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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생장환경 정보들을 수집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선센

서네트워크 기반의 온실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원격지에서 온실 시설내 내부 환경 및 

시설제어시스템을 통합 제어·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넓은 온실 내부의 환

경 데이터 수집 및 온실 시설 제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무선센서네트워크 기반 온실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온

실시설 제어를 통하여 실시간 원격 온실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GUI 구현은 HMI기
반의 시스템 모니터링부로 설계하였으며, 센서정보들은 실시간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 센서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음을 결과로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various growth environment data collecting and monitoring based on wireless sensor network for 
greenhous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greenhouse control system is 
proposed to integrated control and management in internal environment and greenhouse facilities. The system provides 
real-time remote greenhouse integrated management service which collects greenhouse environment information and 
controls greenhouse facilities based on wireless sensor network.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designed based on the HMI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ensor data were collected by 
integrated management in real-time.

키워드 : 무선센서네트워크, 온실환경모니터링, 원격제어,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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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한 

원시산업으로 여러 산업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발달과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오늘날 농업은 노동집약적 위주의 농업에서 신영농지

식과 신영농기술 및 농업 IT융합 기술을 적용하려는 

차세대 농가 및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다[1]. 농업

IT융합기술은 기존의 농업기술에 자동제어 센서 광

원 RFID/USN 유무선통신 등의 부품 및 기반 기술, 
생육제어 지식 미들웨어 유통 이력 인증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탄소

교환 등의 에너지 자원 기술 등 다양한 IT 기술을 농업

에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

출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온실형 농업

IT 융합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는 무선센서네트워크 기

술을 이용하여 시설 내 생장환경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하고, 작물의 종류, 생장단계, 기후 및 계절에 따라 각종 

생장조건을 최적으로 관리하며, 각 재배 작물에 최적화

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생장 및 품질을 예측하여 작물

의 생장 및 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꾸준

히 하고 있다[2.3].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상이 상시

화 되면서 기후 민간산업인 농어업의 피해 또한 급증하

고 있으며,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상에 의

한 피해가 약 3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고추 등 노지작물의 피해

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재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 시설형(온실형) 운
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온도의 상승 및 저하가 발생할 

경우 직접 온실에서 육안으로 온도를 확인한 후 각종 

냉온풍기를 가동하여 보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 온
풍기를 가동할 경우 온실내의 영역별 온도 편차가 발생

하며 영역별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마

다 온, 습도계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최

적의 환경상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주 시설을 방문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뿐만 아니라 외

부 기상환경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환경을 유

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자 무선센서네트워크[4,5]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생장

환경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원격 자동제어 및 알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실 

시설 내 내부 환경 및 보조 시설제어시스템을 통합 제

어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무선센서나 

네트워크 등 IT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넓은 온실 내부

의 환경 데이터 수집 및 온실 시설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은 물론 무선센서네트워크 기반 

온실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온실시설 제어를 통하여 

실시간 원격 온실 시설 통합 제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다.

. 온실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선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온

실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온
실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크게 

온실환경수집, 온실시설제어, 온실 모니터링부로 구

성된다. 

그림 1. 온실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Fig. 1 Greenhouse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2.1.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은 온실 내 환경을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 시스템에 내장된 센서들은 실내 환경 상태

(온도, 습도, 조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값을 DB에 저

장, 온실 내 시설제어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은 센서들이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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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노드와 센서노드에서 유무선(ZigBee[6], 무선랜

[7], IP-USN 등)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DB나 관리서버

로 전달하는 게이트웨이 노드로 구성한다.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노드는 동일한 회로로 설계하였으며, 센서

노드에는 외부 센서연결부를 통해 센서인터페이스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의 

센서노드의 모든 기능 제어 및 센서 환경 수집은 MCU
제어부를 통해 가능하며, 동작 상태에 대한 정보는 센

서노드 동작 상태를 LED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동작 유

무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을 위한 센서노드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wireless sensor node for collecting 
greenhouse environment data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 내부에는 무선통신부를 두어 

각 노드들 간에 근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하며, 이는 온

실 내부 곳곳에 이들을 배치하여 무선으로 원격지까지 

주변 환경 정보들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 중 저전력, 저비

용의 특성을 갖춘 지그비를 무선통신부에 적용하여 시

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온실 환경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RF 송신부 특성 및 전력소모를 고려하였다.

2.2. 온실 시설제어 시스템

온실 시설제어 시스템은 온실내의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환경정보를 통해 작물의 생장에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온실내 각종 시설들을 제어하는 것을 의

미하며,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센서 정

보들을 기반으로 최적의 온실 시설제어 시스템을 설계

한다. 온실 시설제어 시스템은 전기 신호를 통한 제어 

방식, 인터넷 등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한 원격 제어 방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온실 환경수집 시

스템에 미리 설정된 온실 시설제어 환경의 적정범위를 

벗어나 센서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시설 

작동 제어 상태 조회를 통해 실시간 시설제어가 가능하

다. 기존 유선 시스템 방식에서 진보된 무선센서네트워

크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센싱값을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설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 온실 시설제어 시스템

Fig. 3 Greenhouse control system

온실 시설제어 시스템은 환경 모니터링, 환경 제어, 
시스템 관리 등이 가능하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표 1
과 같다.

2.3.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모든 정보들

은 즉각적으로 DB에 저장되게 되며, 사용자가 언제, 어
디서나 유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

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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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실 시설제어 서비스 사양

Table. 1 Greenhouse control specification

구분 세부항목

생장환경모니터링

전체 센서정보 조회

실내외 생장환경 정보

원격 온실상황 모니터링

센서 상태 정보 확인

센서 노드 데이터

생장환경 제어

환기 창 제어

커튼 제어

추가 장치 제어

시스템 관리
센서관리

센서망관리

이상상황 알림 SMS 등

모니터링 및 관리부에서는 생장 및 온실 환경 정보 

제공, 외부 기상 정보 모니터링, 난방, 관수 등 시설제어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

자는 그 정보들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통합 관리 및 제

어가 가능하다. 디지털제어기와 무선센서네트워크 기

반 온실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상호 연동하여 자

동으로 시설장치 제어(장치 상태 제어, 작동 명령 등)를 

GUI 형식의 화면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격지에서 실시

간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 구성도

Fig. 4 Configuration of system monitoring and control unit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친화형 GUI 구현을 위해 HMI 
기반의 시스템 모니터링부를 설계하고, 디렉토리 구조

를 이용하여 모든 화면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할뿐만 

아니라 수동/자동/시험 모드를 이용하여 자동난방시스

템에 접목시 상호 인터페이스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메뉴바 구조를 이용하여 모든 

화면으로의 전환 및 상호 인터페이스를 용이하도록 설

계하였으며, 메뉴 화면의 구성은 메인화면, 디렉토리 

화면, 모니터링 화면, 수동 화면, 센서 이력 화면, 알람

이력화면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5. HMI 모니터링화면 설계 

Fig. 5 HMI display design

.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온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온

실 환경수집, 온실 시설제어, 모니터링 및 관리부로 구

성하고,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

로 원격지로 센서 정보들을 전송하여 사용자가 편리하

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6은 온실 환경수

집 시스템의 설계 회로도를 나타낸다.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은 MCU제어부, 센서인터페이스부, 무선통신부

로 구현하였으며, MCU제어부와 무선통신부는 원보드

로 구성하였다. 온실 내 각종 환경 정보 수집에 사용할 

센서들은 센서인터페이스부에 설계하였으며, MCU제

어부와는 외부센서연결부를 통해 상호 연결 가능하도

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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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 설계 회로도

Fig. 6 Schematic of greenhouse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 구현을 위해 저전력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Atmel사의 ATmega128L을 주 MCU로 사

용하여 MCU 제어부를 구현하였으며, 센서인터페이스

부는 온도, 습도, 조도센서를 장착하여 온실 내 환경 수

집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7은 설계한 회로도

를 토대로 PCB 레이아웃을 마친 모습을 보여준다. 
140*110mm 크기로 설계, 제작하였으며, 센서인터페이

스부는 케이스 외부에 장착하여 온실 내 센서 정보들이 

정확하게 감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제작된 온

실 환경수집 시스템의 모습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7.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 PCB 레이아웃

Fig. 7 PCB design and layout

그림 8. 온실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결과

Fig. 8 Hardware implementation of the greenhouse environ- 
ment monitoring system

온실 시설제어 시스템은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에서 

구현한 센서노드를 게이트웨이로 상호 호환하여 사용

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한 개의 센서노드를 게이

트웨이로 활용하여 RS-232를 통해 PLC와 상호 연동하

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온실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개폐기 제어, 보일러 제어, 환풍기 제어, 관수 제어 등은 

본 논문에서는 PLC를 통해 제어가 가능하였으며, 온실 

시설제어 동작은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에서 수집된 센

서정보들을 기반으로 자동/수동 모드로 동작이 가능하

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9.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HMI 화면

Fig. 9 HMI displays for system monitoring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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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시스템 모니터링 제어부는 그림 9와 같이 구현

하였으며, HMI기반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가 쉽게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디렉토리 화면에서는 모니터링화면, 센서 이

력화면, 수동화면, 알람 이력화면 등으로 이동이 가능

하며, 센서인터페이스부에 장착된 온도, 습도, 조도 

센서에 대한 센서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화

면을 통해 센서 정보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센서이력화면에서는 측정시간에 따라 시스템

에 저장된 온도, 습도, 조도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이 가능하다. 그림 10은 온도 이력화면을 실행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10. 온도 이력화면

Fig. 10 Temperature data HMI display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온실 환경 수집 시스템을 위한 온실 

환경수집, 온실 시설제어, 모니터링 및 관리부를 구현

하여 온실 내 다양한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원격지로 

전송이 가능한 무선센서네트워크 기반의 온실 환경 수

집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적

용하여 각종 생장환경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모니터

링 함과 동시에 HMI기반으로 구현된 시설모니터링 및 

제어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원격 자동제어 및 알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실 시설 내 내부 환경 및 보

조 시설제어시스템의 통합 제어 관리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무선센서네트워크 기반 온실 환경수집 시스템

을 이용하여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

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온실 운영 측면에서의 최적

의 환경상태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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