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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수직교반히터를 시설하우스에 용하고, 그 외 시설물(순환팬, 환기팬, 개폐 모터를 

이용한 창문, 천장, 제습)을 통합 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물의 재

배 효율을 올리고 무가온 장고나 장창고 등이 보유한 수확물의 보  환경을 개선하여 장 기간  신선

도를 증 시키고자 한다. 한 ICT 모니터링 기술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RTC(: Real Time Control)로 재배  

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생겼을 시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end to develop a control system that can apply the developed vertical stirring heater to the 

facility house and control the other facilities (circulating fan, ventilation fan, window using a switching motor, ceiling, 

and dehumidification).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increase the cultivation efficiency of crops and improve storage 

environment of crops held by non-heated storage or storage warehouses to increase the storage period and freshness. 

In addition, ICT monitoring technology is added to enable users to easily solve problems when there is a problem due 

to changes in the cultivation and storage environment with Real Time Control (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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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국내외 농업환경 여건은 빠르게 변하고 있

으며 온실 작물인 리카나 딸기, 토마토와 같은 고

소득 작물의 확산, 장 기간의 증가와 같은 변화를 

따라가고자 소  스마트 팜이라 칭해지는(주로 딸기, 

토마토와 같은 과일 채소류를 상으로 보 되는) 시

스템은 차 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가

의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이며 그 기

에 농가의 입장에선 필수 인 선택이기도 하다[1].

재 일반 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의 부분은 기존 

하우스 설비에 자동제어시스템을 더한 것으로 일부를 

제외한 부분의 농가에서는 지 까지 각각의 설비들

이 규격화 되지 못하여 스마트 팜과 같은 통합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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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설치와 용  유지 보수에 문제를 겪고 

있다[2-3].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통합 

제어 시스템  하나는 온 산소 라즈마를 기반으

로 개발된 수직 교반형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스템과 

일반 인 시설하우스  온실과 무가온 장고가 소

유하고 있는 각종의 설비들이 통합 으로 제어  연

계되는 시스템이다.

재 한국 농가의 부분의 난방 시설은 온풍기로 

공기의 온도를 높이고 공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을 이용하여 배출시키게 하는 식으로 운 되는데 가

열된 공기는 일반 공기에 비해 가벼워 따뜻해진 공기

는 상승하고 순환하지 않은 채 항상 상부에만 머무르

게 된다. 하지만 수직 교반의 형상을 취할 경우 구동 

모터에 의해 다양한 곳에 설치된 팬이 공기의 회 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에 지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4-5].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은 히터 자동/수동 기

능, 팬(fan) 자동/수동 기능, 주름  높이 조  기능, 

다수의 히터 연동 제어 기능 등이 있으며 재 유럽

의 선진 농업국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

다. 허나 선진국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부분은 유리

온실을 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의 부분을 차지하

는 비닐 온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 기에 구조 으

로나 경제 으로나 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닐하우

스 주의 재배 환경에 맞게 구성된 시스템과 각 품

목의 특성 등을 고려한 ICT 기반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6].

이와 더불어 개인당 GDP 증가로 인해 생활환경이 

극 으로 개선되면서 개의 사람들은 과채류의 품질

에 해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7]. 한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ICT 기술에 한 발  

 수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요구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은 필수 인 부분이기도 

하다[8-10].

다음 2장에서는 개발된 수직교반히터의 설계구조와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수직교반 히터와 그 

외 시설물(순환팬, 환기팬, 개폐 모터를 이용한 창문, 

천장, 제습)을 통합 으로 제어 할 수 제어 시스템의 

개발 내용을 설명 할 것이며, 4장에서는 결론을 내리

고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본다. 

Ⅱ. 수직 교반형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스템 
용

2.1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스템 송풍부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스템의 송풍부는 송풍모터, 

송풍팬, 모터 라켓으로 구분되고 난방열을 효과 으

로 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1은 모터 

라켓 면부/후면부이며 그림 2는 송풍 모터이다.

그림 1. 모터 라켓 면부/후면부
Fig. 1 Motor bracket front / rear

그림 2. 송풍 모터
Fig. 2 Blower motor

송풍부는 시설하우스 환경에 합한 방진 방습형 

모터와 공기의 흡입량과 소음을 최소화 하고 상

으로 따듯한 상부 공기의 흡입량을 높이기 해 날개 

구조를 띄고 있다. 한 기성 제품의 날개와 모터를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음문제, 풍량 등을 고려하

여 4팬으로 용되어 있으며 날개의 크기는 하우징과 

라켓 크기를 고려하여 ∅220로 제한한다.

2.2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스템 수직이동 장치

수직 이동 장치는 높이 조 용 수직이동 장치와 

시블 주름 , 공기 바람 으로 구성된다. 높이 조

용 수직이동 장치는 상부의 공기를 바닥면까지 공

하기 해 닥트를 조 하는 장치로 높이 조 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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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이어가 감겨 있는 형태이다. 수직 이동 장치의 

와이어를 잡아당기면 처음 형태로 복구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장치의 장력과 시블 주름 , 공

기 바람 의 무게를 계산하여 장력을 조 한다.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스템은 제품 설치높이에서

부터 바닥면까지 난방공 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므

로 주름 은 기본 인 바닥면까지의 높이는 150cm 

이내이며 라즈마 향에 의한 주름  내부 부식을 

고려하여 내부 코 막을 형성하고 있다. 시블 주

름 의 강선간격은 20mm이다. 그림 3은 시블 주

름  고정 형태이다.

그림 3. 시블 주름  고정 형태
Fig. 3 Flexible corrugated pipe fixed form

시블 주름  고정 하우징은 시블 주름  

하단분에 연결되는 하우징이다. 이 하우징은 시블 

주름 고 와이어의 뒤틀림을 해결하고, 공기 바람 의 

고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와이어 드럼  

시블 주름 의 높이 조 을 해 앙부에 와이

어 드럼과 공기 바람 의 연결부가 있으며 설치 공간 

 재배 작물의 환경에 따라 시블 주름  고정 

하우징은 2가지 타입이 존재한다. 오 형 타입은 360 

방향 오 이 된 형태이며 사방으로 난방열 는 공

기가 배출되는 형태이다. 가이드형 타입은 양측면의 

30공간에 난방열 도는 공기의 배출을 막는 형태로 일

정 풍속 이상의 바람에 스트 스 받는 작물이나 난방

열에 직  노출되어 있는 작물들의 피해를 우려한 형

태이다. 그림 4과 5는 각각 오 형 고정 하우징, 가이

드형 고정 하우징의 모습이다.

그림 4. 오 형 고정 하우징
Fig. 4 Open fixed housing

그림 5. 가이드형 고정 하우징
Fig. 5 Guided fixed housing

하우징은 시설하우스 환경을 고려하여 스테인 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 하우징은 송풍부( 라켓, 

모터, 팬)를 고정하고 하부 하우징은 히터와 주름 을 

연결한다.

Ⅲ. 수직 교반 히터  기타 시설물 통합 
ICT 제어 시스템 개발

3.1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스템 제어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스템은 기 히터 제어 시스

템을 말하며 상부의 팬과 모터부로부터 유입되는 공

기를 히터부에 의해 데워진 후 직 으로 라즈마 

발생부로 달하여 공 된 공기의 살균작용을 거친 

후 하단부에 설치된 주름 과 나팔 구조의 공기바람

을 통해  방향으로 외부로 공 하는 구조이다. 시

설 하우스와 무가온 장고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설

계되었다. PCB의 Layout 설계 시 핵심 부품에 불량

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처할 수 있도록 탈착이 편리

한 모듈로 설계 되었다.그림 6와 그림 7은 각각 제어

보드 PCB LayOut 앞면, 뒷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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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CB Layout 앞면
Fig. 6 PCB Layout front

그림 7 PCB Layout 뒷면
Fig. 7 PCB Layout back

수동 모드는 강제 동작  정지 기능을 가지며, 동

작은 회로에 장착된 릴 이를 통해 제어한다. 자동 모

드는 시간을 통해 동작과 설정온도에 의한 동작으로 

나 며 시간은 RTC(Real Time Clock) 기술을 사용

하여 측정한다. 그림 8은 RTC 기본 회로이다.

그림 8. RTC 기본 회로
Fig. 8 Real time control basic circuit

온도는 PT100 혹은 온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ADC

를 통해 수집한다. 안 장치 제어 방법은 수집된 온도 

값을 기 으로 이상 온도 값으로 단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캐릭터 LCD를 통해 재 상태를 볼 수 

있으며 동작 모드, 시간, 재 릴 이 동작 상태, 동작 

모드 설정 화면이 표시된다. 그림 9는 캐릭터 LCD 

상  표시 창이다. 

그림 9. 캐릭터 LCD 상태 표시 창
Fig. 9 Character lcd status display window

비상 운   안 장치 기능을 해 비상 버튼이 

있으며 인터 락 회로, 외부 노이즈 차단, 필터 등 보

호회로가 사용된다.

  로그램은 C언어로 개발되었으며 개발 툴은 코드

비 을 사용하 다. MCU 용 컴 일러를 사용하고 

릴 이 I/O 포트를 제어하며 온도 센싱 ADC 데이터

를 수집한다. 한 온도를 측정하여 히터모드 는 팬 

모드로 동작하게 로그램을 용하 고 사용자 편의

를 한 상태 표지 LCD를 채택, 제어 편의성을 해 

푸쉬 버튼 용, 사용자 편의 캐릭터 LCD 용, 직

인 어를 한 다수 제어 버튼을 용하 다.

3.2 통합 ICT 제어 시스템 제어

통합 ICT 제어 시스템의 제어 항목으로는 라즈

마 발생부 모듈 제어, 방진 방습형 모듈 제어, 과열 방

지기  안 장치 제어, 수동모드/자동-시간모드/자동

-온도 모드 설정 기능, 온도 센서의 정보에 의한 자동 

제어, 1 의 통합 제어 시스템에 시제품 동시 제어, 기

존 설비(유동팬, 제습기, 기상 측 시스템, 상장비 

등)와의 연동제어가 있다. 이 게 선정된 제어 항목을 

토 로 로세스  로그램을 설계하 으며 사용자

의 편의성을 해 직 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었다. 

장비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제어 시스템 

고장 시에도 비상 운 이 가능하고 추가로 안 장치 

회로도 설계되었다. 표 1은 제어 항목 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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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어 항목 리스트
Table. 1 Control item list

No item and setting
1 1.HEATER Setup : off temp
2 2.HEATER Setup : Re-On
3 3.HEATER Start  : Delay
4 4.HEATER FAN off  : Delay
5 5.FAN Setup : High
6 6.FAN Setup : Low
7 7.RLRAM Setup : RLRAM
8 8.Communications  : Comm
9 9.AUTO Start : Mode
10 10.DEVICE ID : ID
12 11.Factory Reset : 
13 12.System Version :

 

4.2 실증 테스트 요소

실증 테스트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로는 ICT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시제품이 동시에 제어되는지, 온도 

센서로부터 읽어들인 수치로 각각의 시제품이 정상 

작동 되는지, 시간 설정 후 설정된 가동시간/정지시간 

로 정상 동작되는지, 각 시제품별로 안 장치가 정

상 작동되는지, 정상 가동 진행 에 각 구간별로 시

간에 다른 온도 화량의 측정, Display 상에 온/습도 

수치, VOC 측정량, 오존 측정량이 정상 표시되는지, 

기존 설비(유동펜, 제습기, 기상 측 시스템, 상장비 

등)들과의 연동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 있다. 그림 10

은 최종 시제품 장설치 개략도이다.

그림 10 최종 시제품 장 설치 개략도
Fig. 10 Schematic diagram of final prototype site 

installation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직 교반형 면상 카트리지 히터 시

스템을 시설하우스에 용하고, 그 외 시설물(순환팬, 

환기팬, 개폐 모터를 이용한 창문, 천장, 제습)을 통합

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것은 온실  시설 하우스 등의 상하 온도편차를 해

소하고 작물의 생장속도를 균일화한다. 한 무가온 

장고  장창고의 작물의 신선도 증가로 인한 

장성 증 와 곰팡이나 바이러스 등의 유해물질로 부

터의 방기능,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제어 

기능을 가진다.

면상 카트리지 히터 제어 시스템과 통합 ICT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한 상태 표시 LCD를 채

택하고 제어 편의성을 해 푸쉬 버튼을 용하 으

며 사용자 편의 캐릭터 LCD 용  직  제어를 

한 다수 제어 버튼의 사용으로 구든 손쉽게 사용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는 ICT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시제품이 동

시에 제어되는지, 센서  시간 설정으로부터 읽어 들

인 수치에 의해 각각의 시제품이 알맞게 작동하는지

와 모니터링에 재 수치가 제 로 표시되는지 등을 

확인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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