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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술을 경제, 사회, 일상생활 등 중요한 영역에서 폭넓은 응용되어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농업에 특히 농산물 정보 

모니터링에 응용하면 농업을 지능화하게 자동화하게 만드는 최적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지능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기반에서 농산물 모니터링 LED 표식장치를 설계하였다.  

키워드: 모니터링(monitoring), LED,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센서(sensor), 농산물(crops)

I. 서 론

최근 몇 년 간에, 센서기술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관련 새로운 

원리, 새로운 재료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센서기술을 경제, 사회, 일상생활 등 중요한 영역에서 폭넓은 응용되어 

있다[1].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농업에 특히 농산물 정보 모니터링에 

응용하면 농업을 지능화하게 자동화하게 만드는 최적 방법 중 하나이

다[2].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지능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기반에서 농산물 모니터링 LED 표식장치를 설계하였다.  
 

II. 관련 연구

1.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개요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기술, 임베디드 컴퓨팅 기술, 분산 

정보 처리 기술 및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합하고 있어서 여러 환경이거나 

모니터링 대상의 정보이거나 실시간 협력적인 모니터링, 감지 및 

수집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서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상세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만큼 수집할 

수 있다[3].

2. LED의 개요

Light Emitting Diode(LED)는 반도체의 pn접합을 이용하여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하는 광원으로 기존광원에 비해 긴 수명과 적은 

소비 전력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기존 조명들을 

대체하며 차세대 조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4].
현재 LED가 대형 그래픽 디스플레이, 상태 표시, 기호 조명, 신호 

표시, LCD 백라이트 등 측면에서 널리 사용되어있다. LED는 차세대

의 환경 친화적인 첨단 기술 광원으로 전 세계적인 인식되고 있다. 
LED는 높은 발광 효율, 에너지 절약, 발광 강도 제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5].

III. 농산물 모니터링 LED 표식장치의 설계

LED 조명 도구와 기존 조명 도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LED 조명 

도구는 완전히 전자 제품이며 기존 조명 도구는 단지 전기 제품일 

뿐이다. 그래서 LED 조명 도구는 각종 유형의 센서랑 결합할 수 

있고, 그리하여 <그림 1>와 같이 광 제어, 적외선 제어 및 기타 

자동 제어기능을 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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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와 LED의 결합도

Fig. 1. Sensor and LED system block diagram

본 논문은 RFID, ZigBee 등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LED랑 결합하고 

<그림 2>와 같이 농산물 모니터링 LED 표식장치를 설계한다. 사용자

는 센서를 이용하여 LED 표식장치를 제어할 수 있고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농산물 상황 데이터를 수집해서 농산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농장에 있는 농산물을 관찰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상황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림 2. 농산물 모니터링 LED표식장치 설계도

Fig. 2. Design of Crops Monitoring LED Display Device

IV. 결 론

본 논문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 및 LED의 현황을 분석하고 더 

효율적인 신뢰성 있게 농산물 모니터링  지능 제어하기 위한 본 

논문은 문선 센서 네트워크 및 LED 표식장치의 결합하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기반에서 농산물 모니터링 LED 
표식장치의 그래픽을 설계하였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기반에서 농산

물 모니터링 LED 표식장치는 차세대 표식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전망이다. 앞으로 설계된 그래픽을 더 수정하고 더 효과적인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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