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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성수에 대한 IoT 아두이노 기반 pH, ORP 수질 측정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oT Arduino Based pH, ORP Water

Quality Measurement System for Hydrogen-rich Water

조병완 ․김기헌 ․조준호 ․지세영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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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소생성수에서 수질 측정의 지표인 pH, ORP 수치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디바이스는 아두이노, Bluetooth Shield,

pH/ORP 측정 센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다. pH와 ORP 센서를 통해 얻은 수치는 아두이노의

Bluetooth Shield를 거쳐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되어 화면에 표시 된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수치를

통해 수질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측정한 데이터를 원격지의 서버로 GPS 데이터와 함께 전송한다. 서버에서

는 수집된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하여 지역별 수질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pH표준용액, 수돗물, 생수, 수소

생성수를 대상으로 수질을 측정한 수치는 산업용 전문 측정기기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핵심용어 : Arduino, Android, pH and ORP sensor, Bluetooth

1. 서 론

수질 측정 방식은 고정된 위치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자동 측정 방식과 측정자가 장비를 휴

대하고 측정 위치로 이동하여 직접 측정하는 수동 측정 방식이 있다. 수동 측정 방식은 측정 결과를 현장에

서 수기로 기록하거나, 시료를 채취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중앙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친

다. 따라서 측정자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수동 측정으로 인한 신뢰도 부족, 위치 정보 미포함, 실시간 대

응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질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측정 가능도록 하기 위해 사

물인터넷 기반의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수질 측정 장치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사용

하고 있는 일반 개인용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장비 조작법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손쉽게 수질 측정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수소수는 Vital-H2(수소비전㈜) 수소생성기를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pH와 ORP 센서를 연결한 아두이노

측정장치로 수소생성수의 수질을 측정하면 측정된 수치는 Bluetooth 통신으로 스마트폰에 전달 된다. 전달

된 수치는 스마트폰 화면의 UI를 통해 측정자가 확인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GPS 센서를 사용해 위치 정

보를 획득 할 수 있다. 데이터 전송기능을 사용하면 중앙 서버에 수질 측정 수치와 위치 정보를 전달 할 수

있고, 웹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웹 브라우저에서 지도와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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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크게 아두이노, 안드로이드,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 개의 파트로 나뉘어

져 있다. 아두이노 파트는 수질 측정을 하는 부분으로 아두이노 메인 보드에 pH센서와 ORP 센서를 연결하

여 수치를 측정하고 Bluetooth Shield를 통해 이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한다.

그림1. Arduino Uno R3, Itead Studio BT Shield, Analog pH meter Pro 와 Analog ORP Meter V1.0

안드로이드 파트는 데이터 수신을 하는 부분으로 아두이노와 Bluetooth 통신으로 연결된 스마트폰이 아두

이노로부터 수질 측정 데이터를 수신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출력하여 측정자가 측정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모듈을 통해 현재 측정 위치 데이터를 얻어 수질 측정 데이터와 함

께 원격지의 웹 서버로 전송한다. 웹 서버 파트는 중앙 서버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스마트폰으로부터 위치

데이터와 수질 측정 데이터를 수신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두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웹 상에서

지도에 표시가 되도록 하여 웹 브라우저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면 어디서나 측정 된 수질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파트는 위치 정보와 수질 측정 데이터를 보관하고 웹 서버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저장소 역할을 한다.

3. 성능 및 평가

본 연구에서 구현된 아두이노 기반 수소생성수의 수질 측정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수질 측정 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전문 측정기기와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아두이노 기반 측정

기는 산업용 전문 측정기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사한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P

측정에서는 차이가 좀 더 나타났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측정기가 결과 값을 구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WM-22EP는 pH와 ORP 전극봉에 온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 측정 값을 구하는 과정에 용액의

온도가 관여한다. 반면 아두이노 측정기는 온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극봉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류

의 값으로만 측정 결과를 구하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oT 오픈 플랫폼 아두이노와 스마트폰 그리고 웹서버를 사용하여 수소생성수의 pH, ORP

측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스마트폰의 GPS 센서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가하였고, 접근성이 좋은 웹 환경

의 지도에 측정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자 경험을 높여 실시간성을 확보하였다. 측정된 결과값은 산업용 전문

측정기기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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