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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에서 비닐하우스는 1954년경부터 비닐필름
이 농업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보급이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까지 급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은 없
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1].

하지만 인구 감소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
해 특정 작물에 대한 재배가 힘들어지고 있으며, 

재배 작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새로운 인
력보급의 문제점 등이 내포되어 이농과 낙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 공급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
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2,3].

최근 정부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용이한 시
설원예와 과수, 축산을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확산
시키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시설원예 작물의 
생육환경을 모바일과 PC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하우스’를 보급하고, 과수작
물에는 병충해를 살피고 미리 제어할 수 있는 
ICT 장비를 지원해 생산비를 줄일 방침이다[3,4].

시설 하우스의 환경 및 성장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관리를 해야 하나 시설하
우스의 환경 정보 수집과 제어 시스템은 고가이
며 하우스 규모와 개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
인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기술 즉 사물인
터넷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각광받고 있으며, 

다양한 IoT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
례로 집 밖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 내부에 있
는 가스 밸브를 제어하거나, 각종 가전제품들을 
제어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IoT 제품들이 가정에서 사용
되는 home automation을 주력으로 출시하고 있
어 다른 분야에선 좀처럼 찾기 힘들다[3,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비닐하우스 
혹은 축산농가에 들어가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온습
도 등을 조절하고, 하우스 주변의 객체를 감지하
여 침입을 알려주고, 센서의 고장 유무를 파악하
여 교체시기를 알려 주는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의 위치
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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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2.1. 소켓통신
소켓은 PC, 서버, 안드로이드 등의 여러 종류

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통신을 위한 TCP/IP 네
트워크 API이다. 통신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Client to Server, Peer 

to peer 방식으로 구분된다.

Client to Server는 하나의 서버를 중심으로 다
수의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여러 모듈
들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게임 등에 많이 사용된다.

Peer to Peer 방식은 서버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계역할만 하는 서버를 두고 사용자끼리 연결을 
하는 방식이다. 1:1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 
파일공유, 원격 등에 많이 사용된다.

소켓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는 TCP와 UDP가 
존재한다. TCP 프로토콜은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변조, 수신확인, 시간제한 등의 검증과정을 거치
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전송속
도는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UDP 프
로토콜은 TCP와 반대로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
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와 신뢰성은 보장
받지 못하지만, 적은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TCP 통신보다 빠르다. 그림 1은 TCP/IP의 구조
를 나타낸다.

그림 1. TCP/IP의 구조.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전달만 받는 것이 아
닌 관리의 목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TCP 프로토
콜을 사용한다.

2.2. IoT 센서 모듈
IoT 센서 모듈은 하우스 내부 및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온습도 센서와 온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모터, 객체를 탐지해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 객체가 침입
했을 때 그것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그림 2와 같다.

센서 모듈의 구동은 다음과 같다.

1. 온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하우스 내부의 온
도와 습도를 체크한다.

2. 온도 및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모터를 구동
시켜 창문을 열어 열기와 습기를 빼내고, 온
도 및 습도가 낮을 경우 창문을 닫아 온습
도를 유지한다.

3.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입구 주변의 움직
임을 체크하여 5m이내에서 움직임이 감지
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4.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녹화하고, 서버로 전송하여 저장한다.

그림 2. IoT 센서 모듈 구성도.

III. 하우스 관리 어플리케이션 설계

3.1. 실험 장비
소켓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에 

접속 가능한 IoT 센서 모듈이 필요하다. 또한 센
서 모듈에서 송신된 데이터를 받기위한 안드로이
드OS 기반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IoT 센서 모
듈은 WiF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하고, 스
마트폰은 자체 내장된 LT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3.2. 하우스 관리 어플리케이션 설계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IoT 센서 모듈

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IoT 센서 모듈에서 소켓통신이 가능한 서버로 
전송시켰을 때, 그림 3과 같이 출력이 되었다.

그림 3. IoT 센서 모듈 데이터.

출력된 데이터들은 콤마(,)를 구분자로 사용하
였다. 이 구분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나누면 온
도, 습도, 창문 열림 유무, 객체의 유무, 객체 감
지 시 객체의 개수, 제일 가까운 객체와의 거리, 

카메라 녹화 유무로 나누어지며, 표 1과 같다.

하우스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설계
하였다.

1.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온도와 습도 설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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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oT 센서 모듈 데이터.

센서 데이터 설명

온도 숫자 온도 표시

습도 숫자 습도 표시

창문 W+숫자
0 - 창문 닫힘

1 - 창문 열림

레이더

P+숫자
객체 없음

객체 있음

C+숫자 객체 개수

M+숫자 객체와의 거리

카메라 R+숫자
0 - 녹화 중지

1 - 녹화 중

2. 객체를 감지하여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있을 때, 사용자에게 2단계(동그라미, 

엑스)로 나누어 객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
3. 온도를 조절 하는 창문을 제어할 수 있는 

모터 제어 부분
4. 센서의 고장유무를 알려주는 부분
5. 침입이 감지되었을 때, 녹화된 영상을 확인

하는 부분
설계된 어플리케이션 화면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설계된 어플리케이션 화면.

그림 5는 레이더 센서에서 객체가 감지되었고, 

거리가 5m 이내일 때 녹화된 영상이다.

그림 5. 감지 객체 영상.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센서 모듈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무인하우스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
다. IoT 센서 모듈은 WiFi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
터를 송수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은 자
체 내장된 LTE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 및 컨트
롤 정보를 송수신한다.

추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 
할 때 스마트폰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과거
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규모 시설
을 운영하는 농가의 관리를 지원하여 소득이 늘
어나고, 보안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온습도, 창문 제어, 객체 감지 레이더 센
서, 카메라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
만, IoT 센서 모듈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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