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9

http://dx.doi.org/10.14400/JDC.2016.14.4.259

지그비 통신을 이용한 원격 온도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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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Temperature Control System using a Zigbee Communication

Yang-Jae Park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Gach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지그비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냉장고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할 수 있는 
원격온도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냉장고의 기능(온도 유지 등)을 24시간 감시하며,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시 온도의 설정 값을 변경도 가능하다. 설정된 온도 값을 벗어나면 관리서
버에 경보 발생과 미리 설정된 관리자에게 위급상황을 SMS를 전송하여 관리자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상업용 및 의료용, 실험용 재료보관용 냉장고에 적용하여 한 대의 
MZM(Master Zigbee Module)로 최대 16대의 SZM(Slave Zigbee Module)로 냉장고들의 현재온도와 고장 등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주제어 : 지그비, 온도제어, 원격온도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지그비 통신

Abstract  In this paper, a remote control system capable of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temperature of a 
refrigerator in real time using the ZigBee communication technology is developed. The developed system 
provides 24-hour surveillance function including temperature maintenance and it is able to determine monitored 
data from a remote location and to change the setting of the temperature value. In case the value is out of the 
setting, it is designed for administrators to verify the problem and take action, sending alarms to management 
server and the emergency to a preset administrator via SMS. Applying this system to refrigerators storing 
commercial, medical, and experimental material, the real time status such as temperature and malfunction of 
refrigerator can be managed up to 16 SZM(Slave Zigbee Module) by only one MZM(Master Zigbe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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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음식물, 농축산물, 의료용 비품 등의 장규모

가 형화되면서 이들의 규모 장을 해 사용되는 

냉동·냉장고 등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정온

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여 안 하게 보 하기 한 시스

템 구축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냉동·냉장

고의 고장 발생 시 즉각 인 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변질 등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래하거나 인체

에 치명 인 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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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하는 냉동고의 온도표시장치의 고장으로 인하

여 많은 제 이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한 사고와 액원의 냉동고에서 보  이던 액 샘  

약 52만개가 제어 의 온도표시장치의 고장으로 상온에 

약 10일간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폐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온도이상 시 알려주는 알

람경보 시스템 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면 기에 응하여 

문제를 방하는 원격온도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원격 온도제어 시스템의 통신으로 센서 네트워크 분

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그비(Zigbee)통신기술을 

용하 다. 지그비는 소형, 력, 가격 측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선 임베디드 기반 산

업과 컨트롤러 시스템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

선 통신 기술이다. 지그비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설계

하고 구 하 으며 센싱 온도를 읽고 AD변환하여 무선

을 통하여 디지털로 송한다. 반경 30m 이내에서 

25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송하며 메시 네트워크 구

조를 이용하여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에 약 255 의 기기

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이다[16].

상업용  의료용 냉장고·냉동고 시장에서의 알람 기

능을 갖춘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증 와 강화된 

HACCP(한국 식품 안  리 인증원)에 합한 냉장고·

냉동고의 안 리 항목에 한 지속 인 리가 필요하

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하여 실시간 온

도 모니터링 기능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외

인 법규를 만족 시키는 안 리 데이터 기록  유지

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 사용 조건 변동 시 즉시 응

이 가능하게 원격지에서 설정 값의 변경이 가능하면 어

느 곳에든지 응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

며, 원격지에서 냉동고가 정상 으로 제어 되는지 설정 

값을 변경하여 테스트도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2. 관련연구

2.1 온도제어의 종류와 특성

온도제어에서 최 제어를 하기 해서는 온도조 기

나 온도센서를 선택하기 에 제어 상이 열 특성에는 

열용량, 즉 가열의 용이함을 나타내며, 제어 상( 기로, 

항온조)의 크기에 계하며, 정특성은 가열의 능력으로 

히터의 용량의 ·소로 결정 된다. 동특성는 가열 기의 

상승 특성(과도응답)을 나타내며, 외란은 온도를 변화

시키는 원인을 말하며, 항온조 문의 개폐, 내용물의 입출

고, 주변온도의 변화이다[17].

2.2.1 ON/OFF 제어

재 온도(PV)가 설정 값(SV)보다 낮을 때는 출력이 

ON되어 히터에 원이 공 되며, 설정 값보다 높을 때는 

출력을 OFF하여 히터의 원을 끊는 방식이다[1]. 이와 

같이 재온도와 설정값을 비교하여 원을 ON, OFF하

여 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Fig. 1]과 같다.

[Fig. 1] ON/OFF Control

2.2.2 조절감도 제어

ON/OFF 제어에서 설정 값에서만 ON, OFF 동작을하

면 출력이 발진하거나 노이즈의 향을 받기 쉽다. 그러

므로 [Fig.2]와 같이 ON, OFF 구간을 설정하여 이 간격 

안에서 ON, OFF동작을 수행하는데 이 구간을 조 감도

(Hysteresis)하고 한다. 냉동기의 경우 ON, OFF 동작이 

자주 일어나면 컴 셔에 무리가 발생되므로 조 감도

를 크게 하여야 한다. 최근 미세 분야의 자, 기계 시스

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미세구동 시스템에 

합한 마이크로 구동원의 요구가 증가 되고 있다. 미세 

구동기는 미크론이나 나모미터 수 의 아주 세 한 작동

을 해 사용되며 이  간섭계내의 구리거울의 미소한 

치결정을 하는 정  치결정 시스템, 방진시스템 

등에 용되는 방식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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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steresis Control

2.2.3 비례제어

설정값에 하여 비례 를 가지며, 비례  내에서 설

정값과 재 온도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제어이로 입력 압에 비례한 압력과 유량의 선형구간을 

활용한 개회로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3]. 재 

온도가 A지 에 도달 할 때까지는 조작량은 100%가 되

어 출력은 ON되고, A지 (비례  하한선)을 넘으면 비

례주기를 갖게 되고 각 주기 내에서 제어출력이 ON, 

OFF하는 동작을 하는 제어로 [Fig. 3]와 같다.

[Fig. 3] Proportional Control

2.2.4 PID 제어

PID제어는 비례제어, 분제어, 미분제어를 합한 제어

방법으로 지연시간을 가진 제어 상에도 뛰어난 제어 

결과를 나타낸다. 특히 제어기의 매개변수가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동조 되었어도 외란인가 시에는 설정값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다. 외란인가 시의 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분궤환, 향 제어기 등의 연구되고 있으나 

외란  시스템의 정보가 정확하게 알려져야 제어기 설

계가 가능하다[4, 5]. 비례제어(P)에서의 오버슈트나 헌

이 없는 부드러운 제어를 행하고, 분동작(I)으로 오

셋(Offset)을 자동 으로 수정하고, 미분동작(D)으로 

외란에 한 응답을 빠르게 할 수 있으므로 PID제어를 

이용하면 이상 인 온도제어가 가능하며 [Fig. 4]에 나타

내었다.

[Fig. 4] Proportional Derivative Control
       

2.2 온도제어시스템의 구성 

온도를 제어하기 한 시스템은 [Fig.5]와 같이 구성

된다.

[Fig. 5] The configuration of the temperature 
control system

온도조 기에서는 온도 센서의 기 인 신호를 받아 

설정온도와 비교하여 조작기에 조 신호인 릴 이 출력, 

압, 류)를 보내는 기능을 하며, 조작기에서는 기로 

등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조작기로써 히터에 공 하는 

류를 개폐하는 자개폐기, 연료를 공 하는 솔 노이

드 밸  등으로 구성된다. 온도 센서에서는 온도를 기

인 신호로 변환시키는 소자를 이 으로 보호한 구

조로 되어 있으며, 이 소자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고

자 하는 부분(검출부)에 설치하여 사용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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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그비(Zigbee)기술

지그비는 간소화된 로토콜과 제한 인 기능으로 소

량의 데이터 송을 한 비용의 차세  무선 네트워

크에 합한 력 무선통신기술이며 국제 표  로토

콜이다[15]. 지그비는 868MHz, 915MHz, 2.4GHz 주 수 

역에 해당하는 단거리 무선통신기술 표 으로 IEEE 

802.15.4에 의해 정의된 물리계층과 MAC계층을 사용한

다[12]. 지그비는 력을 소모하므로 배터리 하나로 수

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조가 간결하여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구 이 가능하다. 설치와 유지비용

이 많이 드는 백본이나 인 라가 필요 없으므로 설치나 

유지보수가 쉽다. 지그비는 여러 기능을 가진 블루투스

와는 조 으로 오직 원격 감지, 감시, 제어, 모니터링의 

응용에 을 맞추어 가격을 최 한 낮추고, 력소모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13,14]. 이 기술이 제

공하는 가격, 효율 인 력 무선통신 방식은 산업 

 가정 모니터링, 제어  의료 진단 등의 다양한 분야

에 용이 가능하다. 재 시장에서 가장 주도 인 분야

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시스템으로 많이 용되어 사

용하고 있다[6]. 

3. 시스템의 구성

3.1 원격온도 제어시스템

냉동고·냉장고의 온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한 시

스템은 [Fig. 6]과 같이 SZM(Slave Zigbee Module)과 

MZM(Master Zigbee Module), 그리고 온도제어 소 트

웨어로 구성된다.

 

[Fig. 6] Configuration of the system

냉동고·냉장고의 온도 유지 기능을 24시간 실시간 모

니터링하기 하여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

이 가능하고 필요 시 온도 설정 값의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다. 규정된 온도의 상·하한 값을 벗어 날 경우 미리 

설정된 리자에게 SMS를 송하여 담당자가 문제 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3.2 마스터 지그비 모듈의 설계

마스터 지그비 모듈은 슬 이  지그비 모듈과 지그

비 통신을 통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PC와 USB 이블을 

이용하여 PC에 달되고 리 된다. 장용량은 1GB 

쉬 메모리를 내장하면 매 30  마다 취득된 데이터를 

장하는데 약 3년간 장이 가능하다. 마스터 지그비 모

듈은 [Fig. 7]과 같이 설계하 고 <Table 1> 마스터 지그

비 모듈의 사양이다. 

[Fig. 7] Master Zigbee Module

ITEM Specification

Storage Memory Above 1GB

PC Connection Above USB2.0

Transfer Rate 115200,n,8,1

Protocol CRC16 check application Protocol

Zigbee Module Radio Pulse M220

Wireless Comm. Spec. IEEE 802.15.4, 16 Channel

Network Config. RP-NET

Operating Voltage
AC120V±10%, DC5V, 2A Adaptor

AC220V±10%, DC5V, 2A Adaptor

<Table 1> Specification of Mlave Zigbee Module

3.3 슬레이브 지그비 모듈의 설계 

냉동고·냉장고의 컨트롤러와 RS-485 통신으로 연결



Remote Temperature Control System using a Zigbee Commun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63

이 가능 할 경우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고,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도 센서를 슬 이  지그비 모듈에 

직  연결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여 LCD 화면에 온도 표

시를 하고 마스터 지그비 모듈에 데이터를 송하도록 

[Fig. 8]과 같이 설계하 으며 사양은 <Table 2>와 같다.

[Fig. 8] Slave Zigbee Module

3.3.1 슬레이브 지그비 모듈과 RS-485 통신

RS-485 통신방식은 일반 인 컴퓨터 시리얼 통신 방

식인 RS-232와는 달리 차동 입출력 기  특성을 갖는 

송·수신단으로 구성되는 Blanced Line 송과 Differential 

Voltage 송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노이즈와 간섭에 강

하면서 고속의 디지털 데이터를 최  1.2km까지 송할 

수 있다[7,8].

ITEM Specification

ID Management Rotary S/W 0~9

ADC Selection S/W

ADC Port 10bit, 4port

LCD Display GLCD 128*64

Wireless Com.Spec IEEE 802.145, 16 Channel

Zigbee Module RP-NET

Operating Voltage
AC120V±10%, DC5V, 2A Adaptor

AC220V±10%, DC5V, 2A Adaptor

<Table 2> Specification of Slave Zigbee Module

슬 이  지그비 모듈의 컨트롤러와 RS-485 통신이 

연결된 경우는 LCD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로 P:3은 Panel 

Type, S:4는  0( 원 off)로 1단계에서 9 단계의 제어상태

를 표시한다. B:0010은 동작 상태를 나타내며, 0001-Door 

On, 0010-FAN On, 0100은 Defrost 상태를 나타내며 온

도의 단 는 °F(화씨)로 표시하도록 설계하 다.

3.3.2 슬레이브 지그비 모듈과 온도 센서 연결

스 이  지그비 모듈과 2개의 온도 센서가 연결된 경

우 센서1, 센서2를 통하여 온도를 측정할 경우 주로 리

지 회로나 분압기를 이용하여 항값을 측정해야 하는데, 

그 항이 온도에 따라 비선형 으로 변하므로 여러 가

지 선형화 방법이 연구 되었다[9, 10]. 충분히 많은 비트

수를 갖는 ADC(Analog-to-Digiltal Convertor)를 사용

하면 원하는 해상도를 얻을 수 있으나, ADC 비트수가 많

을수록 측정 장치의 가격이 높아지고 반응속도가 늦어지

므로 본 연구에서는 냉장고의 온도에 용하기에 알맞은 

10bit ADC를 용하 다[11]. ADC를 통하여 값을 취하

며, 10bit의 값은 온도변환 테이블에 따라 표시 된다.

3.4 모니터링  

유선 인터넷망을 통하여 리서버에 속하여 온도의 

상·하한 값의 설정과 슬 이  지그비 모듈(SZM)에 연

결된 냉동고·냉장고의 재 온도를 화면에 표시하고 

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Fig. 9]는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에 속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슬 이  

지그비 모듈(SZM)에 설정된 시리얼 번호로 개별 으로 

리가 가능하다.

[Fig. 9] The connected to the server status

서버에서 각 슬 이  지그비 모듈별 실시간 온도 그

래 는 [Fig. 10]과 같이 표시하 다.

마스터 지그비 모듈에서 실시간 온도를 리하기 

하여 보 되는 온도 데이터를 24시간/12시간/6시간/1시

간 단 로 볼 수 있어서 모니터링 된 데이터 분석이 가능

하며, 온도 변동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는 냉동고를 단

할 수 있는 화면은 [Fig. 11]와 같이 표시된다.



지그비 통신을 이용한 원격 온도제어 시스템

26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Apr; 14(4): 259-265

[Fig. 11] Showing the accumulated temperature
value screen

[Fig. 10] SZM by real-time temperature graph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격온도 제어 시스템은 원거리

에 떨어져 있는 냉장고에 통신 로토콜을 통합시켜 쉽

게 장착이 가능하므로 와인 숙성실, 약품 장고, 육류 

장고 등에 용하여 온도를 24시간 원격으로 제어가 가

능하게 되었고, 설정된  냉동고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리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 응이 필요한 분야인 생화학 

물질을 취 하는 분야, 바이오, 메디컬 분야, 식품  

생 등 분야에서 안 하고 신뢰성 있는 재료의 보 에 활

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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