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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중고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IoT 사물통신기술과 융합하여 그린 IT 솔루션을 상용화함으로써 환

경오염과 자원낭비 및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실험을 위하여 실제 농작물 

재배 시설내에 설치하여 여러 가지 기능과 통신 상태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사용자의 스마

트폰으로 경보음 및 동영상 알림이 발생되며, 또한 각종 설치된 기기들의 원격제어와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

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고 스마트폰의 활용을 위해 개발된 단말기 관리보드는 농업이나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 product that can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waste of resources, and leakage of 
foreign currency by commercializing a green IT solution by merging a used smart phone with the IoT object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For the experiment of the designed system, various performance 
and communication condition was experimented by installing it in the actual crop cultivation facility. As a result, when 
a problem occurs, the alarm sound and video notification are generated by the user’s smart phone, and remote control of 
various installed devices and data analysis in real time are possible. In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the terminal 
management board developed for the utilization of the used smart phone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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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고 스마트폰의 

경우 환경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년간 약 2,000만대가 

판매되기는 했으나 이 중 300만대만이 회수되어 회수율

은 15%에 머물렀으며 1,700만대가 폐기물로 전락했다. 
회수율 중의 80∼90%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통해 

회수되고, 10∼20%는 제조사의 직영점이나 AS센터 등

을 통해 회수되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스마트폰의 

900만대 가량이 고스란히 가정의 장롱 속에 보관되거나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적 문제

가 되고 있다[1].
또한 국내 중고 스마트폰의 처리 현황을 보면 회수되

는 중고 스마트폰의 일부는 국내의 연구소나 기업체에

서 임대나 테스트용으로 재사용하나 물량은 미미하며, 
재활용은 단말기에서 유가금속인 금, 은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는 3개사 정도가 파악되고 있으나 규모

가 작고 실적이 미미하다. 재활용되는 통계자료는 없으

나 전체 회수량의 1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고 스마트폰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환경문제에서 스마트폰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구환경오염에 주범인 납, 카드뮴 등이 

다량 들어있으며, 자원낭비 측면에서 단순히 스마트폰

이 고장에 의한 교체가 아닌 신제품 구입을 위한 교체로 

생긴 연간 약 1,700만대의 중고 스마트폰이 폐기되고, 
외화낭비 측면에서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는 칩·LCD·카메라 모듈 등의 수입비용은 물론이고 막

대한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 스마트폰을 세계최초로 IoT 사

물통신기술과 융합하여 그린 IT 솔루션을 상용화함으

로써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및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

는 제품으로 설계한다. 중고 스마트폰을 업사이클링하

면 농업분야에는 하우스 및 축사 내 재난과 재해예방 솔

루션이 가능하며, 환경분야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금연 계도 솔루션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ICT 소외계층인 농어민 등에게 그린 IT 솔루션인 “스마

트 팜” 시스템을 공급하여 농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

다[2]. 일반적으로 개인용 스마트 폰의 단말기와 연계된 

전화번호의 관리는 주로 가입된 통신사에서 컴퓨터로 

관리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말기 관리 보드를 개발

하여 농업,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Ⅱ.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본 논문에서는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IoT 기술

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내의 무선센스로 온도, 습
도, , 화재, 정전 등을 측정분석하며, 분석결과에 따

라서 제어장치를 구동하여 재배 시설내의 모든 조건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고, 관리자가 직접 스마트

폰 기기를 통하여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1. 전체 시스템의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total system

그림 1은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메

인 컨트롤러와 스마트폰 컨트롤러 및 무선센스(온도, 습
도, , 화재, 정전 등), 데이터 저장서버, CCD 카메라

로 구성되며, 무선센스에서 받은 정보들은 메인 컨트롤

러에서 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이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아닐 경우 스마트폰 컨트롤러로 전달된다. 전달

된 정보는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 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 저장 서버에 저장이 되고, 관리자의 스마

트폰으로 각종 정보를 음성과 영상 등으로 전달하여 관

리자로 하여금 농작물 재배 시설내의 환경을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컨트롤러에 

내장된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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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정보

든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3~6].

2.2. 메인 컨트롤러

Fig. 2 Configuration of main controller system

그림 2는 메인 컨트롤러의 구성도로 CPU는 

ARM926EJ-S(180MHz)를 사용하였으며, IEEE 802.3 
Ethernet, 16GB SD Memory, GPIO, RS485, UART, 
USB, Voice Codec, Battery control 등의 다양한 기능과 

데이터 로그기능으로 주변기기들과 연결되어 농작물 

재배 시설내의 환경이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제어노드의 모듈에는 PIC을 사용하고, RF모듈과 

전원장치를 이용하여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무선으로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치의 입

력전원과 On/Off로 제어된 출력전원을 항상 감시하므

로 노드의 오류를 감지할 수 있다. 수동 제어모드일 경

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장치들을 

On/Off할 수 있으며, 반자동 제어모드의 경우에는 지정

된 시간동안 장치(양액기, 급수기 등)를 On/Off할 수 있

고, 전자동 제어모드에서는 센스상태를 이용하여 외부

와 내부의 환경상태와 조도 및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

리하므로 완전자동으로 시스템을 제어한다. 단 양액기 

등과 같이 장치 내부에 제어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반

자동 모드로 제어되도록 하였다. 전원은 태양전지에 의

한 내부충전 Battery를 사용하므로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하고, 10년 이상 무보수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2.3. 스마트폰 컨트롤러

그림 3은 스마트폰 컨트롤러의 구성도로 CPU는 

COREX-M3(72MHz)를 사용하여 Bluetooth HID, USB, 
Analog I/F 등의 기능으로 다양한 모델의 스마트 폰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의 스마

트폰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컨트롤러에서 변

경하여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Bluetooth HID를 통

해 스마트폰을 외부에서 폰의 모드인 USB/WiFi 테더링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기내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사용자의 스마트폰

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메인 컨트롤러와 직접 연결이 가

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3 Configuration of smart phone controller 

2.4. 사용자용 앱의 SMS 프로토콜

모든 사용자들의 SMS 통신은 스마트폰 컨트롤러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작물 재

배 시설내의 상태정보는 전화가 연결될 때와 요청하는 

SMS 수신시에 해당 전화번호로 SMS를 송신하고, 지정

시간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번호에 SMS를 송신한다. 
그리고 경보 발생 시에는 경보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를 스마트폰 컨트롤러에 등록된 모든 전화번호에 경보

정보를 우선 송신한 후 나머지 정보를 송신하도록 구현

하였다. 각종 설정 값이 변화될 경우 해당 사용자를 포

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설정정보를 SMS로 송신하고, 연
락받을 전화번호와 시설동의 명칭이 변화된 경우 즉시 

송신하도록 하였다[7~10]. 
그림 4는 스마트폰 컨트롤러에서 사용자 스마트폰으

로 정보를 온도와 상태정보를 전달하는 프로토콜 일부

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5는 스마트폰 컨트롤러에서 사

용자 스마트폰 번호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을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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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number + ‘:’ + temperature + condition + line 
change('\n' or '/')
- house number : temperature condition\n house number : 
temperature condition\n house number : temperature 
condition\n......
- house number is one or two digits from 0 to 99
- if the house number is 0, it is main(if the main is normal 0, 
no house number information)
- temperature values are from –40 to 99 with 1 to 3 
digits(with sign)
- it is omitted when the status is normal
- since SMS is up to 90bytes at a time, it will be shipped 
more than once if the content exceeds
- the symbol to change the line is used as a basis, and it is 
possible to use a \n(0x0A) according to the terminal model, 
and the ‘\n’ and ‘/ are used as line end

Fig. 4 Protocol of temperature and state

*41#option+phone number#option+phone number
 #option+phone number#....
option : 0~2 second alphabet(small letter)
 . a/v : audio(make a voice call when alarming)/video
(videophone call when alarming)
 . s/n : SMS(receive SMS when alarming)/no(not receiving)
 . a and v, s and n are not used at the same time
 . This value can be omitted and if it is omitted, it is 
recognized as an vs 
- phone number : 9~11 digits, including area code
- first~fifth number for each #
- number without saved values are optional+phone number is 
omitted

Fig. 5 Protocol of call number setting

Ⅲ. 시스템의 구현 및 측정

본 논문에서는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농작물 재

배 시설내의 각종 기기들을 IoT 기술을 접목하여 재해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와 시설 현대화로 과

학적 영농실현, 시설농가 고령화를 대비한 자동화, 원격

지에서 무선 원격제어로 연료비 및 인건비 절감, 농장주

의 외출 및 여행 시 불안해소로 삶의 질 향상,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재산피해 최소화 등 글로벌 IoT 융
합기술 시스템으로 환경 감시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시

스템을 구현하여 실험을 실행하였다.

3.1.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구현

그림 6은 메인 컨트롤러와 사용자 스마트폰과의 통

신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농작물 재배 시설내에 문제가 

발생되면 스마트폰 컨트롤러에 등록된 3대의 전화기에 

영상정보나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등록된 3대의 전화에 정보가 연결되는 과정은 1번 사용

자 폰에 영상으로 전화를 걸 것인지 아니면 음성으로 걸 

것인지 상태를 확인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화를 

걸어서 연결이 되면 현재의 재배 시설내의 문제점이나 

정보를 영상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면 더 이상 전화 통화연

결을 하지 않는다. 전화통화가 안될 경우 2번째 등록된 

사용자 폰에 전화걸기를 시도하고, 부재 시 3번째 등록

된 사용자 폰에 전화를 걸어서 현재 상태의 정보를 전달

하는 구조이다. 

Fig. 6 Algorithm of main controller

3.2.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Fig. 7 Main board and main fron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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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전체 상태정보는 사용

자의 스마트폰으로 농작물 재배 시설내의 전원감시, 온
습도 감시, 제어시스템 감시, 방범감시, 통보기능, 원격

제어기능, 모니터링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

계 제작하였다. 
그림 7은 스마트 팜 시스템의 본체에 구성되는 Main 

board와 Main 전면 board로 주요기능은 DM(Device 
Management) module과 통신, 447MHz RF 통신, 무선센

스와 통신, 무선키퍼와 통신, 키퍼 모니터와 통신, 모니

터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제작하였다[11, 12].
그림 8은 DM module과 Wireless board로 DM 

module은 본체 속에 스마트폰과 같이 조립되어 사용자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본체에 전달하는 역할로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 제어와 Main board와 통신을 직접 가

능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스마트 팜 시스템의 

무선센스에 구성되는 Wireless board는 Main board와 

통신, 에러 및 상태 표시, 데이터 표시, 기능 버튼, 
447MHz RF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8 DM module and wireless board

3.3. 시스템의 측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실제 농

작물 재배 시설내에 설치하여 여러 가지 성능을 조사하

였다. 그림 9는 본체와 지킴이 모니터 및 지킴이 키퍼가 

설치되어 작동을 시연하는 장면이다.
그림 10은 시스템의 전체 상태정보를 사용자 스마트

폰에 나타낸 것으로 사용자가 농작물 재배 시설내의 환

경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컨트롤러의 폰과 

연결이 되면 사용자 폰에 나타나는 화면으로 4개 동의 

단위로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상태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며 다른 동의 상태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의 스크린 터치를 이용하

여 우측으로 이동하면 5∼8동이 표시되고, 다시 스크롤

하면 9∼12동 등으로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9 Experimental of system

Fig. 10 State of total information

그림 10의 왼쪽 그림에서 한 개의 동에 대해 모든 정

보를 공유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는 1동 화면을 터치하

거나 1동 상태를 터치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동에 대

한 상태정보 화면으로 전환되며, 선택한 동에 대해 동영

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온도/습도//일사량은 

경보설정 최저/최고와 하루 동안의 최저/최고의 모든 조

건을 현재 상태로 표시한다. 그리고 1동의 온도 상세정

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도/습도//... 부분을 터치

하면 가능하고, 터치를 사용하여 아래로 스크롤하면 제

어정보가 표시되고, 제어정보는 터치할 때마다 On/Off
가 바뀐다. 또한 커튼정보는 열림/닫힘으로 표시되고, 
터치로 밀어 올리면 제어정보가 나타나며, On/Off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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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데이터 로거

메인 컨트롤러와 연계된 데이터 로거는 농작물 재배 

시설내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며, 사용자의 모

든 요청은 WiFi로 상태요청, 경보전달, 경보확인, 제어, 
설정으로 처리되고, DB는 Linux Sqlite를 사용하였다. 
DB는 상태 DB와 경보 DB, 제어 DB로 나누어 저장되

며, 월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월 단위로 기록된 DB
는 월말에 IDC 서버로 전송하여 back-up이 되도록 하였

고, 상태변화는 10분마다 DB를 update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스템 동작이 매일 24시가 되면 모든 정보들은 초

기화되도록 하였으며, 경보와 제어는 현재의 record를 

전송하도록 하였고, DB field와 스마트폰으로 현재 상

태의 요청기능은 날짜, 시간, 동, 온도, 습도, , 메탄, 

암모니아, 일사량, 옵션(기압, 강수량, 풍속, 풍향)으로 

경보/해제/확인과 양액기, 급수기,  발생기, 냉/난

방, 환풍, 커튼, 조명의 On/Off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그림 11은 온도, 습도, , 외부온도, 외부

습도, 외부풍향, 외부풍속 등을 실시간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여 IDC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의 일부분이다.

Fig. 11 Data of real time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고 스마트폰을 세계최초로 IoT 사
물통신기술과 융합하여 그린 IT 솔루션을 상용화함으

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및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중고 스마트폰을 업 사이

클링하여 농업분야에 그린 IT 솔루션인 “스마트 팜” 시
스템을 제작하여 농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
가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실험을 위하여 실제 농작물 재배 시

설내에 설치하여 여러 가지 성능을 실험한 결과 문제점

이 발생될 경우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경보 및 동영상 알

림이나 각종 기기들의 원격제어와 실시간 데이터의 분

석이 가능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중고 스마트폰의 

업사이클링이 가능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하므로 중고 스마트폰의 활용을 위해 개발된 단

말기 관리 보드는 농업,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

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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