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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농작물 생산 시 구축되는 각종 기장치, 릴 이, 컨트롤러, 센서 등을 앙 집 식으로 

리하는 농장설비 제어  데이터 리 랫폼 (FFCD, Farm Facilities Control and Data Management)

을 설계한다. 첫째, PLC 제어를 목한 설비제어, 둘째, 센서, 컨트롤러 등 다양한 장치의 연결  제

어, 셋째, 농장 장의 설비 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넷째, 농산물 생산지표, 품질, 검

사 등의 데이터를 축척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랫폼을 설계한다.

1. 서론

   2014년 귀  가구는 33,442호(61,991명)로 년 

비 1.5배 이상 유입(12천여 가구 증가)유입 했으

며, 최근 3년간 증가폭이 확  추세이고, 도시에 

사는 580만 베이비부머 가운데 13.9%가 10년 내에 

농 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망

도 최근 발표되고 있고, 연령 별로는 40  이하, 50

의 순으로 높고, 증가율은 40  이하(62.6% 증가)

가  연령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생

활을 하던 사람이 은퇴 후 당장 원주민처럼 농사를 

짓지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그동안의 인맥을 활용, 

경 농업이나 특용작물 등 데이터에 근거한 농업을 

요구하고 있다[1].

   몬산토(Monsanto), 듀 (Dupont) 등 다국 기업

들은 세계 역에서 옥수수, 두 등을 계약재배하

고 있는 농부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처방식 재

배(prescriptive planting)’ 방식을 보 하며, 증산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방식 재

배’ 방식을 용할 경우 농부들은 토양정보, 일기

보는 물론 곡물 시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활용을 통해 증산을 

도모할 수 있다. 토양 상태, 작물의 생장 상황, 일기

보, 심지어 지난 수십 년 간의 기후변화 도표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특수 농작물 

재배와 련, 농업 문가들의 견해를 모아놓은 정

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2].

   콩나물 재배도 옛날 시루에 기르던 방법과 달리 

아 트형 공장으로 콩나물을 량생산하고 있고, 서

랍식 콩나물 재배기, 자동세척기, 소독기, 자동실링 

설비, 자동계량측정, 자동박스포장 등 실시간 데이터

를 활용한 농법이 화되고 있고, 농장 설비의 모

니터링과 제어가 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3].

   우리 농업은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양 인 성장을 

해왔으나 최근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의 성

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여

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 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확 하는 방안이 두 되고 있

다. 6차 산업은 통 인 농업에 IT(정보통신)·BT

(바이오)·ET(환경)·NT(나노) 등 융합기술을 목하

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특히 농업과 ICT 

기술의 융합은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ICT를 목하여 신 성장 동력을 확충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과 ICT의 융합은 

농림업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에 ICT를 목하여 

신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

정이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기상이변, 복잡

한 유통구조에 따른 고비용 구조, 변하는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으로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 규모 있는 농 기업에선 자동화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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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되어 운  되고 있으나, 포 인 package 형

태의 시스템이며, 설비와 통신 interface 기능이 없

는 실정이다. 부분의 농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시 

PLC 업체에서 제공하는 DLL을 통한 하드코딩에 의

존하여 설비와 통신 interface 모듈을 개발 하는 상

황이다. DLL 종속으로 인해 변 하는 개발 환경,  

사양의 시스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 인 개

발만 가능한 상황이고, 다양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FFCD의 요구사항

이고, 이를 설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농업과 IT 

융합 기술개발 련 연구를 2장에서 기술하고, 3장

에서는 FFCD 설계 내용을 기술하고, 4장에서 결론

을 맺고자 한다.

2. 농업과 IT 융합 기술개발 련 연구

   유남  등(2009)은 군사, 의료, 환경, 산업 장, 

물류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센서 네

트워크(USN) 기술을 용하여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을 연구하 고, 재배지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로부

터 수집되는 각종 정보들과 기상정보 등을 분석하여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문가시스템 는 의사결

정 시스템 구축에 한 필요성을 제기하 다. 토양 

 기상센서와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온실 내기 

환경  토양정보를 수집하고, 온실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한 USN 기반의 온실 리

시스템을 연구하 고, 향후 기상, 토양뿐만 아니라 

작물의 개체상태를 측정, 가능한 습윤 센서를 추가

하여 작물의 최 생장 조성을 한 온실제어 알고리

즘의 추가 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4].

   김보경 등(2010)은 농업과 IT 융합을 하여 온

도, 습도,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재배환경정보를 수집

하고, 테스트베드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가 가능한 USN 기반의 인공  이용형 식물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연구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식

물재배 테스트베드의 환경정보(조도, 온도  습도 

등)를 주기 으로 받아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받은 정보를 장하여 재배식물에 한 최  생장조

건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기존 연구 결과들이 주로 시설농업에 이 맞

춰진 반면 이은진 등(2009)은 노지를 상으로 다양

한 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구하 다. 노지 농업환경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통해 농작물의 재배환경정

보를 DB로 구축, 서리방지와 수분 공  등 제어가

능한 지능형 농작물 재배시스템 개발로 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6].

3. FFCD 설계

   우리는 농작물 생산 시 구축되는 각종 기장치, 

릴 이, 컨트롤러, 센서 등을 앙 집 식으로 리

하는 농장설비 제어  실시간 데이터 리 랫폼 

(FFCD, Farm Facilities Control and Data 

Management)을 설계한다. 첫째, PLC 제어를 목

한 설비제어, 둘째, 센서, 컨트롤러 등 다양한 장치

의 연결  제어, 셋째, 농장 장의 설비 운  상황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넷째, 농산물 생산지

표, 품질, 검사 등의 데이터를 축척 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랫폼을 설계한

다. 생산 데이터를 축 하고, 데이터 가공을 통해 

농 정보 피드백을 통한 농장 수익성을 증 시키고자 

한다. 

(그림 1) 농장 설비제어  데이터 리 랫폼

(FFCD) 구성도

   (그림 1)은 농장 설비의 센서 유닛과 제어 유닛, 

데이터 리 개념도에 따라 FFCD를 구성한다. 첫

째, 농장 설비의 제조사별 PLC와 OPC(OLE for 

Process Control) 서버 간 인터페이스 기술을 설계

한다. OPC Foundation에 의해 리되고 있는 국제 

표  로토콜 OPC를 활용하고, 생산라인의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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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PLC 도우 SW Driver를 사용한다. OPC는 거

의 모든 PLC 제조사가 가입되어 있고 OPC 표 을 

수하고 있다. 우리는 표  OPC 인터페이스 기술

을 활용한 개방성과 호환성 있도록 설계하고, 농장 

설비 PLC와 데이터 공유 랫폼 간 10/100 이더넷

과 시리얼 통신을 사용한다[6].

   둘째, OPC 서버와 FFCD 랫폼 간 DCOM 통

신을 이용한 실시간 설비 데이터 리 기술을 설계

한다. Bridge SW인 OPC 서버는 표 화되어 있고 

상용화 되어있어 상용솔루션 KEPware 활용하고, 

FFCD는 OPC 클라이언트로서 데이터 공유 랫폼

의 핵심 기술이다. FFCD는 OPC 서버와 DCOM 

(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 통신을 이

용한다. DCOM은 네트워크상에서 원격 컴퓨터에 있

는 로그램 객체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설비연결  DB 연결 상태의 

가독성을 높이고, 농장설비 련 설비 데이터 수집

(온도, 습도, CO2), 설비 Control(동작/정지), 설비 

상태 정보(상태 변경 시 상태 정보/Alarm_Code), 그

리고 DB에 장한다. 

   셋째, 농장설비의 제조사별 PLC 실시간 데이터 

리 모듈을 설계한다. 실시간 PLC Data 수집하고, 

수집된 PLC Data 축   가공을 통하여 농정보

를 피드백 한다. 수집된 PLC Data를 이용한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비 시스템 오류 시 

사용자에게 SMS를 송한다.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은 OPC 서버와 FFCD 간 DCOM 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설비 데이터 리 기술 개발  농장 

설비의 제조사별 PLC 실시간 데이터 리 모듈 개

발로 데이터 통합  농산물 생산 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 축 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농

산물 생산 시 설비에서 제공되는 모든 Data의 수집 

 자료화를 통해 체계 인 리 랫폼을 구축하

고, 피드백을 통한 원인 분석  처방식 재배 기법

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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