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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농작물 상 재생에 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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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농작물을 효율 으로 재배하는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

으며 에 지 감을 해 태양 , 지열, 풍력 발 과 같은 신재생에 지를 활용한 다양한 에 지 시스템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 지 자립도와 작물재배 환경 향상을 제공하는 농작물 상 신재생에 지 융

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ICT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한 LPWA 기반 통신 노드, 게이트웨이를 제시한 다

음 통신노드를 통해 에 지 데이터, 농작물 생육 데이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 데이터로 구축하여 농작

물 재배 환경 특성을 반 한 최 의 에 지 리를 수행하는 통합 모니터링 서버를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

은 신재생에 지와 스마트 팜의 융합을 통해 비용, 고품질의 농작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Recently, as research on smart farm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ystems for efficiently cultivating crops have 

been introduced and various energy systems using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geothermal and wind power 

generation have been proposed to save the energy.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nd renewable energy convergence 

system for crops that provides energy independence and improved crop cultivation environment. First, we present 

LPWA-based communication node and gateway for ICT-based data collection. Then we propose an integrated 

monitoring server that collects energy data, crop growth data, and environmental data through a communication node 

and builds it as big data to perform optimal energy management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for 

cultivating crops. The proposed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low-cost, high-quality crops 

through the fusion of renewable energy and smart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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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ICT기술을 이용하여 농장의 작물을 효율 으로 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제안되고 있다[1-8]. 

특히 LPWA(: Low-Power Wide Area) 기술의 발달

로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목한 

시설하우스  노지의 작물 재배 환경 모니터링과 

수제어 시스템들이 제안되고 있다.

제안된 시스템들의 부분은 작물의 생장을 한 

최 의 환경 구축에 집 하고 있으며 생산단가에 

향을 미치는 에 지 사용량에 한 부분은 미흡한 실

정이다. 에 지 감을 한 방안으로 태양 , 지열 

발  등의 신재생에 지를 활용한 소규모의 력 생

산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일반 주택, 빌딩, 

공장 등에 도입하여 체 는 일부의 력을 충당함

으로써 계통 력의 사용을 일 수 있다. 시설하우스

의 경우 난방기, 제습기, 환풍기, 수 등 력 소비가 

높은 설비들을 운용하는데 에 지 감을 해 신재

생 에 지를 도입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 지 자립도와 작물재배 환경 향

상을 제공하는 농작물 상 신재생에 지 융합 시스

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ICT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한 LPWA 기반 통신  센서 노드, 게이트

웨이, 모니터링 서버로 구성된다. 통신  센서 노드

를 통해 에 지 데이터, 농작물 생육 데이터, 환경 데

이터를 수집하여 게이트웨이를 통해 모니터링 서버로 

송한다. 송된 데이터는 빅 데이터로 구축되어 농

작물 재배 환경 특성을 반 한 최 의 에 지 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은 에 지 감과 작

물 재배 환경 향상의 두 부문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 

비용, 고품질의 농작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마트 

팜과 신재생에 지 모니터링에 한 기존 연구들에 

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농작

물 상 신재생에 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  결과를 제

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연구

2.1 력 장거리 통신기술(LPWA)

력 장거리 통신 기술[9-10](LPWA: 

Low-Power Wide Area)은 기존의 이동통신네트워크 

망을 활용하는 면허 주 수 역 기술과 비면허 주

수 역 기술 구분되며, 력 사물인터넷 통신을 

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비면허 역 기술은 일반 으로 유럽의 경우

는 868MHz 역, 미국의 경우는 915MHz 역을 활

용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 활용 가능한 서

비스로는 SIGFOX 社의 SigFox와 LoRa Alliance에서 

제공하는 LoRaWAN(:Long Range Wide Area 

Network)이 있으며, 기존의 송표 인 ZigBee, 

Wi-Fi, Bluetooth와 달리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합

하도록 발 되어왔다.

표 1. LPWA 기술 비교
Table 1. Technology comparison of LPWA

SIGFOX LoRa LTE-M 5G

Outdoor range <13km <11km <15km <15km

Bandwidth

(MHz)

Unlicensed

900

Unlicensed

900

Licensed

700-900

Licensed

700-900

Data rate <100bps <10kbps <150kbps <1Mbps

Availability 2015 2015 2016 2020

Skill - SKT

SKT

KT

LGU

SKT

KT

LGU

력 장거리 통신 서비스는 안정 인 커버리지 

확보를 해 일반 으로 1GHz 이하 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1GHz 이하 역의 경우 고 역의 주 수에 

비해 회 성이 높아 장애물이 많은 생활․산업 환경

에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며, 상 으로 고 역에 

비해 커버리지가 넓어 사물인터넷 망의 구축비용을 

감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2 스마트 팜

농업은 ICT(정보통신), BT(바이오), ET(환경)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新산업으로 진화 이며 고품질, 

고효율화 지원이 가능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

팜 기술이 노동인구  농지 감소, 기상이변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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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방안으로 두되고 있다[11-12].

SK텔 콤의 ‘스마트팜’솔루션은 이동통신망과 스마

트폰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재배시

설 개폐·제어, 개폐시설재배지의 자동 개패  제어과

정을 CCTV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림 1. SK텔 콤 스마트팜 솔루션 개념도
Fig. 1 Conception diagram of SK Telecom smart farm 

solution

스마트베드 기반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은 고설베드

의 근원부와 지상부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공 자원 

최 화, 기존 거시 시스템의 복합제어를 한 클라

우드 기반의 첨단 베드제어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최

화된 스마트팜 공 자원 리, 생산량․품질 증 , 

환경오염 최소화를 실 하기 해 제안되었다.

최근 에 지 비용 감을 한 스마트 팜의 기술동

향으로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낭비되는 에 지를 효

율 으로 인식하는 화형 에 지 IoT 기기개발을 

한 지능  Energy Aware 기술, IoT 기술 기반의 에

지 감을 통한 사용자 심의 에 지 IoT 감 시

스템, 다양한 IoT 엔티티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지능 으로 처리/분석하기 한 IoT 에 지 

빅데이터 분석 랫폼, 다수의 IoT 엔티티를 에 지 

효율 으로 운 하기 한 IoT-Waste 감 운 기술

을 탑재한 에 지 솔루션 연계 스마트 팜 모델

[13-14] 등에 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3. 에 지 빅데이터 기술

빅 데이터(Big Data)는 ICT 활용의 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에 지부문과 ICT부문 간의 융합을 가능

 하는 핵심 분야이다[15]. 주요 에 지 빅 데이터 

련 기술로는 먼  SKT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BEMS를 꼽을 수 있다. 클라우드 BEMS는 빌딩 안의 

에 지 설비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에 지 사

용 추이  설비성능에 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

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에 지 사용량 

측과 최 화된 설비 가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 스마트베드 기반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개념도

Fig. 2 Conception diagram of smart bed based 
complex environment control system

SK에서는 동시에 클라우드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16-17]을 통해 공장에 지효율

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클라우드 FEMS는 클라우

드 BEMS 서비스를 공장  산업체의 특성에 합하

게 변형한 솔루션으로서 클라우드 BEMS가 빌딩, 병

원, 호텔 등에 용되며 냉난방, 온수, 조명 등 용도별

로 에 지소비가 발생하는 부분의 효율개선에 특화

다면, 클라우드 FEMS는 각 사업체별 생산 공정을 사

에 면 히 분석한 후 공정별로 맞춤형 처방을 내렸

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력은 2014년부터 SG종합운 시스템(Smart 

Grid Integration Operation System)의 구축하여 운

하고, SG 종합운 시스템은 송변 , 배 , 업, 스마

트 그리드 등 한 의 업무 역별 운 시스템의 정보

를 종합하여 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

템은 계통운  정보와 고객정보, 에 지 리시스템, 

분산자원 등에 한 정보를 통합･ 리한다. 여기서 수

집되는 정보를 분류･분석･ 측하여 최 의 력계통 

운 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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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작물 상 신재생에 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3.1 LPWA기반 통신모듈  센서 노드 설계

시설하우스 내외부에 설치된 환경 센서와 신재생에

지 설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게이트웨이까지 

송하기 해 LPWA 기반의 통신 모듈과 센서 노드를 

그림 3과 같이 설계하 다. 력으로 원거리 데이터 

송을 해 LoRa 통신모듈은 RF Transceiver, 

MCU, External Interface로 구성하고, 단독 제품화를 

고려해 SMD Module Type으로 설계하 다. 설계된 

LPWA  통신 모듈의 상세한 사양은 표 2와 같다.

 

그림 3. LPWA기반 통신모듈 회로도
Fig. 3 LPWA based communication module schematic

표 2. LPWA기반 통신모듈 사양
Table 2. LPWA-based communication module 

specifications

Item

De

scri

pti

on

Processor
CPU

ARM Cortex-M3 

CPU at 32MHz

SOC STM32L151

Memory
RAM 16kB

FLASH 256kB

Radio IEEE802.15.4 917~923.3MHz LoRa

Interface UART 지원　

Power DC DC3.3V

LPWA기반 통신 노드를 탑재한 센서 노드의 하드

웨어 회로도를 그림 4와 같이 설계하 다. Quad-core 

ARM CPU와 1GB의 램을 탑재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다양한 종

류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해 이더넷, 

RS232, RS485, CAN, USB를 탑재하 다. 표 3은 센

서 노드의 상세 사양을 나타낸다.

 

그림 4. IoT기반 센서노드 회로도
Fig. 4 IoT-based sensor node schemat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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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센서 노드 사양
Table 3. Sensor node specifications

Item Description

Processor
CPU

Quad ARM 

Cortex-A53 1.2GHz

SOC BCM2837　

Memory
RAM 1GByte LPDDR2

FLASH 4GByte eMMC

Serial

Ethenet 10T/100T

RS232 1CH

RS485 1CH

CAN CAN V2.0B@1Mb/s

USB
2xUSB 2.0 Host,

1x microUSB

Interface Digital IO
2x DO(digital out),

2x DI(digital in)

Power DC DC12V

3.2 다채  게이트웨이 설계

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구 하기 해서 데이터 

수집  환경 설정을 한 다채  게이트웨이를 설계하

다. 최  16개의 다채  운용을 한 Baseband Chip의 

병렬 구조로 동시 복조  다수의 포트 운용을 한 게이

트웨이 회로를 설계하 다. 그림 5는 다채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구성도를 나타낸다. 게이트웨이 하드웨어는 크

게 Processor, Baseband, Transceiver부로 나뉜다. 

Processor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MCU와 시리얼포트들

로 구성되며 Baseband부는 LPWA 무선 송수신에 련된 

처리를 담당한다. Transceiver부는 무선 송수신을 해 

안테나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변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5. 데이터 수집용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구성도
Fig. 5 Gateway hardware block diagram for data collection

게이트웨이의 소 트웨어 구조는 아래 그림 6과 같

이 다수의 End Device와 통신을 해 2개의 

Baseband를 사용하며, 상  서버와의 송․수신  

Gateway 제어 기능, 8개의 수신 채 에 한 수신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마스터 게이트웨이와 8개

의 수신채 에 한 수신만을 담당하는 Slave GW로 

구성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6. 다채  게이트웨이 기능 구성도
Fig. 6 Functional configuration diagram of 

multi-channel  Gateway

게이트웨이 소 트웨어 Master GW 기능은 상  

서버와의 TCP/Modbus 통신을 한 Socket Module, 

Gateway 환경 설정  제어를 한 GW Control 

Module과 End Device와의 LoRaWAN 표  로토콜

을 사용하여 송․수신하기 한 Class A, Class B 

MAC  Baseband 부와 Processor부를 제어하기 

HAL로 구성하여 구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Slave 

GW 기능은 Master GW 부터의 환경 설정  제어 

정보를 수신하고 End Device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송하기 한 Slave GW Control Module 과 

Baseband Processor 제어  End Device의 LoRa 패

킷을 수신하기 한 HAL library로 구성하여 구 되

도록 설계하 다. 

3.3 재생에 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시설하우스 내부의 복합 환경제어기  재생에 지 

설비와 연계하여 열 리  운 을 한 설비운 , 제

어, 리가 가능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해 재배시설의 온습도, 일 , 강우 등 자동

센서 데이터와 복합 환경정보를 수집  모니터링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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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핵심기능과 에 지 발 설비의 발 량  발

효율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농작물 상 재생 

에 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림 7과 같이 설계

하 다.

그림 7. 농작물 상 재생에 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Fig. 7 Configuration diagram of integrated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본 논문에서 연구, 개발하여 용할 재생에 지 설

비 모니터링 시스템은 설비에 한 재발 , 일생

산량, 변환효율, 인버터 가동율, 기상 황, 등 발

황정보와 시설별 발 량과 압, 류, 력(DC,AC) 

그래  표시, 정보 상태표시, 시설별 계측정보, 시

설별 효율정보 등에 한 정보를 에 지 특성에 맞는 

그래 와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Ⅳ. 구  결과

LPWA기반 통신 모듈  센서 노드의 제작 결과

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무선 주 수 역을 

917~923.5MHz로 하여 국내 무선 설비 표  규격을 

수하며 주 수 역 내 각 채 의 송신 출력은 각 

채  별로 10~25mW 범  내에서 특정 dBm 단 로 

설정 가능하고, 소 트웨어/ 라미터 설정 가능하도록 

개발 하 다

LBT(Listen Before Talk) 기능과 MAC Command

를 수신하여 운용 채  변경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규

격에 따른 Spreading Factor, 송속도, 수신 감도를 

제공하도록 개발하 으며 LoRa 통신모듈의 커넥터를 

통해 모듈 로그 분석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그림 8. LPWA 기반 통신 모듈  센서 노드 구  
결과

Fig. 8 Implementation result of LPWA-based 
communication module and sensor node

LPWA Module 소 트웨어 개발환경은 RTOS 기

반으로 개발하 고 개발언어는 C언어  컴 일러 

IAR로 개발하 다. LPWA Module은 호스트와 

UART를 통하여 AT 모드로 명령어 달  응답을 

수행한다. 다음의 표 5는 구 된 AT 명령어이다.

작물의 재배환경을 측정하기 해 시설하우스 장

에 외부 환경 센서 노드를 그림 9과 같이 설치하 다. 

외부 환경 센서 노드는 풍향, 풍속, 강우량, 일사량, 

온도, 습도, CO2의 값을 게이트웨이로 송한다.

시설하우스 내부에는 그림 10과 같이 온도, 습도, 

CO2를 측정할 수 있는 내부 환경 센서를 설치하 다.

 

그림 9. 외부 환경 센서 노드들 설치
Fig. 9 Installation of external environment sensor 

nodes

 

그림 10. 시설하우스 내부 센서 노드들 설치
Fig. 10 Installation of internal environment sensor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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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T 명령어 정의
Table 5. Definition of AT command

Command Function

System

ATZ Module Reset

AT+VER=? Firmware Version

AT? Help

LoRa

AT+DEUI=? Device EUI

AT+APPEUI=? APPEUI Request

AT+APPEUI=<APPEUI> APPEUI Set

AT+APPKEY=? APPEUI Request

AT+APPKEY=<APPKEY> APPKEY Set

AT_NWKID=?
Network ID 

Request

AT_NWKID=<Network 

IDI>
Network ID Set

AT+JOIN Join Request

AT_NJS=?
Joln Status 

Request

AT+FREQ = ?
RF Frequency 

Request

AT+FREQ=<channel> RF Frequency Set

AT+DR=? SF Request

AT+DR=<value> SF Set

AT+TXP=?
Output Power 

Request

AT+TXP=<power> Output Power Set

Data

AT+SEND=<string>
Transmit Data 

(ASCII)

AT+SENDB=<hel>
Transmit 

Data(Binary)

Network
AT+RSSI=? RSSI

AT+SNR=? SNR

그림 11은 구 되어 장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시

스템의 모습이다. LPWA 기반 무선통신으로 센서 노

드들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통합 모니터링 서버로 송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게이트웨이 앞단에는 디스

이를 부착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11. 데이터 수집용 게이트웨이 구  결과
Fig. 11 Implementation result of gateway for data 

collection

그림 12는 통합 모니터링 서버의 구  결과를 나타

낸다. 사용자는 그림 12(a)와 같이 로그인 단계를 거

친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다(그림 12(b)). 메인화면

에서는 내부 환경 센서와 외부 환경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시간별로 온도, 습도, CO2 값의 

변화를 출력한다. 그림 12(c)는 외부 환경 센서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화면이다. 외부 환경 

센서는 풍향, 풍속, 강우량, 일사량이 추가되어 값의 

변화를 시각화한다.

(a) 로그인 화면
(a) Screen shot of login

(b) 내부 환경 센서 모니터링 화면
(b) Screen shot of internal environment sensor 

monitoring

(c) 외부 환경 센서 모니터링 화면
(c) Screen shot of external environment sensor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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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재생에 지 통합 모니터링 화면
(d) Screen shot of integrated monitoring of renewable

Eenergy
그림 12. 농작물 상 신재생 에 지 통합 모니터링 

구  결과
Fig. 12 Results of integrated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그림 12(d)는 태양  발  설비로부터 력 생산에 

련된 데이터를 시각화한 모습이다. 실시간 력 생

산량  시간별, 일별, 월별 발 량 통계를 제공하여 

에 지 감량을 출력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 지 자립도와 작물재배 환경 향

상을 제공하는 농작물 상 신재생에 지 통합 모니

터링 시스템을 제안하 다. 먼  ICT기반의 데이터 

수집을 한 LPWA 기반 통신 모듈을 설계하고, 작

물 재배 환경 센서와 신재생에 지 설비 데이터를 수

집하여 송하는 센서 노드를 제안하 다. 그리고 통

신  센서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송받아 서버로 

송하는 게이트웨이를 제시하고 작물의 생육 데이터, 

환경 데이터, 신재생 에 지 설비 데이터를 장, 

리, 운용하는 통합 모니터링 서버를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신재생에 지 데이터, 농작물 생

육 데이터, 환경 데이터들을 수집·분석하여 에 지 융

합 시스템 모델에 용함으로써 비용, 고품질의 농

작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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