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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오픈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기반의 스마트 온실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제안된 스마트 온실관리 시스템은 센서 및 아두이노 등으로 구성된 제어 장치부, 온실 제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 
(Agent) 프로그램, 사용자 API를 담당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장치부는 온도, 습도, 광조, 

수분 센서 데이터를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고,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거나 사용자의 제
어 값을 제어장치부에 전송한다. 사용자는 웹을 통해 온실의 센싱 정보를 확인하거나 각종 액츄에이터 (Actuator)를 
원격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제안 시스템의 상황 인지 및 자율 제어 기능을 통해 스마트한 온실 관리가 가능하다. 구
현 결과, 제안된 온실관리 시스템 모델이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스마트 온실 관리 시스템, 센서, 아두이노, 에이전트 프로그램, 액츄에이터, 상황인지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arduino-based smart green house management system model and 
implemented it.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control unit composed of sensors and arduino, agent program 
controlling the green house, and web applications providing user interfaces. The control unit transmits data of 
sensor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nce, moisture, etc. to the agent program, and then the agent 
saves the data in its database. In reverse, control data are transmitted from agent program to control unit. 
Users can monitor sensed data of green houses and control actuators remotely using web. Plus, smart green 
house management is available by context awareness and autonomous control functions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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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외 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ICT)을 기

존 산업에 융합하고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1,2]. 

특히 사물인터넷 기술을 가정에서의 가 제품  실내 

환경 제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장에서 활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4,5,6]. 이러한 ICT 

융합 연구는 농축산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7,8,9,10,11], 온실 리가 표 인 로서 특히 최근에는 

웹 기반의 온실 모니터링  제어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

다 [12,13,14].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온실 농작물의 상태, 온도, 

습도 등 작물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정보들을 모

니터링 할 수 있고 24시간 온실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 

리 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기반으로 설계하고 구 하 다. 1장 서론에 이

어, 2장에서 제안 시스템의 구성을 하드웨어와 통신 분야

로 나눠 설명한 후, 3장에서 제안 시스템의 설계  동작 

알고리즘을, 4장에서 구 결과를 각각 설명한 후,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제안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오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기반

의 온실 내 환경 제어장치를 구성하 고, 웹을 통한 원격

지 모니터링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Fig. 1] H/W configuration

2.1 하드웨어 구성

체 인 하드웨어 구성은 [Fig. 1]에서와 같으며, 환

경 제어를 한 액 에이터와 환경 값 측정을 한 센서 

부분으로 나 어 구성하 다.

2.1.1 액츄에이터 구성

온실 환경 요소 (온도, 습도, Co2농도, 량 )를 제어하

기 해 온실 내 환풍 시설, 량 조  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각 환경 요소를 제어하기 한 액 에이터로 5v로 

작동되는 소형팬, 360도 회 이 가능한 서보모터, 4개의 

LED로 구성하 다. 온실 내 환풍 시설로 소형팬과 서보 

모터를 이용한 온실 천장 개폐장치를 구성하 고 량 

조 을 해 4개의 LED를 천장에 배치하 다.

2.1.2 센서 구성

온실 내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해 환경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 통합 센서, 수분 센서,  

조센서를 배치하 다. 수분 센서는 흙속 수분을 체크

하기 한 센서로서 센서 부분을 흙속에 삽입한 상태로 

사용하며 도체사이에 흐르는 류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아날로그 값 데이터를 측정해 다.

2.2 데이터 송수신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실 내에 설치된 로컬

PC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를 한 웹 서버는 각각 시

리얼 통신  TCP/IP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Fig. 2] Data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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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로컬 통신

Local PC는 온실 내에 존재하는 PC로 온실 내부에서 

센싱된 환경 값을  모니터링 하거나 액 에이터를 제어

할 수 있다. Local PC 에는 에이 트 로그램이 설치되

는데 에이 트 로그램은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하

며 아두이노로부터 받은 값을 DB 서버에 장하거나 제

어 모니터링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

2.2.2 원격 통신

사용자는 웹 서버가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실을 모니터링 하거나 제어 한다. 에이 트 로그램

은 일정 주기로 센싱된 값을 아두이노로 부터 받아 DB에 

장하고, 웹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에

이 트 로그램에 환경 센싱 는 제어 요청을 보내 온

실을 원격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리한다.

3. 시스템 설계 및 동작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온실 리 시스템을 제어장치부, 에이

트, 웹 어 리 이션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 어 

설계하 다.

3.1 제어장치부

  

[Fig. 3] Arduino operating algorithm

제어장치부는 센서  아두이노로 구성되며, 구체 인 

아두이노 동작 알고리즘은 [Fig. 3]에서와 같다. 아두이

노는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타이머 인터럽트 [15]를 사용

하여 일정 주기로 데이터를 수신하며, 에이 트 로그

램과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 때 

데이터는 [Fig. 4]에서와 같이 데이터를 하나의 문자열로 

수신하는데, 구분자를 통해 데이터를 싱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Fig. 4] Data format 

3.2 에이전트 프로그램

에이 트 로그램은 아두이노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를 처리하는 로그램으로 DB에 데이터 장, 원격제어 

신호 처리, 로컬 PC에서 온실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로그램이다. 자바로 구 하고 각 클래스 구성  동작 

차는 [Fig. 5]에서와 같다.

[Fig. 5] Agent’s class configuration and procedure

3.3 웹 어플리케이션

원격지에서 웹을 통해 온실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사용

자 UI 구성과 DB 장된 센싱 값들을 불러와 도표로 보

여주거나 온실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JSP와 서블릿

을 이용하여 웹 어 리 이션 구 한다. MVC 모델 패턴

에 따라 Model, View, Controller 로 나눠 구성하고 각 클

래스들은 <Table 1>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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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ames Functions

DBConnection DB connection

LoginCK Login check

AddMember Member adding

ReadSenserData Read sensor data of DB

SendControlData send control data

<Table 1> Web application classes

4. 구현

4.1 개발 환경

개발 환경  하드웨어 스펙은 각각 <Table 2>  

<Table 3>에서와 같다.

OS Window 7

Development tool Eclipse - Luna

Language Java, C, JSP

Server Tomcat 8

Arduino mega 2560

Database mysql

<Table 2> Implementation environments

H/W Model no.

Temperature/Humidity sensor TE11301PSEN

Moisture sensor TE92355PSEN

Illuminance sensor TSP09541

Servo-motor TSR9065

Ventilator motor F6025M05B

<Table 3> H/W specification for green house

4.2 구현 결과

구  결과를 온실을 구성하는 제어장치부, 에이 트 

로그램, Web,  온실모형제작으로 나 어 설명한다.

4.2.1 제어장치부 구현

<Table 4>에서와 같이 각 H/W에 해당하는 라이 러

리를 아두이노 제어 코드에 추가해야 한다. Timer 인터

럽트를 setup 함수 에 선언 하고 타이머 인터럽트는 1

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 할 때 

마다 count 변수 값을 1씩 증가 시키도록 한다.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해 count 변수가 5일 때마다 각 센서의 값

을 Serial통신으로 송 하도록 한다. 이때 송데이터는 

각 센싱 데이터와 엑 에이터의 작동 상태를 Flg. 3에서

의 순서를 따라 ‘,’문자로 묶어 송한다.

H/W Libraries

Sensors 

(Temperature, Humidity)
DHT.h

Servo-motor Servo.h

Timer MsTimer2.h

<Table 4> Libraries

4.2.2 에이전트 구현

에이 트는 아두이노와의 시리얼 통신을 지원하기 

해 RXTX API를 이용하 고 GUI구 을 해 Swing을 

사용하 다. 에이 트에서는 시리얼 값을 읽고 시작문자

와 끝 문자를 확인한 후 DB에 장한다. 한 DB에서 설

정된 제어값을 읽어 아두이노에게 송한다. [Fig. 6]은

에이 트 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①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 방식을 설정한다.

② DB연결을 설정한다.

③ 로그창을 새로고침 하거나 지운다.

④ 로그창으로 연결 정보와 센서 값 출력

⑤ 온실을 제어 하거나 온도를 설정한다.

[Fig. 6] User interface of agent program

4.2.3 웹 어플리케이션 구현

Web에서는 사용자가 DB에 장된 온실 환경을 그래

로 확인하고 LED와 FAN 그리고 천장 개폐 상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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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제어 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 다. 사용자가 설

정한 값은 DB에 장된다.

[Fig. 7] User interface of web application

4.2.4 온실 모형 제작

본 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하기 하여 [Fig. 8]에서와 

같은 온실모형을 제작하 다. LED 4개를 온실 천장에 배

치하 고 환풍기와 조, 온습도 센서는 벽면에 배치하

다. 그리고 수분 센서는 흙속, 서보 모터는 온실 천장 

외부에 각각 설치하여 비닐을 말아 올리는 방식으로 천

장 개폐를 하도록 하 다.

[Fig. 8] Model of a green house

4.2.5 동작 실험

로컬  원격 제어 확인, 그리고 시스템의 설정 온도 

유지 여부를 [Fig. 9]에서와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여 동

작을 확인하 다.

[Fig. 9] Operating experiment

5. 결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ICT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특

히, 농업부분에서도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부가가치 창조가 강조하고 있으며 련 사업도 진행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인 오  하드웨어인 아

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 온실 제어 시스템 모델을 제안

하고 구 함으로써 기존의 온실 리 시스템에 비해 좀 

더 손쉽고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제안 

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지에서도 

손쉽게 온실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액튜에이터를 제

어할 수 있다. 한 제안 시스템이 제공하는 상황인지  

자율 제어 기능을 통해 스마트한 온실 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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