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e are now many different commercial weather sensors suitable for smart farms, and various smart farm devices

are being developed and distributed by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led smart farm expansion project.

However, most do not comply with standard specifications and are therefore limited to use in smart farms. This paper

proposed the connecting structure of operating non-standard node devices in smart farms following standard specifications

supporting smart greenhouse. This connecting structure was proposed as both a virtual node module method and a

virtual node wrapper method. In addition, the SoftFarm2.0 system was experimentally operat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wo methods. SoftFarm2.0 system complies with the standard specifications and supports

non-standard smart farm devi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both method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performance

in the operation of the smart farm. Therefore, it would be good to select and implement the method suitable for each

non-standard smart farm device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straints such as power, space, dis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gateway and the node of the smart farm, and software openness. Thi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spread

of smart farms by maximizing deployment cost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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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으로 실현되고 있는 스마트 시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적 또는 가상의 사

물들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 지능화를 통해 자율적인 융합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초연결성’,

‘초지능화’ 및 ‘초현실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온실, 과수

원 등의 농업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또는 자동

으로 유지 관리하는 농장이다. 시설원예분야 스마

트팜은 환경정보 수집 센서를 활용하여 시설원예

환경상태를 측정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최

적의 작물 생장환경을 조성하는 복합환경제어 시

스템을 구동하는 스마트온실이다.

스마트팜의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기

존 하드웨어 기반의 환경관리 제어 시스템 기술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기반의 작물별 제어시스템 기술

개발이 발전하고 있으며, 물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사물인터넷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인공

지능을 접목한 최적 생육 환경 조성,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팜 환

경관리기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팜 생산기기에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용하여

단일 농기계간 협업을 위한 커넥티드 파밍기술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영찬, 장익훈, 2019).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는 아직 시작단계이나, 최근 국제 표준

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 표준화가 급

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작물생

산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용 기기장치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무장비, 동력장비 등과 관련된 표준

화가 ISO 등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

지 국제 표준화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표준

화는 주로 시설원예, 축산 분야에서의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팜 환경관리기술 표준화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TTA, 2018; 여현, 김성진, 2019).

현재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의 표준사양이 해외

보다 먼저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표준사양 기반 스마트팜의 확산은 농가 부

담, 참여농가 제한, 참여기업 영세성 등으로 인해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표준사

양 기반 개방형 스마트팜을 개발하여 공개 사용토

록 하면서, 스마트팜 장치 호환 글로벌 제품 및 기

존 스마트팜 장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표준사양 기반 개방형

스마트팜에서 비표준 스마트팜 장치들을 그대로 운

용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팜 연결구조를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연결구조를 소프트팜2.0 스마트팜에

구현하고 실제 운영하여 추출한 데이터로 성능을

분석하여 제안한 연결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2. 스마트팜 기술 표준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서비스 플랫폼과 스마트팜

장치로 구성된다. 스마트팜 서비스 플랫폼은 서버

또는 PaaS 클라우드에 탑재되고, 스마트팜 장치는

팜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 노드와 팜 시설을 제어

하는 구동기 노드로 구분되는 노드장치, 플랫폼과

노드장치를 연결하는 팜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스마트팜 기술 표준은 온실운영서버 기반 스

마트팜과 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의 표준화가 플

랫폼 기술 발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온

실운영서버 기반 스마트팜 표준으로는 스마트온실

기능요소 간 인터페이스, 즉 팜중계기(온실통합제어

기)와 노드장치(센서노드, 제어노드) 간 인터페이스,

온실운영서버와 팜 중계기 간 인터페이스 등에 제공

되어야하는인터페이스기능을규정한 TTAK.KO-

10.0934(TTA, 2016, p. 25), 온실운영서버와 노드

장치(센서 노드, 구동기 노드)간 메시지 전달 모델,

메시지 포맷 및 메시지 흐름을 규정한 TTAK.KO-

06.0288 Part 1(TTA, 2015, p. 31), Part 2(TTA,

2015, p. 27), Part 3(TTA, 2012)이 제정되었다.

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표준으로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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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한 기능 구조,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을 규정한 TTAK.KO-10.0937(TTA, 2016, p. 22),

노드장치(클라우드엔드디바이스) 등록,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구동기 제어, 노드 상태정보 획득 및 보고

등의기능으로인터페이스를정의하고인터페이스의

메시지 포맷과 메시지 흐름을 규정한 TTAK.KO-

10.1007(TTA, 2017)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스마트팜 표준사양은 모두 서비스 플랫폼

과 스마트팜 장치들을 [그림 1]과 같이 플랫폼, 팜

중계기, 노드장치를 3계층으로 배치하여 연결하는

연결구조를 채택하여, 통신 트래픽을 분산한 대규

모 스마트팜 또는 개방형 스마트팜 구축을 가능하

게 하였다(TTA, 2016, p. 25; TTA, 2016, p. 22).

(a) 온실서버 기반 스마트팜 연결구조

(b) 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연결구조

[그림 1] 3계층 스마트팜 연결구조

스마트팜 서비스 플랫폼은 팜 클라우드 기반 스

마트팜 표준(TTA, 2016, p. 22)에서 [그림 1(b)]와

같이 제안되어 있다. 팜 클라우드 서비스는 장치관

리, 스마트팜 모니터, 스마트팜 제어 등의 단순/복

합제어 서비스와 농장 생산, 경영 등을 관리하는 농

장운영 서비스로 구성된다. 특히 장치관리 서비스

는 농장 또는 온실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 노드, 구

동기 노드, 팜 중계기 등의 설치, 변경, 삭제 및 자

동화된 연결을 지원하고, 장치의 상태 및 운영 정보

를 수집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팜의 서비스 플랫폼과 스마트팜 장치 간

인터페이스 표준은 스마트팜 플랫폼, 즉 팜 클라

우드와 온실운영서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팜 클

라우드 기반 스마트팜은 <표 1>과 같이 팜 클라

우드 서비스의 조회, 설정 등의 요청에 따른 단방

향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구성된 반면에, 온실운영

서버 기반 스마트팜은 <표 2>와 같이 요청 기능

뿐만 아니라 노드장치의 측정정보, 운영상태 등의

획득 정보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 양방향 인터페이

스를 정의하고 있다.

장치 기능

팜중계기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개통 및 등록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상태 정보 수집, 오작동, 제어불가 등)

센서노드 ∙모니터링 방법 설정

구동기노드 ∙구동기 제어 방법 설정

<표 1> 팜 클라우드와 스마트팜 장치 간 인터페이스

장치 인터페이스

팜중계기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연결 설정
∙네트워크 상태 확인
∙운영상태 조회/알림
∙구성/속성 정보 조회
∙초기화

센서노드
∙온실 환경측정 정보 조회
∙작물 생육정보 조회
∙환경측정정보 알림

구동기노드 ∙제어 요청

<표 2> 온실운영서버와 스마트팜 장치 간 인터페이스

3. 스마트팜 노드장치 분석

센서 노드와 구동기 노드로 구분되는 노드장치는

데이터 값을 측정하거나 다른 기기를제어하는프로

그램을 탑재한 초소형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

고, 생성된 데이터를 스마트팜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제어명령을 수신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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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m2m:cinxmlns:m2m="http://www.onem2m.org/xml/protocols"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rn="4-2017
05252220027015e4c">
<pi>/gateway/0.2.481.1.1018201609091504.0.1.2.160050001/val</pi>
<ty>4</ty>
<ct>20170525T222002</ct>
<ri>/gateway/0.2.481.1.1018201609091504.0.1.2.160050001/val/4-2017052
52220027015e4c</ri>
<lt>20170525T222002</lt>
<et>20180525T132002</et>
<st>163280</st>
<mni>9007199254740991</mni>
<cs>639</cs>
<con>{센싱 통지 메시지 프레임}</con>
</m2m:cin>

[그림 2] 센서값 응답 메시지

본 절은 이러한 노드장치의 표준사양과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표준사양 기반 스마트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표준 노드장치 활용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3.1 노드장치의 표준사양

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표준(TTA, 2017)에

서는 노드장치 즉, 팜 클라우드 엔드디바이스와 팜

중계기간의 메시지 전달을 지원하는 API를 <표 3>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터페이스 함수이름 설명

등록
ReqReg 등록 요청

ResReg 등록 요청 응답

관측주기 설정 및
설정결과 조회

ReqObserveReg 관측 등록 요청

ResObserveReg 관측 등록 요청 응답

센싱데이터주기적
보고 및 조회

NotifyObserve 센서값 보고

AckObserve 센서값 보고 응답

상태정보 획득
ReqStatus 상태 요청

ResStatus 상태 요청 응답

제어
ReqControl 제어 요청

ResControl 제어 요청 응답

제어상태 조회
ReqControlStatus 제어 상태 요청

ResControlStatus 제어 상태 요청 응답

<표 3> 팜 클라우드 엔드디바이스 API

팜 클라우드 엔드디바이스 API로 전달되는 메

시지는 함수별로 지정된 메시지 프레임을 포장한

[그림 2]와 같은 HTTP 프로토콜 메시지이다. 여

기서 메시지 프레임은 65바이트의 고정 길이를 가

지며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프레임 헤더 : 메시지 코드, 메시지 타입, 메시

지 함수, 메시지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한다.

- 프레임 바디 : 등록, 읽기, 쓰기, 감시 등 메시지

종류에 따른 페이로드를 포함한다.

[그림 2]의 ‘센싱 통지 메시지 프레임’에서 프레

임 바디는 SensorCount(측정한 센서개수, 1바이트)

와 SensorCount 개수만큼의 (SensorID, Sensing

Value) 쌍을포함한다. 여기서 SensorID는클라우드

엔드디바이스에설치된센서ID(1바이트)이고 Sensing

Value는 센서로 부터 수집된 센싱값(2바이트)이다.

3.2 노드장치의 운용실태

먼저 국내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정책에 따라 도입비용의 50%를 농가에 보조 지

원하고있어 스마트팜 보급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는 생산량이 20～30% 증가

하고, 투입 노동력 감소, 원격관리로 인한 편의성 증

대 등의 활용 효과를 보고 있다(김태완, 2019). 특히

농수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은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

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ICT 융합 기술 개발 및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을

실질적으로추진하기에는사업규모가작고 연구기간

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술, 노드장치, 정보시스템 등

의 개발이 이직 미진한 실정이다(여욱현 등, 201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스마트팜코리아

사이트(http://smartfarmkorea.net)를 운영하면서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노드장치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공개 정보에 의하

면 대부분의 참여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표준

사양 준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스마트팜 장치 및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김태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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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플라우어 케어
온습도
센서타워

기상
스테이션

제품

측정 온도, 조도,
수분, 양분

온도, 습도 온도,습도,풍속,
풍향, 강수량

통신 블루투스 RF RF

제조사 XIAOMI Acurite Acurite

가격 45,600원 15,600원 93,600원

제품명 범용 리모콘 Wave Plus Snoff 스위치

제품

제어/
측정 환풍기, 냉방기 CO2,미세먼지,

온도,습도,기압 전등, 유동팬

통신 IR+RF WIFI WIFI

제조사 BroadLink Airthings Itead

가격 48,000원 360,000원 84,000원

<표 4> 스마트팜 노드장치 활용가능 글로벌 제품

※ 가격은 아마존(amazon.com) 판매정보로 산출

해외 운용 및 보급 실태를 보면, 우선 스마트팜

장치 관련 국제표준은 우리나라가 주도한 단체 표

준이 거의 유일하며 해외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

다. 다만 네덜란드가 표준화된 단일 유리온실 구조

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체 표준화된 설비 및 장

치, 그리고 PRIVA와 같은 정보시스템이 일찍부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해외에서는스마트팜장치로활용될수있는

기상장비, 통신장비, 전자장비들을제품으로판매하고

공개플랫폼으로운용하게하는기업들이다수존재한

다. 아큐라이트(Acurite), 라크로스기술(La Crosse),

브로드링크(BroadLink), 샤오미(Xiaomi) 등의 해외

기업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기업들은 샤오미 홈,

BroadLink 홈 등의 공개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제품들은 스마트팜의 노드장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장비

와 통신에 필요한 소스코드 또는 접속방법을 공개

하고 있어서 어떠한 스마트팜 플랫폼과도 연결이

가능하다. <표 4>의 장비들은 스마트팜의 노드장

치로 사용가능한 제품 사례들이다. 이러한 제품들

은 국내 제품들에 비해 상당히 저가임을 <표 4>에

나타난 가격과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장비 가격

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로벌 제품은 저전력 기술적용, 안전성 검증, 대량

생산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3.3 비표준 노드장치 활용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마트

팜 확산은 저조한 편이다. 이는 국내의 시설원예는

대부분 영세 농가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구조여서

스마트팜 설치에 부대비용이 추가되고 총 비용의

30～50%를 농가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별 정보시스템이 대부분 스마트팜의 표준사양

을 따르지 않아 수집된 데이터에 일관성 및 통일성

이 결여되어 있어서 빅데이터 구축에 한계가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스마트팜 빅

데이터 제공 서비스와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우수

농가 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로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수량은 매우 빈약

한 상태이다. 그리고 국내 스마트팜 장치들은 대부

분 독립적으로 개발된 장치이며, 이로 인해 스마트

팜 표준화가 어려운 실정이고 서로 장비 호환성이

미흡하여 교차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표준사양 기반

개방형스마트팜을개발하여운영하면서국내스마트

팜 참여기업들에게 스마트팜 서비스 플랫폼 API와

노드장치 API를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음으로참여기업의장치개발부담을경감할수있도

록스마트팜장치호환글로벌제품및기존스마트팜

장치를 개방형 스마트팜 플랫폼에 그대로 연결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노드장치와

글로벌 제품은 자체 프로토콜을 따르는 비표준방식

인터페이스만지원하고있으므로표준사양기반스마

트팜에 그대로 사용하기가어렵다. 따라서표준사양

기반 노드장치 API와 비표준방식 인터페이스 간에

실시간으로호환성을유지하는연결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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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표준사양 스마트팜 확산, 스마트팜 빅

데이터 확보, 기존 장비활용 등의 스마트팜 관련 현

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사양 기반 스마트

팜에 글로벌 제품 및 기존 스마트팜 장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구조에 가상노드 개념

을 도입하여 비표준 노드장치도 실시간 호환성을

유지하는 연결구조를 제안하고 검증한다.

4. 비표준노드장치지원연결구조설계

비표준 노드장치는 <표 1> 또는 <표 2>의 인터

페이스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팜 중계기와 비표준

노드장치 사이에 가상노드를 두어야 한다. 가상노

드란 팜 중계기 관점에서는 비표준 노드장치를 표

준 노드장치로 보고 통신할 수 있게 하고, 비표준

노드장치 관점에서는 장치 고유의 프로토콜로 측정

정보를 송신하고 구동기 제어명령을 수신하는 일종

의 에이전트이다. 가상노드는 <표 1> 또는 <표 2>

의 인터페이스를 따른 메시지 수신에 의해 구동되

고 내부 서비스가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면서 필요

시에 비표준 노드장치를 대상으로 측정정보를 읽거

나 제어명령을 보내는 [그림 3]과 같은 구조가 되어

야 한다. 이 구조는 메시지 서버와 메시지 요청자에

의해 팜 중계기와 통신을 하고 비표준 노드장치와

는 장치 구동자에서 읽기/쓰기 방식으로 통신을 한

다. 장치 구동자는 프레임이 모두 동일하지만 고유

프로토콜을 반영하여 구현되므로 비표준 노드장치

별로 하나씩 존재한다.

메시지 서버

리부팅 서비스

주기 서비스

메시지 요청자

장치 구동자

요청 서비스

[그림 3] 가상노드 구조

비표준 노드장치를 표준사양 기반 스마트팜에 적

용하려면 가상노드를 팜 중계기에 내장하는 가상노

드 모듈방식 연결구조나 노드장치 전단에 배치하는

가상노드 래퍼방식 연결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4.1 가상노드 모듈방식 연결구조

팜 중계기는 <표 1> 또는 <표 2>의 인터페이

스를 따른 메시지 수신에 의해 구동되고 내부 서

비스의 절차 수행 중에 팜 중계기 또는 노드장치

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

러한 팜 중계기가 가상노드를 내장하려면 [그림 4]

와 같이 내부 서비스 모듈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가상노드 모듈과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구조로 확

장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팜 중계기의 서비스

모듈과 가상노드 모듈은 동시 실행이 되어야 하므

로 모듈별로 태스크가 생성되어 실행되는 멀티태

스킹 실행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상노드는

비표준 노드장치별로 존재하므로 가상노드 모듈은

동일한 실행환경을 가진 다수의 스레드가 생성되

어 실행되는 태스크가 되어야 한다.

가상노드 모듈방식 연결구조는 가상노드 모듈과

팜 중계기 내부 서비스 모듈 간 통신에 메시지큐를

사용한다. 즉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도착하면 내부

서비스 또는 가상노드 태스크가 구동되어 동작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3계층 스마트팜 연결구조를 그

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면서 비표준 노드장치 지원을

팜 중계기 내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네트워크 관리모듈

메시지
서버 팜

클라우드

표준
노드

비표준
노드가상노드 모듈

팜중계기

팜
클라우드

표준
노드

비표준
노드

서비스
모듈

메시지
요청자

메시지 큐

[그림 4] 가상노드 모듈 방식의 팜중계기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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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상노드 래퍼방식 연결구조

가상노드 래퍼방식은 [그림 5]와 같이 비표준 노

드장치 전단에 가상노드를 탑재한 임베디드 장치

(예, 라즈베리파이, 비글본)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가상노드 래퍼는 팜 중계기 관점에서는 표준사양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노드장치로 보이게 하고, 비

표준 노드장치 관점에서는 고유 프로토콜로 접속하

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관리모듈

메시지
요청자메시지

서버
팜

클라우드

표준
노드

팜 중계기

팜
클라우드

표준
노드

비표준 노드

서비스
모듈

가상노드 래퍼

[그림 5] 가상노드 래퍼 방식의 연결구조

가상노드 래퍼방식은 팜 중계기와 노드장치 사

이에 가상노드를 배치하므로 노드장치에 종속된

층(layer)이 추가되어 물리적으로 3.5계층 구조가

된다. 따라서 가상노드 래퍼는 팜 중계기와 노드

장치 간의 통신 지연이 불가피한 구조가 된다.

4.3 비교 분석

제안한 두 가지 연결구조를 메시지 교환, 소스코

드, 설치환경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보면, 첫째 메시

지 교환 관점에서는 가상노드 모듈방식이 가상노드

가 메시지 큐에 의해 구동되는 팜 중계기의 내부

태스크인 반면에, 가상노드 래퍼방식은 인터넷 프

로토콜에 따라 팜 중계기와 통신하는 독자적인 프

로세스이다.

둘째 소스코드 관점에서는 가상노드 모듈방식이

표준사양 팜 중계기의 소스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반면에, 가상노드 래퍼방식은 표준사양 팜 중계기

와 비표준 노드장치의 소스코드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셋째 설치환경 관점에서는 가상노드 모듈방식이

비표준 노드장치가 지원하는 RS485, RF, 블루투

스, WIFI 등의 통신방법별로 주어진 통신거리 제

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상노드 래퍼방식은 팜

중계기와 가상노드 래퍼 간에 LAN과 WAN 결합

통신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팜 중계기와 비표

준 노드장치 간 거리를 적절하게 있게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노드 래퍼방식 연결구조는 통신

거리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표준사양 기반 스마트팜 구현

국내에서는 2016년에 (주)이지팜과 농촌진흥청이

함께 TTAK.06.0288 Part 1, Part 2, Part 3 사양을

지원하고 오픈소스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구성된

cflora(Ezfarm, 2016)를 개발하였다. 현재 농촌진흥

청에서는 표준화, 센서 및 구동기 등 ICT기기의 규

격을 통일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스마트

팜(김상철, 2018)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

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블루투스 및 LPWAN 기반

스마트팜(Yoon et al., 2018)과같은실험적스마트팜

을 구현하고 표준사양 인터페이스 구현 관련 기술적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 관련 스마트팜 프로젝트(방대욱, 장대진,

2019)에서는 팜 클라우드 표준사양 TTAK. KO-

10.0937과 구성요소간인터페이스표준사양 TTAK.

KO-06.0288 Part 1, Part 2, Part 3을 지원하는 소

프트팜2.0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소프트팜2.0은 [그림 6]과 같이 팜 클라우드 서

비스로 장치관리, 데이터관리, 스마트팜 모니터링 및

제어를 제공하며, 팜 중계기를 통해 센서 노드와

구동기 노드를 팜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3계층구조

로 설계되었다. 팜 클라우드에 연결된 스마트팜

장치들은 팜 클라우드의 장치관리 서비스의 설치,

변경, 삭제 및 자동화된 연결 기능으로 관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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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의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테블릿 등의 모바일 단말기나 PC에 탑재 가능한

관제뷰어의 UI를 통해 가능하다.

[그림 6] 소프트팜2.0 구성

소프트팜2.0은 비표준 센서 노드 및 구동기 노드

를 지원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표준 노드

장치 지원 연결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준사

양 인터페이스의 요청 기능은 클라이언트-서버 기

반 푸시 기술로 구현되었고, 알림 기능은 등록-통지

기반 푸시 기술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환경제어 알

고리즘이 스마트팜 제어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고, 알

고리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는 관제뷰어에서 실시

간으로 수동 설정되거나 구동기 노드 개통시 업로드

되는 설정파일로 자동 설정될 수 있다.

소프트팜2.0은 농장주가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에

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최적의 상태로 온실을 운영

할 수 있게 하는 다음 추가 서비스도 수행한다.

- 현장 이벤트 발생(예, 인체감지)으로 자동 촬영

및 보관을 수행하는 블랙박스 기능 수행

- 모바일 단말기의 관제뷰어에서 현장 환경/상태

정보와 영상정보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

- 팜 클라우드, 팜 중계기, 센서 노드, 구동기 노

드 등의 장애를 자동 감지하고 복구를 수행

6. 설계방식 성능분석

표준사양 기반 스마트팜에 비표준 노드장치를 적

용하는 제안 연결구조 방식들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소프트팜2.0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면서 실험

하였다. 소프트팜2.0 시스템은 두 가지 방식 즉, 가

상노드 모듈과 가상노드 래퍼를 모두 포함한 구현

이 되어 있어서 운영 시에 연결구조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 즉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고정한 운

영 또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 운영이 모두 가능

하다. 실험에 사용된 소프트팜2.0 시스템은 라즈베

리파이로 팜 중계기와 노드 래퍼를 구현하였고 팜

중계기와 노드 래퍼 간에 WIFI 기반 HTTP 통신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체 소스코드는 자바언어

로 개발되어 있다.

비표준 노드장치를 사용하는 스마트팜 연결구조

의 성능 측정을 위해, <표 4>에 열거된 접근방식이

상이한 노드장치, 즉 플라우어 케어(XIAOMI, 블루

투스), 온습도 센서타워(Acurite, RF), 공기 질 모

니터(IQAir, WIFI) 등이 한꺼번에 연결된 구조에

서 비표준 노드장치들이 가상노드를 통한 팜 중계

기와의 통신이 병렬로 수행되는 상황에서 실험 데

이터를 추출하였다. 플라우어 케어와 공기질 모니

터는 가상노드와 직접 통신을 하고, 온습도 센서 타

워는 중계서버를 통해 통신을 하는 방식이 적용되

었다. 성능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팜 중계기에서

센서 노드로 보낸 환경측정 정보 요청 인터페이스

의 응답시간 데이터이다. <표 5>는 응답시간 데이

터를 반복 측정한 후 측정치를 평균하여 구한 실험

결과이다.

방식 응답
시간

플라우어
케어

온습도
센서타워

공기 질
모니터

가상
노드
모듈

모듈 1 1 1

장치 3,617 41 2,582

전체 3,621 45 2,587

가상
노드
래퍼

래퍼 120 133 95

장치 3,603 23 732

통신 176 246 237

전체 3,899 403 1,064

<표 5> 비표준 노드장치 인터페이스의 응답시간

(단위 :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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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나타난 측정 데이터에 의하면, 두 가

지 방식의 소요시간은 모두 초 단위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스마트팜에서는 통상 분 단위 이상 주

기로 메시지 통신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실제 스마트팜 운영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측정된 성능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비표준 노드장치 지원 소프

트팜 구현에는 전원공급, 설치공간 등의 환경제약,

팜 중계기와 노드장치 간의 통신거리 제약, 장치

소프트웨어 공개 등을 고려하여 비표준 노드장치

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방식을 선택 적용하는 구현

이 바람직하다.

7. 결 론

스마트팜 장치 호환 글로벌 제품들은 국내 스마

트팜 제품들에 비해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저전력

기술적용, 안전성 검증, 대량 생산 등의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어서, 표준사양 기반 개방형 스마트

팜에 연결하여 활용한다면 스마트팜 확산 및 가치

창출이 무궁한 빅데이터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지원 표준사양

기반 개방형 스마트팜에서 비표준 노드장치를 운

용할 수 있는 연결구조를 가상노드 모듈 방식과

가상노드 래퍼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제안한 비표

준 노드장치 연결구조는 스마트팜 장치 호환 글로

벌 제품과 국내 스마트팜 제품의 사양을 변경하지

않고 연결하여 표준사양 기반 노드장치처럼 운용

되게 한다.

실험에 따르면 제안한 방식들은 모두 초 단위의

인터페이스 소요시간을 보이고 있어서 통상 분 단

위 이상 주기로 구성요소 간에 통신을 하는 스마

트팜 운영에는 어떠한 성능 제약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에 통신방식, 설

치장소 등의 고려사항을 분석하였을 때 어떤 설계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비표준 노드장치와 팜

중계기의 연결을 정하면 구축비용 절감 효과를 극

대화하여 스마트팜의 보급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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