용하여 현장장비의 관리효율 증대
• 저수지 수위와 아울러 수질 (총인 및 총질소 포함) 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사업화

다항목 수질측정센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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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총질소 예측 기술을 저수지 수위측정시스템 연계하여 2013년 판매 추진

저수지 종합정보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기술 및 총인/.총질소 예측기술적용

저수지 수위계측시스템 총인/총질소 예측시스템

연계 수위 측정센서

다항목 수질측정센서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 저수지 수위/수질 측정



활용 전략

활용 계획

• 중거리 전송 및 저전력, 장기운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
•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전송 프로토콜에 맞춘 표준시스템으로 시장 선점

� 한국환경공단 수질TMS 통신프로토콜을 만족하는 제품 개발을 통한 USN기반의 수질 센서노드 적용
� 환경부 비점오염 관리대책 3단계(2011~2020년) 적용에 따른 등 비점오염 감시시스템 시장에 수질 센서노드를 적용한 시스템

공급
� 국토부 해양오염원관리 대책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의 수질모니터링 부문, 해양환경 개선 사업에 시스템 공급

환경부 및 국토부의 수질관리 사업에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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