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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간이기상관측기구를 사용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

을 목표로 데이터를 유․무선으로 수집하고, 얻어진 데이터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된 기상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와 연결시킴으로 기상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1. 서론

얼마 전 강원지역에 폭설이 내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11월에 내린 폭설이라 대비가 없었

던 탓에 더 많은 피해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기

상청 주말예보가 자주 빗나가면서 이건 날씨예보가

아니라 '날씨중계'라는 비난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

최근에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국지성 기후 변화

가 많아져 정확한 예보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문가

들은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관

측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해상

에서 날씨를 관측 할 수 있는 관측소는 단 5곳에 불

과하므로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은 관측소와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기상정

보를 수집하여 24시간 예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압, 습도, 풍속 등을 측정하여 대

기의 상태를 파악하며 구름, 안개, 비와 같은 여러

가지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일을 하는 기상관측시스

템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간이기상관측시스템을

설계한다.

2. 간이기상관측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간이기상관측기구를 사용하여 수집

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데이터를 유․무선으로 수집하고, 얻어진 데

이터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한다.

기상관측장비가 고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 등의 정

보만을 수집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간이기상관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위 환경 온도 및 습도 간이 측정기를 개

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도 및 습도 센

서로서 SHT75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는데, SHT75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상대 습도도 센서로써 어떠한 보정 절차 없이

교환가능 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재 보정 절차

가 없다.

• 습도 정밀도는 +/- 1.8%RH이다.

• 온도 정밀도는 +/- 0.3℃이다.

• 반응 속도가 빠르며 저전력을 사용하는 고정밀

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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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둘째, 유무선 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무선통신

은 외부기기의 통신을 담당하며, LAN통신을 탑재한

기기로 온도와 습도 센서의 값을 전달하며, 유선통

신은 내부기기의 통신을 담당하며, LAN통신을 탑재

한 기기로 온도와 습도 센서의 값을 전달함과 동시

에 사용자의 명령을 통해 환풍기 등의 Control 명

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셋째, 온도와 습도 전송 송수신기를 개발한다. 무

선전송을 위해 ZigBee기술을 이용하고, 유선전송을

위해서는 CAN(Control Area Network)통신을 이용

한다. ZigBee는 저전력을 사용하며 전송속도는

250Kbps로서 전송거리는 30m이내이다. 또한, 저가

의 네트워크 구성 가능하며, 라우터와 코디네이터가

하나 이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CAN통신은 노

이즈에 강하여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전자기적 간

섭에 일어나는 전송에러를 발견하여 수정 가능하다.

약 1.2Km까지 통신 연결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상

의 각 디바이스마다 CAN 컨트롤러 칩이 있으므로

매우 지능적이다.

넷째, WEB Server의 DBase 프로그램을 구축한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중복제어가 가능하며,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응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료처리의 복잡화가 있으나 속도가 빠르며 많은 데

이터를 지원하는 PHP와 접속이나 제어가 용이한

MySQL을 사용하고자 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이기상관측기구를 사용하여 수집

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데이터를 유․무선으로 수집하고, 얻어진 데

이터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제어하고자 하는 기

기와 연결시킴으로 기상관련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으며, 통계나 자료 및 정보를 개인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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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음으로 편리하다. 범위가 좁은 주변이

지만 더욱 빠르고 많은 온도 및 습도의 변화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주변 기상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환경 변화에 따라 대처 가능하다.

향후에는 저장된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

석과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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