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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분뇨수집운반차량의 분뇨수거량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계측된 결과를 이용하여 청소요 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탱크내부의 높이를 계측할 수 있는 수 센서 센서회로 그리고 분뇨수거 

작업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 형 앙처리연산장치를 개발하 다. 청소요 을 수거 장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수증 출력기능도 내장되었다. 한 경사진 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여도 각도센서를 이용하여 

탱크 내부에 분뇨가 수거되는 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분뇨수거 시 발

생되는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화된 시스템의 수출로 외화획득이 기 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our system that the volume of collected human waste in the septic tank truck is measured accurately and the fee 

of disposing human waste can be calculated by using measured results has been developed. The level sensor and its circuits which 

can measure the height of the tank, the hand-held system that can be used by workers easily and  simply with micro-controller 

have been developed. Also, this system has been built in the receipt printing function to charge for disposal fee. Even when 

working on a sloping field, this system can measure the accurate collected volume of human waste in the tank using the X-Y axis 

angle sensor. The results of this study expect that the popular complaints that generated from human waste can be reduced, the 

exportation possibility of our specialized systems can acquire foreign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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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활환경의 최종산물인 분뇨는 각 가정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수집되고 있다. 서울시에 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615천 개소이며, 정화조는 612

천 개소  오수처리시설은 3천개소에 달한다. 서울시

에 등록된 행 운반업체 55개소에서 분뇨수거운반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수집 운반차량은 총 353 가 운

행되고 있다. 

종래의 분뇨수거량 계량방법은 분뇨수거차량을 이

용하여 분뇨를 수거한 후 작업자가 그림 1의 분뇨수

거차량 후미에 설치되어 있는 액면계(유리 )를 육안

으로 확인 후 분뇨수거량을 산정하여 수거량에 따른 

요 을 장에서 부과하고 작업자가 직  을 받

고 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액면계의 내부에 고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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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세척의 어려움으로 작업자가 육안으로 측정 

시 많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 한 차량으로 2개

소 이상의 주택을 상으로 연속 인 분뇨수거 작업 

시 각 주택별 수거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  

요 에 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사진 장소에서 작업 시 정확한 수  측정이 어

려우며, 수거량이 일정량을 넘게 되면 계산이 불가능

한 역이 있어서 작업자의 주 인 단에 따라서 

요 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자유량계

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유량계의 경우 분뇨

수거 시 공기가 같이 유입되어 측정이 부정확한 문제

이 발생한다. 한 질량측정의 경우 분뇨의 특징 상 

여러 가지 잡물 는 모래 등이 탱크로 유입되어 

정확하게 분뇨의 무게를 부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에 새롭게 연구된 

수 측정 센서와 제어회로를 용하여 분뇨의 부피를 

연산하 고, 언덕 등 각도에 따른 오차를 이고자 

좌, 우 각도센서를 이용하여 연산오차를 이는 연구

를 진행하 다. 한 분뇨탱크의 부피를 연산하기 

하여 장방형 타원체에 한 모의를 하 고[5], 실제 

탱크 부피의 오차를 보정하기 하여 퍼지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의된 값을 실제 탱크크기에 근사화하 다

[1][2][3][4]. 연산알고리즘을 토 로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을 하여 실측데이터와 비교실험을 통해 시스템

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Ⅱ. 수거량 계량 시스템

2-1. 분뇨수거량 계측  수거 시스템

수거량 측정  요 징수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

와 같다. 수  측정센서는 균등한 정 용량의 유지  

선형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수 측정센

서와 기울기센서는 앙처리연산장치에 무선통신

(WiFi)으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앙처리연산장치는 차량에 부착하는 형태와 작업원

이 휴 할 수 있는 형태의 두 가지로 개발되었으며  

작업자가 장상황에 알맞게 용이 가능토록 하 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시스템 구성은 탱크시뮬 이션 로그램  센서정

보를 이용하여 재 수거 인 분뇨량을 정확하게 연

산하는 앙처리 연산장치부  LED   린

터와 같은 출력부, 수 센서  각도센서와 같은 입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Fuzzy 알고리즘을 이용한 탱크 용량 모의

분뇨수집운반차량에 장착된 탱크는 장방형의 형태

이며 앞면과 뒷면은 볼록한 형태로 제작된다. 한 내

부의 압력을 유지하기 하여 탱크 내부에 보호지지

  후면의 액면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탱크의 내부용량을 모의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실측 탱크용량과 모의 데이터의 오

차를 퍼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선형  요소에 

한 보정에 련된 연구를 진행하 다.  

1) 탱크 시뮬 이션

장방형 원통 속에 담긴 액체의 부피는 그림 2와 같

다. 장방형 원통의 단면과 내부에 담긴 수면의 기울기

와 경사를 수식으로 표 하면 식 (1)과 같다. 






 

   

  

·························································· (1)

여기서, 

  : 원통 측면을 향한 좌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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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통 상측을 향한 좌표축

  : 원통 길이에 평행한 좌표축

  : 원통의 단면 에 나타난 수면의 기울기

  : 원통의 길이에 따른 수면의 기울기

  : 원통의 원 으로부터 측면까지의 길이

  : 원통의 원 으로부터 상면까지의 길이

  : 원통의 원 에서 측정한 수면의 높이

그림 2. 장방형 원통
Fig. 2 Rectangular cylinder

따라서 탱크 부피 는 식(2)와 같이 유도 된다.

  

   min    max  

 


maxsin

max
 minsin

min

 max   min  
max min 



···· (2)

그러나 탱크가 길이 방향으로 수평인 경우(  )나 

가득 담긴 부분(  )은 식 (3)과 같이 유도해야 한다.

 
   sin


 
 ×길이 ·········· (3)

탱크 끝부분의 장방형 원통의 , 후 구조물(장방

형 구)은 그림 3과 같으며 수면 경계 면을 갖는 부분

의 부피계산은 식 (4)와 같다.

그림 3. 장방형 구
Fig. 3 Rectangular sphere

 
      sin


 

    

·················································································· (4)

2) 탱크 실측 데이터

표 1은 7.5톤 탱크에 물을 200리터 단 로 흡입하

여 측정된 수 센서의 정 용량 값을 보이고 있다. 

표 1. 장방형 탱크의 실측 데이터
Table 1. Measurement data of rectangular tank

리터(L) 센서 정
용량(pF)

정 용량
증가값

1 0 124.4 -

2 200 134.4 10.0

3 400 151.1 16.7

4 600 165.2 14.1

5 800 177.4 12.2

6 1,000 189.0 11.6

7 1,200 199.2 10.2

실측된 정 용량의 증가되는 값은 형 인 장방형 

원통구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 퍼지알고리즘을 이용한 모의데이터 오차보정

실측한 탱크의 분뇨량은 정 용량 값을 수 로 환

산할 수 있다. 실측된 탱크를 상으로 모의데이터의 

수식을 학습하여 모의데이터를 실측데이터에 근사화 

시킬 수 있다.

그림 4. 퍼지알고리즘을 이용한 오차보정
Fig. 4 Error correction using fuzzy algorithm

  


   

 exp 
 





  
   

 exp 
 





························· (5)

여기서, Rule의 개수는 16로 지정하 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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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의 소속함수의 심값이며, 

은 정규 exp 소속

함수의 심값이다. 한 
은 exp 소속함수의 심

에서 넓이 값이다.

그림 5. 오차보정 결과
Fig. 5 Error correction result

그림 5는 모의된 탱크의 수식을 실측데이터와 유사

하도록 퍼지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이다. 

4) 탱크 액량 계산 로그램

본 논문에는 분뇨수집운반차량의 탱크를 모의할 수 

있는 로그램을 그림 6과 같이 개발하 다. 탱크의 

폭, 높이, 길이, 장방형 구의 길이를 입력하면 각도의 

정보와 함께 액량을 시뮬 이션한 결과를 출력한다.

그림 6. 부피계산 로그램
Fig. 6 Volume claculation program

2-2. 시스템 구성

1) 앙처리연산장치

차량 내부에 장착될 앙처리연산장치는 센서의 입

력으로 재 탱크내부의 액량 높이를 연산하고 연산

된 결과를 토 로 청소서비스요 을 산출할 수 있으

며 그 데이터를 LED 에 출력하여 소비자에게 

재 수거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 분뇨 수거완료 후 소비자에게 발 할 수증

을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6은 앙처리

연산장치의 화면이다. 앙처리연산장치는 사용자편리

성을 높이기 하여 터치방식의 입력을 사용하 다.

 

그림 7. 시스템 출력화면
Fig. 7 System output screen

분뇨수거  기존에 작업된 액량이 표시되고 있으

며  작업의 분뇨수거 완료 후 흡입된 액량을 계산

하여 결과화면에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작업종료 후 분뇨수집운반차량이 물재생

센터 분뇨처리장에서 계량한 액량과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시스템의 연산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8. 실측데이터와 연산결과 비교
Fig. 8 Comparison of measurement data and 

calculation data

연산결과 체 오차는 약 0.08% 이내이며 이 결과

는 본 연구에서 허용하는 오차범  내에 있다.

2) 무선통신을 이용한 앙처리연산장치

본 연구에서는 수 센서  센서회로를 새롭게 개

발하여 수입품을 체하는 효과를 얻었고, 앙처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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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치와의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발하

다. 그림 9는 개발된 무선통신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

이고 있다. 

그림 9. 무선통신 시스템 구성도
Fig. 9 Wireless system configuration

WiFi를 용하여 확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고, 

작업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 할 수 있도

록 개발하 다. 한 수 센서회로 부분의 연구에서 

센서에 합한 주 수 역  센세에 입출력 신호와 

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분뇨측정에 

합한 센서  회로를 개발하 다.

그림 10. 무선통신 시스템 사진
Fig. 10 Wireless system picture

그림 10은 기 무선통신이 가능한 32비트 콘트롤

러로 제작된 단말기를 보이고 있다. 향 후 본 단말기

는 스마트휴 폰에 응용 로그램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발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센서의 국산

화  하드웨어의 편리성이 높아져 생산단가가 렴

해질 수 있다. 그림 11은 개발된 센서에 입력  출

력 형을 측정하여 정확한 정 용량을 측정하는 실

험장면이다.

그림 11. 수 센서 출력 형
Fig. 11 Output waveform of level sensor

입력된 형과 센서에서 출력된 형의 상차이를 

비교하여 상차를 액량의 수 를 변환하여 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분뇨수거차량의 수거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질 인 민원사항인 요 징수방안을 개선하

고 차량운 자의 편리성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무선인터넷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

고, 최 화된 탱크용량 산정을 하여 퍼지알고리즘

을 용하여 수거량의 오차를 최소화하 다. 

이를 해 탱크의 높이를 측정하는 센서의 경우 분

뇨  타 이물질에도 정 용량 값이 변화가 없도록 

새로운 알고리즘을 용하여 정확한 높이의 측정이 

가능토록 하 고, 겨울 는 여름에 데이터 송에 오

차요소를 이기 하여 무선인터넷으로 센서와 로

세서간의 통신환경을 구축하 다. 

탱크의 정확한 용량산정을 하여 실제탱크의 외

요소를 이용한 모의 로그램을 개발하 고, 오차를 

이기 하여 퍼지알고리즘을 용하여 탱크모의 데

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성능 평가를 해 탱크에 정량 측정을 통하여 얻어

지는 높이 데이터와 모의 데이터와 퍼지알고리즘을 

용한 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의 정확

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결과가 용된 분뇨수거량 계측  수거시

스템이 보   운 되면 정확한 분뇨수거량의 측정

이 가능하며, 정확한 서비스 요 지불이 이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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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민원해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탱크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유조차  살수차 등 운반용 차량에 용

을 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어서 측정의 오차가 발생

하는 곳에 다양한 용이 가능한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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