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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

A Study on the Rice growing water-management System based on IoT

Kang-Hyun Nam

요 약

본 연구는 논에 용된 수 센서, 송수구 그리고 배수구 장치를 통하여 수  리를 수행 한다. 게이트웨이는 

LoRa 속을 통하여 수 센서 물높이 정보를 IoT(: Internet of Thing) 랫폼에 oneM2M(: Machine to 

Machine) 규격으로 정보 달 한다. IoT 랫폼에서 요청하는 물의 높이에 따라서, 게이트웨이는 송수구 는 배

수구 모터 스 치를 On 는 Off하고 수 센서 정보를 달한다. IoT 랫폼은 물높이의 조건에 따라 지능 인 

어 리 이션 기능을 수행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he management of a water level through the water sensor, the waterline and the drain applied to the rice paddy. The 

gateway transfers the information to oneM2M(: Machine to Machine) platform of IoT(: Internet of Thing) standards to the height of the water level sensor 

information through the LoRa connection. Depending on the water level requested by the IoT platform, the gateway is to On or Off waterline or drain 

motor switch and send the information of the water level sensor. IoT platform performs the intelligent application function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he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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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 리 원격제어시스템은 규모 벼농사에 합해

야 하며, IoT 랫폼이 활용되어 지능형 물 리 무

인 자동제어 기술로 발  한다[1-5]. 

벼농사에서 물 리는 물가두기, 물깊게 기(6cm), 3

물얕게 기(3cm), 물걸러 기(3일 수, 2일 배수), 물

떼기 등 5가지 유형을 생육단계별로 시에 실시하여

야 하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농작업으로 자

동화  지능화 요구가 높고, 생육단계별 물 리 시

기와 효과는 아래와 같다.

•이앙기 : 2～3cm로 얕게 기, 뜨는 모 발생 경감

•활착기 : 5～7cm로 깊게 기, 증산억제, 활착 진

•분얼성기 : 2～3cm로 얕게 기, 분얼 진

•무효분얼기 : 이삭 패기  30～40일, 5～10일간 간

  물떼기, 무효분얼 억제

•수잉기 : 2～4cm 얄게 기 

•이삭 패기  10일 ～ 출수기 : 6～7cm 깊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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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걸러 기(3일 취수, 2일 배수)

•결실기 : 2～3 cm 얄게 기, 물걸러 기(3일 취수,

  2일 배수), 뿌리기능유지, 등숙 양호

•낙수기 : 출수 30～35일 후, 완  물떼기, 품질 

  양호, 농 작업 편리

 생육단계별 물 리를 효율 으로 하기 해서 송수

구와 배수구의 모터 제어 그리고 수 센서 물 높이 

정보는 LoRa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게이트웨이와 통

신되고, 게이트웨이는 oneM2M 규격의 변경하여 IoT 

랫폼과 연동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다[6-8]. 

본 논문 2장에서는 서비스 구성 망과 게이트웨이 

처리기능을, 3장은 LoRa 속 로토콜  oneM2M 

메시지 처리를, 4장은 IoT 랫폼 연동 지능화된 애

리 이션 기능 설계를, 마지막 5장에서 결론으로 끝

을 맺는다.

Ⅱ. 서비스 구성 망과 게이트웨이 처리기능

서비스 구성망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디바

이스, 게이트웨이 그리고 IoT 랫폼으로 구성된다.

디바이스는 그림 1에 제시된 1 ha(100m*100m) 기

으로 송수구 3개, 배수구 3개, 그리고 수 센서 1개

로 구성되며, 게이트웨이와는 LoRa(: Long Range mo

dulation technique)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논물의 수

정보와 송수기  배수기의 구동 모터 On/Off 정보 

처리 기능들과 연동된다.

그림 1. 1 ha 기  논 
Fig. 1 Rice paddy based on 1 ha 

게이트웨이는 LoRa 정보처리 메시지를 IoT 랫폼

과 연동하기 해 IPE(: Interworking Proxy Entioty) 

를 통하여 oneM2M 규격으로 정보 변환 처리 한다.  

그림 2. 서비스 구성 망과 기능 
Fig. 2 Configuration of service and functions

본 서비스의 특징은 디바이스에서 달처리 되는 

LoRa 정보를 게이트웨이가 수신하여 oneM2M 로

토콜으로 처리하고 IoT 랫폼을 통해 지능화된 애

리 이션 기능 처리를 한다.  

2.1 디바이스 기능

송수  배수 물 리 제어 기능과 수  감지센서 

기능을 담당한다.

주요한 기능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다.

- 송수구 물 리 제어 기능 : 수  센서의 신호를

  게이트웨이로부터 받아 송수구 개/폐 신호 처리

   송수구 상태 검 리

- 배수구 물 리 제어 기능 : 수  센서의 신호를

  게이트웨이로부터 받아 배수구 개/폐 신호 처리

   배수구 상태 검 리

- 수  센서 제어 기능 : 생육단계별 기간을 구분

  하여 수 정보를 IoT 랫폼이 별 할 수 있도

  록 수 정보를 달하고, 미세한 수  리를 

  해서 송수구와 배수구 연동하여 미세시간별 

  수 정보를 달 처리 하여 IoT 랫폼이 좀 더

  지능 인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 

2.2 게이트웨이 기능

게이트웨이는 디바이스와는 LoRa로 연동되고, IoT 

랫폼과는 oneM2M 규격을 용한 LTE로 연동 처



IoT 기반 벼농사 생장 물 리 시스템 연구

 991

리된다.

디바이스 장비들의 등록과 운  처리를 해 LoRa

신호를 수신  송신 처리하고. IoT 랫폼과 연동 

하여 디바이스의 데이터 수집 과 명령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디바이스와 연동되어 애 리 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여 처리 하여주는 게이트웨이로서 IoT 랫폼 연동

을 처리하기 해 oneM2M 규격 기반의 간노드 역

할을 수행하는 MN-AE(:Middle Node-Application En

tity)에 목되어 Mca(:Reference Point for M2M Co

mmunication with AE) 속을 통하여 MN-CSE(:Mid

dle Node-Common Service Entity)에 필드 도메인 역

할을 수행한다. 리소스트리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서비

스 기능을 수행하여 Mcc(: Reference Point for M2M 

Communication with CSE) 속을 통하여 IN(:Infrastr

ucture Node)과 연동 된다[9-10]. 

2.3 IoT 랫폼 기능

IoT 랫폼은 기반 노드로서 공통서비스실체와 애

리 이션실체를 통하여 아래의 애 리 이션 기능

을 수행한다. 

- 송수구  배수구 장치 등록  운  : 송수 

  배수구 장치 등록 처리하고 생육단계에 따른 

  송수구  배수구 이벤트 처리 

- 수 센서 장치 등록  운  : 수 센서 장치 

  등록 처리하고 수  정보를 5분단 로 수신 처리 

- 이벤트 와 트리거 기능 : 생육 시간에 따른 

  이벤트 발생을 해당 장치에 알리고, 랫폼과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사이에서 트리거 설정되고 

  그에 한 로세싱을 수행 

- 기간 스  기능 : 생육 단계를 기간별로 설정

  하여 처리하는 기능으로 수  정보와 기간 

  정보 제공하는 기능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설정

  시간 확인 처리함 

- 오  API 기능 : IoT 공통서비스 실체와 연동

  되어 서비스 될 수 있는 다양한 속 기능 

- 게이트웨이 운 기능 : 운  반경에 따른 장비

  등록  운  

- 디바이스 유지보수 기능 : 장비별 진단 기능을

  통하여 이상 유무 시험을 하루에 한 번 실시

  하고, 리자에게 보고 처리 

Ⅲ. LoRa 속 로토콜  oneM2M 메시지 
처리 

LoRa는 장거리 통신에 장 을 가지고 있고, 통신

범 를 증가시키기 해  력 특성을 가지는 CSS

(: Chirp Spread Spectrum)변조방식을 사용한다.

상  계층에서는 배터리 수명 시간과 특성, QoS 

등을 결정짓는 로토콜과 구조를 가진다. 그림 3은 

LoRa의 시스템 구조를 보여 다.

LoRa는 디바이스의 요구조건에 따라 그림 3과 같

이 Class A, Class B, Class C로 나뉘어 각 Class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각 Class는 기와 배터

리 수명 시간의 트 이드오  계에 따라 분류되는

데 Class A는 가장 높은 배터리 수명 시간을 가지지

만 제한 인 업 링크 송을 가지고, Class C는 항상 

업 링크와 다운 링크의 송이 가능하지만 디바이스

의 배터리 수명시간은 가장 짧다. Class B는 배터리 

수면시간과 다운링크 송에 따라 조 된다. 

그림 3. LoRa-WAN 시스템 구조 
Fig. 3 LoRa-WAN system architecture 

3.1 LoRa 속 데이터 처리

Class A가 력 소모 최소이기 때문에 그림 4의 L

oRa 데이터로 그림 2의 장치를 정보처리 한다.

본 연구 시스템은 SKT 망에 연동 처리 하려고하

기 때문에, FPort 값도 SKT가 할당하여  수 있는 

3
rd
 Party 용 번호인 01에서 h’dd 값 사이에 지정되

는 특정 번호를 받게 될 것이다.

LoRa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벼농사 생장 물 리 

생장 장치들은 한 개 이상의 LoRa디바이스로 구성된 

동일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LoRa 표 에서 애 리 이션 식별자는 64-bit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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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Extended Unique Identifier)로 정의된다. LoRa 서

비스 식별자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SKT 로부터 할당 

받는다.

그림 4. 등  A 로라 데이터
Fig. 4 Class A LoRa Payload 

SKT의 NW서버는 ThingPlug와 연동 시에, 단말

을 구분하기 해 LTID(:LoRa & ThingPlug ID)를 

사용합니다. LTID는 신규 정의한 값이고, AppEUI, D

evEUI를 조합하여 Base64 Encoding한 값으로서 그림 

5와 같이 범용 인 유일한 값이다.

LTID는 AppEUI, DevEUI 를 조합한 이후, AppEU

I 앞부분의 4 바이트를 제외하고, Hexa string으로 나

타낸 24 바이트 값이다. 

그림 5. LTID 데이터 처리
Fig. 5 LTID Data Handling

벼농사 생장 물 리 생장 장치들의 LTID 할당 방

식은 표 1과 같이 논 인식자 AppEUI 2 바이트, 센서 

인식자는 AppEUI 1 바이트, 생산 회사의 인식자 1 

바이트 그리고 생산 제품 번호로 DevEUI 2 바이트, 

기기 번호는 DevEUI 6 바이트를 사용 하여 LTID 24 

바이트로 구성 된다.

 표 1. 할당 방법  
Table 1. Allocation method 

3.2 게이트웨이에서 IoT 랫폼과 oneM2M 연동 

리소스 트리 설계  

1 ha 기  논을 근거로 송수구와 배수구 그리고 

수  센서의 물 높이 정보를 하나의 노드로 리소스트

리를 구축하며, 아래 그림 6과 같이 처리 된다.

 

그림 6. 리소스 트리 
Fig. 6 Resource Tree

Ⅳ. IoT 랫폼 연동 지능화된 애 리 이션 
기능 설계

그림 7과 같이 논에 설치된 장치들에서 LoRa를 통

하여 송수구와 배수구 on/off 정보가 올라오고, 수  

센서로 부터 논의 수  정보가 올라오면 게이트웨이

는 Thing Plug에 oneM2M 규격의 지능화된 애 리

이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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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보 처리 흐름
Fig. 7 Information flow

애 리 이션 서버는 장치를 등록 운  하고, 게이

트웨 장치도 등록 운 한다. 

지능화된 애 리 이션 기능으로 논의 생육단계별 

물 리 시기별 물 높이를 이벤트와 트리거링 기능으

로 자동화 설정 처리 했고, 유지보수를 해 설치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벼농사 련되어 산업의 발 으로 벼 농지

가 지속 으로 어 들것을 상하고, 사물지능통신을 활

용한 물 리를 통하여 생산력을 높여 보자는 목 에서 

연구 하 다. 

추가로 벼농사의 물가두기 등으로 많은 인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수구 리를 지능화된 장치로 할 수 있

다면 이러한 사고들은 방지 할 수 있다는 목 도 같이 

하고 있다.

향후 빅데이터 기술과 목하여, 실질 인 논농사 데

이터를 수집 하여 생산력을 극 화 하는 리포트 Tool을 

개발을 추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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