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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산사태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의 적용
A Wireless Sensor Network Technique and its Application
in Regional Landslid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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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and practicality of landslides monitoring by using wireless sensor network (WSN) was
analysed. WSN system consists of a sensor node for collecting and transmitting data using IEEE 802.14e standard, a
gateway for collecting data and transmitting the data to the monitoring server. In the topology of the sensor network,
a highly flexible and reliable mesh type was adopted, and three testbeds were chosen in each loc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Soil moisture sensors, tensiometers, inclinometers, and a rain gauge were installed at each testbed
and sensor node to monitor the landslide. For the estimation of the optimal network topology between sensor nodes,
the susceptibility assessment of landslides, forest density and viewshed analysis of terrain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 network connection works quite well and measured value of the volumetric water content and matric suction simulates
well the general trend of the soil water characteristic curve by the laboratory test. As such, it is noted that WSN system,
which is the reliable technique, can be applied to the landslide monitoring.

요

지

본 연구에서는 무선센서네트워크기술(Wireless Sensor Network, WSN)의 산사태 모니터링 적용성을 연구하였다.
WSN시스템은 IEEE 802.14e 표준규격을 사용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전달을 위한 센서노드와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고
최종 서버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로 구성하였다. 센서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유연성과 신뢰성이 높은 메쉬형을 채택
하였으며, 서울시의 총 3개소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산사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각 센서노드에는 함수비계,
모관흡수력계, 경사계, 강우량계를 설치하였다. 센서노드의 배치를 위해 산사태 위험도 해석, 임목밀도 및 지형분석을
통한 통신범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계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의 연결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강우
에 의한 지반의 반응이 실내에서 측정한 함수비-모관흡수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다. 따라서, 테스트베드 사례를
통해 산사태 모니터링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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