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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무선외부기온센서모
듈

Abstract - 송 철탑과 송 선로에 사고가 발생하면 범 한 지역에 
력공 이 차단되어 막 한 경제 인 손실과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 
도시가 거 해지고  집되면서 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송 설비에 한 실시간 온라인 감시를 하고자 하는 요
구는 차 증가하고 있으나 송 철탑과 송 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열악
한 환경 때문에 감시 시스템의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송 철탑과 송 선로의 열악한 환경에서 다양한 고성능 
상용센서들을 이용한 력 센서네트워크의 구 방안에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해당 연구개발에서 사용한 상용센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
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기능 , 성능 으로 우수한 상용센서를 사용하
으며, 송 철탑의 고 압/ 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도 류  
서지 압,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다양한 왜곡 상을 극복할 수 있
도록 압출력센서를 지양하고 Serial출력센서  류출력센서(4～
20mA)를 용하 다. 디지털 Raw 데이터  아날로그센서 데이터를 
취득  가공 처리하는 장치는 소모 력을 최소화 하기 해 별도의 마
이크로 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ZigBee Chip의 8051 마이크로 로세서
와 여분의 메모리 공간을 이용하 다. 송 철탑 내 센서네트워크는 
IEEE802.15.4  ZigBee Alliance 규격에 한 Radio Pulse사의 Mango 
chip를 사용하 다. 사용 원은 철탑에 부착하는 센서모듈은 태양 지와 
축 지를 용하 고, 송 선로 직  부착하는 센서모듈은 송 부하 류
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류를 변환하는 CT변류기를 용하 다.

2. 본    론

  2.1 송전설비 온라인 감시 시스템의 개요
    2.1.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송전설비 온라인 감시 시스템 구성도
○ 송 설비 온라인 감시 시스템의 센서네트워크는 반경 100m 이내의 
철탑에서 설치되는 무선센서모듈과 LNB간의 Star형 네트워크 토폴
로지로 구성되며 실제 통신거리는 가시거리 약 300m까지 가능하다. 

○ 송 철탑에 설치되는 센서모듈은 무선 풍향풍속 센서모듈, 무선 일사
량 센서모듈, 무선 외부기온 센서모듈, 무선 선장력 센서모듈, 무선 
정지 상 카메라 센서모듈 등 5가지 종류이며, 센서모듈들은 구조와 
기능이 비슷하지만 각 센서모듈은 태양 지를 이용한 독립 원으로 
ZigBee Chip에 의한 독립 무선모듈로 구성되어 LNB와 
Communication을 수행한다.

○ 송 선로 센서부는 선로에 흐르는 부하 류의 유도 류를 CT변류기
를 이용하여 구동 원으로 확보하여 송 선로의 류, 온도, 기울기

를 측정하고 ZigBee 무선모듈을 통해 LNB와 Communication을 수행
한다.

    2.1.2 시스템 Function Diagram

<그림 3> 송전설비 온라인 감시 시스템 Function Diagram
○ Zigbee 센서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센서데이터는 Zigbee Alliance 

표 과 IEEE 802.15.4 표 에 의해 무
선 송에 합한 형태로 처리되어 
LNB로 송신한다.

○ 무선풍향/풍속센서모듈은 3축 풍향/풍
속센서를 이용하여 송 선로에 불어오
는 바람에 한 5분 주기의 U, V, W
값을 0.25  단  13  동안 
Serial(RS232)통신 방식으로 ZigBee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포트로 
달하고 ZigBee 모듈은 U, V, W값을 
평균/최 풍속과 이에 한 수평풍향, 
수직풍향을 계산하여 LNB로 송한
다. 풍속의 측정범 는 0～65㎧, 수평
풍향의 측정범 는 0～359.9°, 수직풍
향의 측정범 는 -89.9～+89.9°이다

○ 무선일사량센서모듈은 일사량를 이용
하여 송 선로 달되는 직사 선의 일사량을 5분 주기로 측정하여 

4～20㎃의 아날로그 류신호를 
16Bit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값을 1  단 로 10  동
안 ZigBee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포트로 달되고 ZigBee 모
듈은 평균값을 계산하여 LNB로 송
한다. 일사량센서의 측정범 는 30
5～2,800nm 장에서 0～2,000W/㎡이
다.

○ 무선외부기온센서모듈은 외부기온센
서를 이용하여 송 선로 주변의 온도를 5분 주기로 측정하여 4～20

㎃의 아날로그 류신호를 16Bit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값을 1 단 로 10  동안 ZigBee 
SPI (Serial Peripheral Interface)포트
로 달되고 ZigBee 모듈은 평균값을 
계산하여 LNB로 송한다. 외부기온
센서의 측정범 는 -40～80℃이다.

○ 무선장력센서모듈은 Pin Type의 
LoadCell센서를 이용하여 송 선로에 
가해지는 인장력을 5분 주기로 측정
하여 4～20㎃의 아날로그 류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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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HD9008TR Aging 
Time(5.2s)

<그림12>Active Mode(32.45㎃)

항목 기 Active Sleep 단 비고

소모 력 421 118 mW HD9008TR

1일 소모 력 3.31 W

축 지
용량 19.84 W 5알*1.2

규격 1.65 AH 부조일 5일

태양 지

충  소요일 1.00 일

생산량 4.96 W

규격 6.66 W 1.15(효율)

표 2 축전지 및 태양전지 규격산출

<그림13>Sleep Mode(9.03㎃)

<그림7>무선장력센서모듈

<그림8>무선정지영상카메
라모듈

<그림9>무선송전선로센서
모듈

16Bit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값을 1 단 로 10 동안 
ZigBee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포트로 달되고 ZigBee 모
듈은 평균값을 계산하여 LNB로 송
한다. 선장력센서의 측정범 는 0～
50kN(0～5,099㎏/f)이다.

○ 무선장력센서모듈은 송 선로의 길이
조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도록 Pin 
Type의 Load Cell을 사용하여 구류

(요크, 이도조정세트)변형하여 장착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 무선정지지 상카메라모듈은 Speed Dome 카메라를 이용하여 최하단 

송 선로와 지상물(수목 등)과의 이격
상황을 1일 3회 촬 하여 NTSC 
Composite 동 상을 JEPG 압축 정지
상으로 변환하여 ZigBee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포트로 
달되고 ZigBee모듈은 44Byte 단 로 
쪼개어 LNB로 송한다. 정지 상은 
320×240Pixel, Color 상으로 략 
10～30kB 용량을 차지한다.

○ 무선송 선로센서모듈은  설명된 철
탑에 설치되는 무선센서모듈과는 달리 
송 선로에 직  부착해야함에 따라 구
동 원을 태양 지 발 방식은 센서모

듈의 10W이상의 소모 력을 생산하기 한 면 과 비 원용 
Battery가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함체의 부피와 무게가 송 선로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 을 내포한
다. 이러한 을 해결하기 해 송 부
하 류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류에 의
해 구동 원을 확보할 수 있는 CT변류
기를 사용하 다. 

○ 무선송 선로센서모듈은 CT변류기, 
IR(InfraRed)온도센서, 1축 변 센서를 
이용하여 송 선로의 부하 류, 방사온
도, 기울기 각도를 5분 주기로 측정하
여 12Bit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값을 0.25 단 로 10  동안
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ZigBee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포트로 
달하고 ZigBee모듈은 LNB로 달한다. 류센서의 측정범 는 

200～1,200A, 온도센서의 측정범 는 0～120℃, 기울기센서의 측정범
는 -70～+70°이다.

 2.2 무선센서모듈 저전력 센서네트워크 구현
    2.2.1 무선외부기온센서모듈 Function Diagram

<그림10> 무선외부기온센서모듈 Function Diagram
○ 외부기온센서(HD9008TR)의 동
작 압범 는 10～36Vdc이고 
소모 류 범 는 4～20㎃@12V
이다.

○ 무선센서모듈의 Active/Sleep 
Mode 환은 내부Timer에 의
해 동작하며 5분주기로 Active 
Mode로 환하여 GPIO포트를 
통해 센서로 원을 공 한다.

○ 각기 센서마다 원 투입 후 
정상 인 센서 벨이 출력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으며 외부기온
센서의 경우 약5.2  정도의 

Aging Time 후에 센서의 출력 
값이 정상 으로 출력된다.

○ 외부기온센서(HD9008TR)의 
4～20㎃의 류신호를 입력받아 
16Bit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처리 후 ZigBee 모
듈의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포트를 통해 입력받는
다. 

○ 무선센서모듈은 1  단 간격 
10개의 센서데이터를 산술평균
한 값을 LNB로 송한다.

○ LNB무선센서모듈은 센서 값을 송신한 후 Ack 신호를 LNB로 수신
하면 센서의 원공 을 단하고 센서모듈 한 Sleep Mode로 
환되어 소모 력을 최소화 한다. 

○그림에서 Active Mode에서 
ZigBee 동작 류와 센서 동작
류가 합해져 12.97Vdc에서 

32.45㎃의 소모 류가 발생한
다.

○ Sleep Mode에서 센서 원 공
이 단됨에 따라 Zigbee 
Sleep Mode 류와 태양 지 
Controller의 자체 소모 류가 
합해져 13.02Vdc에서 9.03㎃의 
소모 류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축 지 양단 압이 12.97에서 

13.02로 상승하는 이유는 소모 류의 차이로 인한 압상승이 발생
한다.

○ HD9008TR의 Aging Time이 5.2sec로 측정되었으나 무선외부기온센
서모듈의 실제 원투입시간은 20sec로 산정하여 소모 력을 산출
하는 Active : Sleep시간의 비율은 20sec : 280sec로 계산하 으며 아
래와 같이 태양 지  축 지의 용량을 산출하 다.

○ 무선외부기온센서모듈의 축 지  태양 지의 산출규격은 
1.65AH@12Vdc, 6.66W이지만 시작품에는 2AH@12Vdc, 10W 규격의 
상용 제품을 용하 다.

3. 결    론

재 한국 력의 일부 송 철탑에 시설된 감시시스템의 경우 부분
이 상용 원을 사용하거나 최소 200W 이상의 용량의 태양 발 으로 
시스템을 구동 력을 확보하고, 복합 가공지선(OPGW Optical fiber 
composite overhead ground wire)을 사용하여 원격지의 데이터를 수집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용량 원확보에 어려움
이 따를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복합 가공지선 사용의 어려
움으로 설치장소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
이 력소비가 은 무선 력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은 
원 확보가 용이하고 렴하며, 설치장소의 제약이 따르지 않가 때문에  

송  철탑  설비들의 감시시스템 구축에 합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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