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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  노동력의 격한 감소  고령화에 따라 가의 농업로 의 개발이 시 한 과제가 되어왔다. 본 논문

에서는 농업용 방제 로 의 H/W제어구조  S/W 랫폼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개발된 로 은 2 축의 캐

터필러형 구동부와 2축의 방제기구 제어부를 구동부로 갖추고 있다. H/W 제어구조로써, 임베디드 XPE 기반 

로  제어부, 원격 조종부, 그리고 센서 제어부로 구성된다. SW 랫폼에서는 태스크 매니 , 원격 상  

데이터 통신을 한 TCP-IP 통신 로세스, 구동부 제어 로세스, 치  환경 인식 로세스, 센서제어부 

로세스 등 5개의 로세스가 동시에 동작한다. 개발된 농업용 원격 방제로 을 필드테스트를 통하여 유용성

을 시험하 다.

ABSTRACT

According to abrupt decrese in number of farmer and ageing society, there has been a need for development of low cost 

agricultural robot. In this paper, a H/W and S/W platform of caterpillar type agricultural chemical dusting robot based on XP 

embedded system were described. The developed agricultural robot has 2 d.o.f caterpillar type driving wheel and 2 d.o.f chemical 

dusting spray mechanical system. The H/W platform of the agricultural robot consists of robot controller, remote controller and 

sensor controller. In S/W platform, 5 processes work concurrently, which are task manager, TCP-IP communication process, 

localization process, wheel control, and sensor control process. This robot platform has been  developed for chemical dusting robot. 

We proved this system’s validity through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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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이후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국가로 진입한다. 특히 농 의 경우 국내는 물론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율이 높아 향후 3년이

내 노동인력부재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농 환경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신할 수 있는 가의 친환경 농업

로 의 개발이 필요하다[1]. 농업로 의 작업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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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열악하여 재의 기술로써 고가의 최첨단기능이 

탑재된 기기라 할지라도 완벽한 자동화가 불가능 하

다. 한 농사일은 인공지능에 의해 완벽하게 구 할 

수 없는 오랜 경험과 지식, 복잡한 작업환경 인식등을 

요구한다. 특히 방제시스템의 경우 식물의 병충해 부

분을 악하고 해충을 인식하여 정교하게 살충 방제

액을 방사해야하는 정교하고 지능 인 행 가 요구되

며, 방제가 인체에 유해한 방충제를 사용한다는 에

서 인간이 수행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며 무인화가 

매우 필요한 시스템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농업 지식을 바탕으로 원격제어  자동 조작이 가능

한 반자동 농업용 방제 로 의 랫폼 개발에 해 

기술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농업용 방제 로 으로는 

북 와 주기업(기업명:CMS)에서 공동 개발한 온

실용 로 이 있는 바, 온실내에서 일정한 일을 타고 

주행하며, 일상의 마크네틱으로 로  치인식하고, 

분당 10리터 농약 방제  온실내 온도, 습도, 조도등

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져 있다. 그 외 농업로 의 

기능에 필수 인 옥외 로 의 지능형 주행 시스템에 

하여 연구등도 이루어지고 있다[3,4,11]. 유럽등에서

는 인구의 고령화  출산화 비 농업생산성 향상

과 자동화를 하여 “농업의 공업화”가 추진되고있다

[2]. 이를 해 농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념을 도입한 

첨단공법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로

의 용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림 1. Vision robotics사의 곡물수확로
Fig. 1 Crop harvesting robot of vision robotics Co.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  로보틱스(Vision Robotics) 

社에서 곡물 수확 로 을 개발 이며, 상용화 까지 5

년정도 소요가 상된다[5]. 2008년 일본 동경농공

에서 “농사일 도우미 suit 로 ”을 개발하 으며, 온실

내에서의 딸기 수확로  시제품등을 개발하여 시운  

하고 있다[6]. 독일등에서는 종  경작을 한 농

업로  plat form “HortiRobot”을 개발진행 에 있다.

Hortibot은 4개의 스티어링 휠l과 4개의 구동 휠을 

이용한 방향 이동가능(omni directional wheel 

control) 로 이며, GPS, 비젼 시스템이 내장되어 경

작, 밭갈이, 방제등을 한 기본 로  랫폼 행태로 

개발되었다[7].

 

그림 2. 독일에서 개발 인 Hortibot 
Fig. 2 Agricultural robot platform hortibot developed in 

germany

본 논문에서는 가의 IT 기술을 농업로 에 목

한 WIN XPE기반 동휠구동 원격 방제로  랫폼 

개발에 하여 기술한다.

II XPE 기반 방제 로  구성

그림 3. 방제 로 랫폼 체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chemical dusting robot platform

일반 으로 개인용 과수 병충, 잡  방제용 탱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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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약 20L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용 방제작업

을 하기 하여 40L 기 으로 농약 방제로 을 개발 

하고자 하며,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춘 

로  랫폼을 개발한다. 

표 1. 가형 원격제어 방제로  개발 사양
Table. 1 Spec of the remote control agricultural robot

사양
용량 /

구성
비고

이송 농약 무게 40L 무게 약 40kg

로 가반 량 80kg 농약 탱크 무게의 2배

로 바퀴 형태 2 dof 캐터필러 타입

바퀴모터 500W DC 혹은 BLDC

방제링크 모터 50W DC

방제링크 자유도 2 dof 상-하, 좌-우 제어

원격제어 거리 50m TCP-IP 기반

원격 무선 상 통

신 속도

5 래임

/sec
TCP-IP 기반

개발한 방제로 은 표1과 같이 캐터필러형 원격제

어 농업 로 으로써, 가반 량 80kg, 40L이상의 방제 

분무탱크를 이송할 수 있으며, 2 자유도의 분무 링크

를 제어하여 분무 방향을 제어한다. 캐터필러형 로

은  구동 모터제어부, 방제링크 모터제어부, 분무 

역 측용 CCD 카메라, 방  측방의 장애물 측용 

거리센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 은 원거리에서 

원격 조종으로 제어되는 바, 조종부에서는 로 의 작

업 역 측을 한 CCD 상이 표시되며, 조이스틱

으로 로 을 원격제어 하고, 분무기등을 제어할 수 있

다. 이를 하여 로 제어부와 원격 조종부는 무선 

LAN을 통해 통신을 하는 바, XPE를 포 한 가형 

SBC(Single Board Computer: ATOM NANO 

117Board)를 이용하여 주제어부  조종부가 구성된

다. 센서 제어부는 다수개의 거리센서와 경사계등을 

감지를 해 ADC 12채 이 필요하여 ATMEL2560으

로 결정하여 설계 제작하 다. 한 분무기는 기존의 

상용화된 동 분무기를 사용하기 하여 분무발사 

조종 노즐 원부에 릴 이를 연결하여 제어함으로써 

조종한다. 

2.1 H/W 랫폼 

그림 4는 원격 조종 농업로  랫폼의 H/W 블록

도를 나타낸다. 원격 조종 농업 방제 로 은 상과 

데이터를 무선  송수신해야 하므로 TCP-IP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TCP-IP 기반으로 개발될 경우 스마트폰

을 활용한 재택 원격제어도 가능해지게 된다는 장

이 있다. TCP-IP 통신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켜진 

상태에서 통신 속을 요구하게 되고 서버가 수락하면 

연결되는 방식으로 통신 기화가 진행되므로 로  

조종기를 켜고 로 제어기의 원을 켜도록 하기 하

여 조종기는 서버로, 로  제어부는 클라이언트로 하

다.

그림 4. XPE 기반 원격 조종 로  H/W 블록도
Fig. 4 H/W block diagram of the remote controllable 

robot based on embedded XP

로  제어부는 500W  캐터펠러 구동 모터 2개, 

CCD 카메라, 센서 제어부와의 통신 제어를 담당하며, 

센서 제어부는 50W  분무 링크제어 모터 2개, PSD 

거리센서, 경사계, Relay 등을 제어한다. 무선통신의 

안 한 실시간 통신 속도를 고려하여 상은 당 5 

래임을 캡쳐하여 원격 조종부로 보내지는 바, 센서 

보드에서 수신된 8개의 거리 데이터  기타 센서 데

이터와 합쳐져 서버인 원격 조종부로 보낸다. 원격 조

종부인 서버는 USB로 연결된 조이스틱으로 캐터필러 

구동부  방제 링크를 조종하며, TCP-IP로 수신된 

상  거리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표시하고, 2 d.o.f 

방재 기구제어를 한 DC 모터 제어 명령을 내린다.  

캐터필러 구동 모터는 500W  DC 모터를 사용하며, 

모터제어부와의 통신은 USB- RS232를 사용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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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baud는 115200bos으로 하 다. CCD camera는 

USB CAM으로써 Logitec것을 사용하 다. 센서 제어

부는 RISC MPU AT2560을 사용하며 좁은 범 의 장

애물  거리 인식을 하여 8 CH의 PSD를 쓰고 있

다. 방제부 링크 제어용으로 50W  DC 모터 제어(모

터 2개 동시 제어), 농약 방제 펌 제어를 하여 24V 

5A 릴 이 2 포트등을 제어한다. 주제어부는 Intel 

X86 계열의 Atom BD, 500Mhz의 가형 SBC(single 

board conputer)를 사용하며 XP enbedded O.S를 

porting하여 사용한다. 사용 device로써 무선 LAN,  

해상도  USB 카메라(640X480 가능), 3개의 

USART를 사용한다. 

2.2  S/W 랫폼

그림 5. 로  제어부의 S/W 구조 
Fig. 5 S/W structure of the robot 

리얼타임 OS기반 로 용 S/W 랫폼에 한 연구

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진행 되고 있다[8,9,10]. 이러

한 미들웨어는 범용 로 을 상으로 개발되어 S/W

가 무겁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원격 제어 

농업로 용 S/W 구조는 크게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 어진다. 상기 그림 5.는 로  주제어부인 클라이

언트의 S/W 구조를 나타낸다. SW의 체 구조는 원

격 상  데이터제어, 원격 조종 명령수신부  태

스크 매니 , 방제구동부 제어, 로  구동부제어 로

세스등 5개로 구분 되며,  쓰 드는 로  주변의 장애

물 간 거리인식을 한 거리인지 쓰 드, 원격 조종부

인 클라이언트부와 TCP-IP 통신을 하기 한 쓰 드, 

상캡쳐  캡쳐한 상  데이터 통신을 한 쓰

드등 4개의 상시 동작하는 쓰 드로 구성되어있다. 

동작 흐름으로 보면 로  원격 조종부인 클라이언트

부에서 원격으로 로 의 조종, 방제 제어등에 한 명

령이 오면 태스크 로세스로 달되어 명령어가 해

독되며 해당 구동부를 제어한다. 만일 방제 구동부를 

제어할 경우, 센서 제어부인 AT2560으로 명령어를 하

달하여 해당 모터  릴 이, 센서 등을 제어한다. 

한 로 의 치 인식을 하여 매 50msec 마다 거리

센서  로 의 앤코더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송 받

는다. 이러한 데이터는 캡쳐된 상과 함께 200msec 

마다 클라이언트로 보내지며, 거리 데이터, 치 데이

터 등은 매 50msec마다 클라이언트 등으로 보내진다.

2.3 원격 로  제어를 한 TCP-IP 소켓 제어 

작업 역의 상 송  원격제어는 TCP-IP를 사

용한다. 실험한 바에 의하면 로 의 제어에 지장을 주

지 않는 무선 상 통신속도  캡쳐 주기는 5Hz 정

도이며, 이러한 상을 TCP-IP를 통해 송수신 한다. 

로 과 조종부는 IP공유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라이

빗(Private) IP를 할당받아 사용된다. 공인(Public) IP

도 가능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공유기의 포트포워딩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 4000번과 3001번의 포트를 이

용한다. 모니터링 컴퓨터는 로컬 네트워크나 원격지에

서도 가능하다.

그림 6. 원격 조종부(서버) 와 로  
제어부(클라이언트)와의 데이터 송수신 제어 S/W  
Fig. 6 Robot server and client of the wireless data 

communication control SW

상 송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동기화를 하여 

쓰 드 제어 기법인 event / waitEvent 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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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TCP-IP 상 통신 동기화를 시켰다. 동기화가 

없으면 상 캡쳐 장 메모리의 과다 사용  통신 

지연 등으로 상의 분실, 상의 깨짐 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선 상 통신 속도

가 5Hz로 늦어지는 단 이 있다. 상의 데이터는 클

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바, 1 캡쳐 당 320X240 

byte이며, 여기에 기타 센서 데이터를 붙여서 송신한

다. 데이터는 매 50msec 당 송신 하는 바, 매 

200msec당은 상 +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과 함

께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

아서 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리한다. 

Ⅲ. 실험  결과 

그림 7은 개발된 농약 방제 로 의 캐터필러 타입

구동부 베이스  제어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과 그림 9는 각각 방제 스 이를 제어기와 체 

방제로 의 모습을 보여 다.

그림 7. 로 랫폼의 캐터펠러 구동 제어부 사진 
Fig. 7 Control part of the caterpillar type robot 

그림 8. 방제 링크제어부 
Fig. 8 Control part of chemical dusting spray

그림 9. 개발된 원격 방제로 의 모습  
Fig. 9 The remote controllable chemical dusting spray 

robot

방제 스 이 제어 부분의 구동부는 50W  DC모

터를 사용하 으며, 방제 호스가 연결되어 동작 범 에 

한 제한을 두기 하여 4개의 리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며 센서제어부에서 동작범 의 제한을 제어한다. 

 

그림 10. 개발된 센서제어부 시스템
Fig. 10 A developed sensor control system

그림 10은 개발된 센서제어부이다. RISC MPU를 

사용하 으며, 로  주제어부와의 통신을 하며, 8개의 

거리센서, 4개의 모터동작 리 센서, 2개의 DC 모터 

제어  방제 제어를 한 릴 이제어를 구 한다. 그

림 11, 12, 13은 원격제어하는 모습을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분할하여 각각의 실험 모습을 보여 다. 그림 

11은 한 의 컴퓨터내에서 루 백 IP를 이용하여 

TCP-IP 서버-클라이언트 원격 로 의 통신 제어 실

험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원격조종 제어부인 서버에

는 로  조종용 조이스틱을 부착하여 실험하 으며, 

로  조종부인 클라이언트부에서는 센서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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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카메라, 거리 센서  DC 모터등이 부착되어 

원격 동작 시험에 한 실험을 하 다. 

그림 12 와 그림 13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부의 원격 

조종  통신 실험 내용을 캡쳐한 메뉴화면이다. 원격

조종 제어부 서버의 IP는 192.168.1.10 으로 하 고, 

클라이언트인 로 은 192.168.1.5를 사용하 고,  포트

넘버는 4000을 사용하 다. 그림 12는 동작 인 서버

의 메뉴화면을 보인다. 상은 당 5 래임을 캡쳐

하여 원격 조종부로 보내지는 바, 센서 보드에서 수신

된 8개의 PSD 거리 데이터  기타 센서 데이터와 

합쳐져 서버인 원격 조종부로 보낸다. 한 샘 링 타임 

동안 상  데이터의 송 개수가 230436으로 표시

되어 있는 바, 상 화면이 320X240이어서 RGB 3 

byte인 경우 상 한 캡쳐당 데이터r수는 230400이며 

센서의 수가 36byte이다. 화면 하단에는 캐터펠러 바

퀴의 앤코더수가 표시되어 있다.

그림 11. Loop back IP(127.0.0.0)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원격제어를 시험하는 모습

Fig. 11 Result of server-client remote control with loop 
back IP(127.0.0.1) 

그림 12. 동작 인 서버부 메뉴 화면 
Fig. 12 A captured scene of operating server menu 

scene

그림 13. 클라이언트부 메뉴 화면 ( 상/데이터 수신)
Fig. 13 A captured scene of operating client  menu 

scene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약 방제를 한 원격제어 로 에 

한 H/W  S/W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

으로 로  랫폼을 제작하 으며, 동작 테스트를 통

하여 연구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농약 방제를 한 2자유도의 분무 링크, 2축 캐터

필러형 로   센서를 한 H/W 랫폼 개발 

2) 원격 제어 명령  태스크 매니 , 원격 상  

센서 데이터처리, 구동부 등을 동시 제어하는 멀

티 태스킹 수행 구조의 S/W 랫폼 개발

3) 원격 상  센서, 명령어 동시 통신을 한 무

선제어 시스템 개발 등이다.  

향후 과제로는 개발된 랫폼을 바탕으로 옥외주

행 시 자율 경로제어  자율 방제작업 시스템 개

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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