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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광대역 통합망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각종 센서 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하 폐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Smart Water Grid에서도 광대역 통합망 기반의 신기술

을 융합한 실용화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광대역망 관련 기술에서는 개별적이고 단일화된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있을 뿐 통합화 및 최적화에 대한 고려는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 폐수 처리시설에서 효과적인

광대역 통합망 구성을 위한 Wifi 및 Zigbee 스위칭 기반의 모뎀기술을 제안하였으며, 핵심기술을 토대로 판교 하 폐수 처리시

설에 관련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확인함으로써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1. 서론

최근 광대역 통합망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3G, 4G, LTE,

ZigBee, Wifi 등과 같은 통신기술을 이용한 센서들로 부터 상시 실시

간 자료 수집 및 이력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하 폐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Smart

Water Grid에서도 광대역 통합망 기반의 신기술을 융합한 하 폐수 처

리시설의 실용화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하 폐수 처리분야에

광대역 통합망 기술을 적용할 경우 관망감시, 원격검침, 수문관측, 하

폐수 관리 등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세계 주요업체에서는 IP 응용 서비스 및 보안기능이 포함된 미들웨어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광대역 망에서 개별적이고 단일

화된 네트워크 망을 구성하고 있을뿐 통합화 및 최적화에 대한 고려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통합망기술이나 스위칭기술의 응용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1][2].

따라서 하 폐수 처리시설 및 Smart Water Grid, 광대역 통합망관

련 세계 시장점유와 기술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통합망 구성

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 폐수 처리시설에서의 효과적인

광대역 통합망 구성을 위한 Wifi 및 Zigbee 스위칭 기반의 모뎀기술을

제안하고, 핵심기술을 토대로 하 폐수 처리시설에 관련 테스트 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 하 폐수 처리장의 광대역 통합망을 위한 스위칭 기술

전세계 인구의 34.7%가 물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50년에는

44.9%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UN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

로 수자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봄에는 가뭄의 지

속화로 안정적인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하 폐수 처리장을

포함한 수자원 처리시설에서부터 수자원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광대역 통

합망이다[3]. 광대역 통합망은 Wifi망을 통하여 구축이 가능하지만, 하

폐수 처리장에서의 일반적인 센서노드들은 Zigbee통신을 주로 이용

한다. Zigbee를 이용하여 센서노드를 구성할 경우 저소비 저전력, 저가

격과 손쉬운 설치, 유지보수의 용이, 호환성, 네트워크 구축의 용이성

등 다양한 장점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 폐수 처리

장에서 이용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으로써, Wifi 및 Zigbee통신을 이용

하고자 하며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형식에 따른Wifi

및 Zigbee 스위칭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스위칭을 위한 모뎀의 구

성도 및 데이터형식에 따른 프레임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Wifi 및 Zigbee 기반의 스위칭 기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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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및 Zigbee 스위칭 기반의 모뎀의 역할은 MCU에서 데이터의

유형을 감지하고, 초기 설정 및 토폴로지 세팅, 저용량 데이터(제어데

이터, 저용량 센서데이터 등)의 경우 저전력 고효율인 Zigbee기반의

통신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미지 및 영상데이터의 경우에는 Wifi기반

의 통신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스위칭 기술을 통

하여 최대 수십 Mbps급의 광대역 통신을 제공함과 동시에 Zigbee를

기반으로 경우에 따라 스위칭 되기때문에 저전력, 고효율운영이 가능

하다.

3. 광대역 통합망 구성을 위한 모뎀 기능 구현

본 논문에서는 하 폐수 처리장의 광대역 통합망 구성을 위한 Wifi

및 Zigbee 스위칭 기반의 모뎀구조를 제안 하고있으며, Wifi 및 Zigbee

통신 기반의 데이터 송, 수신 기능을 검증하고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

여 하 폐수 처리장에서 구현한 소프트웨어 및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광대역 통합망을 위한 모뎀기능 실험 구성도

하 폐수 처리장의 광대역 통합망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으로

Zigbee통신역할을 수행하는 Sensor Node와 Zigbee 및 Wifi에 대한

Modem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세서가 포함된 보드, Wifi기반으로 서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PC를 구성하였다. 하 폐수 처리장에 Test-bed

를 구축하여 테스팅을 진행하였으며 구성된 모듈 및 관련 하드웨어를

다음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하 폐수 처리장에서 광대역 통합망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순차적으로 Wifi 및 Zigbee 통신 모듈이 포함된 모뎀과 Zigbee 데

이터를 송 수신 할 수 있는 센서노드를 가정한 Zigbee 서버, 각종 네트

워크와 연동될 수 있는 Wifi기반의 서버를 확인 할 수 있다. 데이터 처

리 절차는 최초 Zigbee기능을 수행하는 Sensor Node에서 하이퍼터미

널을 이용하여, Zigbee 모뎀으로 센서데이터를 전송한다. 모뎀에는

Zigbee통신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구현을 통해서 시리얼매니저와,

Zigbee 데이터 수신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 데이터 관리 매니저가 구

성되어 있어 센서데이터 수신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

받고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한다. Wifi 통신을 위한 측면에서 스레드매

니저, 소켓 매니저, 데이터 스트리밍 매니저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TCP/IP 및 소켓통신을 이용하여 서버에 데이터가 전달된다. 소프트웨

어 개발은 Windows OS, C++언어, Visual Studio 2008 환경에서 진행

하였으며 시리얼 통신을 위하여 open API Serial Comm 클래스와 스

레드 구현을 위한 pThread를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에서는 데이터 송

수신 기능의 시험을 위한 데이터 전송용 하이퍼터미널 및 콘솔프로그

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광대역 통합망의 기능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이퍼터미널로 전송한 센싱 정보를 콘솔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원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하 폐수 처리장에서 광

대역 통합망 구성을 위한 모뎀기능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고 관련소프

트웨어를 구현함으로써 제안한 기술에 대한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하

폐수 처리장의 통신망을 개선할 수 있는 광대역 통합망 구성을 위한

기술로써, Wifi 및 Zigbee를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스위칭 할 수 있는

모뎀 기술을 제안하였다. 또한 하 폐수 처리장에서 제안한 기술의 핵

심기술 기반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구현을 통해서

통신기능을 검증함으로써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기능검증과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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