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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국내에는 2000년대 들어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축

산업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왔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효과적

인 방역작업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

히 심각하다. 방역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

차량의 위치별 살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 구성을 위해 자

동으로 방역작업이력을 기록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방역작업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정확히 수행됐는지 여부를 기

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방역차량에서 사용이 가능한 저가형 방역작업이력 기록 및 모니터링 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방역차량 약액통의 수위를 계측하는 센서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이를 

이용한 저가형 이력측정 및 기록장치 개발로 구분된다. 임베디드 컴퓨터

와 저가형 GPS, 두 종류의 수위레벨센서를 이용해 하드웨어를 구성하여 

방역차량의 위치정보와 약제 살포량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를 

처리,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수집된 

정보들은 차량위치, 위치별 평균살포량, 총 살포량 등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 정보들은 관리자의 편의

를 위해 csv확장자파일과 지도표시를 위한 xml파일로 usb메모리, 웹서

버경로에 저장되며 웹서버를 통해 요청이 들어오면 구글맵 상에 방역작

업 정보가 표시되어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호처리를 위

해 디지털 칼만필터와 댐퍼를 개발했다.

 제품을 평가한 결과 작업이력의 측정빈도는 5초당 1회가 적당하였으며 

위치 정보는  산지와 시내에서 3~6m의 위치 오차를 보였고 수위 센서 

시스템은 이동작업 중 필터링없이 R²은 0.9757, 0.9825였으나 칼만필

터와 댐퍼를 사용한 경우 R²은 0.9974, 0.9973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간격을 3초로 늘리면 R²은 

0.9985, 0.9981로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진동이 발생하는 비포장도로환경에서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센서시스템과 방역작업 이력을 지도에 표시하

고 작업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역작업이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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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역시스템 점검 및 문제점 평가, 관리 등에 사용되어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을 개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제에 사용될 수 있다.

----------------------------------------

주요어 : 방역이력관리(Disinfection Work History management), 

수위레벨센서(Liquid level sensor),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칼만필터(Kalman filter), 댐퍼(Damper)

학번 : 2013-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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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축산업 분야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다. 정부의 AI

백서, 구제역 백서(2016)에 의하면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수

천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효과적인 방역작업을 위해 방역관련 연구들을 진

행하고 방역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KAHIS), 축산차량등록제 등을 실

시하여 여러 선진국들처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방역체계를 갖추고 가축의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했

다. 그러나 인력부족, 정확한 지침부재, 비효율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시

스템의 부재 등의 이유로 가축전염병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방역작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역작업이 정확한 시간, 장소에서 

가이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및 기술들이 개발되어있지 않고 위

치별 약제 살포량 등의 핵심적인 정보도 수집하지 않고 있다. 

 농업작업에 사용한 기계, 약품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면 각 위치

에서 행해진 농작업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투입되는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환경보호와 식품 안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국외 여러 농업선

진국에서는 농업분야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작업정보를 위치정보와 통합하여 기

록, 저장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관련 시스템과 서비스들을 운영 중이

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들은 농업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방역과 

그 외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에서는 방역 관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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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여러 연구, 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

역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작업이력을 기록하는 연구, 기술이 부재한 상황

이다. 만일 농업작업 이력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방역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관련분야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자동으로 농업작업이력을 기록, 저장할 수 있

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1.2.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GPS와 센서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역차량에 부착하여 세부적인 방역작업이력을 기록하고 모니터

링할 수 있는 저가형 방역작업이력 기록 및 모니터링 장비를 개발하려고 

한다. 현재 방역시스템과 방역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개발을 위해 

연구의 제한조건을 분석하고 제한조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연구항목과 

목적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방역차량에 부착하여 GPS를 통한 위치정보 및 방역 작업정보를 수

집, 저장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구성한다.

 2) 약제살포량 계측을 위한 센서를 선정하고 calibration한다.

 3) 방역차량의 위치정보와 약제 살포량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4) 개발한 장비를 기존의 방역차량에 탑재하여 실제 방역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정확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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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배경과 과거의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들의 근거가 되는 선행연구와 여러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방역시스템과 연관된 연구이므로 가장 먼저 방역작업의 특성을 확인한

다. 국내 방역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방역시스템 관련연구를 확인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러 농업선진국들의 방역시스템과 관련연구

를 통해 특징과 시사점을 알아본다. 해외에서 선행된 농업작업 이력관리

와 연관된 서비스와 연구들을 알아보고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

들과 본 연구와의 차이를 검토한다. 이후 연구내용과 연관된 수위측정 

및 모니터링 연구, 약제살포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유체의 슬로싱현상 

억제를 위한 연구들을 확인하여 본 연구가 갖는 차이점과 참고할 사항들

을 확인한다. Google map의 위치정확성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해 방역

작업이력을 지도상에 표시할 때 위치정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

인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이해를 돕는다. 

2.1. 방역작업의 특성

 방역작업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방역 대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미생

물을 죽이는 것이 목표로 분무기를 이용해 축사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뿌린다. 이때 양이 너무 많으면 축사환경과 가축에게 피해가 

가고 양이 너무 적으면 소독효과가 없다. 약제를 중복적으로 뿌리면 약

제끼리 중화되어 효과가 없어진다. 약제 살포 후에도 약이 마르기 전에

는 충분한 소독효과가 없고 가축에게 피해가 간다(김재홍, 2000). 따라

서 단위면적당 정해진 균등 살포량과 살포시간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그

러나 방역작업이력을 기록하는데 있어 균등 살포여부나 단위면적당 살포

량이 자동으로 측정되어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차량이 아닌 살

포대상에서 측정되어야 하는데, 차량은 이동하고 있고 대상체인 축사는 

고정되어 있어서 비접촉 방식으로 살포의 균등도나 단위면적당 살포량을 

계측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기술은 아직 개발되어있지 않다. 

 방역작업은 단계별로 보면 소독제 충진작업, 방역지역으로 이동,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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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수행, 방역지역으로부터 복귀하는 단계를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하

게 된다. 소독제 충진작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독제의 희석단계(약

품회사에서 판매되는 원제를 적당한 비율로 물을 이용하여 희석)와 방역

차량 약탱크에 희석된 소독제를 탑재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방역작업은 작업환경에 따라서 방역차량 약탱크에 물을 충진하고 적정 

비율로 소독제를 투입하는 방식과 미리 소독제를 희석한 뒤에 희석액을 

방역차량 약탱크에 충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역작업을 수

행하면 약탱크의 잔류 약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방역작업의 실시 여부는 

방역지역 내에서 약탱크의 잔류 약량을 감지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 동안 살포량을 구하면 시간당 살포율을 구할 수 있다. 

2.2.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2.2.1. 해외 디지털 가축방역시스템

 EU의 여러 전통적 가축 방역관련 선진국들과 미국, 캐나다 등 가축산

업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가축의 이동과 개체관리, 질병예

찰 및 관리, 방역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ICT 기반의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방역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을 연계하여 질

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칠레는 양계의 경우 닭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시스템 

정립 및 정기적인 매뉴얼 발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력추적 시스템

은 농가등록, 가축신고, 인식표 부착, 이동 이력 신고 등 4개의 큰 구성

되어 있다.

 덴마크는 이미 1895년부터 유우에 대한 기록을 실시하였고, 돼지에 있

어서는 1992년부터 개체식별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중앙전산

망(CHR)에 모든 돼지가 등록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전 가축에 대한 생산

이력시스템의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였다. 전국 범위의 

GIS(1:5000)가 2000년대 초 이미 구축되어있어 MAP info, GI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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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의 농가 및 이동 기록 D/B를 연계, 분석하여 2002년 닭에서 뉴캣

슬병 발생시 실제 역학조사 및 방역업무에 활용했다. 농장정보와 개체정

보 등의 기본정보는 민간DB에서 수집하고 국가DB에서는 필요정보를 연

계하여 가져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개체등록을 의무화하여 시스템

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체이동시 이동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는 감

독을 위한 SVIKO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양계의 경우 생산자들은 

사료 공급 단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 걸쳐 완전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갖

추도록 하였다. 

 벨기에는 (주)Intergraph와 공동으로 ‘SANIGIS(1:1000 축척)’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SANITEL(전산등록) 시스템 기반에서 구동되며, 

수치지도상에 농가 위치 표시 및 방역대를 설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활

용한다. 메뉴방식,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SANITEL은 지역중심, 컴퓨터 네트워크, 수의검사관에 의한 관리가 기

본운영 원리이다. 소(1992), 양돈(1995), 양, 사슴(1996), 조류

(1999), 수산(2010) 가축의 이동, 질병목록, 항생제, 호르몬, 백신프로

그램 등 종합적인 정보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농가 및 축

산관련 종사자가 법적으로 가축이동 정보 및 항생제 잔류검사, 치료내

역, 위생, 질병내역 등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고하여 가축의 안전성

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ANITEL에 미등록 시에는 출하 및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SANITEL은 48시간 이내에 갱신된다. 

 독일의 Hi-Tier는 인터넷기반의 가축등록확인 데이터베이스로 1999

년에 구축되었으며, 이표에 의해 식별된 개체별 정보를 기본으로 가축 

이동정보 및 상세정보(출생일, 특정질병이력, 모체확인 등)를 관리하고 

있다. 웹기반으로 모든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속이 가능하며, 중앙 DB

는 뮌헨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유권은 각 주가 보유하고 있다. 조류를 제

외한 소, 돼지, 양, 염소의 개체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TSN은 조류, 말 

등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음) 향 후 조직검사 정보도 개체정보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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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리할 예정에 있다(Hong, 2009).

 영국은 축척률 1:1000으로 구축된 GIS에 Arcview, Arc SDS 및 소 

개체 추적시스템을 농가 속성 정보 DB와 연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질병 상태를 분석하고 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구제역 확산모델

링 시스템은 뉴질랜드의 EPIMAN 시스템을 변형하여 사용 중이다. 소

추적시스템(Cattle Tracing System; CTS)를 1998년부터 운영하기 시

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영국소 이동서비스(British Cattle Movement 

Service; BCMS)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CTS는 소의 개체식별 및 이동

정보를 전산화하여 모든 개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EU는 지난 2006년 가축 개체인식 및 추적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다. 

EU국가 간의 질병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공동으로 EU기준을 제

정하고 있다. 또한,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EU기준을 자국 내에 적용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치로 설정하여 EU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동물질병통지시스템(ADNS)와 무역제어 전문가시스템

(TRACES)을 가입국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물 전염병정보를 등록

하고 문서화하여 발생시 상세정보를 알려주고 EU국가와 사업자들의 네

트워크가 되어준다. 

 미국은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에서 가축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NAHMS)과 보고시스템(NAHRS)을 운영하면서 가축질병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체간의 전염병이나 이동내역을 모니터링 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D/B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 정보 공유를 

통한 전염병확산방지 구조이다. 국가가축식별시스템(NAIS)은 문제가 된 

가축의 이동경로 등을 48시간 이내에 추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가축개

체식별, 자료관리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합한 국가가축식별시

스템이다. 국가동물건강감시시스템은 연방 및 주 정부 기관들에서 수행

하는 동물건강모니터링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국가 동물식별

시스템은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질병동물을 식별하고 동물이동을 추적하

여 질병의 진원파악과 확산방지에 이용된다. 국가 동물건강 모니터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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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미국 전역의 가축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통합된 가

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스템이다. 국가 동물보건 감시시스템

(NAHSS)은 외국의 질병 및 신흥 질병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조사하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의 질병 통제 및 박멸 프로그램

에 대한 감시를 평가하고 강화한다. 적시에 정확한 동물 건강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캐나다는 소 및 양의 경우 2000년 4월 개체식별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에 대해 정한 가축위생 규칙(Canada's Health of Animals 

Requlations)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가 의무화되고 2002년 7월 완전히 

실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2002년 1월 농무성(MAPA)에서 Sisbov(Sistema 

Brasileiro de Identificaro eCertificaro de Origem Bovina e 

Bubalina)시스템을 도입하여 소 및 쇠고기를 관리하고 있다.

 호주는 호주 내 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는 국가동물 건강정보시스템(NAHIS)와 국가가축개체식별시스템(NLIS

울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동정보 관리와 추적에 활용하여 정보의 이동

과공유가 신속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NLIS는 육우 생산 농가로

부터 가축 판매업자, 가축 시장, 비육농장, 가공장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

을 심사하여 「EU수출 농장·시설」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EU 

전용의 폐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등록 육우의 판매, 이동 등의 정

보를 모두 데이타베이스에 입력한다. 

 가축질병위험평가프로그램(Production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ogram, PADRAP)은 북미지역 돼지산업이 질병으로부

터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질병의 위험

을 측정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조사,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성적 보고서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PADRAP의 체

크리스트를 완성한 생산자들은 특정 무리 단위로 중요도 순의 농장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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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분석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중요도 우선순위의 제공은 농장주가 제

한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

다. 농장주는 체크리스트 입력시 차단방역 표준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추천 조치사항에 따라 최적의 조치를 취하게 된

다. 장기적인 차단방역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체크리스트를 갱

신하여 특정무리단위의 평가점수를 비교하고 농장 전체의 차단방역 프로

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 

 일본의 가축방역지도는 이상가축 발견 시 신속하게 해당 농장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출력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정성 

검사지역, 이동제한구역, 반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동시에 지역 내의 가

축 사욕농장이나 매몰지, 집회장, 소독 포인트 등을 나열하고 제한발령 

공문발행의 위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다. 위성사진과 GIS데

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내 농장의 위치와 농장의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과거의 질병발생데이터에 대한 복기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질

병발생지점으로부터의 반경 5,10km 지점의 설정과 해당지역에 대한 방

역프로그램 적용도 가능하다(Ezfarm, 2014).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개체 및 농장관리 프로그

램보다는 농가가 보유한 컴퓨터에 설치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차원에서 제정한 국가가축개체식

별체계에 따른 이표 또는 전자칩을 그대로 사용하고 관련 제공서비스 등

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 이러한 개체 및 농장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 차원의 예찰방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IS, 

1998). 또한 대부분의 가축질병 방역은 국가 상위기관에서 담당하며 농

업관련 부서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염병 유입 방지 체계의 

경우, 해외 전염병의 사전유입 방지 및 가축질병검사정보의 확보․수집, 

관리를 위한 사전정보체계가 정립되어있어 전염병 유입 방지체계 구성․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유럽국가들의 경우, 개발 규모 및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접경지역의 농장을 지도위에 표시하여 방역대식별, 역학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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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소독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2.2.2. 국내 디지털 가축방역시스템

2.2.2.1.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는 검역원 및 관련 기관의 가축방역관

련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 대응 및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질병 발생 및 진단, 

역학조사 등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질병 발생지역 투입 전, 정보

시스템을 통한 사전 정보(농장정보, 사육규모, 과거 질병이력, 예방접종

이력, 예찰이력 등)조회, 방역대별 농장수 파악, 차량 GPS를 통한 농장

방문정보 자동 수집 등이 가능해졌다. KAHIS는 백신 관리, 예방, 예찰 

실적 관리, 진단 결과, 질병발생시 통제 기능과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를 위한 사후관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병발생원인, 확산가능성 등

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가 질병이 발생한 외국

에 갔다 올 경우 국내로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소독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AHIS의 구

성도는 Fig. 1과 같다. 

Fig. 1 Architecture of KAHIS 

 위 Fig. 1에서 보이듯이 KAHIS를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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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을 수집하여 저장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소, 돼지 등의 이력관리대상 

가축에 대해 농장식별번호, 개체식별번호 등을 부여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출생, 폐사, 양도, 양수, 이동, 수입, 수출의 경우

도 일일이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실시하여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 또는 이동경로정보를 수

집 및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가축방역관

리체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2.2.2. 문제점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는 인력부족, 정

확한 방역가이드 부재, 방역관련 데이터 수집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등이 있다. 

1) 정확한 살포량 기준이 없다. 소독약의 종류 및 농도, 축산농가의 면

적, 가축의 전염병 발생정도에 따라 적정살포량이 다르지만 전염병 발

생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젖도록’ 안내

하고 있다. 수의과학검역정보(Kim, 2000)에 의하면 액체 소독약의 살

포량은 희석액을 철제나 플라스틱 등 매끄러운 비 침투성 표면에는 1

㎡당 약 100ml(평당 약 330ml) 살포하며 콘크리트나 목재와 같은 침

투성 표면은 1㎡당 약 200∼300ml의 소독제를 살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현 시점에 맞지 않고 정확한 가이드가 없다보니 작업자마

다 살포량이 다르며 방역작업을 정확히 수행했는지 알 수 없고 방역효

과를 검증하기도 어렵다. 

2) 방역정보의 관리 및 통계자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방역정보 데이터베이스, 농가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통합 

및 연계성이 떨어진다. KAHIS의 방역관련 정보는 지자체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에 의하면 

KAHIS의 정확도와 현행화가 미흡하고 데이터갱신속도가 느려 활용이 

제한적이다. 축산등록차량에 GPS단말기를 설치시, 차량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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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운행경로 등의 이동정보, 약제살포량, 살포위치 등의 작업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방역작업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다. 

3) 방역작업에 대한 기록은 방역작업자와 개별농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작업자와 농가에게 가축방

역차량 운행일지와 가축방역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가축방역차량

운행일지는 방역작업 및 예찰에 대한 기록으로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

리와 방역차량의 운행방침을 명시해놓았다. 농가명, 축종, 사육두수, 

소독기록, 운행상황, 운행 거리 등을 기록한다. 가축방역일지는 농가의 

사육두수, 거래내역, 출입자, 출입차량기록, 소독과 예방접종 등을 농

가에서 직접 작성하는 일지를 말한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일

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의 양과 정확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Lee et al.(2011), Shin et al.(2015)은 방역차

량의 이동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속도, 경로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고 지도에 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나 구체적인 약제 살포량 정보

는 방역작업시 실시간으로 수집되지 않고 방역업체의 작업일지를 이용

하여 소독, 방역 등의 작업종류와 날짜, 시간, 장소를 기록한다.

2.3. 해외의 농업작업이력관리 시스템

 국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농업관련 작업정보를 위치정보와 통합하여 기

록, 저장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관련 시스템과 서비스들을 운영 중이

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술들은 생산성 향상, 투입비용과 노동력 절감효

과가 있으며 농업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방역과 그 외의 다른 분야

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농업작업이력을 기록,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시스템들을 Appendix 1에 첨부했다.

 Stockbridge Technology centre에서는 자동 토양모니터링 기술을 기

반으로 비료살포량을 조절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토양 데이터, 위성 

데이터, RTK-GPS 자동 조향 장치 및 새로운 토양 센서를 포함한 다양

한 도구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가스의 수준을 낮추고 영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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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비료를 자동으로 살포한다.  

 Farmlog 에서는 자동 기록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저장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다. FarmLogs에서 

개발한 geofenc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작업이 수행되고 있

는지 감지한다. 이것은 농장에 GPS울타리를 설정하여 이 울타리 안에 

사용자가 드나드는 것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모바일 앱은 필드에 언제 

들어 왔는지 자동으로 인식하고 정보 수집을 시작하여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지능적으로 결정한다. Android 또는 iOS 장비에 FarmLogs 모

바일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Ipema et al.(2012)은 네덜란드 스마트 낙농업에서 농장 및 소의 데

이터 기록, 저장 및 분석을 위한 ICT접목 센서 기술 및 의사결정지원 

모델을 소개했다. Any-Sense-Connect 플랫폼을 인터넷을 통해 센서 

및 기타 ‘관찰자’의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요청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사용하였고 HTTP 

REST 인터페이스를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서 모바일 장치, 웹 사이트, 

제어실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는데 사용했다. 농장과 암소데이터

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에 접

근할 수 있다.

2.4. 수위측정 및 모니터링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자동으로 수위레벨을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센서시스템

과 측정된 정보를 가공하여 지도상에 표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

를 개발하고자 한다. 수위레벨센서를 이용해 유체의 흐름, 양 등을 자동

으로 측정, 기록한 뒤 모니터링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Terzic et al.(2009)은 자동차 연료탱크의 유체레벨을 정확히 결정하

기위해 단일튜브 capacitive센서를 사용한 측정시스템을 개발했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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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은 다양한 슬로시(slosh)주파수와 연료량으로 기록되었고 세 가지 

신경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훈련하는데 사용했다. 하나의 정적 신경 네트

워크 토폴로지(Feed-forward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와 

두 개의 동적 신경 네트워크 토폴로지(Distributed Time Delay Neural 

Network 및 NARX Neural Network)를 조사했다. 동적 신경네트워크

토폴로지 중 DTDNN 사용시 8.7%의 오류, NARX 사용시 2.6% 오류, 

정적 신경네트워크토폴로지 사용시 0.11%의 오류가 발생했다. 

 Terzic et al.(2010)은 동적 환경에서 유체 레벨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유체 레벨 측정시스템을 제안했다. 측정시스템은 단일 초음파 센서

와 SVM(Support Vector Machine)기반의 신호 처리 및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차량의 연료 탱크에서 실험했다. 이동 차량의 탱크의 슬

로싱 효과로 인한 측정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Radial Basis 

Function(RBF)을 사용한 SVM 분류 방법을 이용했다. 이동 평균, 이동 

중앙 및 wavelet필터를 적용한 SVM 모델의 성능을 분석했다. 미분된 

신호는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되어 입력 형상의 크기를 줄인다. 5L ~ 

50L의 다양한 연료 용량에서 정상 주행 조건에서 실제 차량에 대해 현

장 시험을 수행했고 단순한 평활화 방법들을 사용한 측정결과보다 정확

했고 이동중앙필터와 RBF커널을 이용한 SVM모델이 가장 정확한 결과

를 보였다. 

 Zhang et al.(2010)은 CORS(Continuous operational reference 

system),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PRS(General packet 

rado service),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후처리 플랫폼을 기

반으로 하는 모바일 수위 측정을 위한 다중 센서 통합 동적 시스템을 제

시하고 설계했다. 위치 추적을 위한 GPS CORS system, 실시간 3차원

좌표를 얻기 위한 GPS CORS receiver와 통제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GPRS, 위치데이터 처리 및 전송과 GPRS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PDA,  

information monitoring center (control center) platform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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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어센터는 GPS수신기의 샘플링 간격과 GPRS 데이터 전송빈도를 

설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드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수신한다. 필드 위

치, 수위 등의 정보는 제어센터와 필드사이의 동의된 Internet 

Protocol(IP)에 의해 얻어진다. 데이터 처리 순서는 먼저 위치정보가 실

시간으로 표시된 뒤 IP에 따라 각 지점에서 수신된 위치지정스트링을 

판독하여 위치관련 정보가 표시된다. 모바일 수위측정 정보를 GIS river 

map 상에 디스플레이한 뒤 수위 곡선을 표시한다. 강물의 특정위치에서

의 수위 변화를 자동으로 그릴 수 있고 그 변경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든 정보가 관리되며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를 table형태로 이루어진다. Fig. 2에 구현된 모습이 나타나있다. 

Fig. 2 The command center display and management system

 Fisher et al.(2013)은 수위레벨 자동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평가했다. evaporation연구와 irrigation스케줄링에 사용된 

evaporation pan의 수위를 모니터했다. 시스템은 초음파센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 데이터 로거, 온도센서로 구성되는데, 초음파센서로 거리

를 측정하고 온도센서는 공기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에 따른 소리의 속도

변화를 보상하여 초음파센서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공장 온도 보정을 

사용하여 공기 온도 값이 결정된다. 초음파 센서에서 1시간동안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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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이루어지면 각 측정에 대해 트리거 신호가 전송되고 마이크로 컨

트롤러의 내부 타이머가 시작되어 에코 신호가 반환되는 시간이 측정된

다. 10개의 판독값을 평균내고 평균 온도와 에코 리턴 시간은 초음파 

펄스가 영향을 받는 표면과 센서 사이의 소리 속도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수위는 수동으로 측정한 값과 유사하게 측정되었

고(R²>0.98) 가격은 US $85였다.

 Maqbool et al.(2013)은 도전성 센서, Zigbee(XBEE 802.15.4) 및 

74HC14 인버터를 사용하여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펌프를 제어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 오버헤드탱크의 수위가 미리 고정된 낮은 수준(on point) 

아래로 떨어지면 모터가 켜지고 수위가 미리 고정된 높은 수준(off 

point)까지 상승하면 모터가 꺼진다. 전도 센서 기반 수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무선 센서네트워크(ERPWS)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

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소개한다. ERPWS는 네트워크상 전송되는 패킷

의 수를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됐다. 센서는 항상 물 표

면에 있고 비와 같은 악조건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 다섯 핀

(P1,2,3,4,5)으로 구성된 수조 센서를 탱크에 설치했고 P1에 +5V가 주

어지며 물에 닿으면 다른 전선들과 연결된다. P2는 1차 최고 수위를 감

지하고, P3은 2번째를 감지하고 P4는 3번째 수위 감지하고 P5은 가장 

높은 수위를 감지한다. 이 데이터는 Xbee를 통해 PC로 전송되어 필요

한 조치(ON/OFF워터펌프)를 수행한다. 동시에 시스템에 입력된 번호로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수 있다. 또한 수면 및 수위에 수질(pH 수준, 산

소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pH센서를 배치하여 pH수준과 용존 산소 수

준을 수집하고 라우터 노드를 통해 코디네이터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

이터 aggregation은 데이터의 원하지 않는 부분을 무시하고 필요한 데

이터를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고 중복된 데이터의 수를 줄이는데 사용되

어 WSN의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감지 노드와 코디네이터에서 보낸 데

이터를 기록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며 이 데이터는 장기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수질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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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hman et al.(2014)은 수위조절용 수위 센서를 이용한 수돗물 자동

제어시스템을 설계했다. 이 감지시스템은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기릴레

이, 수위레벨제어기 및 수위감지용 전극으로 구성된다. 릴레이로 솔레노

이드밸브가 활성화되고 수위가 높아지면 탭을 통해 물을 막고 릴레이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비활성화 된다. 수위레벨제어기의 전극이 액체와 접촉

하면 전체 회로가 닫히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수위를 감지하는데 사용

된다. 전극 사이 저항을 검출하고 기준 저항과의 비교를 통해 액체 표면

높이를 검출한다. 탱크의 상한선, 하한선 사이에서 수위가 위치하도록 

펌프가 자동으로 제어된다. 

 Annuar et al.(2015)은 산업용 탱크 시스템에서 액체 공급이 일정속

도로 유지되기 위해서 모터펌핑 유닛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액체 레벨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했다. ATMEGA32 보드를 이용해 펌핑모터를 제어하고 연속적인 

액체레벨센서로 수위를 측정하며 LED로 표시했다. 인터럽트 루틴은 액

체 레벨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시간 데이터를 기록하고 처리하는데 

사용되었고 이 시스템은 최대 25cm의 수위를 측정하고 5V 공급전압 

범위에서 작동한다. 수위 조절을 위해 e-tape 센서가 탱크 내부에 부착

되고 탱크의 최대, 최소 수위에서 전압을 계산한다. 일정한 값의 액면에

서 보드로부터 제어신호가 모터 펌프회로로 보내지거나 공회전 방지를 

위해 특정값 이하에서는 모터를 정지시킨다. 

 Manisha et al.(2015)은 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오일 모니터링 시스템

을 설계했다. 유체 저장 탱크에 센서를 설치하여 유체 레벨을 측정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오일 탱크에 동일한 센서를 설치하여 오일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된 정보는 모두 RF 송신기를 통해 전송된다. 신호레코딩 

및 디스플레이 종료시, RF 디코더를 통해 다른 프로세서에 연결될 RF 

수신기에서 수신된다. 이 시스템은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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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직렬 연결되어 측정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막대 형태로 측정을 표시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한다.

2.5. 약제 살포 모니터링 시스템

 Ruelle (2009)은 ‘A Water Assessment to Respect the 

Environment’ 프로젝트에서 약제 살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On-board 시스템은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약제 살포관련 파

라미터(유량, 탱크 부피, 기상정보)를 초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한다. 기록

된 정보는 Fig 3에서처럼 지도에서 플롯의 경계에 조금 뿌린 곳과 과다 

살포된 곳이 파란색, 빨강색으로 표시된다.

Fig. 3 Application map expressing under/over dose

 

 Rudnicki(2010)은 효율적인 약제살포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

했다. onboard 시스템은 treatment software와 embedded equipment

로 구성된다. Embedded equipment는  트랙터에 부착된 내장컴퓨터

(MPU), 스프레이어(APU), 측정 센서로 구성된다. MPU는 수집된 데이

터, GPS기반 지리정보, 기상정보, 디스플레이 등을 통합 관리한다. APU

는 초음파센서를 이용해 살포작업과 관련된 좌우 살포량, 탱크수위, 공

급압력, 기상정보 및 GPS위치정보를 측정한다. 트랙터가 작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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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 시스템의 GPS모듈이 동기화되어 사용자가 지정plot에 위치하

면 데이터 기록을 시작한다. 살포중에는 매개변수들을 시각화하여 사용

자는 막힘, 분무 불균형, 탱크 찌꺼기 수준 등을 확인하고 오작동을 감

지할 수 있고 GPS로 인해 traceability 가능해진다. GPS는 나무 행

(raw)을 구분할 수 있다. 

 Traceability 소프트웨어는 이력관리용 데이터(살포속도, 탱크수위, 기

상정보)등을 수집, 분석하고 초기 설정값과 비교하여 실무 개선에 도움

이 되며 살포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현장 기록보고서를 생성한다. 작업 

후에는 usb에 저장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고 살포 장소와 

날짜가 연관된 살포작업 분석과 실제 행한 작업 및 위치별 살포량에 대

한 traceability관련 데이터가 생성된다.

 시스템은 측정, 처리된 매개변수(Vol/Ha, 풍속/방향)가 표시된 그래픽 

결과를 생성한다(Fig 4). 사용된 스프레이 장치 설정, 측정, 표면 처리

지역, 행 수, 살포량 수준과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서면 보고서도 생성된다. 약제 살포 장소기록과 필드일지가 자동으

로 생성되며 데이터 교환 인트라넷 사이트를 통해 농민에게 전달된다.

Fig. 4 Plot log and automatic field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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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raceability를 위해 기록되는 정보

 Traceability를 위해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는 Traceability system의 

데이터 처리기록 및 활동에 대한 재검토 또는 정밀검사기록, 구역의 생

산자 이력이나 생산 기관의 연혁, 생산시기, 생산량, 생산내용 등의 

inventory기록, 사육관리 기록, 구역의 차단방역 선언 기록, 유지 보수 

활동기록, 청소 및 위생처리 활동기록, 해충 방역소독기록, 살충제 사용

기록, 부검기록, 제약 및 백신 사용기록 등이 있다(Handbook for 

Introduction of Food Traceability Systems, 2007). 

2.7. 슬로싱(sloshing) 제거를 위한 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치는 도로면이 거칠고 불규칙한 비포장도로에서

도 오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자유표면(free surface)을 가지는 유체를 

담고 있는 용기가 가속 또는 감속할 때 유체요동(fluid oscillation) 또

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거나 슬로싱의 영향

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류탱크차나 자동차의 연료탱크에는 배플(baffle)

이 설치된다(Ahn et al. 2014). 슬로싱과 배플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 

이를 참고하여 약제 살포량 정확성을 개선했다.

 Lee et al.(2009)은 연료탱크 슬로싱 소음 저감을 위해 수직, 수평배

플과 다공성 물질을 설치해 유동해석했다. 수평배플 설치 시 배플의 영

향으로 인해 액체가 충돌 후 상승하려는 것을 방해해 벽면 충돌압력을 

감소시켰다. 수직 배플은 액체의 거동을 방해해 양 벽면에 가해지는 충

돌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배플 및 다공성 물질의 설치는 내부액체의 거동

과 벽면에의 충돌압력, 벽면에서 상경계면 도달높이에 변화를 주어 슬로

싱 소음 등을 감소시킨다.  

 Xue et al.(2012)은 Virtual Boundary Force(VBF) 수치기법을 사용

하여 복잡한 형상으로 내부 배플을 모델링했고 탱크에서 점성 액체 슬로

싱을 연구하기 위해 NEWTANK 3D수치모델을 이용했다. 직사각형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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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수직배플을 설치해 비선형 슬로싱 실험을 수행했고 격렬한 액체 슬

로싱감소에 대한 링 배플의 영향을 조사했다. Pitch 진동보다 surge 진

동에서 링배플의 효과가 더 컸고 수면 가까이에 배치되고 폭이 증가될 

때 더 효과적이었다. 링 배플의 댐핑 매커니즘은 (1)링 배플과 4 개의 

인접한 탱크 벽 근처의 유체 운동의 수직 속도를 제한한다. (2)탱크 내

의 액체 시스템의 유효 고유 주파수를 감소시킨다. (3)와류를 생성하고 

유체 에너지의 소멸 속도를 증가시킨다. (4)유체를 여러 개의 작은 부분

으로 나누고 슬로싱에 사용되는 액체의 양을 줄인다.

 Nayak et al.(2015)은 직사각형 탱크에서 유동유체의 동적 시스템 특

성을 변화시키는 내부 물체의 잠재성(potential)을 실험적으로 조사했다. 

고유진동수, 감쇠 등의 시스템 특성을 확인했다. 탱크 중앙에 설치된 내

부 개체는 세 가지로 bottom mounted vertical baffles, surface 

piercing wall mounted vertical baffles, and bottom mounted 

submerged block이 슬로싱 감쇠 장치로 사용되었다. 감쇠 계수는 배플 

높이에 비례한다. 수중 블록은 비슷한 높이의 바닥 장착형 수직 배플과 

비교할 때 기본 슬로싱 주파수를 줄였다. 표면 피어싱 배플은 비슷한 높

이의 바닥 장착 배플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배플은 공진 

조건에서 액체의 슬로싱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Hyun(2015)은 슬로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과성 내부재를 사

용하고 내부재의 종류, 공극률, 설치 개수 및 방법에 따른 모형실험을 

수행했다. 모형실험을 통해 측정지점에서의 수위와 압력을 측정한 후 증

폭비와 압력을 계산하여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했

다. 내부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극률이 약 0.1에서 0.2사이에 있는 내

부재 1개를 바닥까지 잠기게 설치하는 것이 어떤 환경에도 우수한 슬로

싱 억제 성능을 보였다. 외력의 운동주기가 약 0.6초 주변에 밀집해 있

는 특별한 경우 공극률이 0.0816과 0.1275 사이에 있는 내부재 2개를 

바닥까지 잠기게 설치하는 것이 더 좋은 슬로싱 억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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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iz et al.(2016)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구조 진동을 효과적으로 제

어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액체댐퍼(tuned liquid damper, TLD)를 

소개했다. 부유 지붕(floating roof)이 추가된 전통적인 TLD로 구성되

는데 지붕은 물보다 훨씬 뻣뻣하기 때문에 웨이브가 파손되지 않으므로 

큰 진폭에서도 선형적 반응을 보인다. 유한 요소법(FEM) 접근법을 사

용하는 수치 모델이 TLD-FR용으로 개발되었고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TLD-FR(TLD with Floating Roof)은 웨이브에 의한 파손을 막고 마

찰 또는 항력(drag force)에서도 고유 댐핑을 유지했다. 

 탱크 내 유체는 차량 이동시 슬로싱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

하여 배플의 형태,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배

플을 설치하면 유체가 탱크 벽에 작용하는 충돌 압력이 줄고 배플에 부

딪히거나 배플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에너지가 소멸되어 

슬로싱현상이 억제되었다. 배플은 탱크 중앙에 수면에 근접한 높이로 설

치할 때 슬로싱 억제효과가 가장 좋았고 개수의 영향은 미비했다. 배플

의 크기는 구멍이 작을수록 억제 효과가 높으나 너무 작아 막힌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되면 오히려 억제효과가 줄어들었다. 

2.8. Google map의 위치정확성

 본 연구에서는 방역차량의 운행궤적과 작업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GPS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oogle map API 서비스를 이용했다. 

 Google map 공간 데이터의 품질과 위치 정확도, 정밀도, 일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조사했다. 

 각 연구에서 google map의 정확성은 맵상의 위치와 영구기지국이나 

고정 기지국, Dual frequency DGPS상의 위치를 비교했으며 2011년에

는 최대 10m까지 RMSE오차가 나왔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확도가 

개선되었고 주요 도시에서는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Benker et al. 

2011, Farah et al. 2014, Pulighe et al., 2015). 또한 google map 

이미지 자료의 경우, 1.74m의 작은 오차를 보였다(Wentz et al. 

2015). 국내에서는 지도반출을 허용하지 않아 해외에서보다 정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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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 가능성이 있으나 RMSE오차가 5m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위치 측

정실험에서 reference위치로 이용했다. 

 

 Lin et al(2013), Tsai et al (2015)는 google map을 기준으로 삼아 

차량의 위치정보를 비교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

며 제안한 시스템을 google map상에 표시해 비교했다.

 

 Google map은 실제 사용자들과 연구들에서 고성능 GPS들과 위치를 

비교했을 때, 미터단위의 오차가 보고되었으나 5m 이내로 오차가 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위치정보를 표

시하고 reference로 이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작업정보를 표시하

고 GPS위치정보를 비교하는데 이용했다.

2.9. 이론적 배경

2.9.1. 유량 측정방법

2.9.1.1. 인라인 유량계를 이용한 유량 측정방식

 현재 각종 process에서 유량 측정에 사용되는 유량계로는 차압식

(Orfice, Ventury, Flow -nozzle, Annuber), 면적식(Rotameter), 용

적식(Oval-gear, Roots gear, Helical gear), 터빈, 전자, 초음파유량

계 등이 있다. 가장 안정적이고 설치가 저렴한 Orifice 타입을 선정하는

데, 설치배관 규격이 0.508m(2inch)보다 작거나 설치시 직관거리가 나

오지 않을 경우 면적식, 극소의 압력손실이 요구되는 경우 Ventury 타

입, 유체가 고점도 또는 슬러리의 경우 전자식 유량계를 이용한다. 

 차압식 유량계는 조임 기구(Orifice plate)와 차압변환기(차압검출기)

로 구성된다. 관로 내에 조임 기구를 설치하여 유체의 통과 면적을 좁게 

하면 조임기구에서 발생하는 저항에 의하여 그 전후에 압력차가 발생하

는데 이 차압을 측정하여 유량을 구한다.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

하며 측정유체의 제약조건이 적어 액체, 기체, 증기 모두 측정할 수 있

다. 보수 유지가 쉽고 조임 기구에 대해서도 규격화 되어있다. 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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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측정범위가 비교적 적고 압력손실이 크다. 직

관부가 필요하다.

 용적식 유량계는 유체의 흐름에 의해 회전 또는 왕복하는 운동자와 이 

운동자케이스의 사이에 생기는 공극에 유체가 연속적으로 출입하면, 회

전자에 붙은 자기센서로 회전수를 측정하여 통과량을 계측한다. 정확도

가 높고 신뢰성이 뛰어나며 액체의 종류 및 성질에 의한 영향이 적다. 

직관부가 필요없고 넓은 범위의 유량측정이 가능하다. 구조가 복잡하고 

용량에 따라 크기와 가격이 매우 커지며 압력손실이 크다. 

 면적식 유량계에서는 유체가 Taper관 내부를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유

량에 비례하여 float가 상승하게 된다. 상승을 하게 되면 taper관의 면적

이 넓어지고 차압이 줄어들어 float가 정지하게 된다. 이때 관의 면적이 

유량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한다. 기체, 액체, 슬러리, 부식성 유체 모두 

측정 가능하고 압력손실이 적으며 직관부가 필요하지 않다. Range 

ability가 크다. 승직배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전자 유량계는 전자기유도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도전성 유체가 흐르는 

관에 직각으로 균일한 자계를 발생시키면 유속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발

생하는데 이를 배관 표면의 전극으로 검출하여 유량을 측정한다. 압력손

실이 없고 액체의 온도, 밀도, 압력, 점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Range 

ability가 크다. 유체가 도전성이 있어야만 하고 가격이 비싸며 설치, 유

지보수관리가 매우 어렵다. 

 초음파 유량계는 한쪽 진동기에서 발생한 송신파가 반대쪽 진동기에 도

달하는 시간, 다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간차법과 

송신파가 매질에 의해 산란, 반사되어 돌아온 수신파 주파수를 이용하는 

도플러법이 있다. 배관 외부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가능한 배관의 

크기도 다양하다. 압력손실이 없으며 유속, 온도에 관계없이 측정가능하

다. 정확도가 비교적 떨어지고 진동에 매우 약하다.

 터빈 유량계는 유체가 흐르면서 자석이 설치된 회전날을 회전시키면 배

관 외부의 pick-up coil에 의해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이때 유체속도에 

비례하는 회전속도와 그로 인한 전기신호를 이용한다. 구조가 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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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strainer 등을 설치해야하며 실제 유량에 대

한 calibration이 필요하다. 

 와류 유량계는 칼만(Karman)소용돌이를 이용한 칼만 와류식, 축류 소

용돌이 중심의 회전운동을 이용한 Swirl식, 유체의 진동현상(코안다 효

과)를 이용한 Fluidic 식이 있다. 칼만식은 유체의 유속변화에 따른 소

용돌이 발생수를 직접 주파수변화로 감지하는 유속변화형과 소용돌이 발

생에 의해 소용돌이 발생체(Shedder, Bluff Body)에 작용하는 힘의 변

화를 주파수변화로 감지하는 압력변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용돌이 

발생체인 삼각주를 유체흐름에 직각으로 삽입시키면 삼각주의 하류 양측

에 소용돌이가 교대로 발생한다. 이 소용돌이의 단위시간당 주파수는 일

정한 Reynolds Number 범위에 있어서는 유속에 비례하므로 규칙적인 

소용돌이의 주파수를 계측하여 유량을 계측한다. 소용돌이 발생체의 형

태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액체, 기체 모두 측정할 수 있고 유체의 성

질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출력신호가 pulse 주파수라 적산이 용이

하고 가격이 싸며 압력손실이 매우 적다. Range ability가 크다. 

 질량유량계는 coriolis 센서와 transmitter로 구성된다. 센서에는 flow 

tube가 연결되어 있고 tube의 중앙에는 tube를 진동시키기 위한 drive 

coil이 있다. 센서에 전원이 공급되면 flow tube는 coil에 유도된 자기력

에 의해 상하로 진동하고 진동하는 tube의 좌우측 위상은 사인파의 모

습을 보인다. 유체가 흐르면 유체질량에 의해 관에 비틀림(coriolis 힘)

이 발생하고 이때 tube 좌우에 비틀림으로 인한 진동 파형의 위상차가 

생긴다. 이 위상차는 tube를 지나는 질량유량과 비례하고 위상차 신호는 

transmitter로 전달되어 유량신호로 변환된다. 유체의 압력, 온도, 점도 

등의 조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도가 높으며 유지, 보수비용과 

시간이 적다. 아래 Table 1은 각 유량계를 비교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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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ressure Area Volumetric Turbin Vortex Electronic

Fluid

Steam, gas, 

water, 

compressed 

air

compressed 

air, 

water

gas, 

water, oil 

steam, 

water, 

oil

Steam, 

gas, 

water, 

compressed 

air

Conductive 

liquid 

Equation Q=K∆ Q =KA  Q = KN  Q = Kω Q = Kf Q = KE 
Signal  P1-P2  H N ω f E 

Accuracy ±2%FSD ±3%FSD ±0.5%MV ±2%FSD ±1%MV ±0.5%MV 
Range 

ability
3:1~4:1 10:1 20:1 15:1 12:1 33:1 

Temperature -40~650℃ 120℃  120℃  500℃  400℃  180℃ 
Viscosity Low 200cP  Low, high 2~5 cSt Low High
Pressure 

loss 
High Low High High Low x

Pipe(f/r) 10~89D/5D 15D/5D 12D~43D/5D 5D/3D 
Price Low Low High Middle Middle High

● Q: Flux, K: Constant value, P: pressure, A: Area, N: Number of 

revolution, ω: N of rotor, f: Eddy frequency, E: Electromotive force 

H: Height of float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of  Flow meter

2.9.1.2. 수위레벨센서를 이용한 유량 측정 방식

 수위 레벨센서를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유체가 담긴 탱크의 

약제 살포 전후 출력값을 통해 수위를 파악할 수 있고 탱크의 높이에 대

한 단면적과 수위를 이용해 탱크 내 잔존유량을 구할 수 있다. 

 수위레벨센서는 매질의 점도, 전기전도도, 센서가 설치되는 부분의 온

도, 압력 등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측정방식의 센서들이 존재한다. 

 Mechanical 방식에는 중량과 압력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들은 

주로 중장비나 대형설비, 대형 탱크에 이용한다. 중량식은 액체용기의 

무게를 이용해 레벨을 측정하며 압력식은 두 압력 계측부 사이의 압력차

를 이용해 레벨을 측정한다. 

 Capacitive 레벨센서는 절연성 액체용과 도전성 액체용이 있다. 절연성 

액체용은 용기 내부에 프로브를 수직으로 삽입하여 도체봉과 용기 벽 사

이의 정전용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레벨이 증가하면 정전용량도 증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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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도전성 액체용은 프로브를 유전체물질로 피복하여 삽입하고 도전

성 유체가 전극의 역할을 하여 금속 프로브와 도전성 유체 사이의 정전

용량을 측정한다. 가격이 싸고 전력소비가 적으며 높은 선형성을 보이고 

설치위치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Shim et al. 2013). 회로가 단순

하고 민감도가 높고 선형성을 보이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초음파센서는 초음파의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의 시간간격을 측정한다. 

센서들은 고주파의 음파를 방사하고 반사파가 돌아오면 transducer가  

습도, 온도, 압력 등에 의해 변한 반사파의 속도를 감지한다. 초음파센서

는 움직이는 매질의 측정에 유용하다(Mehmet et al. 2011).

 광학식 레벨센서에서는 광원에서 나간 빛이 광센서에 흡수되어 출력된

다. 광원-센서사이를 액체가 가로막게 되면 레이져나 빛을 액체가 흡수

하고 출력이 0이 되어 액체를 감지한다. 프리즘을 이용한 광학식 센서는 

굴절률의 차를 이용한 스넬의 법칙을 따른다. 광원에서 나간 빛이 프리

즘 속에서 전반사되어 광센서로 들어가 출력을 발생시키는데 프리즘에 

액면이 닿게 되면 입사광이 액체 속으로 굴절되어 광센서의 출력이 0이 

된다. 광원과 광센서를 프리즘에 직접 붙이지 않고 광섬유를 통해 연결

하여 부착을 더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매우 정밀하고 가격이 싸지만 

주위의 빛을 차단시켜야 하고 용기 전 직경에 걸쳐 설치해야하며 외부충

격에 약한 단점이 있다(Nath et al. 2008). 

 부력식 레벨센서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액면이 상하

로 이동함에 따라 float 또는 displacer에 작용하는 부력에 기초하여 레

벨을 검출한다. Float는 액체 표면상에 떠있으며 displacer는 액체에 잠

긴 부분으로 부력을 측정한다. Float와 자기적으로 결합된 리드스위치를 

이용하거나 홀 스위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레버 암(lever arm)을 사용

하는 방식은 float와 센서본체를 arm으로 연결하여 potentiometer형태

로 이용한다. 리드스위치 방식은 액면에 떠있는 float가 자성을 띈 물질

로 만들어져있고 이 float가 리드스위치에 접근하면 스위치가 on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Float의 위치에 따라 on상태의 스위치 개수가 변하

며 이에 검출부에 흐르는 전류량도 변한다. 암 방식은 액면에 떠있는 



- 39 -

float의 높이에 따라 암의 반대쪽 끝에 부착된 전극의 위치가 변하고(회

전) 이에 가변저항이 변하면서 회로의 검출부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이 

변하게 된다. Displacer는 액체레벨이 증가하면 displacer의 더 많은 부

분이 잠기게 되고 더 큰 부력이 작용하여 displacer의 겉보기 무게가 가

벼워진다.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무게를 검출하여 그것에 비례

하는 출력신호를 전송한다. 부력식 레벨 센서의 출력은 액면에 비례하여 

전류나 전압이 바뀌고 이를 측정한다. 

2.9.1.3. 상용화된 유량 측정 방식

 부력식 수위레벨센서는 전력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설치, 관리가 쉬우며 

레벨측정에 적합하다. 센서 구조가 단순하여 고장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

다. 자동차 연료레벨이나 액체 탱크의 레벨측정을 위해서는 부력식 레벨

센서가 많이 상용화되어 있다.

 공시방역차량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벨센서는 float형 리드스위치 레벨

센서이다(Fig. 6). 센서의 주기둥을 따라 자성을 띈 추(float)가 움직이

는 방식으로 주기둥 속에 리드스위치가 있고 리드스위치에 저항이 연결

되어있다. 추의 자성으로 리드스위치가 on되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고 출

력전압이 변한다. 리드스위치와 저항의 수에 따라 여러 레벨을 구현할 

수 있다. Fig. 5는 리드스위치 레벨센서 회로도이다. 실제 사용중인 센

서의 저항은 5개로 0~5까지 총 6레벨로 측정이 가능하다. 역전압을 방

지하기 위해 다이오드 회로를 구성하여 설치해야 한다.

Fig. 5 Circuit diagram of float type reed switch level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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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oat type reed switch level sensor 

2.9.1.4. 분사 속도를 이용한 살포량 측정방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역차량은 약탱크에 연결된 펌프와 노즐을 이용하

여 소독약을 분사한다. 따라서 노즐의 시간당 분사량과 분사 시간을 알

면 분사량을 측정할 수 있다. 펌프의 상용회전수는 770rpm이고 이때 

노즐의 시간당 분사량은 26.3L/min으로 초당 0.44L를 분사할 수 있다. 

분사 시간을 계산하여 약제 살포량을 구할 수 있다. 

2.9.2. GPS를 이용한 위치측정방법

 GPS는 동작원리에 따라 Differential GPS(D-GPS)와 Assisted 

GPS(A-GPS)로 나눌 수 있다. DGPS의 동작원리는 위치 오차를 이용

하는 것이다. 지상에 정확한 위치를 아는 GPS기지국이 있으면 이 기지

국에서 GPS 위성신호를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계산한 다음 정확한 자

신의 위치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오차를 알아낸다. DGPS수신기는 위성

에서 수신한 GPS신호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계산한 후 기지국에서 

방송하는 오차를 가지고 위치를 보정하게 된다. AGPS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지궤도상에 떠 있는 GPS위성의 신호를 이용하며 성

능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wifi나 기지국의 도움을 받는다. AGPS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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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위성, 수신기, 기지국, GPS단말로 구성되어있다. AGPS서버에서 위

성의 궤도정보를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으면 AGPS 기

기는 이 위성정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GPS위성신호를 잡을 수 있

다. AGPS는 AGPS 서버에서 GPS신호의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가 반사되어 발생하는 다중경로

전파현상이나 신호가 대기, 벽, 나무 등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전파 감

쇄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해도 비교적 좋은 결과를 준다. 그러나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wifi나 3G 등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있어야 하며 이

용시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GPS 성능은 안테나와 CPU에 의해 결정된다. 안테나는 여러 가지 위

성군(GPS, GLONASS, GALILEO 등)을 모두 수신할 수 있으며 수신감

도가 높아야 하고 CPU는 여러 위성신호와 위치보정신호를 수신했을 때 

신호와 잡음을 분리하여 최적의 신호만을 선별하고 가장 확실한 값을 신

속하게 구해야 한다. 즉, 다양한 위성신호를 많이 수신하고 계산속도가 

신속, 정확하면서도 측정값이 일정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안테나 성능의 

경우, GPS에 비해 다른 위성들은 아직 그 호환성이 떨어진다. CPU의 

경우, 용도에 따라 성능과 가격이 매우 달라진다. 

 GPS의 신호 수집방식에는 single frequency, dual frequency 방식이 

있다(Marel et al. 2012, El-naggar et al. 2011). GPS신호가 전파될 

때는 전리층 지연 및 오차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GPS정확도에 큰 영

향을 준다. Dual frequency 주파수 수신기는 L1(1575.42 MHz), 

L2(1227.6 MHz) 두 주파수의 선형적인 결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위치의 모호성 해결도 빠르며 On-the-Fly(OTF)기술을 사

용할 수 있게 해준다. Single frequency 주파수 방식은 첫 10분 정도 

가량은 dual frequency방식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내지만 이후에는 언

제나 dual frequency방식의 정확도와 퍼포먼스가 더 좋다. 그러나 가격

대가 single frequency주파수 방식이 훨씬 저렴하며 도시나 고속도로 

또는 높은 구조물이 많거나 방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single 

frequency 방식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Marel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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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RDB와 NoSQL의 두종류로 나뉜다.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는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1970년  IBM의 에드거 F. 커드가 발명했

다. 커드는 자신의 논문 "A Relational Model of Data for Large 

Shared Data Banks"에서 처음 이 용어를 소개했다. 최소한 2가지 요건

을 만족시켜야 한다.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관계, 즉 행과 열의 집합으로 

구성된 테이블의 묶음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관계연산자를 제공해야 한다.  

 NoSQL은 Not-Only SQL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와 다르게 설계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NoSQL 

솔루션으로는 Cassandra, Hbase, MongDB 등이 존재한다. NoSQL은 

테이블 스키마가 고정되지 않고, 테이블 간 Join 연산을 지원하지 않으

며, 수평적 확장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NoSQL 기술은 네트워크 

전송 중 일부 데이터를 손실하더라도 시스템은 정상 동작을 해야 한다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일관성과 유효성을 최소한으로 보장한다. HBase는 

NoSQL 기술중 하나로 2006년 발표된 구글의 BigTable 을 클론한 것

이다. BigTable은 수천대 이상의 서버에서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매우 

큰 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디자인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분산 저장 시스템이다 (Chang et al. 2008).

 대표적인 RDBMS로는 오라클, MySQL, 마이크로소프트 SQL서버, 

PostgreSQL, IBM DB2 등이 있다.

 MySQL은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

템으로 MySQL AB가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

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GUI 관리툴은 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용자들은 명령 줄 인터페이스 도구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관리시 MySQL 프론트엔드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나 웹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해야 한다. C, C++, 자바, 파이썬, PHP 등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PHP와 결합되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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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DB는  MySQL과 동일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며, GPL v2 

라이선스를 따른다. MySQL과 높은 호환성을 갖는다. 즉 데이터와 테이

블 정의 파일(.frm) 파일이 호환이 되고 모든 클라이언트 API, 프로토

콜, 구조가 동일하며 모든 파일이름, 바이너리, 경로 등이 동일하다. 차

이점은 Maria 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어플리케이션 속도가 MySQL

보다 빠르다. 

 PostgreSQL는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 달리, 연산자, 복합 

자료형, 집계 함수, 자료형 변환자, 확장 기능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SQL차원에서 제공한다.

2.9.4. 정확성 평가를 위한 오차범위 설정방법

 정확성은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수위레벨센서를 이용한 

약제 살포량 정확성으로 위치정보 정확성은 실제위치와 실험에 사용한 

GPS에서 나온 위치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고 약제 살포량 정확성은 

실제 분사한 양과 개발된 장치를 통해 측정한 분사량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발한 장치의 주목적은 방역차량이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양의 소독약을 분사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주 높은 정확

도를 보일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인 위치오차범위와 약제 살포량의 오차

범위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GPS의 경우, 검역본부의 설명에 의하면 KAHIS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오차범위는 신형의 경우 1~5m로 사용모델인 GPS620의 오차범위도 가

급적 1~5m이내에 들어야 한다. 

 약제 살포량의 경우, 검역본부에 의하면 구체적인 살포량 가이드는 현

재 존재하지 않으며 농가당 살포량은 축산농가의 면적과 약제의 종류, 

농도, 가축의 전염병 발생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표준량을 

정하기 어렵다. 1㎡당 약 0.2∼0.3L의 소독제 살포를 기준으로 잡았다

(김재홍, 2010). 가축사육업 도입계획에 따른 가축별 사육시설규모와 

소독가이드에 의한 면적당 약제 살포량 및 허용오차범위는 Table 2와 

같다. 면적당 약제살포량은 축사면적에 면적당 평균 소독제 양인 0.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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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곱한 값이다. 전업규모(Full-scale)에서 ±30~70L, 대규모에서 

±60~125L까지 오차 범위를 보인다. 

Live

stock

Large-scale Full-scale Quasi-full-scale Small-scale

A V T A V T A V T A V T

Cattle 1,200< 300 60 600< 150 30 300< 75 15 50< 13 2.5
Pig 2,000< 500 100 1,000< 250 50 500< 125 25 50< 13 2.5

Chicken 2,500< 625 125 1,400< 350 70 950< 238 48 50< 13 2.5
Duck 2,500< 625 125 1,300< 325 65 800< 200 40 50< 13 2.5
● A: Area(m²), V: Volume(L), T: Tolerance(± L)

Table 2 Size of livestock facility and application rate of pesticide per scale

 소규모 농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허용오차는 ±2.5L로 범위가 매우 좁

아 저가형으로 구성된 장비로 구성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준전업규모부터 

사용할 수 있는 ±30L를 허용오차범위로 정했다. 이는 수위로 ±2cm에 

해당한다. 범위를 늘려 ±50L를 허용오차범위로 정하면 이때의 수위는 

±4.3cm이다. 

2.9.5. 위도, 경도 데이터의 거리변환 방법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GPS장비들

로부터 나온 위도, 경도 데이터와 google map상의 위도, 경도 데이터를 

비교하여 거리오차를 확인했다. 두 지점의 위도, 경도로부터 거리를 구

하는 식은 식1과 같다. 

   cos × cos 
 sin   × sin   × cos  ×           (1)

  

Lat1, Lat2: Latitude of two points

Lon1, Lon2: Longitude of two points

R= 6371(km)

unit: km, rad



- 45 -

2.9.6. Filter

2.9.6.1. Kalman Filter

 칼만필터는 추정과 예측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예측부분은 직전에 

추정한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추측하는 부분으로, 추정값과 오차공분

산을 예측한다. 추정값은 사용자가 실제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의미하

며 예측값은 칼만필터 알고리즘 내에서 추정값을 계산하기 위하나 시스

템 예측값을 의미한다. 오차공분산은 칼만필터의 상태변수 추정값이 참

값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오차공분산의 추정값 

및 예측값 표현 또한 상태변수와 같은 의미를 같는다. 오차공분산은 추

정값의 정확도에 관한 척도가 되며, 예측과정으로 피드백 되어 다음번 

예측에서 다시 사용된다.

       
  

  

                                           (2)

 식 2와 같이 직전의 추정값( )과 상태전이행렬(A)를 이용하여 예측

값( )을 계산하고, 상태전이행렬과 시스템잡음행렬(Q)을 이용하여 예

측오차공분산( )을 계산한다. 상태전이행렬은 상수로 구성되며 시간에 

따라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낸다.  는 시스템에 유입되어 

상태변수에 영향을 주는 잡음을 의미하며 칼만필터에서 모든 잡음은 백

색잡음(White noise)로 가정한다. 시스템잡음행렬 Q는 의 공분산 행

렬을 나타낸다. A와 Q는 시스템 모델로 이미 정의된 값이다. 

    


                                       (3)

 추정부분은 센서의 측정값(M)과 예측값을 이용하여 새로운 추정값을 

계산하고, 오차공분산(P)을 갱신한다. 추정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칼만

이득(K)값이 필요하므로, 예측오차공분산( )과, 상태변수변환행렬(H), 

측정잡음행렬(R)을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칼만이득을 계산한다. 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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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 칼만필터 알고리즘 내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H는 상수로 구성된 

행렬이며 측정값과 상태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R은 센서에서 측정되

는 잡음의 공분산 행렬이다. 

         

    

                                       (4)

 칼만이득을 계산하면, 측정값과 예측값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추정값

()과 오차공분산()을 계산한다. 칼만필터는 시스템모델에 따라서 필

터의 특성이 결정되며, 상태전이행렬, 상태변수변환행렬, 측정잡음행렬, 

시스템잡음행렬 4가지 변수를 통해서 필터의 특성을 결정한다. 상태전이

행렬은 시간에 따라 출력되는 추정값의 물리량과 변화의 특성을 결정하

며, 상태변수변환행렬은 상태변수에서 센서의 측정값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한다. 시스템잡음행렬과 측정잡음행렬은 칼만이득 계산에 영향을 주

며, 필터의 결과가 실제값에 수렴하는 반응속도를 결정한다. 칼만이득이 

작으면 추정값이 참값에 더 가깝고 크면 측정값이 참값과 가깝다. 오차

공분산은 칼만필터의 정확도로, 작을수록 현재 칼만필터의 추정값이 실

제값과 차이가 없다(Simon et al. 2001, Welch et al. 2006, Park et 

al. 2012, Jung et al. 2014). Fig 7은 칼만필터의 알고리즘이다. 

Fig. 7 Algorithm of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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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Low Pass Filter

 1차 저역통과필터는 차단주파수(fc)를 설정하고 입력신호의 주파수가 

fc보다 낮은 신호는 통과, fc보다 높은 신호는 차단해주는 필터이다. 일

반적으로 노이즈는 고주파수에 있어서 Low Pass Filter(LPF)를 통해 

실제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단주파수가 낮을수록 

강력한 필터링이 이루어지나 필터 전후의 최대값이 되는 시간지연이 길

어져 반응속도가 느려져서 데이터 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1차 저역필터의 시간영역 모델은 식 5와 같다. 

   


   


                                      (5)

y: Filtered output value

x: input value

n: number of data

ts: Sampling time

 이를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주파수영역으로 변환하면 식 6과 같다. 

    


,    


               (6)

: Cutoff frequency

 : Cutoff angula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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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연구의 제한 사항

본 연구는 방역차량 개발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실용성이 강조된 

것이므로 시스템 구성과 설계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 사

항은 연구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1) 개발된 작업이력 기록장비는 기존 방역장비의 개조를 최소로 하고 

내구성이 있고 탑재하기 쉬워야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

하여야 한다. 특히 방역차량은 비포장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므로 비

포장도로에서 차량의 동특성에 의한 계측 데이터(시간, 위치, 살포

량)의 오류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역차량은 1ton 트럭의 방역장비로서 시스템의 

전원은 트럭의 12V 배터리 전원을 이용한다. 

 3) 방역차량은 소독제의 탑재 가능한 양이 제한되며, 이에 비해 방역면

적은 매우 넓으므로 하루에도 수차례 소독제를 재충전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작업이력에는 작업시간, 작업위치, 약제살포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방역차량의 위치정보는 GPS신호와 이 신호를 위도 경도로 해석하

는 것과 우리나라 행정구역상의 위치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도상의 위치로 해석하려면 매우 복잡하므로 작업경로를 위도와 경

도로 표시할 수 있고 행정구역상 지도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작업이력 기록장치는 하루 총 작업시간, 총 작업거리, 총 살포량 및 

평균 작업속도와 평균 살포량 등을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항목별

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6) 소독제 살포량을 계측하는 장비는 소독제에 의해 부식되어서는 안 

된다, 

 7) 개발하는 시스템은 다른 농업작업 이력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센서가 연결될 수 있는 여유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8) 개발하는 시스템은 WSN 구성과 KAHIS와의 호환을 위한 통신포트

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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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시차량의 제원

3.2.1. 공시차량

 실험에 사용할 공시차량은 한성티앤아이에서 개발한 HTI-1000FDS이

다. 이 방역소독기는 1Ton 트럭에 방역소독기를 탑재한 것으로 방역소

독기의 엔진은 GX690(혼다)을 사용한다. 상부의 송풍기는 360도 회전

이 가능하고 상하로는 12~60°로 조절이 가능다. 

Fig. 8 Appearance of HTI-1000FDS

   

Specification Specification

Length 2,515㎜ Engine Honda GX690

Width 1,715㎜ Pump GX100A

Height 2,200㎜
Angle of 

up/down

Up: 60°

Down: 12°

Weight 926㎏ Rotation 360°

Pesticide tank 

capacity
1,000 L

Loading 

method

Hydraulic pressure type 

out trigger
Fuel tank 

capacity
27L (gasoline)

Number of 

nozzle
8 pairs

Wind speed 46㎧~51㎧

Table 3 Performance of HTI-1000FDS

3.2.2. 공시 방역소독기

 방역소독기의 구성 및 사양은 Table 4와 같다. 방역 작업에 이용된 펌

프는 GX100A 모델로 상용 회전수는 770rpm, 펌프 배출량은 99L/min

이다. 노즐의 구경은 1.2mm의 쌍구 8개(16개)이며 노즐의 배출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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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Pump

Name GX100A
Type Horizontal triplet plunger

Rotational speed 770 rpm
Power 5.2 kW (7 ps)

Flow rate Max: 96 L / min
Nominal pressure 2~3 MPa (20~30 ㎏․f/㎠), Max: 6Mpa

Plunger Ø38 ㎜ × stroke 38 ㎜

Nozzle

Type Disc (ceramic disc)
Size Ø1.2 ㎜ × 16 

Flow rate Max: 26.3 L / min
Maximum spray distance Horizontal: 25 m, Upper: 15 m
Application rate 3.3 L/ min

Table 4 Specification of sprayer

26.3L/min(0.44L/sec)이다. 약탱크는 비용과 무게를 고려하여 보편적

인 FPR(fiber reinforced plastics)재질이며 용량은 1,000L(실제용량 

970L)이다.

 

 

Fig. 9 Arrangement of nozzle Fig. 10 GX100A

3.3. 방역 작업이력 기록장치의 하드웨어 선정과 구성

3.3.1. 전체 시스템 구성

 전체 시스템 구성은 Fig. 11과 같다. 센서부에는 부력식, 압력식 수위

레벨센서와 진동측정을 위한 가속도 센서 등 다양한 센서와 GPS수신기

를 설치하여 위치신호, 센서신호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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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역차량에만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기계에도 각 농기

계의 용도에 맞는 센서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트랙터에서 이용할 

경우, 차량의 속도와 진동 측정을 위해 가속도 센서, 토크센서 등을 설

치할 수 있고 이앙기에 이용하면 흙의 깊이를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하여 

균일하게 벼와 비료를 뿌릴 수 있다. 콤바인에서 이용할 시, 적외선 센

서를 이용하여 벼와 기계 사이 거리를 측정해 효율적으로 수확하는데 이

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 처리부는 센서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수위레벨센서

에서 보낸 신호를 변환하여 실시간 수위를 구하고 이를 수위에 따른 단

면적과 함께 계산하여 약제살포량을 구한다. GPS수신기에서 보낸 신호

를 사용자에게 익숙한 위도, 경도, 시간으로 변환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위치, 작업량 정보를 가져와서 지도상에 표시한다.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항목들을 csv확장자 파일과 xml파일로 변환한다. 

 데이터 저장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USB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처리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지정된 테이블에 항목별로 저

장하게 된다. 위도, 경도, 시간 등의 위치정보, 5초간 이동거리, 전체 총 

이동거리 등의 이동정보, 5초간 분사량, 평균 살포량 및 총 살포량, 분사

시간 등의 방역 작업정보들이 통합 저장된다. 작업관리자의 기록관리 편

의성을 높이고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사용하

기 위하여 이동식 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csv, xml포맷으로 

저장된다. xml파일은 mapping을 위해 라즈베리파이 내 웹서버경로

(/var/www/html)에도 저장된다.

 통신부는 네트워크 통신을 지원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유선 이더넷과 

wifi를 이용한 무선통신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용 PC, 스

마트폰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와 지도상에 표시된 방역작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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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ocess diagram of total system

3.3.2. 구성 부품의 선정근거

3.3.2.1. 임베디드 컴퓨터(Embedded computer)

 농업용 차량의 위치정보와 작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저장하

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다양한 센서를 동시에 여러개 설치할 

수 있는 포트, 연산 및 지도시각화 작업이 가능한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 wifi, 블루투스 같은 무선통신 지원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휴대가 간편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 처리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군으로는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기타 AVR 모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보드와 아두이노

(Arduino) 보드를 비교했다. 

 아두이노는 Atmel사의 AVR 8bit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  

Controller)가 들어가 있는 소형 컴퓨터로 아두이노는 컴파일된 펌웨어

를 기기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Mac, os, x,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에서 

아두이노 통합 개발환경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하면 기계어로 

번역되어 아두이노의 플래시메모리 칩(chip)에 기록한다. 아두이노는 마

이크로컨트롤러 기능만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쉴드

(Shield)를 부착해야 유/무선통신, GPS 수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아두이노 보드는 램, 플래시메모리, 타이머, Serial(UART), I2C, 

SPI, 전압조정기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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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베리파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 Processor) 가 탑재된 

single frequency보드 컴퓨터로 음향, 영상, USB, Ethernet, HDMI까

지 지원하며 운영체제인 라즈비안(Raspbian)이 존재한다. 리눅스 기반

이지만 우분투 메이트(UBUNTU MATE), OSMC, 오픈ELEC, PINET, 

RISC OS 등 기타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도 있다. 라즈베리파이 보드 내

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컴퓨터와 다

르게 하드디스크나 SSD같은 주기억장치를 탑재할 수 없으나 마이크로 

SD카드나 SD카드 등 소형 저장매체를 외부 기억장치로 사용한다. 별도

의 추가기기 없이 인터넷, 웹서버, 기기컨트롤 등을 모두 할 수 있다. 

 두 보드 모두 중앙처리장치(CPU)가 있고 타이머, 메모리, 입출력 핀이 

들어있다. 라즈베리파이는 작업 처리속도인 clock 속도가 아두이노보다 

약 40배 빠르며 32bit 구조이다. 아두이노의 램은 2kb 수준이지만 라즈

베리파이의 램은 512Mb수준이다. 입출력(GPIO: General Purpose 

I/O)핀을 가지고 있으며 아두이노는 40mA에서 돌아가고 라즈베리파이

는 5mA 수준에서 돌아간다. 라즈베리파이는 전력소모가 더 심하다.  

Table 5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rduino Uno보드와 Raspberry 

Pi B형 모델을 비교한 결과이다. 

Arduino Uno Raspberry Pi B

Processor AVR ATmega328p Broadcom BCM2835

Clock Speed 16MHz 700MHz

Register Width 8-bit 32-bit

RAM 2kb 512Mb

GPIO 20 15

I/O Current Max 40mA 5-10mA

Power 175mW 3.5W

OS None Linux, rasbyan

Image

Table 5 Comparison of Arduino Uno, Rapberry P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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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목적이 제어중심이면 아두이노, 연산 

및 그래픽 처리 등이 중심이면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장비는 여러가지 센서, GPS 등의 application

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여 방역작업 정보를 가공해내고 저

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두이노는 저장공간이 작고 GPS수신이나 유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여러 쉴드를 매번 부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라즈

베리파이는 전원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입출력포트의 수가 적으나 종합적

인 가격이 더 저렴하고 기본OS가 있어서 프로그램 실행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기 편하다. 제어보다 측정과 연산 중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라즈

베리파이 모델을 이용했다.

3.3.2.2. GPS 

 Park et al.(2011)은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형 GPS(GPS520, 아센코

리아)와 DGPS비콘 수신기, GPS/INS: Trimble 5700(Geo system) 

들을 이용해 위치정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RMSE값은 GPS520과 

DGPS비콘 수신기와 비교시 x=5.63m, y=4.43m이고 GPS/INS장비와 

비교시 x=5.16m, y=4.58m로 5m이내 정확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GPS520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단종되어 이용할 수 없었고 

대신하여 성능이 비슷한 GPS620 모델을 이용했다. GPS520, 620의 성

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GPS520에 비해 GPS chip이 향

상되면서 전반적인 수신감도와 속도, 정확도 등이 개선되었다. 

GPS520 GPS620
GPS chip SiRF3 GSC3F MTK MT3318
Frequency L1, 1575.42MHz L1, 1575.42MHz
Channels 20ch 51ch
Datum WGS-84 WGS-84

Accuracy 3.0m 2.5m
Operation speed 42s 36s

Table 6 Comparison of GPS520, GPS620

 GPS를 이용하는 목적은 방역차량이나 기타 농기계의 위치정보를 실시

간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메인보드인 라즈베리파이와 호환성이 있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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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량의 운행로가 주로 산지와 농가 근처이므로 지리적 요인의 방해에

도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기존의 방역차량에 부착할 수 있

게 가격이 저렴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KAHIS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KAHIS의 GPS 성능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AHIS의 GPS와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GPS 수신기의 사양은 아래 Table 7과 같다. 

KAHIS GPS device GPS receiver

CPU
GPS chip: gpsOne(QUALCOMM) 
antenna: FST-AP100(L1)

GPS 620 (Asen korea)
GPS chip: MTK MT3318

Measuring method AGPS DGPS
Satellites 4~6

Receive sensitivity -156dBm -158dBm
Power consumption Max 1A 46mA

Interface LTE/WCDMA USB, UART(TTL)
Update rate(Hz) 1.3GHz 1 Hz

Protocols support NMEA 0183 NMEA 0183 V3.01

Table 7 Specification of GPS620 receiver

  

 KAHIS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gps칩셋에 single frequency안테나를 연

결한 방식으로 AGPS방식이며 LTE, W-CDMA를 지원한다. 수신감도

가 높고 데이터 갱신주기가 빨라서 정확성이 높은 편이다. 위치오차는 

구형모델 10m, 신형모델 1~5m이다.

 GPS 620은 4~6개의 위성을 이용한 DGPS 방식 GPS로 위치정확도가 

높은 편이고 수신감도가 일반적인 GPS의 실외 수신감도(-130dBm)에 

비해 약 1000배 정도 높다. USB시리얼포트를 지원하여 라즈베리파이에 

장착이 쉬우며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신호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KAHIS의 GPS장비와 비교했을 때, 측위방식이 다르고 데이터 갱신주기

가 달라서 정확도에 차이가 있으나 수신감도가 약간 더 좋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크기가 작고 일체형이라 탈부착이 용이하다. 

 KAHIS에서 사용중인 GPS장비는 시중에서 따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

에 성능이 비슷한 Novatel GPS701GG 안테나에 FlexPak-G2 with 

OEMStar(Single) 수신기를 연결한 장치를 대신 사용했다. Table 8은 

KAHIS GPS대신 사용한 Novatel 수신기와 안테나 사양이다. DGPS방

식으로 KAHIS의 GPS와 측위방식이 다르나 DGPS로 이용 시 정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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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다. 본 연구에서는 달리는 차 내에서 이용해야했기 때문에 고정기

지국을 세울 수 없었고 dual frequency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기재

된 사양보다 정확도가 떨어졌다. 

Name Specification Image

FlexPak-

G2™ 

OEMStar 

(receiver)

Signal Tracking L1(1575.42 MHz)

Position Accuracy
Single point L1: 1.5m

DGPS: 0.5m

Maximum data rate
Measurements: 10Hz

Position: 10Hz

Signal Reacquisition L1: <1.0s

Power
Input voltage: 6~18VDC

Power consumption: 0.6W

GPS-701

-GG

(antenna)

3dB Pass Band
L1: 1588.5 23.0 MHz

L2: 1236 18.3 MHz
Out-of-Band

Rejection
L1 ± 100 MHz: 30 dBc 

Noise Figure 2.0dB

Power
Input voltage: 4.5~18VDC

Current: 35mA

Table 8 Specification of receiver and antenna

3.3.2.3. 수위레벨센서

 약제 살포량을 구하기 위해 유량계를 이용하거나 분사속도를 이용하거

나 수위레벨센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방역차량을 이용해야하기 때

문에 방역소독기의 내부 개조를 피해야 하고 내구성이 좋고 설치가 쉬우

며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다. 유량계를 이용하면 약제살포량 쉽게 측정할 

수 있으나 무게와 가격이 많이 나가고 방역소독기 내부구조변경이 필수

적이다. 공시방역소독기의 분무사양은 Table 9와 같다. 9.5mm 직경에

서 유속은 12.5m/s로 매우 빠르고 이러한 유속에서 유량을 직접 측정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즐 전단에 확관부를 만들어 유속이 최하 3m/s 가 

되도록 하거나 성능이 매우 좋은 유량계를 이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가격이 매우 높아지고 내부 구조변경이 필요하며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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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유용하지 않다. 

Flow range Max: 50L/min
Temperature range 0~60℃

Pressure
High-pressure Depending on engine RPM. Max: 100bar

Air-blast 25~40bar
Diameter of pipe d: 3/8 inch, : 9.5π

Table 9 Spraying specification of disease control machine

 분사속도를 이용하여 살포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방역소독기

의 노즐과 펌프의 on/off신호를 줘야하기 때문에 분사 컨트롤러와 메인

보드간 연결해야 하는 선이 많아져 전체 회로가 비교적 복잡해진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방역소독기의 펌프상용회전수는 770rpm이나 선형적으

로 바꿀 수 있어서 측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고 다른 방역차량이나 방역

소독기에 설치할 때마다 설정을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수위레벨센서에서 capacitive방식은 소독제 전도도의 영향을 받아 출력

이 변한다. Optical 방식은 설치와 회로구성이 복잡하고 충격에 민감하

여 거친 환경에서 이용하기 좋지 않다. Mechanical 방식은 가격대가 높

고 대용량 탱크에 보다 적합하다. 초음파 방식은 액체보다는 고체를 감

지하는데 적합하며 움직이는 차량에 설치하기에 좋지 않다. 공시방역소

독기에서 사용중인 부력식 리드스위치 방식은 출력이 선형적으로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수위를 구할 수 없으며 리드스위치와 회로를 추가하는데

도 약탱크 높이, 가격 등의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약제살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력식 암형(float-arm 

type)레벨센서를 제작하여 사용했다(Fig. 12). 저항체가 회전형인 하이

브리드형 potentiometer로 float이 수위변화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면 

pivot-joint에 있는 브러시를 회전시켜 회로의 저항이 변하며 출력전압

이 선형적으로 변한다. 센서의 구조는 Fig. 13과 같다. 센싱암은 L1, 

L2, L3의 3부분이며 각각의 길이는 0.035m, 0.155m, 0.325m이고 꺾

인 각도 α는 50°이다. 센싱암은 2번 꺾여있는데, 암의 구조와 가변저

항기의 성능 때문에 수위가 변해도 출력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 

센서의 영점을 기준으로 높이 0~5cm까지는 출력이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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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vot-joint에 있는 저항체, 브러시 구조는 Fig. 14와 같다. 수위가 낮

을 때는 브러시가 Empty에 있으며 저항이 최소가 되고 수위가 높아질

수록 브러시가 Full로 이동하며 저항도 커진다. 

 Fig. 15는 압력식(hydro-static, pressure) 레벨센서(HLM-25C-I, 

Dinel’, Czech Republic)로 부력식센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

했다. 약탱크 내부 유체의 압력과 대기압을 비교하여 0~5V 사이의 출

력을 나타낸다. 본 센서는 전류출력을 갖기 때문에 전압측정을 위해 저

항(250Ω)을 직렬로 연결했다. 센서의 사양은 Table 10과 같다. 

Fig. 12 Construction of float-arm type level sensor

 

Fig. 13 Structure of sensor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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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nstruction of pivot-joint 

Fig. 15 Construction of hydro-static level meter

Name HLM-25C-I
Supply voltage 12...34 V DC
Current output 4...20 mA

Pressure permissible overload 1.5 x range
Accuracy 0.4% of range (±)

Protection class IP68

Table 10 Technical specification of hydro-static level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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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사용한 Float-Arm 형 레벨센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

가 단순해 고장이 잘 안 나며 설치가 쉽다. 수위에 따라 선형적인 출력

을 내기 때문에 수위차를 계산하여 살포량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인 특성상 정밀한 계측은 어렵고 진동에 취약하여 필터나 다른 데이터 

보정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제작한 float-arm형 레벨센서의 정확

성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압력식 레벨센서를 같이 이용했다. 압력식 레

벨센서는 가격이 비싸지만 정확도가 높고 진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방역차량이 주행하면서 분사를 할 때에도 비교적 정확한 값

을 낼 수 있다. 

3.3.3.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설계

3.3.3.1.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데이터처리부에서 처리한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에 맞게 테이블

에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전송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다. 1)데이터베이스 구

조 2)저장하려는 정보의 종류와 형태(type)및 크기(size) 3)저장된 정

보의 삭제주기 4)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필요유무

3.3.3.2. 소프트웨어의 설계

 소프트웨어는 센서와 GPS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메인보드로 가져와 위

치, 약제살포량 정보로 변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의 포맷을 변환하여 USB메모리와 웹

서버 경로에도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google 

map상에 방역차량의 위치, 방역작업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

프트웨어 설계를 위해 Python 2.7.1 (Python Software Foundation)

을 사용하였고 Python에서 제공하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여 프

로그램을 만들었다. Mapping을 위해서 Javascript + html 언어를 이용

했다. 웹서버는 apache2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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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확성 평가를 위한 실험 설계

3.4.1. GPS 위치 정확성 평가를 위한 실험

3.4.1.1. 위치 정보 측정방법

 GPS620모델과 Novatel 장비에 나온 위치정보를 실제 지도상 위치

(Google map)와 비교했다. Novatel 장비의 경우, 고정 기지국을 설치

하면 dual frequency 방식으로 위치를 측정하여 0.01m단위의 오차가 

나오지만, 주행하는 차량 내에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고정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google map을 기준으

로 두 GPS의 측정값을 비교했다.

3.4.1.2. 위치 측정 실험방법

1) 실험조건

 이동속도는 고속도로에서는 평균적으로 80~120km/h, 산지도로에서는 

40~60km/h, 일반도로에서는 10~50km/h로 운행했다. 

 데이터는 GPS620은 10초에 한번, Novatel장비는 1초에 한 번씩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2) 실험장소

 실험장소는 고속도로(37.3994,126.8425~37.2007,126.8708), 산지

도로(37.4699,126.9448~37.4238,126.9016), 도심도로 

(37.4758.126.9729~37.3713,126.9978)이다. 

3) 실험방법

 일반 승용차량에 개발한 이력관리장치와 Novatel 장비를 설치하여 주

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했다.

3.4.1.3. 위치정확성 평가방법

 지도상의 기준점의 위도, 경도(Lat1, Lon1)에서 GPS620을 통해 얻은 

위도, 경도(Lat2, Lon2), Novatel장비를 통해 얻은 위도, 경도(Lat3, 

Lon3)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해 비교했다. 지도상 기준점의 위치를 정할 

때는 1차선 중앙을 기준점으로 정하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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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위치를 기준점으로 정했다. 정확도와 정밀도 확인을 위해 측정된 

거리의 평균, RMSE를 구하여 비교했다. 

3.4.2. 약제 살포량 측정정확성평가를 위한 실험

 수위레벨센서를 이용하여 약제 살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위레벨센

서의 출력전압-높이 관계와 높이에 대한 약탱크의 단면적을 알아야 한

다. 이들을 이용하여 살포 전후의 부피차를 계산해 약제 살포량을 측정

할 수 있고 이를 실제 살포량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3.4.2.1. 센서의 높이 정확성 측정 실험

 본 연구에서는 부력식 float-arm형 센서와 압력식 센서를 이용하여 수

위를 측정했다. 센서들의 calibration을 통해 출력전압과 높이사이의 관

계식을 구할 수 있다. 구한 관계식을 이용해 안정된 상태의 약탱크 내 

수위를 구하고 이를 실측값과 비교하면 센서들의 실제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오차가 많이 발생하면 calibration 식을 보정할 수 있다. 

1) 실험 조건

 안정된 상태는 방역차량이 정차 중에 펌프와 노즐을 구동시키지 않고 

탱크에 물을 채운 채 30초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 

 센서의 출력은 방역작업기를 구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수위에서

도 일정하지 않고 10~30mV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공급전압에 

mV 수준의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100Hz의 속도로 수집하여 최대, 최소 제거 후 평균을 내어 

해당 수위에서의 센서 출력값으로 가정했다.

2) 실험 방법 및 정확성 평가방법

 약탱크에 100L씩 물을 채우면서 100L마다 30초 동안 데이터를 수집

했다. 이때의 측정값과 안정된 상태에서 구한 실측값을 비교하여 오차가 

나오면 부피로 변환할 수 있고 앞서 나온 허용오차범위(±30L, ±50L)

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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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약탱크의 수위에 대한 단면적 계산

 약탱크는 직육면체가 아닌 요철이 있는 육면체로 높이에 대한 정확한 

단면적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Fig. 16과 같은 형태로 가정하고 높이에 

대한 x, y 축의 길이를 구했다. 높이(h)에 대한 x, y축의 길이는 Table 

1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Fig. 16 Simplified drawing of tank

Height Length of x Height Length of y
0~0.04 0.01*(119.7+1.35h) 0~0.653 0.985

0.04~0.247 0.01*(121.972+0.782h) 0.653~0.683 0.01*(531.429-6.63h)
0.247~0.508 1.413 0.683~0.741 0.01*(351.947-4.087h)
0.508~0.741 0.01*(188.358-0.936h)
● h = height(m)                            

Table 11 Length equation of x, y axis for height                

3.4.2.3. 약제 살포량 측정실험방법

1) 실험 조건

 부력식, 압력식 수위레벨 센서의 부착위치는 Fig. 17에 나와있다. 밑바

닥에서 각 센서의 영점까지의 높이는 각각 제작센서 4.8cm, 압력식 센

서 5.8cm이다. 

 데이터는 100Hz의 속도로 수집하여 최대, 최소 제거 후 평균을 내며 

2초에 한번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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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Location of sensors

 분사조건은 송풍기는 정지시킨 상태에서 펌프를 상용회전수인 770rpm

으로 놓고 노즐만 가동시켰고 정차 중 분사, 주행 중 분사로 나누었다. 

분사속도는 3.3L/min 이다. 정차 중 분사를 할 때 방역소독기와 지면의 

기울기는 Fig. 18과 같다. 경사측정은 디지털경사계(BD-202SA, 

BevelBox)를 이용했다. 방역소독기와 지면사이의 기울기는 0.1~0.2도

로 무시할 수 있었지만 지면의 기울기가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아래

로 0.8도, 왼쪽에서 봤을 때 앞으로 0.6도 기울어져 약탱크 수위의 실측

값에 -1.5cm 가량의 오차가 발생했다. 주행 중 분사는 실제 방역작업

시 주행속도인 3~8km/h로 주행하면서 비포장, 포장도로에서 실험했다. 

 

Fig. 18 Slope of ground

2) 실험 장소

 실험은 네 군데에서 진행했다. (a)에서 정차상태에서 물을 분사하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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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값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실험과 비포장도로 주행 중 분사실험을 했고, 

(b),(c)에서 필터와 damper의 효과확인을 위한 비포장도로 주행 중 분

사실험을 했다. 포장도로에서의 실험을 위해 (d)를 이용했다. 실험장소

는 Fig. 19에 나와있다.

Fig. 19 (a),(b),(c) unpaved road, (d) paved road

3) 실험방법

① 정차 중 분사 실험

 약탱크에 최대치(970L) 까지 물을 채운 뒤, 분사시키며 100L 마다 정

지 후 분사펌프만 가동시킨 상태에서 실제 수위와 센서 출력을 기록한

다. 3회 반복한다. 실제로 분사 시 펌프와 노즐을 모두 작동시켜야하고 

이때 펌프와 노즐에서 진동이 발생하여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즐을 가동시킨 상태로 수위를 실측할 수 없기 때문에 노즐 작동으로 

인한 효과는 무시할만하다고 가정했다. 

② 주행 중 분사 실험

 약탱크에 최대치(970L)까지 물을 채운 뒤 비포장도로(a), 포장도로(d)

에서 주행하며 전량 분사시키며 센서 출력을 기록한다. 3회 반복한다. 

3.4.2.4. 약제 살포량 정확성 평가방법

1) 센서의 높이 정확성 평가

 실제 수위에 대하여 센서 출력값의 오차범위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범위

(±30L)내에 오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존재

하면, 센서는 실제 분사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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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된 부피의 정확성 평가

 실제 부피에 대하여 계산된 부피의 오차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범위

(±30L)내에 오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존재

하면, 단순화된 약탱크를 통해 구한 높이에 대한 부피식을 실제 분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다.

3) 약제살포량 정확성 평가

① 정차 중 분사

 실제 수위에 대하여 센서 출력값의 오차범위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범위

(±30L)내에 오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존재

하면, 센서는 실제 분사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성을 가진다. 회

귀분석을 통해 잔차 범위와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비율, RMSE, R²

구해 비교한다. 

② 주행 중 분사

 실제 주행 중에는 실제 수위를 측정하기 어렵고 분사와 주행 중 발생하

는 진동에 의하여 0.01m단위로 실측값과 센서를 통해 나온 높이를 비

교할 수 없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잔차 범위와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비율, RMSE, R²구해 비교한다. 

3.5. 방역작업이력 측정 및 기록장치의 정확성 개선방법

3.5.1. Filter parameter 설정

3.5.1.1. Kalman filter

1) 시스템모델

 필터의 적용대상은 센서의 출력전압으로 single-variable 이며 시스템 

모델은 식 7과 같다.  

                                                      (7) 

: The current voltage(V)

  : The voltage last time(V)

 : Measuremen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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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meter 설정

 상태전이행렬(A), 상태변수변환행렬(H), 초기 추정값(x), 예측오차공

분산(P), 시스템잡음행렬(Q), 측정잡음행렬(R) 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야 한다. 센서의 출력전압이 측정값과 칼만필터의 상태변수가 되므로 상

태전이행렬 A와 상태변수변환행렬H 는‘1’이 된다. P=1을 넣어 추정

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다. 시스템잡음행렬 Q와 측정잡음

행렬 R은 물리량이 하나이므로 1 by 1 행렬이 되며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경험적 방법을 토대로 나머지 변수들을 정한다. R은 물리적인 의미

로 측정하는 센서의 노이즈를 의미한다. R이 크면 센서가 부정확하다는 

의미가 된다. 압력식 센서와 부력식 센서의 노이즈는 calibration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디지털 칼만필터는 Python 2.7을 이용해 구현했다. 

3.5.1.2. LPF

1)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 설정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이동과 약제살포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이 일정

한 주기성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LPF에 사용할 차단주파수를 설정하기 

위하여 고속푸리에변환(Fast-Fourier Transform, FFT)를 이용했다. 

FFT는 Excel에서 제공하는 FFT변환함수를 이용했다. FFT샘플수는 

1024개를 이용했다. Python 2.7을 이용하여 LPF를 구현했다.

3.5.1.3. Parameter 설정을 위한 실험방법

1) 실험지(b)에서 방역차량에 각각 0, 250L, 500L, 750L, 1000L의 

물을 넣고 각 용량마다 속도(v) 0,5,10,15km/h로 30초간 주행하며 실

험했다. 3.3L/min 속도로 분사했다. 데이터는 100Hz의 속도로 30초 동

안 수집해 평활화하지 않고 기록했다. 

2) 설정한 Q, R이 실제 주행 중 분사시에도 개선효과가 있는 

parameter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지(a)에서 방역차량에 1000L의 

물을 넣고 5km/h로 주행하며 3.3L/min의 속도로 분사하며 얻은 데이터

에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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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Damper

 약탱크 내에 배플을 설치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비용이 더 들고 탱

크의 형태에 따라 배플을 제작해야 해서 기존의 방역차량에 이용하기 어

렵다. 이에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센서부착형 damper를 제작했다. 

센서구조상 압력식 센서에만 damper를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었다. 

Damper prototype의 도면과 실제 모습은 Fig. 20과 같다. Damper의 

구조는 센서가 감지하는 부분에만 슬로싱 효과를 억제하면 되므로 센서

의 헤드부분을 damper에 끼우는 형태로 제작했다. Fig. 21에 보면 

damper의 하단에 지름이 좁은 실린더가 나타나고 이 부분에 센서의 가

장 밑부분이 밀착된다. 하단부 4면에 뚫린 구멍은 유체출입구로 이곳을 

통해 들어온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게 된다. 프로토타입의 유체출입구 지

름과 실린더 두께는 각각 2mm이다. 약탱크의 밑바닥에 고정시킨다. 

Damper는 3D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했다. Fig. 22은 약탱크에 부착하여 

사용시의 모습이고 Fig. 23은 약탱크 내 부착위치이다. 붉은색이 압력식 

센서, 노란색이 부력식 센서이고 흰색이 압력식 센서가 설치된 damper

이다. 

Fig. 20 Drawing and appearance of damper



- 69 -

Fig. 21 Location of pressure sensor in damper

Fig. 22 Appearance of implemented damper

Fig. 23 Location of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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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약제 살포량 측정정확성 개선 평가를 위한 실험

3.5.3.1. Filter 실험

 디지털 필터를 구현하여 실험지(b),(c)에서 5km/h로 주행하며 

3.3L/min 속도로 분사했다. 비포장도로의 도로면 변화가 포장도로보다 

심하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정확성을 개선했다.

 데이터는 100Hz 속도로 수집하며 칼만필터와 LPF를 통과한 값들을 

0.5초마다 기록했다. 

3.5.3.2. Damper 실험

1) Damper효과 확인 실험

 Damper를 제작하여 탱크 밑면에 설치 후, 실험지(b)에서 차량의 속도

를 5,10,15km/h로 바꿔가며 주행실험을 했다. 약탱크에는 각각 0, 250, 

500, 750, 1000L를 채우고 주행한다. 데이터는 100Hz의 속도로 30초

간 수집, 기록한 뒤 앞서 구한 안정된 상태에서의 높이와 비교했다. 

2) 주행 중 분사 실험

 실험지(b),(c)에서 5km/h로 주행하며 3.3L/min의 속도로 분사하며 실

험했다. 100Hz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대, 최소 제거 후 평균을 

내어 0.5초에 한번씩 기록하도록 했다. 

3) 공극률 변화 실험

 2)와 같은 조건에서 주행 중 분사실험을 한다. Damper의 성능을 개선

하기 위해 공극률을 바꾼 damper를 추가 제작하여 같은 실험을 반복했

다. 센서 설치와 센서의 감지부에 장애물로 인한 오류가 없도록 하려면 

실린더 내부구조를 바꿀 수 없다. 공극률을 바꾸기 위해 damper의 두께

와 유체출입구의 크기를 바꿨다. Damper의 공극률은 전체 부피에서 유

체가 출입하는 부분의 부피를 구해 구할 수 있다.  구멍이 없을 때의 공

극률 P=0.29 이며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한 damper1의 공극률은 

P=0.294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실험에 사용한 damper의 사양과 모양은 

Table 12, Fig.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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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per1 Damper1 Damper3
D(mm) 2 1 2
T(mm) 2 2 5
Porosity 0.294 0.291 0.17
● D: Diameter, T: Thickness

Table 12 Specification of dampers

Damper1(p=0.294)   Damper2(p=0.291)    Damper3(p=0.17)

Fig. 24 Dampers changed in porosity

3.5.3.3. 정확성 개선 평가방법

1) Filter 및 damper의 효과 확인

 안정된 상태에서, 탱크내 유량 0L, 250L, 500L, 750L, 1000L일 때 

실제수위를 구한다. 이 값을 기준으로 분사하지 않고 주행할 때, 필터와 

damper 설치 전후 센서 출력값을 비교해 개선효과를 확인한다. 

2) 약제살포량 측정 정확성 개선효과 평가방법

 필터와 damper 설치 전후 데이터를 회귀분석한다. 잔차 범위, RMSE, 

R²를 비교하여 실제 방역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확성 개

선효과를 판단한다. 사용가능성은 앞서 구한 허용오차범위인 ±30L, 

±50L 내에 잔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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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방역작업이력 측정 및 기록장치 시제품의 개발

4.1.1. 시제품의 제원과 예상 가격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의 구성요소와 규격은 Table 13과 같다. 총 

가격은 825,000원이다.

Model/Company Specification

Raspberry Pi 1 
Model B /

raspberry Pi

Processor BCM2835/32Bit Single Core
Storage capacity 16GB (memory card)

Velocity 700MHz
Power 5V 700 mA (3.5 W)
Price US$35 (40,000~45,000won)

GPS 620/
ASEN korea

Chipset MTK MT3318
Receive sensitivity -158dBm

Power consumption 46mA
Protocols support NMEA 0183 V3.01

Size Size: 30mm×47mm×13mm
Price 42,900won

Level sensor1

Type Float-arm level sensor
Measuring range 5 ~ 80cm
Output method Analog voltage(linear)

Price 40,000won

HLM-25C-I/
Dinel
(level 

sensor2)

Type Hydro-static level meter
Supply voltage 12 ~ 34 V DC
Current output 4 ~ 20 mA

Accuracy 0.4% of range (±)
Protection class IP68

Price 700,000won

Table 13 Specification of component of prototype

4.1.2. 시제품 개발결과

4.1.2.1. 하드웨어 개발

 개발된 장치의 회로도는 Fig. 25와 같다. 차량의 궤적추적을 위해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신해 저장해야 하므로 차량운행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공급할 5V 전원이 필요하여 방역소독기 배터리에서 컨버터를 이용

해 공급했다. 메인보드에 분무 컨트롤러를 연결하여 방역소독기 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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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 신호를 줘서 탱크 내 수위를 측정했다. 라즈베리파이는 보드내부에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가 없어서 외부의 MCP3208 컨버터를 통해 압

력식, 부력식 센서의 측정값이 디지털신호로 변환되어 들어온다. 센서는 

역전압방지를 위해 다이오드를 연결했고 컨트롤러로부터 오는 신호는 

30MΩ 저항을 연결해 3V 이하로 강하시켰다. 압력식 센서는 전류 출력

이므로 250Ω 저항을 직렬연결해 0~1m 당 0~5V가 나오도록 했고 부

력식 센서는 200Ω을 직렬연결해 0~1m당 2.2~3.5V가 나오도록 했다. 

Fig. 25 Circuit of developed device

 설치위치는 Fig. 26과 같다. 전원을 연결하기 용이하고 USB탈부착이 

쉽고 관리하기 쉽다. 소독제 살포시 소독제가 분사기 내부로 튈 수 있기 

때문에 방수기능이 있는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장치를 설치, 고정했다. 

Fig. 26 Location of develope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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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데이터베이스 설계 결과

1) 데이터베이스 선정

 테이블 형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고 라즈베리파이 보드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MySQL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다. 

2)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베이스는 빠른 mapping을 위해 2개의 Table로 구성된다(Fig. 

27). total 테이블에는 방역차량의 방역작업 및 위치관련 모든 정보가 

저장된다. 지도에 표시할 때는 total table의 데이터로 전체 운행궤적을 

표시하게 되고 totalmark table의 데이터로 주행 중 작업정보 및 궤적을 

표시하게 된다. 방역차량이 운행을 시작하면 total테이블에 저장되며 주

행 중 분사작업을 하면 totalmark 테이블에 저장된다. 한 구간에서 작업

을 마치고 다음 구간으로 이동 시, total 테이블에 이전구간에서의 전체

적인 작업정보와 현재 주행기록들이 저장되며 다음 구간에서 분사를 시

작하면 totalmark테이블에 작업정보 및 분사 중 위치정보가 저장된다. 

Fig. 27 Construction of database 
3) 데이터 형태

 totalmark 테이블에는 주행 중 분사시 수집된 정보들이 저장된다. 저장

되는 정보는 Table 14와 같다. 데이터 기록 간격이 5초이므로 5초간 

이동거리와 5초간 분사량이 저장된다. 평균분사량은 한 분사구간에서 분

사 시작부터 해당시점까지의 평균분사량이며 분사구간이 달라지면 평균

분사량도 다시 계산된다(Fig. 28). total 테이블에는 차량의 전체 작업

관련 정보들이 저장된다(Table 15). 구간이동거리, 구간분사량, 구간평

균분사량, 구간분사시간은 방금 작업을 끝낸 구간의 작업정보로 컨트롤

러가 꺼지는 순간 바로 기록되며 누적되지 않고 다음 구간에서는 새로 

기록이 시작된다. 전체 분사량은 방역차량이 운행 시작 후부터 끝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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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분사한 총량이며 전체 주행시간은 운행 시작부터 끝까지 걸린 시간

으로 계속 누적되는 값들이다(Fig. 29).

Fig. 28 Item of totalmark table

 

Fig. 29 Item of total table

 

Index Contents
time Current time

latitude Current latitude of vehicle
longitude Current longitude of vehicle
5secdis Distance for 5seconds

totalsecdis Total distance of vehicle from beginning to point in a spray section
5secspray Volume of spray for 5seconds

meanfbtpspray Mean volume of spray from beginning to point in a spray section
fbtpspray Volume of spray from beginning to point in a spray section

totalsectime Total spray time for a spray section

Table 14 Contents of item of totalmark table

Index Contents
time Current time

latitude Current latitude of vehicle
longitude Current longitude of vehicle

secdis Distance of a spray section 
totaldis Total distance of whole driving path

meanspray Mean volume of spray for a spray section
totalsecspray Total volume of spray for a spray section
totalsectime Total spray time for a spray section
totalspray Volume of spray of whole spray section
total time Total driving time of vehicle

Table 15 Contents of item of total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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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삭제주기 및 통신

 방역 차량은 방역작업 후 작업정보를 관공서에 보고하기 때문에 매일 

오전 00:00 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자료가 삭제된다. MySQL에서 

지원하는 이벤트 스케쥴러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PC와 스마트폰에서 라즈베리파이의 IP로 접속

해 데이터베이스와 방역작업이력이 표시된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4.1.2.3. 소프트웨어 설계 결과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Fig. 30과 같다. GPS와 수위레벨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메인보드의 프로세서로 전송된 후 필터링, 수위, 위치정보로 

변환된다. 변환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의 해당테이블에 저장되고(Fig. 

31) 작업관리자가 관리자 pc에서 방역작업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csv, xml 포맷으로(Fig. 32,33) USB메모리에 저장된다. xml파일은 

웹서버경로로 이동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

를 가지고 mapping이 이루어진다. 데이터 기록 간격은 필터 도입 전후

로 바뀌었는데 필터도입 전에는 센서에서 5초 동안 100Hz의 속도로 데

이터를 수집하여 최대, 최소 제거 후 평균을 낸 수위정보를 가져왔지만 

필터도입 후에는 필터링 과정의 시간지연으로 인해 센서에서 3초동안 

100Hz의 속도로 측정하여 필터링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시간지연

은 50개 데이터 처리에 약 1.7초이며 이로 인해 1.1L 가량의 오차가 발

생한다. 저장된 데이터를 Google map에 표시할 수 있다. 유무선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웹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정보가 표시된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0의 화살표는 데이터의 이동방향이며 붉은화살표

가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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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Architecture of implemented device

Fig. 31 Actualized database including location and work record(database) 

Fig. 32  Actualized database including location and work record(csv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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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Actualized database including location and work record(xml format)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google map을 이용해 지도상에 표시했

다. 그 결과는 Fig. 34,35와 같다. 

Fig. 34 Marked driving path, path and info-window during spraying while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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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Database and marked map connected from smart phone

 위 그림에서 나타난 데이터는 실험지(b)의 비포장도로에서 주행 중 분

사를 하며 얻은 데이터이다. 데이터에 보면 분사량에 음(-)값이 있는데 

이들은 슬로싱에 의해 발생한 오류이다. 또한 도로바닥 균일하지 않고 

기울기가 있어서 방역차량이 기울어지고 유체가 센서쪽으로 쏠려 오류가 

발생했다. Fig 34의 왼쪽 그림은 차량의 주행궤적을 나타낸 것이고 오

른쪽 그림은 주행 중 분사 작업을 나타낸 것이다. 배경지도는 terrain타

입으로 지형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지도를 표시한 것이며 roadmap(기본

도로 지도 표시), satellite(Google Earth위성 이미지 표시), hybrid(일

반 및 위성 혼합표시) 등으로 바꿀 수 있고 지도의 축척도 바꿀 수 있

다. 운행궤적은 선으로 표시했고 분사하지 않을 때(red)와 분사할 때

(blue)의 선 색깔을 달리했다. 작업정보는 선 위의 마크를 클릭하면 확

인할 수 있다. 마크사이 간격을 통해 작업자가 정해진 속도로 분사하며 

주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방역차량이 고장나거나 작업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문제발생 시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80 -

4.2. 방역작업이력 측정 및 기록장치의 정확성 평가

4.2.1. 위치 측정실험결과

 지도상의 위치와 GPS들을 통해 얻은 위치를 비교했을 때, 고속도로에

서는 GPS620 모델의 평균 위치오차가 Novatel 장치보다 1.9m 적게 

나왔고 RMSE도 1.2m 적게 나왔다. 산지도로에서는 반대로 Novatel 장

비의 평균 위치오차가 2.2m 적게 나왔고 정밀도는 비슷하게 나왔으며 

마지막 도심 속 일반도로에서는 GPS620의 평균위치오차가 1.8m 적게 

나왔고 더 정밀하게 나왔다. 고속도로에서는 이동속도가 80~120km/h

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다른 도로에서보다 상대적

으로 떨어졌고 특히 고속도로 주위에 터널이 있거나 산지가 형성되어있

으면 전파방해가 심해져 오차가 심했다. 산지도로에서는 터널과 산악지

형의 방해가 있었으나 이동속도가 40~60km/h로 느렸기 때문에 위치정

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도로는 이동속도가 10~50km/h 로 느리지만 

건물과 아파트 등에서 신호가 반사되고 방해를 받는 일이 더 많아 위치 

정확도가 산지도로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GPS620의 성능과 

Novatel장비의 성능차이는 크지 않았다. 실제로 방역차량이 주행하는 

도로는 일반도로와 산지도로이며 이때 GPS620의 위치오차의 RMSE는 

3.7m이하로 KAHIS의 GPS장비의 위치오차범위 내에 들었다. 

 GPS620모델은 저가형이나 싱글로 사용한 DPGS 측정장비와 위치정확

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위치 오차가 KAHIS의 GPS장비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실제 방역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후 KAHIS의 

GPS대신 사용하거나 본 GPS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KAHIS에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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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type Map-GPS620 Map-Novatel GPS620-Novatel

Highway

Min 0.3002 1.04429 0
Max 25.6476 37.6819 37.0497
Mean 7.2066 9.1066 5.4554
RMSE 5.067 6.2702 6.5641

Mountain 
road

Min 0.8112 0 0.8248
Max 19.4035 11.7747 14.9120
Mean 5.9972 3.6900 4.5794
RMSE 3.7307 3.0773 3.3326

City road

Min 0.2511 0.4350 0.7771
Max 16.2334 35.7119 35.0971
Mean 4.8865 6.6826 6.6516
RMSE 3.6271 5.3654 5.6939

Table 16 Mean and RMSE of range error

4.2.2. 약제 살포량 측정실험결과

4.2.2.1. 센서 calibration 결과

 센서의 전압출력과 높이와의 관계를 알기위해 calibration을 했고 결과

는 Fig 36,37, Table 17과 같다. 부력식 수위레벨센서는 암이 2번 꺾

여있는 구조이며 저항기 부분의 민감도 때문에 Fig 36과 같이 6단계로 

나눠진 결과가 나왔다. 각 단계의 구분은 높이가 변해도 센서의 출력값

이 변하지 않는 시점으로 했다. 부력식 센서의 영점 기준으로 0~5cm 

높이에서는 출력값의 변화가 없어서 약탱크에 부착시 센서의 영점과 탱

크 바닥면사이의 간격 4.8cm를 고려하면, 바닥면에서 9cm 높이까지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압력식 수위레벨센서의 작동원리는 탱크 내 

유체의 압력과 대기압을 비교하여 높이에 해당하는 전압을 출력하는 것

이다. 따라서 센서가 작동하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대기압이 변하기 때

문에 초기값이 변한다. 서울대학교(37.457, 126.9486)지점에서는 초기

값이 820mV로 나왔으나 실험지(a)(36.9108, 127.0655)에서는 초기

값이 720mV가 나왔다. 실제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시 이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calibration에 사용한 초기값과 실제 위치에서 얻은 초기값

의 차를 반영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Calibration 시 각 센서의 오

차는 부력식 센서가 평균 3cm, 압력식 센서가 평균 1c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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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Relation between height and output voltage of flot-arm level sensor

Fig. 37 Relation between height and output voltage of hydro-static level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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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sensor Float-arm sensor

v Height v Height

720~3965 h=0.0307v-17.608

2975~ h= 0.065v-144.26
2971~2974 h= 46.8
2735~2970 h=0.0537v-114.24
2721~2734 h= 31.8
2560~2720 h= 0.0332v-59.78
2528~2559 h= 24.8
2461~2527 h= 0.0649v-140.11
2447~2460 h= 18.8
2345~2446 h= 0.0384v-76.2 
2310~2344 h= 12.2
2251~2309 h= 0.0316v-61.804

~2250 h= 4.8
l h = Height of water(cm), v = Output voltage of sensor(mV)

Table 17 Conversion equations of height

4.2.2.2. 센서의 높이 정확성 측정실험결과

 안정된 상태에서 센서를 통해 나온 높이는 Table 18과 같다. 압력식 

센서는 오차가 1.7cm 이하로 크지 않으나 부력식 센서는 최대 4.5cm까

지 오차가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오차가 크다. 그 이유는 센서 구조로 

인해 출력값의 변동이 없는 구간이 발생하는 점, 저항기의 민감도 등을 

들 수 있다. 900L에서 4.5cm의 오차는 부피로 약 55L정도가 되는데 

이는 허용오차범위 ±50L 근방의 값이다. 따라서 부력식 센서의 경우,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많은 양을 분사하는 방역차량에

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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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volume(L)

Actual

height(cm)

Float-arm

level sensor(cm)

Pressure

level sensor(cm)
970 74.1 75.44 74.07
900 68.5 64.07 67.33
800 60.5 62.57 60.41
700 54.7 55.36 50.65
600 45.8 42.83 44.18
500 38 36.35 36.87
400 29 28.23 29.56
300 23.2 20.58 22.52
200 15.5 15.27 16.77
100 6.5 4.8 8.22

Table 18. Comparison of actual height and converted height

4.2.2.3. 부피 정확성 측정실험결과 

 약탱크를 단순화시켜 수학적으로 구한 부피와 실제 약탱크에 채워진 액

체의 부피를 100L마다 비교한 결과는 Table 19와 같다. 오차는 최대 

28.6L로 ±30L의 허용오차범위 내에 존재한다. 따라서 약제 살포량 계

산에 이용할 수 있다.  

Actual volume(L) Actual height(cm) Calculated volume(L)
970 74.1 965.65
900 68.5 924.51
800 60.5 828.29
700 54.7 710.58
600 45.8 628.55
500 38 519.99
400 29 394.73
300 23.2 314.08
200 15.5 210.07
100 6.5 94.3

Table 19 Comparison of actual volume and calculated volume

4.2.2.4. 약제 살포량 측정실험결과

 약탱크는 높이에 대한 단면적이 매우 커서 약간의 높이 차이로도 큰 부피차가 

발생한다. 앞선 실험결과를 통해 약제살포량의 정확성은 수위의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성 평가는 실제 수위와 센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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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수위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정차 중 분사 실험 결과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분사 시 센서의 출력값을 높이로 변환하여 실

제 100L마다의 높이와 비교했다. 압력식 센서의 경우, 탱크내 유량이 

최대값인 970L에서 4cm의 오차를 보이고 900L에서 4,5cm의 오차를 

보인 뒤 유량이 줄수록 오차범위가 0.6~3cm 내에서 형성됐다. 부력식 

센서의 경우, 200L지점을 제외하면 5cm이내의 오차를 보이며 200L근

방에서 5~7cm의 오차를 보인다. 실측값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험 중 

방역소독기가 놓인 위치의 지면이 기울어져있었기 때문이다. 지면의 기

울기에 의한 오차는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2.76cm로 센서의 

설치위치를 고려하면 약 –2cm의 추가적인 오차가 발생하며 이를 대입하

면 압력식 센서의 오차는 900L에서 최대 3.3cm(44L)가 나오며 다른 

구간에서는 ±2cm이내의 오차를 보인다. 이는 허용오차범위(±30L, 

±2cm)근처이다. 부력식 센서의 경우, 200L구간을 제외하면 

±4.5cm(55L)이하로 나왔다. 허용오차범위의 기준을 ±4.3cm(±50L)

로 내리면 센서들의 출력값이 오차범위 근처에 있게 된다. 

1st 2nd
Actual 

volume(L)

Actual
height(cm)

Float(cm) Pressure(cm) Float(cm) Pressure(cm)

970 74.1 73.16 70.07 70.96 70.47
900 68.5 69.46 64.18 66.6 63.23
800 60.5 60.88 58.21 59.71 59.2
700 54.7 52.5 51.44 49.7 50.91
600 45.8 40.9 43.82 46.8 43.14
500 38 35.15 36.06 33.65 35.4
400 29 28.4 28.2 24.8 27.89
300 23.2 26.3 21.07 21.66 20.86
200 15.5 22.65 15.36 22.4 14.78
100 6.5 4.8 6.71 4.8 4.5

Table 20 Comparison of actual height and converted height during spraying while non-driving 

 정차 중 분사시 부력식 센서의 출력결과를 노이즈를 제거하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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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100Hz의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대, 최소 제거 후 평균을 내

고 5초 간격으로 기록했다(Fig. 38). 부력식 센서의 경우, 수위-출력전

압 관계가 정비례관계가 아니라 이차곡선형태를 보이다가 특정지점에서 

수위가 급락하는 형태를 보인다. 높이가 51.7→46.8cm, 36.4→29cm, 

20.7→18.8cm, 17.7→18.8cm, 14.1→12.3cm, 9.5→4.8cm 부분에서 

해당 상황이 발생하며 높이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발생했다. 따라서 

안정된 상태에서도 출력값에 오차가 큰 부분이 발생한다. 

Fig. 38 Result of collected data of float-arm level sensor for time

 센서의 영점을 기준으로 센서암의 구간 L1, L2, L3와 꺾이는 지점끼리 

잇는 선들 K1, K2, K3가 수면과 평행을 이루는 높이는 Fig. 39,40과 

같다. 이를 약탱크 내 수위로 바꾸면 Table 21과 같다. L1은 수면과 수

평을 이루지 못한다. 각 선이 수면과 수평을 이루는 높이와 Fig. 42에서 

높이가 급락하는 구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부력식 센서가 200L

근방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는 현상은 센서 구조와 저항체의 정밀도에 기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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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Height from zero point to parallel point(K3, K2, K1)

Fig. 39 Height from zero point to parallel point(L2, L3)

L3 L2 K3 K2 K1
Height(cm) 19.3 58.8 35.8 32.3 63.4

Table 21 Height from bottom of tank to sens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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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 중 분사시 출력결과를 산점도로 나타내면 Fig. 41,42와 같다. 관

측점들이 진동하고 있으나 대체로 시간에 대해 선형적으로 하강하는 모

습을 보인다. 정차 중 펌프의 진동만 있는 상황에서 센서의 출력이 불안

정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분사펌프로 인한 물의 진동, 센서노이즈, 높이 

변환오류, 소자 접촉상태의 문제, 센서 구조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센서

노이즈는 공급되는 전압이 일정한 양이 아니고 10~30mV 정도의 변화

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높이변환으로 인한 오류는 부력식 센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높이가 변해도 출력이 변하지 않는 구간, 높이가 급락

하는 구간이 있어서 연속된 직선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센서의 구조, 가변저항체의 정밀도에 의해 유발된다. 

 수위가 낮은 지점인 20cm 이하 지점에서는 관측점들의 진동이 비교적 

더 심하고 오차가 커지는데 이는 수심이 얕으면 같은 힘을 받아도 진동

이 크기 때문이다. 

  정차 중 분사시 나온 결과를 회귀분석해서 Table 22에 나타냈다. 부

피의 허용오차범위는 ±30L, ±50L로 높이로는 각각 2cm, 4.3cm 이

다. 압력식 센서는 2회의 실험에서 잔차들이 ±30L의 허용오차범위 범

위 내에 거의 분포하였고 부력식 센서는 ±30L로 설정 시 50% 가량의 

측정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으나 ±50L로 허용오차범위의 기준을 내리

면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값이 20%내로 줄었다. 

 부력식 센서의 경우, 아주 정확한 측정값을 내지 못하지만 발생하는 오

차가 크지 않아서 필터 등을 거쳐 데이터를 평활화하면, 정차 중 분사시

약제살포량 계산을 위해서 두 센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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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catter plot of float-arm level sensor(L) and pressure level sensor(R)(1st) 

Fig. 42 Scatter plot of float-arm level sensor(L) and pressure level sensor(R)(2nd) 

Min Max RMSE 
Out of 

tolerance(30L/50L)
R²

1st
F -5.8617 6.1085 2.7142 49.6% / 12.6% 0.9768
P -4.7117 2.934 1.1876 5.9% / 0.1% 0.9958

2nd
F -6.9381 14.3507 3.0796 50.7% / 20.8% 0.9713
P -2.0737 4.0522 0.8947 3.1% /  0% 0.9978

l F: Float-arm level sensor, P: Pressure level sensor

Table 22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spraying while non-driving

2) 주행 중 분사 실험결과

 주행 중 분사실험 결과는 Fig. 43,44와 같으며 Fig 45,46은 이를 회귀

분석해서 나온 잔차의 분포도이다. 주행 중에는 탱크에 가해지는 진동이 

심해져 회귀선에서 멀어진 점들이 많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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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해 선형적으로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23은 회귀

분석 결과이다. R²값이 0.9이상으로 회귀모형에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

지만 잔차의 범위를 보면 오차가 매우 크다. 비포장도로보다 포장도로에

서 정밀도가 더 높고 정확성도 높았으나 포장도로에서도 잔차가 크다. 

±30L 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점들도 부력식 센서는 70% 이

상 발생했고 압력식 센서도 40% 이상 발생했으며 기준을 ±50L로 완

화해도 여전히 15%이상 발생했다. 잔차분포를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보

이지 않으며 도로상태와 주행 속도, 방법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데이

터 보정이 어렵다. 

 부력식 센서, 압력식 센서를 이용해 주행 중 약제 살포량을 계산할 때

에는 정확도가 낮아 정확한 살포량을 측정하기 어렵다. 방역차량의 작업 

수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으나 주행경로를 따라 위치별 

살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Fig. 43 Scatter plot of float-arm level sensor(L), pressure level sensor(R)(pave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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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Scatter plot of float-arm level sensor(L), pressure level sensor(R)(unpaved road)

Fig. 45 Residual plot of float-arm level sensor(L), pressure level sensor(R)(paved road)

Fig. 46 Residual plot of float-arm level sensor(L), pressure level sensor(R)(unpave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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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Max RMSE 
Out of 

tolerance(30L/50L)
  R²

Paved 
road

F -20.508 16.892 5.3515 73.1% / 40.8% 0.9125
P -10.4442 11.4076 3.0992 48.7% / 15.6% 0.9767

Unpaved 
road

F -21.7544 26.5586 5.8927 73.4% / 41.8% 0.8905
P -12.8663 11.194 3.2271 51%  / 15.9% 0.9742

l F: Float-arm level sensor, P: Pressure level sensor

Table 23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spraying while driving

3) 데이터 기록 간격에 따른 변화

 노이즈를 줄이고 실용적인 수집시간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

간격을 조절했다. 데이터는 0.5, 1, 2, 3, 4, 5초마다 기록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Fig. 47,48, Table 24와 같다. 데이터 기록빈도가 줄어들수

록 R²이 커지고 RMSE가 작아지면서 정확도와 회귀모델에 일치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오차범위도 줄어든다. 압력식 센서의 경우, 4초 이후로

는 큰 차이가 없다. 5초 이후로는 잔차범위가 ±3cm(40L)이내로 허용

오차범위 ±30L(±2cm) 근처에 존재한다. 부력식 센서도 잔차가 줄어

들지만 5초에서 최대 22cm가 나오는 등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중간에 오차가 큰 값이 나와도 데

이터 수집양이 많아지면 오차를 상쇄시킨다. 기록 간격이 길어질수록 시

간지연도 커질 위험이 있으나 기록 간격이 0.5초, 5초일 때 시간지연 차

이는 0.01초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데이터 기록 간격을 5초로 설

정하면 주행 중 분사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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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sec 1sec

2sec 3sec

5sec4sec

Fig. 47 Output of pressure level sensor for data recor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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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ec4sec

3sec2sec

1sec0.5sec

Fig. 48 Output of float-arm level sensor for data recor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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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sec 1sec 2sec 3sec 4sec 5sec

F

Min -19.5919 -15.8533 -12.8795 -11.9263 -10.2421 -9.5535
Max 39.3004 26.2409 22.2222 22.1975 22.0752 22.1198

RMSE 7.8947 7.618 7.0944 6.9101 6.8241 6.6585
 R² 0.81 0.8208 0.8407 0.848 0.8512 0.8576

P

Min -16.7228 -4.2589 -3.9863 -3.0383 -2.5821 -2.3244
Max 22.2441 4.207 3.0414 2.9274 2.927 2.9606

RMSE 2.5622 1.0119 0.7808 0.6994 0.6455 0.6368
 R² 0.9825 0.9972 0.9983 0.9987 0.9989 0.9989

● F: Float-arm sensor, P: Pressure level sensor

Table 2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sensors for data record time

4.2.3. 위치 및 약제 살포량 측정정확성 평가

 본 연구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한 GPS모델(GPS620)은 4만

원대의 저가형 국산 DGPS모델로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가 쉬우며 크기

가 작아 탈부착이 용이하고 메인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GPS모델을 

실제로 방역차량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KAHIS의 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google map과 Novatel의 싱글 DGPS장비를 

이용해 위치정확성을 확인했다. 지도와 비교했을 때 RMSE는 5m 이내

로 나왔고 Novatel장비와 비교해도 산지와 일반도로에서 RMSE가 6m 

이내로 나왔다. 위치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GPS620의 오차들

은 KAHIS GPS장비의 오차인 1~5m 범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실제 

방역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고 KAHIS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호환

이 가능하다. 

 수위레벨센서를 이용한 약제살포량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

역차량이 정차상태일 때와 이동 중에 분사할 때를 실험했다. 정차 중에 

분사를 할 때 부력식 센서와 압력식 센서의 실제수위에 대한 오차는 각

각 ±4cm(48L), ±2cm(30L)근방으로 나왔으며 최대 5cm(68L), 

3.3cm(44L)가 나왔다. 허용오차범위를 ±30L(±2cm)로 정할 때는 압

력식 센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허용오차범위를 ±50L(±4.3cm)로 기준

을 내리면 두 센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압력식 센서는 정확한 값을 

보이며 부력식 센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필터 등의 방법을 이용해 개선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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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중 분사를 할때는 두 센서 모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정확성이 

매우 떨어졌다. 부력식 센서의 R²는 0.81, 압력식 센서의 R²는 

0.9825이며 잔차와 그에 따른 부피는 부력식센서는 최대 26cm(362L), 

압력식센서는 12cm(167L)의 차이가 났다. 도로상태, 주행속도와 방법 

등에 따라 차이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데이터의 기록간격을 5초로 조절

하면 R²가 부력식 센서의 경우, 0.81에서 0.8576으로 상승했고 압력

식 센서의 경우, 0.9825에서 0.9989로 상승했으며 잔차범위도 

±3cm(40L) 이내로 상당히 정확한 값을 낼 수 있었다. 

 주행 중 분사할 때 부력식 센서는 이용할 수 없으나 압력식 센서는 데

이터 기록간격을 5초로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고 정확성도 높았다. 

4.3. 방역작업이력 측정 및 기록장치의 정확성 개선결과

4.3.1. Filter를 이용한 약제살포량 측정정확성 개선

4.3.1.1. Kalman filter parameter 설정실험결과

 디지털 칼만필터를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libration 

결과를 토대로 높이오차가 0.01m 발생하여 R=0.01로 정했고 노이즈로 

인해 10~30mV의 mV단위의 차이가 발생하여 Q=0.001로 정했다. Fig. 

49는 임의의 Q, R(Q=0.001, R=0.01)을 설정한 후 칼만필터를 통과시

킨 결과이다. 실험지(b)에서 약탱크에 각각 250L, 500L, 750L, 

1000L를 채운 후 5km/h의 속도로 주행했을 때, 압력식 센서의 결과이

다. 안정된 상태에서의 압력식 센서의 결과는 각 부피당 1176, 1766, 

2352, 2886mV이며 이에 대한 각 리터당 오차범위는 Table 25와 같

다. 오차범위가 줄고 RMSE값이 1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olume(L)
250L 500L 750L 1000L

Raw

data

Range -12.127~7.986 -18.981~9.539 -8.84~7.8301 -16.572~7.867

RMSE -3.0069 -3.5398 -2.5947 -2.8951

Filtered 

data

Range -8.7658~5.065 -11.674~5.455 -4.168~3.6362 -10.242~3.5321

RMSE -2.3507 -2.6260 -1.3804 -1.7585

Table 25 Error range of filtered data for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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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at 250L

Filtered data at 1000LRaw data at 1000L

Filtered data at 750LRaw data at 750L

Filtered data at 500L

Filtered data at 250L

Raw data at 500L

Fig. 49 Result of filtered data of pressure level sensor for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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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필터를 거쳐 나온 데이터도 오차가 매우 큰 값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칼만필터의 특성상 필터링 전 발생한 큰 이상치를 그대로 반

영하기 때문이다.  

 Parameter 설정을 위해 Q를 바꾼 결과는 Fig 50과 같다. R을 0.01로 

고정하고 Q를 바꾸면 Q가 줄어들수록 오차가 줄어들고 평활화가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는 실제 동작이 가정한 모델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모델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낮은 Q는 알려지지 

않은 노이즈 조건 및 모델링 오류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의미이다. 단

순한 단일변수 시스템이며 노이즈가 10~30mV로 매우 작고 일정한 부

피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Q가 작을수록 노이즈가 줄어든다.

Raw data Q=0.001, R=0.01

Q=0.0001, R=0.01 Q=0.00001, R=0.01

Fig. 50 Filtered data by kalman filter with changing Q at 250L

 

 앞서 정한 Q, R(0.001, 0.01)을 실제 상황인 주행 중 분사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분사 중 얻은 데이터에 적용시

켰다. Fig. 51은 R=0.01로 일정한 상태에서 Q를 변화시킨 것이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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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001일 때보다 0.0001일 때 잔차가 줄고 평활화가 잘 이루어졌다. 

반면 Q가 0.00001까지 줄어들면 그래프는 매끄러워지지만 오차가 더 

심해졌는데, 그 이유는 수학적 모델과 회귀모델과의 차이 때문이다. Q가 

0.00005, 0.0001의 필터링된 데이터의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정

밀도 RMSE는 각각 0.79, 0.89, 잔차의 최대는 각각 0.71, 1.38로 

Q=0.00005가 더 좋게 나왔으나 평균이 –1.08, -0.75로 Q=0.0001이 

더 좋았다. 분포가 좀더 퍼져있어도 Q=0.0001의 평균이 0에 가까워서 

Q=0.0001로 정했다. Fig. 52는 Q = 0.001로 일정할 때 R을 변화시키

면서 얻은 결과이다. 주행 중 분사시 R이 기존의 0.01일 때보다 0.1에

서 평활화가 더 잘 이루어지며 오차도 줄어들었다. R이 0.05, 0.1일 때

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잔차를 비교했을 때, 최대, 최소값이 각각 2.04

에서 1.38, -3.8에서 –3.48로 줄었으며 RMSE도 1.03에서 0.89로 줄

었다. R의 최적값이 변한 이유는 센서의 성능은 변하지 않으나 주행 시 

발생하는 노이즈로 인해 측정값의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Q=0.0001, R=0.1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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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Q=0.01, R=0.01

Q=0.001, R=0.01 Q=0.0001, R=0.01

Q=0.00005, R=0.01 Q=0.00001, R=0.01

Fig. 51 Filtered data by kalman filter with changing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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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Q=0.001, R=0.01

Q=0.001, R=0.05 Q=0.001, R=0.1

Q=0.001, R=0.5 Q=0.001, R=1

Fig. 52 Filtered data by kalman filter with changing R

4.3.1.2. LPF cutoff frequency 설정실험결과

 Fig. 53,54는 정차상태(v=0)와 v=5km/h에서 나온 결과를 FFT 분석

을 위해 주파수도메인으로 변환한 결과이며 Table 26은 차량의 속도와 

탱크 내 유량에 따른 FFT magnitude가 최대일 때의 주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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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km/h)

Frequency(Hz)

0L 250L 500L 750L 1000L

0 50 100 100 100 50
5 7550 550 600 900 2550
10 600 1200 1950 900 2150
15 150 650 1900 1850 2050

Table 26 FFT frequency for velocity and volume

v=0km/h, 0L v=0km/h, 250L

v=0km/h, 500L v=0km/h, 750L

v=0km/h, 1000L

Fig. 53 FFT data for volume at velocity = 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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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km/h, 0L v=5km/h, 250L

v=5km/h, 750Lv=5km/h, 500L

v=5km/h, 1000L

Fig. 54 FFT data for volume at velocity = 5km/h

 속도를 바꿔가며 주행 시, magnitude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주파

수는 500Hz이상으로 차단주파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 정차상태에서의 

주파수인 50, 100Hz를 차단주파수로 놓고 LPF를 구현하였고 둘을 비

교했다. Fig. 55는 차단주파수가 50, 100Hz일 때의 결과이며 Table 

27은 각 주파수에서의 잔차범위와 RMSE이다. 붉은 선은 rawdata, 파

란선은 회귀모델, 초록선은 필터링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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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 50Hz fc = 100Hz

Fig. 55 Output of filtered data for cutoff frequency

Cutoff frequency(Hz)
50 100

Range -5.3075~3.3601 -6.7895~5.2351
RMSE 1.3811 1.7746

Time delay 0.085s 0.084s

Table 27 Error range of filtered data for cutoff frequency

 차단주파수가 50Hz일 때 오차범위가 더 좁고 RMSE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 시간지연의 경우, 0.001초 차이로 차이가 없었다. 이에 차단주

파수를 50Hz로 정했다.  

4.3.1.3. Filter를 이용한 약제살포량 측정정확성 개선결과

 필터를 통과한 압력식 센서의 결과는 Fig. 56과 같다. 슬로싱과 분사에 

의한 진동에 의해 넓게 퍼져있던 측정치들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실험지(b)에서의 실험결과 칼만필터 통과시 R²은 0.9825에서 0.9979, 

LPF 통과시 0.9965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실험지(c)에서의 실험결

과 칼만필터 통과시 R²은 0.9790에서 0.9912, LPF 통과시 0.9889로 

향상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28에 나타냈다. 필터 통과시 오차

범위가 줄어들며 회귀모델과의 일치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정밀도도 높아

진다. 칼만필터 통과시 ±6cm(83L) 이내로 오차가 발생하며 실제 방역

차량에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오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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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만필터는 시스템모델(상태전이행렬A, 시스템잡음행렬Q)을 기초로 

다음 시각의 상태와 오차공분산을 예측하며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보상해서 추정값을 계산해낸다. 이때 예측-측정-추정의 알고리즘을 반

복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칼만이득(kalman gain)을 계산하고 추정값을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이전단계의 오차공분산과 가중치를 고려하여 이득

값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시스템모델에 좀더 빨리 수렴하여 안정적인 결

과를 보인다. LPF의 경우, 이득값이 고정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수렴하

는데 한계가 있지만 시간지연이 거의 없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 

Unpaved road(b) Unpaved road(c)
Raw Kalman LPF Raw Kalman LPF

Min -16.7255 -5.3501 -6.9909 -13.3114 -6.4255 -7.3311
Max 22.2493 3.8679 5.1478 9.9052 5.6805 7.2274

RMSE 2.5625 0.8669 1.1255 2.6302 1.7006 1.9113
R² 0.9825 0.9979 0.9965 0.9790 0.9912 0.9889

Table 28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filte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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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n filter(b)

Raw data(b)

Low pass filter(b)

Kalman filter(c)

Raw data(c)

Low pass filter(c)

Fig. 56 Result of filtered data or driving spraying at unpaved road(b)(L),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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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록간격을 바꿨을 때 회귀분석결과는 Table 29와 같다. 필터

링된 결과값들을 보면 기록간격 0.5초에서 오차범위가 매우 줄어들지만 

±6,7cm(83~92L) 범위를 보이며 허용오차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있다. 

데이터 기록 간격을 늘릴 경우, 3초 이상으로 늘릴시 필터링된 값들은 

R²값들에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RMSE 

역시 3초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며 칼만필터를 통과한 값들은 5초

에서 더 큰 값을 나타냈다. 이는 필터링시 발생하는 시간지연으로 인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디지털 

칼만필터는 30개 데이터 필터링에 1.029초, 50개 데이터 필터링에 

1.712초, 100개 데이터 필터링에 3.5초가 걸리며 LPF는 각각 0.004

초, 0.01초, 0.02초가 걸린다. 시간지연동안 발생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

기 때문에 분사 중에 이상치 발생시 이를 무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차

가 큰 값을 상쇄시킬 수 있는 모델과 일치하는 값들을 버릴 수도 있다. 

 필터링을 통해 오차범위를 줄이고 정밀도를 높여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터링을 거쳐 나온 결과를 회귀분석했을 때, LPF보다는 칼만

필터를 이용할 때 잔차범위가 더 줄고 RMSE도 1.7, 0.87 등으로 더 낮

게 나오며 보다 정밀함을 보였고, R²도 0.99 이상으로 시스템모델에 

더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록 

간격을 늘리면 두 필터 모두 개선된 결과를 보이지만 칼만필터는 필터 

통과시 발생하는 시간지연으로 인해 3초 이상 늘리면 정확성이 약간 떨

어졌다.  



- 108 -

0.5sec 1sec 3sec 5sec

Unpaved 

road(b)

R

Min -16.7255 -4.2308 -3.8315 -3.6453
Max 22.2493 4.2107 4.4541 3.5211

RMSE 2.5625 1.0138 1.3684 1.0018
R² 0.9825 0.9972 0.9949 0.9973

K

Min -5.3501 -3.5642 -2.9868 -2.4083
Max 3.8679 3.5348 2.8212 2.8207

RMSE 0.8669 0.8114 0.7021 0.7049
R² 0.9979 0.9982 0.9987 0.9986

L

Min -6.9909 -3.7157 -1.9675 -1.6151
Max 5.1478 3.5719 2.8607 2.8545

RMSE 1.1255 0.8445 0.6924 0.6428
R² 0.9966 0.9980 0.9987 0.9988

Unpaved 

road(c)

R

Min -13.3114 -6.5625 -6.7774 -5.8484
Max 9.9052 5.2738 5.7254 4.9979

RMSE 2.6302 2.0763 2.0913 1.9050
R² 0.9790 0.9855 0.9867 0.9881

K

Min -6.4252 -6.0379 -5.0607 -5.0599
Max 5.6805 5.3747 4.3794 4.1438

RMSE 1.7006 1.6971 1.5934 1.6282

R² 0.9911 0.9905 0.9923 0.9913

L

Min -7.3311 -5.7107 -5.1905 -4.9917
Max 7.2274 5.7173 5.1591 4.6799

RMSE 1.9112 1.7937 1.6151 1.6171

R² 0.9888 0.9894 0.9920 0.9914

● R: Rawdata, K: Kalman filtered data, L: Low pass filtered data

Table 29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pressure sensor for data recording time

4.3.2. Damper를 이용한 약제 살포량 측정정확성 개선

4.3.2.1. Damper효과 확인 실험 결과

 아래 그림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각각의 유량에서 구한 압력식 센서 출

력값에 대한 주행 중 구한 압력식 센서 출력값의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Damper를 설치해도 ±5cm(68L)이상 오차가 발생하지만 설치하지 않

았을 때보다 오차의 크기, 급작스럽게 튀는 이상치들이 줄어들었다. 파

란색이 damper없이 실험한 것이고 주황색이 damper를 설치한 결과다. 

이상치와 오차가 매우 큰 값들은 주행시 돌이나 웅덩이 등 도로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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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심한 부분을 넘어갈 때 차량과 센서가 크게 흔들리면서 발생한다. 

센서는 탱크 윗면에 매달려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진동이 발생하면 유체와 함께 운동하는게 되는데 damper는 센서를 탱

크 밑바닥에 고정시켜 센서가 크게 운동하는 것을 막아준다. 

v=5km/h, 0L v=5km/h, 500L

v=5km/h, 750L v=5km/h, 1000L

Fig. 57 Error of output voltage for volume at velocity = 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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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km/h, 0L v=10km/h, 250L

v=10km/h, 500L v=10km/h, 1000L

Fig. 58 Error of output voltage for volume at velocity = 10km/h.

v=15km/h, 0L v=15km/h, 250L

v=15km/h, 750L v=15km/h, 1000L

Fig. 59 Error of output voltage for volume at velocity = 1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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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주행 중 분사 실험 결과

 Fig. 60은 실험지(b),(c)에서 나온 결과로 값이 크게 튀는 이상치가 많

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지(b)에서는 R²가 0.9825에서 

0.9897로 개선되었고 실험지(c)에서는 R²가 0.9757에서 0.9897로 개

선되었다. 이상치들이 제거되고 오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damper의 실린

더가 유체의 운동을 방해하면서 진동을 막아주고 센서를 고정시키기 때

문이다. 유체는 실린더에 충돌하면서 운동을 방해받고 에너지를 손실한 

채 좁은 출입구를 통해 damper 내부로 들어온다. Damper내부로 들어

온 유체는 충돌압력이 줄어들며 좁은 통로로 인해 상승거동이 방해받고 

점성력 때문에 진폭과 유속이 줄어든 상태이다. 구멍을 통과하며 발생한 

와류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고 운동에너지를 잃게 된다. 손실된 에너지가 

많아져서 진폭과 주파수가 줄고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Zha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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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damper(b) Without damper(c)

With damper(b) With damper(c)

Fig. 60 Comparison of result with/without damper at unpaved road(b),(c)

4.3.2.3. 공극률 변화 실험 결과

 실험지(b),(c)에서의 실험 결과는 Fig. 61,62와 같다. 각 damper의 

R²는 Table 30과 같다. 두께와 구멍지름에 상관없이 damper 설치시 

raw data의 이상치들을 제거했다. 구멍의 지름이 2mm, 두께 2mm일 

때 가장 밀집된 분포를 보인다. 이는 실험지(c)의 결과에서 더 잘 나타

난다. 유체의 슬로싱을 제거하기 위해 배플이 사용되는데 배플에 구멍을 

뚫을 때는 공극률 0.4~0.6이 일반적이며(Cho et al. 2015) 공극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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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슬로싱 억제 효과가 컸다(Hyun et al. 2015).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름2mm, 두께2mm로 공극률 0.294일 때 가장 효과가 좋았으며 공극

률이 0.17일 때, R²은 공극률 0.291보다 좋은 결과를 내지만 실제 잔

차범위는 가장 컸다. 유체출입구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어도 잔차범위

나 R²는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출입구의 크기가 이미 충분히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크기를 더 줄

이면 출입을 막는 효과를 내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Raw data Damper1(p=0.294)

Damper3(p=0.17)Damper2(p=0.291)

Fig. 61 Comparison of damper with different porosity(p) at unpaved ro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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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Damper1(p=0.294)

Damper3(p=0.17)Damper2(p=0.291)

Fig. 62 Comparison of damper with different porosity(P) at unpaved road(c)

Unpaved road(b) Unpaved road(c)
Damper1 Damper2 Damper3 Damper1 Damper2 Damper3

Min -11.9694 -12.2833 -13.4906 -11.0545 -8.1481 -9.8436
Max 11.2009 10.7662 16.5402 7.1577 8.0092 9.5891

RMSE 1.9804 2.2014 2.0924 2.03981 2.3281 2.1676
R² 0.9897 0.9858 0.9872 0.9897 0.9846 0.9858

● Damper1: d(2mm), t(2mm), p(0.294), Damper2: d(1mm), t(2mm), 

p(0.291), Damper3: d(2mm), t(5mm), p(0.17), d: diameter, t: 

thickness, p: porosity

Table 30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damper with different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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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수위에 따른 변화

 Damper를 설치한 상태에서 수위에 따라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의 R²를 비교했다. 구간은 0~250L, 250~500L, 500~750L, 

750~1000L 로 나눴으며 damper1(d:2mm, t:2mm, p:0.294)을 이용

했다. Table 31에 각 구간별 R²값을 나타냈다. Damper사용 시 모든 

구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R²=0.8 이상으로 

보정되는데 이는 센서가 탱크의 밑바닥에 고정되어 센서의 움직임이 제

한되고 매우 작은 크기의 유체출입구를 통과하며 유체의 진동이 줄어들

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Damper를 이용하면 센서를 탱크 밑면에 고정시켜 센서가 유체와 함께 

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유체가 damper의 실린더와 충돌하고 유체출입

구로 출입하며 충돌과 점성으로 인해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어 이상치와 

큰 오차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기존의 연구에서와 다르게 수위나 탱

크 내 유량, 공극률보다는 도로의 기울기, 거칠기, 요철 등의 도로상태가 

슬로싱 억제효과에 더 영향을 주었다.

0~250L 250~500L 500~750L 750~1000L
Unpaved 

road(b)

Raw data 0.8575 0.8345 0.8352 0.6447

Damper 0.9262 0.8759 0.8249 0.8107

Unpaved 

road(c)

Raw data 0.8716 0.8161 0.6839 0.8883

Damper 0.9221 0.8931 0.8331 0.8369

Table 31 Comparison of R²by section at unpaved road(b),(c)

4.3.3. Filter + Damper

 Damper를 설치한 상태에서 앞서 구현한 칼만필터를 이용해 결과를 보

정했다. 데이터 기록간격은 0.5초이며 Damper는 damper1을 이용했다. 

그 결과는 Fig. 63과 같다. Table 32는 rawdata와 filter, damper를 

통해 보정한 결과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필터와 damper를 거치면서 

잔차범위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분포도 회귀모델에 수렴했다. Damper를 

이용해 측정데이터에서 오차가 큰 값이나 이상치를 제거한 뒤 필터를 통

과시켰기 때문에 필터는 이상치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보다 더 정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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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냈다. 이것은 R²과 오차범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지(b)에

서 R²는 0.9825에서 0.9979로 향상되었다. 이것은 칼만필터만 통과시

켰을때와 같은 값이지만 실제 오차범위가 ±4cm(48L) 이내로 줄었고 

이는 ±30L의 허용오차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나 ±50L로 기준을 완

화시키면 허용오차범위 근처에 존재하게 된다. 실험지(c)에서 R²는 

0.9790에서 0.9974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정밀도가 높아졌고 오차범위

도 약간 줄어들었다. 데이터 기록간격을 3초로 설정하면 R²이 0.998이

상으로 개선되었고 오차범위가 ±3cm(40L)이내 범위로 줄어들어 

±30L의 허용오차범위 근처에 놓이게 된다. 필터통과 시 R²와 필터

+damper통과시 R²의 차이가 별로 없는 이유는 damper가 평활화보다

는 이상치 제거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Min Max RMSE R²

Unpaved 

road(b)

Rawdata -16.7255 22.2496 2.5625 0.9825
Kalman filter -5.3501 3.8679 0.8669 0.9979

Damper -11.9694 11.2009 1.9804 0.9896
Filter+damper -4.1815 4.1865 0.8654 0.9979

Filter+damper(3s) -2.4195 3.1776 0.7508 0.9985

Unpaved 

road(c)

Rawdata -13.3114 9.9052 2.6302 0.9790
Kalman filter -6.4255 5.6805 1.7006 0.9912

Damper -11.0545 7.1577 2.0398 0.9896
Filter+damper -6.0374 5.4845 1.0123 0.9974

Filter+damper(3s) -2.3461 2.8377 0.8708 0.9981

Table 32 Comparison of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output with filter and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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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b) Raw data(c)

Kalman filter+damper(b) Kalman filter+damper(c)

Fig. 63 Data correction by kalman filter and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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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약제 살포량 측정정확성 개선 평가

 본 연구에서는 주행 중 분사시 슬로싱과 분사진동으로 인해 센서들의 

정확성이 떨어져 계산된 약제 살포량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자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필터와 damper를 제작해 이용했다. 필터와 

damper를 이용해 센서의 측정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약제살포량 

측정정확성을 개선한다. 필터의 경우, 칼만필터와 LPF를 이용했는데 칼

만필터는 시간지연이 있었으나 더 정확한 값을 냈다. 칼만필터를 이용하

면 압력식 센서의 수위측정 정확성을 의미하는 R²이 0.9825에서 

0.9979, 0.9790에서 0.9912로 올랐다. 그럼에도 ±30L 오차범위를 벗

어나는 값들이 많아서 데이터 기록 간격을 조절했다. 앞선 실험에서 데

이터 기록 빈도를 줄이면 정확성이 높아졌는데, 칼만필터를 적용하면 기

록간격을 3초로 할 때 1.7초가량의 시간지연이 발생했고 5초로 하면 

3.4초의 시간지연이 발생하여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GPS 위치측정간격을 고려하면 센서는 3초에 한번씩 필터링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계측을 가능하게 한다. 

 Damper를 3D프린터로 제작하여 이용한 결과 압력식 센서 출력값의 

R²는 0.9825에서 0.9897, 0.9757에서 0.9897로 개선되었다. 

Damper를 설치하면 센서가 유체와 함께 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유체

가 damper의 실린더 내부로 들어오며 많은 운동에너지를 상실하게 되

어 이상치를 제거하고 정확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Damper의 성

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극률(P)을 0.294, 0.291, 0.17로 바꿔가며 실

험한 결과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p=0.294에서 가장 큰 R²인 0.9897이 

나왔고 p=0.17에서는 R²는 커졌으나 오차범위는 늘어났다. 공극률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필터와 damper를 동시에 적용하면, 정확도가 더 개선된다. R²는 필터

만 적용할 때보다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나 ±4cm(48L) 이내에 잔차들

이 있어서 ±50L의 오차범위 내에서 주행 중 약제 살포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 데이터 기록간격을 3초로 설정하면 ±3cm(40L)이내에 잔차들

이 존재하여 ±30L의 오차범위 근처에서 약제살포량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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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본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와 GPS, 부력식 레벨센서, 압력식 레벨

센서를 이용하여 방역차량의 위치정보, 방역작업 정보를 측정, 기록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했다.

2)  방역차량의 위치와 구간별 작업시간 및 거리, 평균 작업속도 및 살

포량, 총 작업시간 및 거리 등의 작업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

고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었다.

3)  GPS는 산지, 일반도로에서 평균 3~6m오차를 보이나 KAHIS의 

GPS 성능과 큰 차이가 없어 호환성이 있고 기존방역차량에 이용할 

수 있었다.

4)  약제 살포량의 경우, 정차 중 분사할 때 부력식센서는 ±55L, 압력

식센서는 ±30L의 범위내에서 오차가 발생했다. 허용오차범위 기준

을 ±50L로 잡으면 두 센서 모두 약제 살포량 계산에 이용할 수 있

었다. 주행 중 분사를 할 때 부력식 센서는 360L이상, 압력식 센서

는 167L 이상 오차가 발생하여 이용할 수 없었다. 데이터 기록간격

을 5초로 설정하면 압력식 센서의 경우, 수위측정정확도인 R²값이 

0.9825에서 0.9989로 개선되고 잔차가 ±40L내에 존재하여 실제 

살포량과 비슷한 양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부력식 센서는 오차가 너

무 커 이용할 수 없었다. 

5)  센서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주행 중 약제살포량 측정 정확성을 향상

시키고자 디지털 필터와 damper를 이용했다. 칼만필터가 LPF보다 

개선효과가 더 크지만 데이터 50개 처리에 1.71초의 시간지연이 발

생한다. 칼만필터를 사용하면 수위측정 정확도 R²가 0.9825에서 

0.9979, 0.9790에서 0.9912로 올랐다. 

6)  Damper를 사용하면 유체운동에 의한 센서의 운동을 막아 큰 이상

치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수위 측정정확성 R²가 0.9825에서 

0.9897, 0.9757에서 0.9897로 개선되었다.

7)  칼만필터와 damper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측정정확성 R²는 

0.9985, 0.9981로 칼만필터만 이용할 때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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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범위가 ±4cm(48L) 이내로 줄어들어 ±50L의 범위 내에서 약

제 살포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 

8)  필터의 시간지연과 약제살포량 측정 정확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기

록간격을 3초로 설정하면 ±3cm(40L)이내에 잔차들이 존재하여 

±30L의 오차범위 근처에서 약제살포량을 측정할 수 있다. 

9)  본 연구는 방역작업 이력을 지도에 표시하고 작업내용을 평가할 수 

있어 방역시스템 점검 및 문제점 평가, 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

문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축산

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활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농기계의 이력관리와 WSN의 이동형 센서노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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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Disinfection Work History 

Recording Device of Spraying Vehicle Using 

Liquid Level Sensor System

Baek Seung Hwan 

Bio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2000s, the outbreaks of foot-and-mouth disease and 

avian influenza in Korea have caused serious damage to the 

livestock industry.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livestock epidemics and to work effectively, but the damage from 

the epidemic is still serious. There is no system to confirm the 

amount of application per location of the disinfectant spraying 

vehicle needed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disinfectant spraying activity and technologies to record the 

disinfection work history automatically for the system 

configuration.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record and monitor whether the 

precaution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place where it is 

needed when it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ow cost disinfection work history recording and 

monitoring system that can be used in existing disinfectant 

spraying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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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divided into development of a sensor system for 

measuring the level of the liquid level of tank of the disinfectant 

spraying vehicle and development of a low-cost history 

measuring and recording device using the sensor system. 

 We constructed the hardware using the embedded level 

computer and the low cost GPS, two kinds of water level 

sensors, and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the 

disinfectant spraying vehicle and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amount of the disinfectant. We designed software and database 

to process and store collected information.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processed into the user's desired form such as the 

vehicle position, the average application amount per location, and 

the total application amount, and is stored in the database. This 

information is stored as the csv for the convenience of the 

administrator and xml file for mapping in the path of the usb 

memory and the web server. When the request is received 

through the web server, the information of the protection work 

is displayed on the Google map. We developed a digital Kalman 

filter and a damper for signal processing.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the product, the frequency of 

measurement of the work history was suitable once every 5 

seconds, and the position information showed a position error of 

3 ~ 6m in the mountain and the city. In the water level sensor 

system, R² was 0.9757 and 0.9825 without filtering during the 

moving operation, but with kalman filter and damper, R² 

improved to 0.9974 and 0.9973, respectively. To increase 

accuracy, increasing the data recording interval to 3 seconds 

improved the R² to 0.9985 and 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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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ensor system that can measure 

and record the water level in the unpaved road environment 

where irregular vibration occurs, and disinfection work 

monitoring system which can display the history of the 

preventive work on the map and evaluate the quality of the 

work. Result of the study can be used to inspect, assess and 

manage the problem of the disinfection system. It can improve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KAHIS) and be used in 

the livestock traceability.

Keywords      : Disinfection Work History management, Liquid 

level sensor, GPS, Kalman filter, Damper

Student Number : 2013-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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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bjective Information Characteristic

Syngenta

Greencast

Spraying 

records

To Help making 

future decision

Date, worker, treatment area, target 

pest and weed, volume, sprayer, spray 

rate, time of spray, usage, weather, 

temperature. 
Provide templates to collect 

and manage records
Nozzle 

calibration 

chart

To obtain 

constant results 

Nozzle type, the amount of water per 

hectare, the speed, the working 

pressure, the machine used

State low of 

Northern territory 

To protect 

environment

Name and address of user, product 

name, expiration date of APBMA, 

method and rate of application, type of 

crop, temperature

Duty prescribed by law

Application amount 

recording system 

of P.E.I

To protect 

environment and 

improve work 

efficiency

Location and size, crop name and 

varieties, crop plant date, pesticide 

name, time, date, application rate, wind, 

number and amount of tank in field, 

specification of sprayer

Using Beaufort-scale for 

consistent recording 

Ag Hub fertilizer
For precise 

farming.

Detailed information of fertilizer,  

application rate, purchase order of 

product, spray date, fertilizer 

Collect farm information and 

store it in one place.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for 

Table 33 Overseas agricultural work history recording system

APPENDIX 1. Overseas agricultural work history recor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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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sprayed location

decision making and map of 

sprayed location and 

ingredients chart

Farmsoft farm 

record keeping 

software

To plan and 

manage farm 

activities, deploy 

tasks, identify 

problems 

All agricultural work including fertilizer 

application, irrigation, fertilization, land 

preparation, weeding

Access farm records via  

smartphone, PC or Mac. 

Provide inventory management, 

accurate traceability, cost 

monitoring, farm budgeting
l APVMA: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P.E.I: Prince Edward Island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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