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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기후변화의 동인, 영향, 반응 체계 도식(IPCC, 2008)>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륙별 영향(IPCC, 2008)>

환경과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영향

l 태양, 기후, 대기, 물, 인간, 토지, 탄소배출 등 모두가 환경 및
생태계와 연결되어 상호작용

l 지구 온난화는 환경과 생태계, 인류의 삶 모두에 심각한 영향.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 필요
Ø 아시아·호주 : 최대 700만 명 홍수 위험, 호주 대보초 등 산호초 80% 

백화현상
Ø 미주 : 최대 1억 8천만 명 물 부족
Ø 유럽·아프리카 : 뎅기열, 뇌염 발병 크게 증가
Ø 남극 : 남극 유빙 600억t 사라져
Ø 북극 : 북극곰의 멸종 위험 증가 <자료: NASA·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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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도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은 물 부족 및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Ø 2020년 지구온도가 평균 섭씨 1도 상승하여 양서류가

멸종되며 생물종 다양성에 변화가 발생
Ø 기온이 2℃ 상승하면 세계경제 총 손실액이 최대

1,490조원 전망(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3)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전 세계적으로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피해 규모를 연간 4000억 달러로 추산(조선일보 2007년 7월 25일자)
Ø 아시아에서 황소개구리, 미국에서 유럽 얼룩홍합, 아프리카에서 부레옥잠과 개구

리밥 등은 대표적인 외래 생물종의 침입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례임.

날마다 74종, 시간마다 3종의 생물이 열대우림에서 사라지고 있음(저서: 
생명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Life), 1992년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지구 온난화 결과 변화할 2050년의 모습ⓒGuardian>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최대 2,5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예측. 
세계경제가 매년 GDP의 5%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세계경제포럼(WEF), 

2007년 스위스 제네바)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액은 2100년까지 최대 2,800조원 추정, 
연안의 평균 침식률은 40.5% 전망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11)

Ø 산림생태계는 2100년에 아고산 및 냉온대 면적 약 25% 감소,

온난대 및 아열대 면적 약 65%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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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산대인 제주도 한라산의 아열대화로 진행 중

제주 기후변화의 바로미터이며 한국의 특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절반(약 46%) 가량이 말라 죽은 것으로 조사됨.

Ø 2014.8월 현재, 한라산 구상나무 절반이 죽고, 그 중 21%는 최근 4년 사이
에 고사한 것으로 조사 (제주 한라산연구소)

Ø 고사의 주요 원인 : 강한 바람과 폭우, 폭설과 같은 극한 기후,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로 급격히 쇠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구상나무를 멸종위기 등급으로 지정

<고사된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모습>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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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주요 강 유역에서 수질오염사고
259건(한강 99, 낙동강 31, 금강 25, 섬진강 및 영산강 19, 
기타 85)이 발생

최근 산업단지의 가스(불산) 등 누출사고로 16명 사망 등 인
명 피해와 2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Ø 해당사고로 치료받은 사람 1954명, 농작물 피해 135ha, 구미 산
업 단지 내 40개 업체가 53억 원의 직접적인 피해 집계

사고 사례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2012년 9월)

• 사망 5명

• 부상 18명
• 산재 순손실 417억원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2013년 3월)

• 사망 6명

• 부상 11명

• 생산손실 880억원

• 산재 순손실 175억원

당진 현대제철 질식사고

(2013년 5월)
• 사망 5명

• 생산손실 1,100억원

• 산재 순손실 163억원

2011년도 한국 CO2 배출총량 6.1억톤, 세계 7위, 90년 대비 144%증가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에 따르면, 2010년 환경오염에 의한 직접적
인 경제적 손실은 1조1천억 위안(한화 196조원) 집계(SBS, 2013.3.28.)

Ø 중국 농경지의 1/6에 해당하는 2,000만 ha가 중금속에 오염 보고

인도는 환경오염로 한 해 800억달러(약 89조6,000억원)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GDP의 6%에 해당(세계은행 보고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2011년)에 따른 환
경오염 및 피해 막대(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2011.8월 29일자)

Ø 향후 원전 사고로 인해 100만 명 이상 사망 추산

Ø 일본 정부는 재건 비용으로 1,880억 파운드(약 330조원) 예상 (체
르노빌의 경우 피해액이 1,440억 파운드(약 253조원)로 추산) 

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1945년 2차 세계
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68배에 달함.

환경오염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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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림이 1년에 제공하는 공익가치는 2010년 기준
109조원, 이는 GDP의 9.3%에 해당(출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012)

Ø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약 3.9배, 임업 총생산액의 19.7배

Ø 국민 한 사람당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에 해당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가치>

세계 환경 시장 규모는 2010년 7,967억$에서 2017년 9,992억$, 
2020년 1조 865억$로 확대 전망 (출처: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와 AT커니)

Ø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는‘09년도 44조 64억원, 2010년 50조 1,114억
원으로 확대 (최근 6년간(‘04~’09) 연평균 약 15.5% 증가율) 

BCC Research는 세계 환경 센싱 및 모니터링 기술 시장은 2011
년 113억 달러 규모에서 2016년 153억 달러 성장(연평균성장률
(CAGR) 6.5%) 예측 (출처: 세계의 환경 센싱 및 모니터링 기술 시장 보고서
(http://www.giikorea.co.kr/ce/219300.php))

출처 : 환경산업 지원기관 워크샵, 2012. 7,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
출처 : 환경부. 2011. 「환경백서」

생태계와 환경 분야 산업 및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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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안), 미래창조과학부,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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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scale.com/arm.com, What 
the Internet of Things (IoT) Needs to 
Become a Reality

자료: 산업연구원(KiET), 2014

l 사물 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기술 및 서비스를 통칭

※ IoT는 1999년 미국 MIT Auto-ID센터의 Kevin Ashton 소장 처음 제안 용어로 기관 및 단체, 사업자,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

사물인터넷(IoT)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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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 2014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이끌어내는 힘의 결합Gartner 2014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이끌어내는 힘의 결합 l 가트너 심포지움/IT엑스포 2013에서 “소
셜”, “모바일”, “클라우드”, “정보
(IT)”4개 기술이 결합, 더 큰 변혁을 가져
오는 『디지털 산업경제』도래 전망

힘의 연쇄적 결합(The Nexus of Forces)힘의 연쇄적 결합(The Nexus of Forces)

“융합의 힘”, “예기치 않은 충격”, 
“미래 혼란”의 3가지 방향으로 작동

사물인터넷은 모든 기기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융합의 힘

l Gartner는 2013년 Top 10 전략기술 중 사물인터넷(IoT)를 4위에 위치

l 2020년에는 영구적으로 인터넷 연결 장치 수는 300억 개 이상, 간헐적으로 인터넷 연결 장치 수는 2,000억 개

이상으로 증가 전망(Gartner, 2012.1)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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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isco는 향후 IoE의 100억개 디바이스와 770억개 앱들이 연결될 것이며, 향후 10년간(2013~2022) 총

매출액은 $14.4 Trillion으로 예상(출처: Cisco, 2013)

Ø 2020년까지 약 500억 개체들이 인터넷에 연결, 2023년에는 Connected Car는 5억대 예상

l IDC 사는 2013년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전세계 IoT 시장이 오는 2020년 7조 1,000억 달러로 연 13.5%의

고성장 할 것으로 전망 (출처: Internet of Things 2014-2020 Forecast, IDC, 2014)

l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IoT시장은 2013년에 2.3조원에서 2020년 17.1조원으로, 연평균 32.8% 성장 전망

사물인터넷(IoT)의 발전 전망

*Source: Cisco IBSG, 2011 *Source: Cisco Withe Paper(201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시장 2,347 2,704 3,349 4,448 6,892 9,635 12,863 17,076 32.8

성장률 - 15.2% 23.8% 32.8% 54.9% 39.8% 33.5% 32.8%

(단위 : 십억원)

※출처: STRACORP, 2014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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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과 생태계·환경 모니터링과의 만남…

환경과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은 모두 센서기술과

이를 이용한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을 둠.

l최근 환경과 생태계 분야에도 ICT기술을 융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생태계 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대두

l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및 환경오염,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국 경제주간지
Business 2.0(‘07.1)은 “환경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세계를 구할 8가지 기술 중 하나로 선정

<기존 전통방식의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Io
T

 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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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을 위한 주요 통신기술 별 비교

< 무선 통신기술 별 통신반경 및 응용분야비교> <무선 통신기술 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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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미국과학재단(NSF) 후원하는 생태계 변화 관측 연구기관

Ø 미국 콜로라도 주 Boulder에 본부

l 목표: 기후변화의 영향, 토지 이용 변화,생태계∙생물다양

성 변화 관측

l 미국 내 50여 개 정부기관, 60여 개 연구조직/기관 참여

l 2004~2011년까지 개념 및 설계 완료. 

2012년부터 사이트 구축 시작

l 2017년부터 약 30년간 데이터 수집 등 운용 예정

l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년간 4.34억 달러

투입 예정

l 2016년까지는 구현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

l 운용비는 2014년부터 증가, 2017년부터는

매년 약 7천만 달러가 투입 예정

미국 생태계관측네트워크(NEON)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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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EON의 관측 플랫폼은 4개로 구성

Ø Aquatic Instrument & Observations

Ø Terrestrial Instruments

Ø Terrestrial Observations

Ø Airborne Observations

<NEON의 다양한 관측장비/시설 및 Tower><NEON의 관측 플랫폼>

l 생태계 연구거점 : 미국을 2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총 95

개 사이트 구축 및 운용

Ø Urban Ecosystems, Invasion Biology, Forest Management

Ø Climate Change & Atmospheric Transport,

Ø Aquatic Systems, Agricultural Systems

<NEON의 Filed Sites>

미국 생태계관측네트워크(NEON)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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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설립, 중국과학원(CAS) 지원

• 목표: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해석 및 설명

• 관측대상: 수계,토양,기상,생물,생태계

• 생태계 연구거점: 9개 산림, 2개 초지, 5개 사막, 1개 습

지, 14개 농지, 2개 하천, 총 33개

• 100ha 이상 산림동태 연구 조사구(CForBio (Chinese 

Forest Biodiversity Monitoring Network: 중국 산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네트워크)

Large sized plot) 구축

• 오스트리아 환경공단(umbeltbundesamt), 

1980년대 부터 개발 시작

• 모니터링 항목: 대기질, 기후변화, 수목생장, 

물 순환, 토양환경, 식생구조 등

• 생태계연구를 위한 ICT 기술환경 도입, 정보

운용 및 시스템 관리,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CForBio 조사구 내 기상 및

탄소순환 측정을 위한 관측대
장백산삼림생태계통정위연구참 전경 및 조사구 내 시설

기타 국가의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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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SERC)에서는 Chesapeake Bay의 서쪽 해안인
Maryland주 Edgewater에 수목직경 등 수목생장 자동
측정을 위한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설치 및 시험 운영 중

Ø 수목 직경 센서와 토양수분, 그리고 sap flow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센서노드를 통해 게이트웨이로 전송

Ø 중앙에 이동통신망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센서노드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전달

17

미국 SERC의 Forest Ecology Lab미국 SERC의 Forest Ecology Lab

미국 Princeton 대학 ZebraNet 프로젝트미국 Princeton 대학 ZebraNet 프로젝트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장기간 먼 거리에 위치한 얼룩말의
생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야생동물 추적 프로그램

Ø 센서노드에는 MCU, GPS 탑재, 통신주파수는 900MHz 대역 사용

Ø 장기간 사용을 위해 Solar cell에 의한 배터리 충전방식 사용
ZebraNet Node

미국 의 곤충과 IT 융합 시도미국 의 곤충과 IT 융합 시도

<HI-MEMS> <Cyborg Beetle>

곤충과 IT를 융합하는 다양한 연구 시도 중

Ø 미국 DARPA: 살아있는 곤충에 MEMS 센서를 이식,군사용으로 활용하려는
곤충 사이보그 프로젝트 ‘HI-MEMS(A Hybrid Insect MEMS) 계획

Ø 미국 코넬대학, 미시건 대학 : 딱정벌레를 이용한 비행제어 연구를 통해
움직이는 센서로 만드는 “Cyborg Beetle” 프로젝트 수행

<수목생장 측정 WSN> <노드 내부 모습><수목생장 측정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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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는 광활한 지역의
환경감시를 위해 센서네트워크 이용

Ø Plant transpiration을 측정하기 위해 Sap(수액) 
flow sensor를 나무에 설치

Ø 야생 초목에 대한 물 이용과 소기후(microclimate)
의 평가를 위해 건조지역의 염도(salinity) 측정
(2005~2008년)

18

호주 UWA의 센서네트워크 기반 환경감시 프로젝트호주 UWA의 센서네트워크 기반 환경감시 프로젝트

88 m giant sequoia

Soil moisture sensors

독일 Freie University Berlin, 영국 University of Oxford는 공격
받기 쉬운 동식물의 서식지를 센서네트워크로 모니터링

2007년 영국의 자연보호구인 Skomer Island에 무선 센서네트워
크 설치

Manx Shearwater의 행동과 공간생태 등을 연구

독일/영국의 Manx Shearwater(섬새) 공간 및 행동생태 모니터링독일/영국의 Manx Shearwater(섬새) 공간 및 행동생태 모니터링

<설치 모습> <RFID Tag 부착>

<센서노드> <윈도우 모바일 기반 WSN 관리 S/W><수집 데이터> <24-hour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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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Beacon 연구소, IBM社, Clarkson University가 공동
으로 최초의 USN기반 수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서비스를 실시

Ø 315마일 길이의 허드슨 강 전 구간에 5,000개가량의 센서 구축

Ø 약 100m 마다 배치된 센서를 네트워크로 연결

Ø 온도, 수압, 염분, 탁도, 용존산소량 등 수질과 관련 기본정보를 수집, 
실시간(분 단위) 전송

Ø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로 전원공급하는 에너지 자립형

미국의 REON(River & Estuary Observatory Network)프로젝트미국의 REON(River & Estuary Observatory Network)프로젝트

EU FP6의 OSIRIS 프로젝트EU FP6의 OSIRIS 프로젝트

유럽의 FP6(The Framework Programm)는 위험상황에서 위기대처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OSIRIS(Open architecture for Smart and

Interoperable networks in Risk management based on In-situ Sensors) 프로젝트 수행

대기오염, 수질오염, 산불, 산업 빌딩 내 화재 등의 산업재해 등 4개 분야

2007년부터 3년간 실험 수행

프랑스 Thales Communications 사 외 12개 파트너 사가 참여

EC(European Commission)과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에서
총11million EURO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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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부(서귀포, 중문, 고산, 남원)지역에 기존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시스템(유선, 
무선)과 연계한 USN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도입하여
기상데이터 수집 및 분석

Ø 50곳의 USN망 구축(41개소 U-AWS, 9소 중계기),  
GPS 기반 7종(온도, 습도, 기압, 강우, 강우감지, 풍향, 
풍속)관측 센서 설치

Ø 기상 재해 시 첨단기상관측망을 통한 조밀
관측가능으로 동네예보 정확도 향상 및 재해피해 경감

한국 기상청의 IP-USN 기반 u-AWS 구축한국 기상청의 IP-USN 기반 u-AWS 구축

한국의 하천/호수 생태 네트워크로 KISTI 주관

소양호, 의암호 등 7개 지점을 대상으로 관측 센서 설치
및 관측자료 수집- 강원대학교 수행

관측자료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웹 기반 통합시스템 개발

미국, 뉴질랜드 대만 등의 GLEON 사이트와 국제 협력

한국의 KLEON (Korea Lake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한국의 KLEON (Korea Lake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

관측 항목: Temperature (Air, Water), 
Thermometer, Dissolved Oxygen (YSI 55), 
Turbidity, Conductivity (miniCHEM)관측지점 센서정보

관측지점 센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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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종목표 : 기후변화에 따른 아고산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기술개발
Ø 저전력 USN센서 등 소형 무선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생태계 변화 관측 플랫폼 구축

Ø 야생동물 2종이상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Ø 야생식생군락 1종 이상 동태관측을 위한 중규모(5ha)의 관측 plot 구축

Ø 실시간 생태계 구조 및 기능의 시․공간적 분석 ․평가 기법 1개 이상 도출

l 연구개발기관 : 국민대학교(주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국대학교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네트워크 플랫폼 개념도>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네트워크 플랫폼의 계층 구조도>



SWCS 2015

3. IoT+생태계·환경 융합 기술개발 사례

22

Ø 생태계변화 정보수집 및 데이터 표준화 기술개발

Ø 생태정보기반 개체 판독기술 개발

Ø 실시간 자연환경정보 DB통합관리기술 개발

Ø 실시간 생태정보 관측 인프라 구축

데이터통합

식물

위치

습도

기압

강수량

결로

일사

토양수분

관측
DB

공간
DB

온도

적설

해양

수목직경

생장측정

[증강현실 기반 개체인식]

[자연환경정보 통합DB][데이터 표준화]

Wireless 
Mesh 

Network

Wireless 
Mesh 

Network
Mesh Node

[생태정보 수집]

[생태계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생태정보 관제시스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예측 플랫폼시스템]

l 아고산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자연환경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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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실시간 생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ü 기상 및 생태정보 처리프로그램, 분석/예측 및 위험 데이터, 실황 감시 등 기능 개발

ü 기상 및 생태정보 관측장비 및 통신장비, 네트워크, DB 등 모니터링 기능 개발

Wall 
Controller

RGB Matrix 
Swithcer 통합컨트롤

View서버 View서버 운영서버

SAN
스위치

통합DB

KVM

운영PC 운영PC 운영PC 운영PC

운영PC운영PC

동작인식

NMS

백본#1 백본#2 Gigabit스위치

침입차단
시스템

RGB신호 RGB신호

1G

KVM

1G

1G

관리자PC

RGB신호 RGB신호 RGB신호 RGB신호

네트워크 회선

범례

RGB 회선

KVM회선

FC회선

PC 인터페이스

보안

1G×2

분석결과

연구자

평가조회

 관제시스템에  표출

네트워크

고정 위치정보
센서노드

이동통신
기지국

GPS

게이트웨이

고정 위치정보
센서노드

고정 위치정보
센서노드

생태정보 수집생태정보 수집

생태계 구조 및 기능평가시스템생태계 구조 및 기능평가시스템
총괄과제 구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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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GIS기반 야생동식물 생태계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메인 화면



SWCS 2015

- 총면적: 5ha

- 단위조사구: 625㎡ (25m x 25m), 총 80개

- 조사구 고도: 1500~1700m

- 인근 IP-USN 설치 지점: 백록담(2), 진달래밭(1)

- 심층 관측 대상종: 구상나무, 털진달래, 조릿대, 암매 등

IP-USN (백록담)

IP-USN (진달래밭)

100m

단위조사구

IP-USN
추가 설치

25m

3. IoT+생태계·환경 융합 기술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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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한라산의 야생식생군락 동태관측을 위한 중규모 관측 조사구(예시)

ü 제주도 한라산 아고산대의 대표적 수종인 구상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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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무선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야생동식물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 개발

Ø 야생동식물 모니터링을 위한 소형 저전력 무선 센서네트워크기술 개발

Ø 장기간 모니터링 운용을 위한 복합Energy harvesting기반 전원공급 및 저전력화 기술 개발

Ø 야생생물 위치변화와 동식물 서식환경 측정 데이터 표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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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야생동식물 모니터링을 위한 소형 저전력 무선 센서네트워크기술 개발

ü 야생동식물 다중 센서 접속 지원 저전력 무선 센서노드 공통플랫폼 기술개발
ü 센싱 데이터 수집 및 상용통신망 연동 중거리 게이트웨이 기술개발
ü 고신뢰 저지연 상황인지 협업 무선 센서네트워크킹 기술개발

3. IoT+생태계·환경 융합 기술개발 사례

27

다중센서접속 지원 저전력 센서노드 기술

고신뢰 저지연 협업통신 기반 센서네트워킹 기술

상용통신망 연동 중거리 게이트웨이 기술

야생동식물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네트워크 기술

400MHz or 
900MHz
주파수 대역

야생동식물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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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노드

토양수분 센서(단일지점)

기울기

수목직경 센서

수간 내 수액유속센서

온습도센서

조도/일사량센서

다층 토양수분 센서
(지온복합)

CO2센서

Leaf Wetness센서

이동통신망 인터넷

게이트웨이

망 운용관리 시스템

모바일 모니터링 단말
야생식생군락 모니터링 센서류

 생
장

 상
태

 주
변

 환
경

 토
양

 상
태

10cm
20cm
30cm

50cm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예시)>

:

:

:



SWC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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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모니터링 센서노드 시제품>

<야생동식물 모니터링 게이트웨이 시제품>

<야생동식물 모니터링 망 운용관리 시스템 시제품>

<Energy harvesting 기반 야생동물 모니터링 플랫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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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야생식물 모니터링용 센서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ETRI 내부에 구축

Ø 한라산 테스트베드 구축 이전에 기능검증 및 문제점 도출 등을 위한 시험 목적

Ø 400MHz 대역 센서노드, 게이트웨이, 망 운용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Ø 다양한 식생측정 센서 설치 : 다층토양수분(지온포함) 센서, 수목직경 센서, 수간 유속센서

Ø 주변 환경측정 센서 설치 : CO2, 온습도 센서, 기울기 센서 등

Ø 태양 판넬에 의한 전원 공급 등

다층 토양수분(지온)센서 Co2센서 / 온습도센서

수간 유속센서

태양판넬 및 전원공급 배터리

센서노드
수목직경 센서

기울기센서

망 운용관리 시스템



SWCS 2015

3. IoT+생태계·환경 융합 기술개발 사례

31

l 연산 가시화 기술을 이용한 식물 군집구조 및 생태계 기능평가 기술개발

Ø기후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생태계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

Ø실시간 생태계 구조·기능 평가 기법 개발

Ø다양한 기관의 생태계 시·공간 분석 방안제시

 식물생태  관측

 조사구  구축

• 5ha  조사구  구축

•  조사구  구축

 매뉴얼  작성

•  표준화된

 조사구  구축

 전자야장

 설계  및  보완

•  전자야장  설계

•  전자야장  현장  시험  및

 문제점  도출

•  동기화,  인터페이스  방

 식  도출

• RFID  어플리케이션과

 의  연동

 식물생태

 현장조사

•  구축된 5ha  조사구

 내  현장  조사

•  식물사회학적  구조

•  식물상  목록  등

 생태계  구조

 및  기능  분석

•  생태계  구조  및  기능

 평가기법  적용

•  조사구에  대한  생태계

 구조  및  기능  분석

 생태계  구조

 및  기능  평가

 기법  개선

•  조사  및  분석과정

 을  통해  오류도출

 및  개선

•  개선된  평가기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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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실시간 정보공유형 모바일 전자야장 시스템(DB-전자야장-GPS 연동) 개발

§ 생태계 동태변화 조사자료 실시간 수집 및 수정 à 관제 센터 실시간 전송

§ 전자야장과 관제시스템의 실시간 연동 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현장조사 효율성 제고

§ RFID 센서정보로부터 취득된 결과를 모바일 전자야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연동 반영

모바일
전자야장

각종 정보 수신

신규 입력정보 송신

< 현 장 조 사 >

<실시간 자연환경정보 DB 통합관리>

•실시간 생태계 관측 Data-base

•생태계 정보 Inventory

•타 기관 생태계 시·공간 정보

GPS 위치데이터 자동 연동

• 층위별 종조성

• 수고, DBH, 층위, 연륜 등

• 우점도, 군도, mortality 등

• 지형특성(고도, 경사, 향 등)

• 사진촬영

• 위치데이터

현장조사 정보

• 기존 문헌 연구자료 탐색

• 위치기반 주변지형도 view

• 기존 구축된 조사자료 탐색

• 실시간 센서값 탐색

• 분석 및 평가값 탐색

탐색 기능

• 자동 고유번호 부여

• 조사자료의 공간화

• 조사자료의 실시간 입력

• Data-base의 실시간 오류 수정 및

갱신

입력 및 갱신 기능

• GPS기반 위치 확인

• 개별목의 위치데이터 자동입력

공간자료화 기능

조사정보 실시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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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실시간 정보공유형 모바일 전자야장 시스템(DB-전자야장-GPS 연동) 시제품

Ø 식물생태 관측 조사구 구축 및 조사

: 400㎡ 단위 1세트 : 125개의 조사구 세트 구축

<모바일 전자야장 – 수목정보 입역모드 화면>

<모바일 전자야장 – 조사구 입력모드화면>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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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AR DATALiDAR DATA Hyper-spectral ImageHyper-spectral Image

수목의 수고 추출

개체목의 위치 추출

층위구조 분석

상관식생 분류

• 영상분석 및 현장조사 자료와 비교를

통해 종별 상관식생의 분광특성 분석

• 분광 특성에 따른 상관식생 분류

기타경요소 분석 및 획득

• 정규화식생지수 (NDVI: normalize difference vegetation 

index) à 식생활력도

• 대기온도, 습도 등

• 개체목의 위치 및 수고 추출

• 수종과 수목에 따른 흉고직경 추정식

도출 및 흉고직경 분석

• 현존식생별 평균 수고, 평균 흉고직경

분석

• Return의 순서에 따라

수관부, 하층식생, 지표면

으로 구분

à 층위구조 분석에 활용

각종 주제도각종 주제도

<CUBE> <상관식생 분석>

환경부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피복도

환경용도지역지구

…

산림청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산지구분도

…

기타

위성영상

지자체 제공 자료

기타 주제도

…

Ø 다양한 기관의 생태계 시·공간 분석 방안제시
ü 생태자연도, 정밀임상도, 인공위성 영상, LiDAR DATA, Hyperspectral image 등

다양한 생태계 시공간 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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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존 수질의 단순 모니터링 한계 극복, 실효적인 오염감시용 수질관리 서비스 필요
l 제한된 수질오염 센싱 항목의 극복과 광역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거리 확장 필요
l 하천의 오염물질 발생원 중심 상시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IoT 기반 수질관리 핵심기술 개발

Ø 중소하천 수질분포, 수질예측, 실시간 오염총량 서비스개발
Ø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연동 기술 개발
Ø 물환경 센서네트워크 무인운용 지향 망 관리 기술 개발

l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2010. 6월~2013. 3월) 수행

광역 환경 센서네트워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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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GHz /900MHz 대역 지원, LOS 환경에서 1Km이상의 통신거리

§ 하천 수질관리 센서네트워크 무선접속 기술

§ 센서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의 구성/장애/성능/보안 관리 기술

§ 2.4GHz /900MHz 대역 지원, LOS 환경에서 1Km이상의 통신거리

§ 하천 수질관리 센서네트워크 무선접속 기술

§ 센서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의 구성/장애/성능/보안 관리 기술

§ 자동분석/수동분석 실측 총인/총질소 및 수질일반항목 기반의

총인/총질소 예측 소프트웨어 센서 기술

§ 실시간 수질분포 및 실시간 수질예측/오염총량산출 동시 제공 기술

§ 실시간 오염총량 산출 및 분포 맵과 오염원 추적 서비스 제공 기술

§ 자동분석/수동분석 실측 총인/총질소 및 수질일반항목 기반의

총인/총질소 예측 소프트웨어 센서 기술

§ 실시간 수질분포 및 실시간 수질예측/오염총량산출 동시 제공 기술

§ 실시간 오염총량 산출 및 분포 맵과 오염원 추적 서비스 제공 기술

중소하천용 IoT 기반 수질평가시스템 기술 개발

환경관리 센서노드/엣지라우터 및 네트워크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 한국기후환경 적응형 유속센서 기술
Ø 소하천 유속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량을 산정

Ø 수심센서를 이용하여 홍수기/갈수기 판단

§ 농업용수 관측관리 시스템에 적용
Ø 저수지/수로/양수장/경지에 이르는 관개용수 관측을 위한 유량계측 및 무선전송

§ 한국기후환경 적응형 유속센서 기술
Ø 소하천 유속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량을 산정

Ø 수심센서를 이용하여 홍수기/갈수기 판단

§ 농업용수 관측관리 시스템에 적용
Ø 저수지/수로/양수장/경지에 이르는 관개용수 관측을 위한 유량계측 및 무선전송

중소하천용 유속센서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수질분포 서비스

실시간 오염총량 서비스

오염원 추적 서비스

저수량 강우량 시점부 수로부
관측관리
시스템

 사
물

인
터

넷
(Io

T) 와
 환

경
 융

합
 을

 통
한

 하
천

의
 오

염
물

 질
 발

생
원

 중
심

 상
시

 수
질

오
염

 감
시

 체
계

 구
축

 사
물

인
터

넷
(Io

T) 와
 환

경
 융

합
 을

 통
한

 하
천

의
 오

염
물

 질
 발

생
원

 중
심

 상
시

 수
질

오
염

 감
시

 체
계

 구
축



SWCS 2015

3. IoT+생태계·환경 융합 기술개발 사례

37

l 산악, 오지지역 및 중거리에 산재한 소규모 상수시설의 고품질 수질관리 필요
l 소규모 상수시설용 광역 고신뢰 사물인터넷(IoT) 무선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l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2011. 11월~2014. 4월) 수행

소규모 상수시설 통합관리용 광역 고신뢰 IoT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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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802.15.4e-2012기반 고신뢰 DSME MAC 프로토콜 기술
Ø 무선전송 신뢰성 향상 (멀티채널)

Ø 무선전송 지연 최소 (멀티홉 TDMA)

Ø 저전력 (TDMA 기반 duty-cycling 적용)

§ 멀티홉 무선 IoT 네트워크 관리 기술

§ IEEE802.15.4e-2012기반 고신뢰 DSME MAC 프로토콜 기술
Ø 무선전송 신뢰성 향상 (멀티채널)

Ø 무선전송 지연 최소 (멀티홉 TDMA)

Ø 저전력 (TDMA 기반 duty-cycling 적용)

§ 멀티홉 무선 IoT 네트워크 관리 기술

3. IoT+생태계·환경 융합 기술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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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802.15.4g-2012 기반 900Mhz 대역 센서노드 기술

§ 임베디드 리눅스 커널기반 상수관리용 게이트웨이/중계노드 플랫폼 기술

§ 고신뢰 게이트웨이 이종망 변환 프로토콜 S/W 기술

§ IEEE802.15.4g-2012 기반 900Mhz 대역 센서노드 기술

§ 임베디드 리눅스 커널기반 상수관리용 게이트웨이/중계노드 플랫폼 기술

§ 고신뢰 게이트웨이 이종망 변환 프로토콜 S/W 기술

고신뢰 지원 IoT 무선 센서노드 플랫폼 기술 개발

고신뢰 무선 송수신 IoT 네트워크 기술개발

* DSME(Deterministic and Synchronous Multi-channel Extension, 고정 지연 동기다중채널 확장)

§ 2개소에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장시험
Ø 충남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 286-1,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187

§ End-to-End 패킷 전송 성공율(센서<->서버)
Ø 실내 테스트베드 시험 : 평균 99.8 %

Ø 실외 테스트베드 시험 : 평균 95%

§ 2개소에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장시험
Ø 충남 논산시 노성면 효죽리 286-1,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187

§ End-to-End 패킷 전송 성공율(센서<->서버)
Ø 실내 테스트베드 시험 : 평균 99.8 %

Ø 실외 테스트베드 시험 : 평균 95%

소규모 상수시설 광역 IoT 통합관리 테스트베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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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생태계·환경 모니터링의 기술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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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 필요

l 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지역, 센싱 대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센싱 선정 필요

l 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 필요

l 생태계 및 환경 모니터링 지역, 센싱 대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센싱 선정 필요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센서 선정을 위한 사전 분석 필요

4. IoT 생태계·환경 모니터링의 기술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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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식생군락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 센서선정
요구사항

구축비용
대비 효과
구축비용
대비 효과

센싱데이터
처리용이성
센싱데이터
처리용이성

•현장방문 대비 원격 모니터
링 효과
•시설구축 비용 대비 효과 등

•노드의 프로세싱 파워 제약성
•저전력 프로세서에 의한 단순
한 센서 신호처리

센싱성능/
데이터
신뢰성

센싱성능/
데이터
신뢰성

노드 최적
인터페이스
노드 최적

인터페이스

장기간
운용 및
저전력

장기간
운용 및
저전력

•측정항목별 센서정확도
•측정 범위
•해상도 등 고려

•센서노드 프로세서 인터페
이스의 제한된 리소스
•저전압 및 동일 전압 고려
(통상 3~5V이하)

• 장기간 무인운용
• 저전력 센서
• 상전압 공급 어려움(배

터리 운용)

센서응용
적합성

센서응용
적합성

•설치 및 전원공급이 제한적
•무선통신 환경이 열악한 숲
속 또는 산림지역

야생식생군락 모니터링 기본 센서 외 주변 서식지 환경 측정 센서 선정



SWCS 2015

l 센서는 IoT의 출발점이자 IoT 생태계의 가장 앞 단에 위치

l IoT 생태계·환경 모니터링의 용이성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저가격, 초소형/경량화, 저전력, 
복합 센서화 필요

l 국내 센서기술은 미국의 64% 수준, 세계 시장점유율 1.7%, 내수 시장점유율 24%에 불과

l 센서는 IoT의 출발점이자 IoT 생태계의 가장 앞 단에 위치

l IoT 생태계·환경 모니터링의 용이성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저가격, 초소형/경량화, 저전력, 
복합 센서화 필요

l 국내 센서기술은 미국의 64% 수준, 세계 시장점유율 1.7%, 내수 시장점유율 24%에 불과

4. IoT 생태계·환경 모니터링의 기술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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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분류 예시 비고

Physical

• 온도 (즉, thermocouple, 
thermistor, IR 센서)

• 상대습도
• 잎 습기
• 토양 수분
• 광자유속밀도(PFD),

전체 방사조도
• 바람속도 및 방향
- 컵 풍속계
- 열선 풍속계
- 이차원/3차원 음속 풍속계

• 비싸지 않은 중간 정도의 비용, 신뢰성, 저전력 요구사항

• 중간, 신뢰성, 저전력
• 비싸지 않은, 신뢰성, 저전력
• 비싸지 않은 중간 비용, 교정 및 측정 단위 이슈, 저전력; 많은 선택
• 중간, 교정 이슈를 갖는 신뢰성, 저전력

• 비싸지 않은 중간 비용, 신뢰성, 낮은 풍속에서의 고장, 저전력
• 중간, 신뢰성 덜 요구, 높은 전력
• 중간 정도의 비싼, 높은 신뢰성, 중간 정도의 전력

Chemical

• 대기 중 이산화탄소
• 토양 이산화탄소
• 토양 이산화탄소 유출량
• 질산염 센서
• 인(Phosphorus) 센서

• 비싼, 신뢰성, 중간 정도 전력, 신중한 교정이 요구됨
• 중간, 신뢰성, 저전력, 교정
• 비싼, 신뢰성, 중간 정도 전력, 신중한 교정 요구
• 비싼, 신뢰성 있는 육상 설치를 위해 개발 진행 중
• 육상 설치를 위해 유효하지 않음

Biological

• 디지털 영상장치
• 뿌리관찰 카메라
• 수액 흐름 센서
• 음향센서

• 중간 비용, 신뢰성, 중간 전력; 높은 대역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 비싼, 다양한 전력 요구
• 중간 정도의 상업적 조사, 제어 시스템 필요; 교정 이슈
• 중간, 신뢰성, 중간 전력, 높은 대역폭; 소프트웨어 필요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센서들과 요구사항 필요

<생태·환경 모니터링 센서들의 주요 요구사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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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환경·생태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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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 종합전략 수립
l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로드맵
l 향후 10년간 국가중점과학기술의 체계적 확보와 관련 국가R&D투자의 효율성 제고
l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v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7.8)에 따라 범부처 전략로드맵 수립 (2014.4.월 확정)

v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국가전략기술(120개) 중『로드맵 수립추진단』이 선정한 5대 분야 30개 기술 대상

v 로드맵 수립추진단, 분야별 실무위원회(5개), 기술별 로드맵 수립팀(30개), 글로벌 경쟁전략 자문위원회로 구성·운영(총 205명)

2대 부문

5대 분야

30개
대상기술

5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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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환경·생태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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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구온난화, 환경 오염 등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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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환경·생태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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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구온난화, 환경 오염 등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관리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환경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v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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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45

(실시간 생태환경 감시/분석/예측) 기존의 전통적 모니터링(제한된 공간, 수작업/탐
사, 단순 표본수집)을 개선하여 실시간·원격 모니터링으로 생태계 및 환경변화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 및 예측 가능

(IoT+생태계·환경 융합 확산) 사물인터넷과 생태계·환경 분야 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 및 생활환경 조성 서비스 및 관련 신산업 창출, 확산 기대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및 환경 관련 다양한 사물과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시킴으
로써, 누구나 시간·공간·단말의 제약 없이 사물인터넷+생태계·환경 융합 서비
스를 향유, 이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

(국가현안 해소) 환경오염, 자연 생태계 파괴, 기후온난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재해
등 다양한 국가현안을 해결하는 감시 인프라와 정보제공 서비스 가능

(IoT 융합기술) 광범위한 지역, 열악한 전파환경,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IoT+생태계·환경 융합 기술 연구개발 및 확보 필요

Ø 저전력, 고신뢰, 저가격, 중장거리 전송 등의 IoT 디바이스와 소형·복합 센서 등

(S/W 융합 기술) IoT 기반 방대한 센싱 데이터를 통한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S/W 융합 기술 필요

(대국민 인식제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미래사회 최대위협
으로,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국가차원의 장기적·체계적 대응 및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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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Life full of happiness
Internet of Things(IoT)

01011001010001

01011001010001

01011001010001

01011001010001

RFID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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