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습지학회 제22권 제4호, 2020

1)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leehyung@kongju.ac.kr

∙ Seungjae Lee  Department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lsj3720@rafe.com)

∙ Minsu Jeon  Department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minsu91@kongju.ac.kr)

∙ Jungmin Lee  Department Construction Environment Research, Land & Housing Institute / Director (andrew4502@lh.or.kr)

∙ Lee-Hyung Kim  Department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leehyung@kongju.ac.kr)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ol. 22, No. 4, November 2020, pp. 312-320

ISSN 1229-6031 (Print) / ISSN 2384-0056 (Online)
DOI https://doi.org/10.17663/JWR.2020.22.4.312

LID 시설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활용 복합 센싱 적용기술 개발

이승재･전민수･이정민*･김이형✝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토지주택연구원 건설환경연구실

Development of Composite Sensing Technology Using Internet of Things 
(IoT) for LID Facility ManagementSeungjae Lee･Minsu Jeon･Jungmin Lee*･Lee-Hyung Kim†

Department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Construction Environment Research, Land & Housing Institute(Received : 20 October 2020, Revised : 12 November 2020, Accepted : 12 November 2020)

요 약

도시 환경문제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 저감을 위하여 자연적 물 순환 기능을 가진 다양한 LID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LID 시설의 과도한 침투와 증발산은 LID 내부 토양을 건조화시켜 식물과 미생물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환경저감 능력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는 LID 시설의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센서를 적용한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측정 가능한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적용 실험은 아크릴 상자에 형상화한 인공습지에서 수행되었다. 적용되는 
센서는 분산형으로 설치되는 LID를 고려하여 저비용으로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비교적 저렴하면서 상용화되어있는 아두이
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LID 시설의 현재 상태와 유지관리 및 이상기후 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적인 센서 측정 개발에 목표를 두었다. 센서는 풍향·풍속, 강우량,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온도·습도, 산성도,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의 수집, 전송 및 결과 확인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 장치, 저장 서
버 프로그램 및 PC와 모바일 활용 결과 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센서를 통해 얻은 측정값들은 Wifi 모듈을 통해 
관리 서버로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4개월간의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
과 LID 시설에 ICT 기술 적용의 안정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값은 LID 시설의 기능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저영향개발, 습지, 사물인터넷, 센싱, 실시간 모니터링, 유지관리 

Abstract

Various LIDs with natural water circulation function are applied to reduce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excessive Infiltration and evaporation of LID facilities dry the LID internal 
soil, thus reducing plant and microbial activity and reducing environmental re duction 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al-time measurement system with complex sensors to derive the management plan of LID facilities. 
The test of measurable sensors and Internet of Things (IoT) application was conducted in artificial wetlands shaped 
in acrylic boxes. The applied sensors were intended to be built at a low cost considering the distributed LID and were 
based on Arduino and Raspberry Pi, which are relatively inexpensive and commercialized. In addition, the goal was 
to develop complex sensor measurement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 f LID facilities and the effects of maintenance 
and abnormal weather conditions. Sensors are required to measure wind direction, wind speed, rainfall, carbon dioxide, 
Micro-dust, temperature and humidity, acidity, and location information in real time. Data collection devices, storage 
server programs, and operation programs for PC and mobile devices were developed to collect, transmit and check the 
results of measured data from applied sensors. The measurements obtained through each sensor are passed through the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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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은 그레이 인프라인 도로나 주

차장 등의 불투수 면적을 늘려 육상 및 수 생태계의 생물과 환

경에 다양한 위해를 주고 있다(Choi et al., 2016). 급격한 도

시건설 및 개발화는 유역의 불투수 지역을 증가시키며 강우 

시 유출계수의 증가를 유발한다(Kim et al., 2004). 도시화는 

불투수층의 증가를 의미하며 수리학적으로는 유출유량의 증

가, 첨두 유출량의 증가, 첨두유량 기간 증가. base flow 감소, 

sediment 부하량 변화, 홍수유발, 하천침식, 수로확장 및 수로

바닥의 변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Kim et al., 2006). 또한,  도

심지 온도 상승, 물 순환 왜곡, 지하수 부족, 하천의 건천화, 

도심지 홍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점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생태계, 수질 및 환경적인 영향까지도 미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한 잦은 국

지성 호우와 장시간 지속되는 폭우로 인해 농경지 피해, 산사

태, 침수 등과 같은 물리적인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물 순환 회복, 침투 및 증발산량 

증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과 그린 인프라 기법의 적용이 있

다. LID 기법이란 개발 전 자연이 가지고 있던 수문학적 기작

(침투, 저류, 증발산)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발 후 물 순환 

왜곡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기법을 말한다(MOE, 

2012; Maniquiz-Redillas et al., 2014). LID 기법의 주요 수

문학적 기작은 침투량, 저류량 및 증발산량을 늘려 지표유출 

수량을 개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적 기작으로는 물 순환 과정에서 토양, 미생물 및 식물의 

기능으로 오염물질의 흡착, 여과, 생물분해, 식물 흡입, 화학적 

분해 등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포함한다(Lee et al., 2014).  

현재 다양한 종류의 LID 기술이 신도시 개발에 많이 도입되

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LID 시설을 권고하는 제도 

및 조례가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환경부, LH공사, 국토부 

등은 아산탕정 신도시, 평택고덕 신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오창 및 전주(LID 시범 설치지역) 등과 같은 지역에 LID 시설

을 설치하며, 실제 도시개발 현장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Jeon et. al., 2018). 그 외 김포 한강 신도시, 수원 광교 신도

시,  외 물 순환 선도도시(대전. 광주, 울산, 안동, 김해) 등으

로 LID 시설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설계기

준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미흡한 방안과 대책으로 시공

과 유지관리에 있어 다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유입부와 유

출부의 구배를 역으로 반영하여 LID 시설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 시설의 기능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였다. LID 

시설의 침투능을 고려하지 않은 여재 선정 및 심도는 수목고

사, 침투율 저하, 배수 불량 등 문제를 유발했다. 이와 반대로 

LID 시설의 높은 투수량은 토양의 건조, 식물과 미생물의 활

동성 저하 및 여재 내부의 물리 화학적 기능까지 저하시켰다. 

이러한 원인으로 환경부는 LID 설계 시 구성요소(식물, 미생

물, 여재) 간의 생태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적 LID 설계를 요

구하고 있다. LID 시설은 고유의 물 순환 기능으로 발현하는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으로 수문학적 및 환경적 효과가 발현

되기에 LID 시설 내부의 지속적인 환경 유지가 필요하다. 특

히 미생물과 식물의 활동은 물 순환, 물질순환 및 에너지 흐름

에 필수적인 요인이기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측과 운영은 

LID 시설의 운영에서 중요한 인자이다. 그러나 LID 시설은 분

산형으로 다양한 공간에 적용되기에 저비용 센서 구축이 필요

하다. 특히 LID 시설의 내부 토양환경 및 외부 기상환경을 측

정할 수 있는 저비용 센서, 측정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시스템 

및 데이터 저장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LID 

시설의 기능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하여 LID 시설 

내·외부에 복합적인 센서를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

과는 LID 시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적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 도출 및 이상기후 영향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

발에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LID 시설에 적용 가능한 센서 분류 및 선정

현재 국내 LID 시설의 자동 모니터링 측정은 유량 및 수질 

관련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기와 토양 특성에 대한 

LID 시설 영향은 수행되지 않고 있다. LID 시설의 효과 평가

는 인력을 통한 수질 채수와 실험실 수질분석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며, LID 시설에 대한 효과 및 운영 능력 평가까지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된다. LID 기술의 주요 기작은 토양, 여재, 미

생물과 식물 상호간의 수문학적 및 환경학적기능이 포함되며, 

이 중에서 여재는 LID 시설에서의 토양 내 투수율과 저류율 

확보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Lee et al., 2016). 따라서 

LID 시설의 효율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유입·유출부에

서의 수질과 유량 평가뿐만 아니라 LID 내부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변화를 같이 측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또한, LID 

시설 내부에서의 처리 기작을 평가하기 위해 센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여 시설의 효율 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나 

LID 시설은 소규모 분산형 시설이기에 시설의 효율 측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센서 설치는 비경제적이며, 센서를 이

용한 측정 방법의 정보 부족 등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module to the management server and stored on the database server in real time. Analysis of the four-month measurement 
result values conducted in this study confirmed the stability and applicability of ICT technology application to LID facilities. 
Real-time measured values are found to be able to utilize big data to evaluate the functions of LID facilities and derive 
maintenance measures.

Key words : LID, Wetland, IoT, Sensoring, Real time Monitoring,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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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시설에 기능 유지와 시설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측정항목 선정과 실시간 측정 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Table 1과 같이 LID 시설에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는 유

량, 수질, 토양, 대기, 기상 등 많은 항목들의 계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LID 시설은 소규모 분산형 시설로서 시설의 효율 측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센서를 모든 시설에 적용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LID 시설 내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하

여 LID 시설의 기능 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센서 항목들은 Table 2와 같다. 식생 

및 미생물의 서식환경과 물리적 처리 기작으로 오염물질을 제

거하는 토양에 대한 센서와 식생과 토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대기 항목에 관련된 센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센

서 항목은 식생과 미생물 등의 서식환경으로 토양온도(Soil

Table 1. Measured parameters in LID

TYPE Measured Item

Flow rate Q

Water quality pH, DO, ORP, Turbidity, BOD, TN, TP

Soil pH, E.C, Temperature, Salinity

Weather
Temperature, Humidity, Rain fall,

Wind direction, Wind speed

Atmosphere  Micro-Dust, CO2

temperature), 토양습도(Soil moisture), 토양 pH를 선정하였

으며, 대기 항목과 기후 항목은 토양 표토나 식생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대기온도, 대기습도, 강우량, 미세먼지, 이산화

탄소 등을 선정하였다. 

2.2 Lab scale의 설계 및 운영

LID 시설에 복합적인 센싱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IoT 기

술을 활용해야 한다. IoT 기술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과 접

목되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 연결된 

사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K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한 Arduino와 Raspberry PI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장치 

개발 및 서버 구축을 하였다. IoT 기술 활용을 위해 다양한 보

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과 교육용으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Arduino와 Raspberry PI는 Odroid, Udoo, 

Cubieboard, Pcduino, 비글보드, 라떼판다 등의 보드 보다 가

격이 저렴하고 성능 면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Arduino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단

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와 관련 개발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Massimo et. al., 2018). Arduino Uno는 AVR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른 전자회로 기판들과의 결합을 용이하

게 해주는 부속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드에는 결전 진동자

(크리스털)가 내장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업로드를 용이하게 

Table 2. Types of Sensors

Division Item Product name Specifications

Sensor

Micro-Dust
PM2.5 GP2 Y1014

AU

Measured Item : PM 2.5, PM 10
Uart/9600Baud
Power : 5V

CO2 W183
Power: 5V
Analog, size: 32x42 mm

Temperature, Humidity DHT-22

Temperature range : -40∼80℃ 
Accuracy range : ±0.5℃
Humidity range : 0~100%
Accuracy range : ±2%

Wind Direction

BCRobotics WeatherMeter
Wind Direction : 16d
Tipping Bucket Rain Gauge
Dimensions: 28.5″× 8″

Wind Speed

Rainfall

GPS Xadow-GPS
Kinetis KL02
Power : 3.3∼6V

Soil Temperature

CS650

Range : -50∼70℃
Accuracy range : ±3% EC<10dS/m

Soil moisture
Range : 0∼100%
Accuracy range : ±1%

Soil pH SEN249
Range : 0∼10 pH
Temperature range : 5∼60℃
Accuracy range : 0.1 pH ±(25℃)

Data Collection
Raspberry Raspberry pi 3 B＋

CPU: Boardcom BCM2711
SoC 1.5GHz Quad-core 64bit
Ram : 4GB

Arduino Arduino UNO

DB MSSQL MSSQL server 2014

Operation Program PC, Mobile - C# 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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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부트로더가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미리 내장되어 있

다. 그러므로 Arduino는 스위치나 센서들로부터 값을 받아들

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제어함으로써 환

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제작할 수 있다(Yoo, 2018). 

Raspberry PI는 이더넷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

행하는 기능과 각종 센서를 연결하여 LID 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규모 조절장치이기 때문에 서

버 구축에 활용하였다. Lab scale 실험을 위해 기상 및 대기, 

환경 측정이 가능한 센서들을 추가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는 기상에서 활용되는 풍향·풍속, 강우량 측정 센서를 결합하

였으며 대기와 토양에서 활용되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온

도, 습도, 지온, 산성도, 함수량을 추가하였다. 위치 정보 모듈

을 연결하여 측정 위치를 알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데이터 수

집 장치와 데이터 저장 및 제공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 그리고 

PC와 모바일에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테스트를 위해 10가지 항목의 

센서를 결합하여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Arduino와 Raspberry PI를 이용하였으며 센서를 통해 계측

된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위하여 

Python을 통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Python은 웹 프로그

래밍과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높은 수준의 

내장된 데이터 구조와 동적 타이핑 및 동적 바인딩이 결합된 

동적 의미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또한 Python은 객체 지향적

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신속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적합

하기에 데이터 전송 소스로 활용하였다. 그 외 프로그램언어는 

컴파일 언어인 C, C++, JAVA와 인터프리터 언어인 Python, 

HTML, SQL, Javascript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센서 

데이터 수집 장치 DAQ), C#(PC용 사용자 프로그램), Type 

Script(모바일용 앱), JAVA(web server) 언어를 사용하여 구

축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센서 모듈의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수

집,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Data Collection과 데이터 수신 

및 저장, 검색을 담당하는 Data Management로 구분하였으

며, 데이터 계측 파트는 Raw Data 수집 기능 구현에 적합한 

C언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센서 모듈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하

고, 실시간으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여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입력 언어에 따른 구성은 Fig. 2와 같이 나타내

었다. 

Data Collection Subsystem은 수집된 데이터를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터를 정렬하고, 정렬된 데이터를 관리 시

스템의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Data Management 

Subsystem은 관리 서버, 사용자를 위한 PC 응용프로그램 및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다. 관리 서버는 Web으로의 확장성과 

DB 서버의 연동을 고려한 Web Server로 개발하였으며 수집

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검색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rduino와 

Raspberry PI를 통해 연결된 각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Fig. 1. Experimental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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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을 통하여 서버와 DB로 전달된 측정값은 PC와 모바

일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제적인 시스템 구

성을 Fig. 3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측정된 결과를 운영하는 프

로그램은 Fig. 4와 같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시스템운영을 통한 측정데이터 비교

LID 시설의 오염물질 제거 및 물 순환 효과는 식생, 미생물

과 토양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LID 시설의 기능은 내부의 복잡한 상호작용으

로 나타나기에 그동안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주기 및 방법 도

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 효율적 

LID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복합 센싱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하지만 Arduino와 

Raspberry PI는 슬롯의 정해진 개수와 적용 센서항목들의 제

한으로 인하여 필수 항목만 선정하여 측정하고 미계측 항목에 

대해서는 상관성 분석을 통한 예측을 해야 한다. 그만큼 센서

Data Collection Data Management

Data 
Measurement

(C)

Data 
Transfer
(Python)

Management
Server(JAVA)

PC APP(C#)
Mobile

APP
(Typescript)

Fig. 2. Programming Language Used.

Fig. 3.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Fig. 4. PC and Mobile screen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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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계측값은 실험실의 결과와 오차율이 적어야 정확하

게 LID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센서 

측정 결과에 대해 공증기관의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Lab scale

의 계측 및 운영을 통해 Fig. 5에서 Fig. 7과 같이 공증기관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증기관의 데이터는 기상청

에서 매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기상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테스트를 수행한 측정 위치에서 5km 떨어진 대전광역시 장동 

관측센터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평균 대기온도(Air 

temperature)는 20.7℃, 평균 대기습도(Air Humuidity) 70.6%, 

평균 강우량(Rainfall) 3mm로 계측되었다. 대기온도와 대기습

도, 강우량의 오차율은 2%∼4% 내ㆍ외로 정확도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일부 오차는 테스트 장소와 장동 관측소의 거리

와 관측기기의 설치위치, 지형 등 여러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증과 보증을 거쳐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

이 가능하다.

Fig. 8과 Fig. 9와 같이 대기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미세먼

지 그리고 토양에서 측정한 산성도, 함수량, 토양온도는 비교 

Fig. 5. Comparison of measured real-time and KMA data of air temperature.

Fig. 6. Comparison of measured real-time and KMA data of humidity.

Fig. 7. Comparison of measured real-time and KMA data of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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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없으므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자료를 통하여 시스템

의 안정성을 파악하였다. 대기와 토양에서 측정되는 자료는 

LID 시설 내부 미생물 성장, 식생의 활성도와 토양의 공극 막

힘 등을 규명할 수 있기에 효율적 LID 운영 및 유지관리를 가

능하게 한다. 

3.2 현장 적용성 검토  

본 연구를 통해 계측한 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공증기관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해

서는 센서의 정확도 및 오차율 뿐만 아니라 내구성, 전력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LID 시설은 강우 시 강우유

출 수를 원지반으로 침투하여 물 순환 회복을 도모하는 시설

이다. 일반적으로 강우 유출 수가 유입될 경우 식생과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만, 건기 시에는 빠른 침투로 인하여 

LID  내부토양의 건조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LID가 가진 빠른 

침투성으로 인한 내부 건조 현상에 대응하고 시설의 지속 가

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기 시와 강우 시 센서의 측정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하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기 시 및 강우 시에 LID 내부는 극한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기에 센서는 내구성이 높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

(a) CO2 (b) Micro-dust

Fig. 8.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a) Soil PH Data (b) Water content Data

(c) Soil Temperature Data

Fig. 9. Real-time data in soi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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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 Fig. 10과 같이 계측시간을 1시간당 1

회에서 1시간당 12회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센서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내구성 평가 결과 오차율은 2% 내ㆍ외

로 임의로 측정 간격을 변경하여도 센서의 작동이 원활한 것

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자료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자료가 제공

되며, 측정소가 넓게 분포되어 세밀한 데이터 계측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센서 시스템은 추가적 검증과 보

정 및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통해 실제 LID 시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기상 및 대기 측정 장비를 분리하여 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풍향·풍속, 강우량 등의 측정도 가능하기에 

필요시 별도의 기상관측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4. 결  론

도시환경문제 및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적 물 순환을 구축하는 소규모 분산형 LID 시설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LID 시설의 물 순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시설 내 식생 고사, 미생물 활동성 저하, 

막힘 현상 등으로 인한 시설 효율저하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

킨다. 그동안 LID 시설의 효율 평가는 유입부와 유출부에서의 

수질과 유량측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측정 자료가 실

시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LID 시설의 내부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LID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

부 및 외부 환경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Arduino와 Raspberry PI를 활용한 측정 시스템은 오픈

된 소스를 사용하기에 비교적 손쉽게 데이터 저장 및 향

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하여 유지가 용이하다. 

Python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분석 및 데이터 전송

이 가능하기에 대상 지역 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

축될 경우 미계측 항목에 대한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

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Lab scale 실험을 통해 도출된 자료와 기상청 자료의 평

균 오차율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

의 신뢰성이 높게 나타나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

었다. 또한, 1시간당 12회 이상의 짧은 데이터 측정 간격

에도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게 나타나 사용자에 목적에 

맞게 관측시간을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태양열

(Solar system)을 이용하는 전력 공급시스템은 소규모 분

산형으로 설치되는 LID 시설에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Arduino와 Raspberry PI

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보드의 CPU와 RAM 등 정해

진 성능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계측 항목에 대

한 센서의 제한이 있기에 모든 항목을 측정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각 오염물질 항목들 간의 상관성 연구

를 통하여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 후 미계측 항목에 대한 

높은 예측값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실

험실 분석결과와 센서를 통한 계측값에 대한 상관성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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