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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나 수질 TMS 등과 같은 수자원 보호에 대한 국가 관심도를 미루어 볼 때 

자동채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자동채수기를 개발하여, 외화낭비를 줄이고 동시에  

기능적 성능을 높이는 데 있다. 개발결과물들을 얻고자 몇 가지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측정용 유량센서, 

즉, Flow Meter를 자동채수기에 설치하여 연동 운영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했으며, 개발된 현장측정용 센서에서 송신

되는 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저장할 수 있는 원격 D/L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자동채수기를 실제 

하수처리장에 설치하여 운전해 보았고, 그 결과 현장적용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nsidering the water quality regulation of total emission system which is enforced with hydro TMS and so on operating 

currently, automatic water sampler must be necessary in the viewpoint of national interest for conservation of water resourc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e automatic water sampler for the purpose of decreasing spends on foreign currency which is 

relied on import from abroad and upgrading the functional efficiency simultaneously. We have made an effort for developing 

results as follows with some cases. First, flow meter with a sensor equiped into automatic water sampler for field measure-

ment which can perform linkage operation was developed. Second, remote-D/L system was developed which was able to mon-

itor and store some transmitted data from practical measurement sensor. Also, automatic water sampler was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at operates in a sewage treatment plant, and finally, we confirmed that our system is able to apply to the field well.

Keywords: water sampler, remote, TMS, mobile, water quality

1. 서    론
1)

자동시료채취기는 물 시료를 불연속 또는 연속적으로 채취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장치이다. 이는 하천이나 호소, 폐수배출업소 및 하․폐

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오염물질의 농도측정, 장기간 시료 채취를 통한 

분석, 우발적인 유출물등의 발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

료채취 및 보관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기술장치이다. 자동 시료채

취기의 보급은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하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전국 5000여 개소 중 약

10%)의 처리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1,2].

과거 20여 년 전 자동시료채취기가 국내에 처음 수입된 이후 매년 

꾸준히 수요가 증가되어 왔으나 국내 기술이 전무하여 독일(맥스), 일

본(호리바), 미국(카스)으로부터 한 대당 2∼3만 달러의 고가로 수입

되어 사용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환경시장의 성장 및 인식제고

로 인하여 국내 제품이 개발되었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그 수요가 크

† 교신저자 (e-mail: jykim4@korea.com)

게 증가하자 현재는 국내 3사에서 자동시료채취기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3,4].

자동채수를 법적제도화 한 국가로는 미국, 독일, 일본, 유럽 등이 있

으며 기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도 수질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해 

자동채수를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채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2004년 수행된 바 있다. 국내에 자동시료

채취기가 설치되어야 할 수질배출업소는 약 5000여 개소로 배출수량 

기준으로 1종에서 5종까지 나뉘어져 있다[5,6]. 

환경부에서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Metering System : 환경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

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 h 감시

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류수 수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공정의 정상처리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계측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유입수질변화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7,8].

수질오염 대상물질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는 환경측정기기 형식승

인 제도에 따라 운영 관리하고 있어 자동측정기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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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oal of Technology Development

List of comparison External product Domestic product

Situ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nations of current 

technology development
Germany (MAXX), U.S.A (CASS) exclusive localization (ENL.inc) 

situation of exclusive 

technology existence 
have an exclusive technology have an exclusive technology

Detail 

technology

price 20∼30 million won 20 million won below

use environment impossible use in winter possible use in winter

cold, hot available compressor type colding ± 2 ℃ thermoelectric element type ± 0.2 ℃

pump size to 6.5 m 8 m above

IT remote-control 

technology
none available of remote control and send data in real time by having exclusive technology

application of flow quantity existing existing

Figure 1. Integrated module with sensor attached type. 

Figure 2. Design of the printed circuit board.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의 성능기준에 따라 성능시험 및 현장 적용 

시험이 수반되어야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측정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체계 수립이 필요하고, 측정자료

의 성능기준을 정량화하기 위한 각 측정단계별 측정결과의 성능평가 

방법을 통한 기준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규제 

등의 수질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되려면 수질자동측정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항목별 성능시험 결과값 분

석을 통하여 현장측정용 유량센서 즉, Flow meter를 자동채수기에 설

치하여 연동운영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며, 현장측정용 센서에서 송

신되는 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저장할 수 있는 원격 D/L 시

스템 개발을 개발하여 성능기준 개선과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목표는 Table 1과 같다[9,10].

2. 실    험

2.1. 현장측정용 센서부착 자동채수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현장측정용 센서는 Flow meter를 사용하여 자

동채수기와 연동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Flow meter의 경우 관련시료

의 성상변화 및 유량변화에 따라 자동채수기의 작동여부, 채수량 증

감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입력한 후 자동 운영될 수 있는 기술을 

접목시켰으며, module은 Figure 1과 같다.

2.2. 원격 D/L 시스템 개발

원격 D/L 시스템 개발의 첫 단계는 현장에 설치된 센서부착 자동채

수기의 센서를 원격으로 구동/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우선하

며, 이후 센서에서 측정된 자료를 원격으로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D/L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타 전송된 자료를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의해 분석한 후 자동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로

도는 Figure 2와 같다.

2.3. 세부개발내용

고가의 자동제어 모터를 동일성능의 저가형 모델로 변경하여 솔레

노이드 밸브모듈을 저렴한 모터에 약간의 센서를 활용하여 자동시료

채취기에 시험 적용한 결과 충분한 성능을 발휘함에 따라 솔레노이드

밸브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료채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정확성과 재현성, 타시간대 

또는 타시료의 혼입에 대한 부분도 시료채취가 시작되어 자동제어시

스템 구동장치를 통해 주입에서부터 시료용기까지의 이동경로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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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 of Development Item

List of Development

Pump MASTER FLEX L/S7024-20, inside diameter 6.4 mm/outside diameter 11 mm tube

Height 5.0 m above (max 8.0 m below)

Velocity 200 mL/min (110∼700 mL/min)

Error ± 1%

Bottle 1 L poly-ethylene 24ea

Type Randomly selecting ponting water bottle, randomly selecting water sampling time

Cleaning Flow Path Eliminating polluted materials with watering before and after water sampling

Operation Methods Feedback program by controling sever or touch panel in main body

Power 220 VAC, 60 Hz, 600 W

Noise Max 50 dB (location of measurement : horizon distance 1 m, height 1.6 m)

Figure 3. Flow rate verification.

러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부유물질이 많은 시료의 채취에 있어서 솔

레노이드밸브 방식을 이용할 경우 코일에 의한 인력으로 시료의 흐름

을 조절하기 때문에 사이에 끼임이나 막힘이 자주 발생된다. 이러한 

솔레노이드밸브 방식을 볼밸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불순물이 채수라

인에 끼거나, 막힘으로 인한 우려를 없앨 수 있었다. 

또한, 솔레노이드 밸브의 사용에 따라 용량이 과다 산정된 Power 

Supply를 비롯하여 솔레노이드 밸브를 일일이 컨트롤 해주던 Relay가 

솔레노이드 밸브 모듈이 사라짐으로 해서 실제 25개 이상의 Relay, 저

항, 다이오드, LED 등의 부품쌍이 4∼5개의 쌍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졌으므로 Relay 등의 사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어 에너지 절감 및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었다 

현재 자동채수기의 사용에 있어 실제 8 m의 양정이 필요한 곳은 매

우 제한적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질TMS의 경우도 중간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자동시료채취기에서 필요한 펌프 양정은 1 m를 

넘지 않는다. 

자동시료채취기는 최대 한 시간에 1 L씩 24 h 채수할 수 있도록 기

기안에 24개의 채수병이 적용되어 있었다. 연구를 통한 개발사항은 

Table 2와 같다.

환경부고시 제2009-9호(2009. 02. 02)에 의해 저장온도의 기준이 4 

± 0.2 ℃에서 4 ± 1 ℃로 개정됨에 따라 기 개발된 반도체 열전소자 

냉장방식을 개정된 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 다른 냉장방식으로의 연

구가 가능하여 본 연구개발에서는 반도체 열전모듈을 대신할 수 있는 

Compressor 대체기술 및 저렴한 열전소자 대체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였으나, Compressor장착 후 테스트한 결과 저장온도 기준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에는 불안정함이 있어 기존 열전소자방식에서 불필요한 

용량을 낮추어 생산비용을 낮추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PCB수정 및 

전류와의 호환성 효율을 증대시켰다.

자동시료채취기가 설치되는 현장은 각 사업체의 폐수가 방류되는 

마지막 지점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자동시료채취기의 설치 자체가 어

려운 곳도 여러 곳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에 자동시료채

취기를 설치한다 해도 기준채수용량과는 매우 큰 오차의 채수량을 보

이는 경우가 많다. 사업체 현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경우 짧은 시

간에도 수질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동시료채취기의 채수량이 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자동시료채취

기시료와 Grab 시료채취간의 상대정확도 오차를 크게 하여 민, 관의 

신뢰도를 근원적으로 깨뜨리는 효과가 있다.

시료의 냉장을 위해서 열전 모듈을 적용하였다. 83 W 열전소자 

2개, 냉각핀, 냉각팬, 방열핀, 방열팬이 조립된 열전모듈 2개를 본체 

후면에 장착하여 무냉매 냉장방식으로 냉장온도를 4 ± 0.2 ℃를 유지

하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 배출부하량은 수동채취(Grab 

Sample)와 24 h 혼합시료(24-hour Composite Samples)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평균농도기준과 유량가중농도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는 오염물질의 총 배출부하량에 있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방류수 유량의 변화가 적은 탓도 있으나 24회의 많은 분석으로부

터 도출된 평균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현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료채

취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총 배출부하량 및 이를 평균

에 의한 총 배출부하량으로 나눈 오차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대로 

수동채수에 의한 오염물질의 총 배출부하량을 산정하는 것은 평균에 

의한 총 배출부하량과 비교할 때 BOD의 경우 -31.2%에서 32.7%를 

보였으며, COD의 경우 -15.6%에서 13.6%의 많은 오차율을 보였다. 

이는 비록 농도의 차이가 작다고는 하나 일일 배출되는 방류수량이 

크기 때문에 작은 농도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임을 보여준다. 즉 

하루 중 특정시간대에 채취된 시료 하나로 오염물질의 총 배출부하량

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

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본 연구에 적용된 하수처리장은 일일 배출량 

15000 톤 정도로 규모가 큰 일일 수십만 톤의 하수처리장을 예상한다

면 오차율은 같더라도 오염물질의 총 배출부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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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ad and Errors Test of a Grab Water Sample

Loads and Errors under a Grab Sampling

Time 

(h)

BOD load 

(kg/day)

COD load 

(kg/day)

(load-avg.)/avg. × 100

BOD errors COD errors

0:00 77.0 173.3 9.5 4.7 

1:00 74.3 156.0 5.7 -5.7 

2:00 74.8 160.1 6.4 -3.2 

3:00 86.8 162.4 23.5 -1.9 

4:00 75.6 142.7 7.6 -13.8 

5:00 53.6 154.1 -23.8 -6.9 

6:00 73.4 142.5 4.5 -13.9 

7:00 58.4 146.6 -16.9 -11.4 

8:00 61.0 162.7 -13.2 -1.7 

9:00 59.7 163.4 -15.1 -1.3 

10:00 70.4 174.7 0.2 5.6 

11:00 80.6 177.1 14.6 7.0 

12:00 85.1 185.3 21.1 12.0 

13:00 61.1 139.7 -13.1 -15.6 

14:00 48.4 147.9 -31.2 -10.6 

15:00 73.4 174.5 4.4 5.5 

16:00 78.9 177.8 12.2 7.5 

17:00 69.7 162.3 -0.9 -1.9 

18:00 69.5 175.0 -1.2 5.8 

19:00 83.1 175.0 18.2 5.8 

20:00 93.3 188.0 32.7 13.6 

21:00 63.6 184.4 -9.5 11.4 

22:00 61.2 178.5 -12.9 7.8 

23:00 54.3 167.5 -22.7 1.2 

∎ Total Flow = 15513.0 m
3
/day

∎ BOD average = 4.5 mg/L, COD average = 10.7 mg/L

∎ Total Load under BOD average = 70.3 kg/day

∎ Total Load under COD average = 165.5 kg/day

Table 4. Error Test of Water Sampling Guantity

NO
1st

(mL)

Error

(%)

2nd

(mL)

Error

(%)

3rd

(mL)

Error

(%)

Maximum 

gap

Error

(%)

1 990 -1.0 1000 0.0 1000 0.0 10 1.0 

2 1000 0.0 998 -0.2 990 -1.0 10 1.0 

3 1020 2.0 1010 1.0 1015 1.5 10 1.0 

4 1015 1.5 1010 1.0 1010 1.0 5 0.5  

5 1020 2.0 1010 1.0 1015 1.5 10 1.0 

6 1020 2.0 1010 1.0 1010 1.0 10 1.0 

7 1010 1.0 1005 0.5 1000 0.0 10 1.0 

8 1015 1.5 1010 1.0 1005 0.5 10 1.0 

9 1015 1.5 1010 1.0 1005 0.5 10 1.0 

10 1005 0.5 1005 0.5 1000 0.0 5 0.5  

Figure 4. Photo of automatic water sampler.

또한, 기존에 1일 1회의 순간채수방식에서 1일 24 h 연속방식을 선

택함으로써 시료의 대표성 및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민원제기 및 총량제 등의 수질관리 정책의 시행착오 내

제가능성을 해결하였다. 유량실험은 시간대별로 유량체크를 통하여 

자동채수기가 작동되고 있는 실제 하수처리장의 동 시간대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Figure 3과 같이 일평균 4% 이내의 오차율을 

보였다.

개발된 센서를 부착한 펌프의 시료 채취 시 정확성과 재현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실제 하수처리장의 폐수를 적용하여 1000 mL의 채취량 

설정에 따른 10개의 채수통에 따른 3회 실험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으며, 같은 채수병에서 최대 10 mL의 오차로 오차율 1%

이하의 결과가 나타났다. 채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경과 관의 길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펌프유량을 990 mL로 하고 유입되는 채취관의 관경

은 8 ϕ로 배출되는 관경은 6 ϕ, 4 ϕ, 관의길이는 32∼115 cm로 세팅하

여 분석한 결과 관경이 작을수록 오차율이 증가하였으나, 그 오차범

위는 Table 5와 같이 자동채수기 적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 부품,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여 현장적용이 가능한 

자동채수기를 제작한 실제모습은 Figure 4에 나타내었으며, 폭 550 mm, 

길이 722 mm, 높이 751 mm이고 총 무게는 75 kg이다. Figure 5는 

Flow meter와 D/L 시스템을 접목한 자동채수기가 하천에 적용된 모

식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해 하천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도 적

용하여 채수되는 상황 및 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및 개발을 통하여 제작한 자동채수기를 실제 하수

처리장에 적용하여 1일 시간대별로 24번 채취하여 6회 반복테스트를 

거쳐 COD, BOD, T-N, T-P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로 낮은 편차를 

보이며 다소 평행하게 나타나 Figure 6과 같이 나타났다.

4. 결    론

국외 자동채수기 및 국내제품의 문제점 및 원가절감을 위해 수질자

동측정기기의 항목별 성능 시험연구 및 개발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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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rror Test of Hose Diameter and Length

Separation Present Way Change 1 Change 2 Change 3 Change 4

Hose Diameter and Length

Influx 8 ϕ → Pump 8 ϕ → Pump 8 ϕ → Pump 8 ϕ → Pump 8 ϕ → Pump

Outflux1 6 ϕ (32 cm) 6 ϕ (32 cm) 8 ϕ (115 cm) 6 ϕ (115 cm) 4 ϕ (115 cm)

Outflux2 4 ϕ (80 cm) 4 ϕ (100 cm) - - -

water Sampling Quantity

(990 mL set-up)

1st 990 990 988 (985∼1000) 986 (985∼1000) 983 (980∼985)

2nd 990 990 988 986 983

3rd 990 990 988 986 983

4th 990 990 988 986 983

5th 990 990 988 986 983

Quantity Error (mL) 0 0 2 4 7

Error (%) 0 0 0.2 0.4 0.7 

Figure 5. Application flowchart of the automatic water sampler. 

 

 

Figure 6. Site test of automatic water sampler.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시료주입라인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27개의 

다중 솔레노이드 밸브사용 대신 2개의 솔레노이드 밸브와 함께 저양

정 펌프로써 가변적 적용하여 Power Supply의 과도한 용량과 Relay의 

개수를 축소 할 수 있었으며, 소요되는 밸브와 전력의 감소로 인하여 

약 28%의 에너지절감 및 원가절감 효과를 보였다.

2) 개발제품을 FRP 및 신소재 금형으로 제작하여 단열성능의 향상 

및 금속재질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채수병 제품의 경량화 및 기

존에 동일한 크기의 1 L형 24병으로 시간당 채수 방식으로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4 L × 6, 6 L × 4, 12 L × 2개의 용량으로도 채수가 

가능하게 하여, 채수해야 하는 양의 변동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대

처할 수 있었다. 특히 한 통에 시간을 달리하여 채수하는 composite 

sampling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

의 업그레이드도 요구된다. 

3) 자동채수기의 냉장방식에 있어 고가의 열전소자 부품을 사용하여 

4 ± 0.2 ℃의 법적규제를 만족하였으나, 반도체 열전모듈 대체품으로 

초소형 Compressor를 통하여 2009년에 새로 제정된 법규인 4 ± 1.0 ℃

에 대한 규제만족 및 원가 절감의 효과까지 나타냈다.

4) 현장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채수방식에 적합한 오차보완을 위한 

분배기 설치, 기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원격제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로 신뢰도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센서 부착형 자동채수기 기술은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신설, 하

수처리장 운영관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중․소규모폐수 처리시

설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건설에 따른 기초조사, 수질총량관리 및 각

종연구사업 등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책 

입안시 예상했던 여러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T기술접목의 가능성은 향후 각종센

서와 연계하여 수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질TMS (원격측

정시스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기술로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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