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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에서 작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재배환경들의 모니터링 및 제어

가 가능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식물공장 통합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완

전제어형 식물공장에서 각 재배단의 환경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통합 환경정보 센서 및 전력 제어 센

서를 설치하고, 통합 컨트롤러를 통해 LED 조명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환경정보 센서는

온도, 습도, CO2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며 전력제어 센서는 실시간 사용되는 전력량 데이터가

수집 가능하며 센서를 통해 전력의 차단 및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본 시스템은 크게 모니터

링과 제어로 구분되며 테스트 베드의 구축을 통해 실시간 환경정보 센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LED 조명 및 전력을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모든 사업 분야에서 IT 기술을 이용한 융합

이 가속화 되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높

이는 원천기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통 산업

분야인 농업과 IT 기술의 융합은 IT 산업의 새로운

시장이며 농업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 1)

식물공장은 크게 태양광 병용형 식물공장과 완전

제어형 식물공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의 경우 재배 시스템의 외부 접

촉을 최소화하여 오염물질 및 병충해로부터의 침입

이 없는 상태에서 재배가 이루어진다[2]. 또한 완전

제어형 식물공장 재배시스템의 경우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장환경을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

의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센서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SW 창의연구과정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1-(C1820-1101-0010))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

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2011-0022977)

노드의 하드웨어, 미들웨어, 프로토콜 등의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센서 네트워크 기술 연구에 비해 농업 분야에 최적

화된 연구는 낮은 수준에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완전제어형 식물공장 재배시스템의

식물생육 과정을 모니터링 및 제어 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기반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

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은 통합 제

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정보(온도, 습

도, CO2, 전력량)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LED 조명의 광조사 환경(Frequency, Duty Rate,

Intensity)과 전력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또한 웹 카메라를 통해 식물의 생육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

는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요

소와 구축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구축

된 테스트 베드와 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결과를 보

인다.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내용에 대해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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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의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2.1. 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의 통합 제어 모니

터링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제안한 본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식물재배

장치에는 각종 환경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통합 센

서 및 전력 센서, LED 조명 패널, 양액 공급 장치가

각각 설치되어있으며, 각종 센서들로부터 데이터 수

집 및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러, 실시간으로

식물의 생육상태 및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할 수 있는 관리 서버 및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

템으로 구성된다.

통합 센서에서는 온도, 습도, CO2의 량을 실시간

으로 수집하여 DB에 저장되어 식물의 생장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본 시스템에 사용된 콘센트 형식의

전력 센서는 각각의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전력의 공

급 및 차단을 제어한다. LED 조명 패널은 RED :

BLUE가 11:7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으며 Frequency,

Duty Rate, Intensity의 값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광조사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양액

공급 장치는 분무기 형태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며

각종 식물의 특성에 맞도록 공급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되는 양액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통합 컨트롤러는 ZigBee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센서들로부터 데이터

를 수집하여 DB에 저장 및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

스템에 전달한다. 또한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으로부터 변경된 LED 조명 패널 및 양액 공급 장치

의 제어 환경을 직접 전달하여 장치들을 제어한다.

통합 컨트롤러의 네트워크 환경은 그림 2와 같은 형

태로 되어있다. ZigBee RTU(Remote Terminal

Unit)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RTU1은 조명제어,

RTU2는 통합센서, RTU3은 양액 공급 장치, RTU4

는 전력을 제어한다.

[그림 2] ZigBee 기반 센서 네트워크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각종 센

서로부터 환경정보 데이터 및 전력량을 수집하여 화

면을 통해 제공하며, 통합 컨트롤러와의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통해 각각의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그림 3] 환경정보 모니터링 화면
그림 3은 전체 재배단의 환경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의 구성이다.

[그림 4] 선택한 재배단의 모니터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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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그림 3에서 선택한 재배단의 환경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 디바이스 제어 화면
그림 5는 각 재배단의 선택 및 디바이스의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바이스 제어 화면이다.

양액 공급 장치는 공급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LED 패널은 식물의 생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빛[4]

의 요소를 모두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베드 구축

3.1 테스트베드 구축

식물재배 장치는 ShowCase 타입과 OpenCase 타

입의 두 가지 형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합 환경

센서 2개, 양액 공급기 2Set, 재배단 4개, LED 조명

패널 4개, 전력 제어 센서 2Set, 통합 컨트롤러 1개

를 설치하였다. 본 시스템의 실험을 위한 테스트 베

드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테스트 베드

제안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집

된 환경정보 및 전력 데이터를 화면을 통해 제공하

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LED 패널의 요

소 값들을 변경하여 각각의 재배단에 다양한 광조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3.2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모니터링 부와

디바이스 제어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림 7과 같은 화

면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7] (상) 모니터링 화면, (하) 제어 화면 및 재배단 상태

그림 8은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4개

의 재배단에 설치된 LED 조명 패널의 Frequency,

Duty Rate, Intensity 값을 달리하여 각기 다른 광조

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LED 조명 패널의 제어를 통한 다른 광조사 형태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682 -

본 실험을 통해서 각종 환경정보 센서 및 전력 센

서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디바이스의 값을 변경하여 LED 조명 패널 및 양액

공급 장치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은 완전제어형 식물공장에서 식물을 재배

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센서 네트워

크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다. 또한 구현된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축된 테스트 베드에 직접 실험

을 통해 정상적인 환경 정보 데이터가 수집됨을 확

인하였다. 또한 디바이스의 환경 정보를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제어가 되어 시스템에 적용됨을 확인하

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밀폐된 환경에서 식물공장의 재

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장치를 제어하는 연구의 기

초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합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식물을 재배하는데 최적의 환

경 조건과 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는 식물의 생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양액의

pH, EC 값의 측정을 통해 최적의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완전제어형 식물공장

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분석하여 최적의 광조사 및

환경 제어 데이터에 관한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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