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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인력을 동원하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기계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대
체된 자동화 시스템은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으로 성능이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온실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실 온도제어 자동화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온

도 제어와 습도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동작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

차의 최소화 기능도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AT89C51이 사용되었다..

1. 서론

온실은 기본적으로 많은 광량을 입사시키고자 하

여 선택하고 설치하는데 이는 실내를 외부에 비해

높은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게 한다. 삼원 관측에

따르면 밀폐된 온실의 최고 온도는 외기온의 2배에

달하게 되며 공중습도가 높아진다. 밀폐된 고온의

공간에서 공중습도가 높아지면 부패병이 발생하여

농산물은 썩게 된다.[1,3] 그러므로 온실내의 온·습도

조절 및 유지가 온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이

다. 또한 계절별, 지역별, 낮과 밤의 일교차 등의 차

이가 발생하므로 각 조건별의 수집된 데이터를 필요

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보

다 안정적인 실내의 온·습도 조절 및 유지를 통해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온실 온·습도 제

어 자동화 시스템을 제작하고 온실모형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LPT 포트를

이용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였다.

2. 본론

본 연구는 온실의 온도 습도를 sensing 하여 온실

내부의 환경을 데이터 처리하여 중앙처리 장치로 보

내면 중앙처리장치는 설정부에서 설정된 정보와 비

교 연산처리 하여 측창 구동부와 펜 구동부에 펄스

신호를 보내어 처리한다. 또한 LCD로 현재 온습도

와 설정 온습도를 표시하여 주고 LPT통신을 이용하

여 컴퓨터에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관리자가 온실

을 직접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온실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 중앙처리 장치 및 설정부

2.1. 중앙처리장치
중앙처리 장치로는 내부의 프로그램 메모리 4K

Byte를 가지고 Intel의 8051과 동일한 8BIT 컨트롤

러인 AT89C51 프로세서를 사용하였으며 외부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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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중에서 PORT0부터 PORT3까지 21개의 비트를

각각 제어할 수 있다.

중앙처리장치에서는 센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측창과 fan을 구동하고

LCD등을 표시하는 동작을 한다. 온도센서의 출력을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인 ADC0804를 통하여 측정

하고 이를 설정된 온·습도와 비교 판단 후 결과를

이동하여 모형의 측창을 구동시킨다.

2.2. 온도 및 습도 센서부
1) 온도 센서부

온도 센서부는 온도의 정밀성을 가진 반도체 온도

소자인 LM35를 사용한다. LM35는 핀은 3개이며 1

번은 VCC, 2번은 출력, 3번은 GND이다. 이 센서는

1℃의 온도 변화에 10mV의 전압변화로 출력된다.

증폭도가 우수한 FET 타입의 Op-Amp를 내장한

LM662를 이용하여 전압을 증폭한다. 150℃에서 5V

의 출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AT89C51과는 RS232

신호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습도 센서부

습도 센서부로는 반도체 습도 소자인 CHS-MSS

를 사용한다. CHS-MSS는 사각 타입이고 핀은 3

개 이며 1번은 전압출력, 2번은 GND, 3번은 VCC

이다. 습도의 출력은 10%의 습도에서 10mV의 출

력을 나타낸다. 이를 FET가 내장되어 증폭도가 양

호한 LM662 Op-Amp를 사용하여 전압을 증폭한다.

20% ～ 85%의 습도범위에서 5V의 출력을 가질 수

있게 증폭률을 맞추었으며 AT89C51과는 RS232 신

호로 통신하여 전달하도록 설계 하였다.

2.3. 온·습도 설정부
1) 온도 설정부

온도 설정부는 BCD 스위치인 A2010A를 사용한

다. 8BIT의 온도 설정 값을 PORT2.0 ～ PORT2.7

을 사용한다. 0에서 99도까지의 숫자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데이터를 LCD에 표시한다. 또한 3상

버퍼인 74245 IC의 G 단자를 연결함으로써 온도와

습도를 PORT1에서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2) 습도 설정부

습도 설정부 또한 BCD 스위치인 A2010A 을 사용

하여 8BIT의 온도 설정 값을 사용한다. 20%에서

85% 습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하면 LCD 표시

부에 표시된다. 또한 74245 IC를 이용하여 온· 습도

를 선택적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창문 모형

2.4. 온·습도 표시부
사용된 HD1620 LCD는 16 x 2 라인으로 사용하고

현재온도와 설정온도 그리고 현재 습도와 설정 습도

가 표시 된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LED Backlight를 사용하여 배경이 밝은 특징을 사

지고 있다. 데이터는 PORT0을 통하여 표시 데이터

를 전송하고 PORT3의 RS, EN, WR을 이용하여 제

어한다.

2.5. Fan 구동부와 창문부
1) Fan 구동부

Fan 구동부는 AT89C51의 PORT1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N 채널의 FET IRFU630

을 사용하여 구동한다. 이때 전류는 200mA정도 소

비 된다. 또한 12V용 릴레이는 최대 허용전류 9A

에서도 발열에 의한 noise 발생이 적은 IRFU630을

사용하였다.

2) 창문 구동부

창문 구동부는 구동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한

HS-311 DC 서보모터를 사용한다. 이 모터는 DC

5V, 500mA의 전류를 필요로 하며. 회전력은 3Kg이

어서 모형창문을 구동하는 데 충분한 토크를 갖는

다. 서보모터제어는 PWM방식으로 HIGH 폭과

LOW의 폭으로 제어하며 0 ～ 180 degree의 제어가

가능하다. 중앙처리장치에서의 각도 제어는 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PWM 펄스를 계속 입력하여야 한다.

2.7. LPT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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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는 EIA(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정확하게는 EIA-RS232C 규격

이라고 불리며,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인터페이

스 회로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대 통달거리

는 15m이고, 직렬통신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속도는

느리지만 비용절감의 장점이 있다. 속도관련 그리고

기타 옵션을 레지스터를 통해 제어하고,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쓰면 하드웨어적으로 시리얼로 바뀌어 보

내지게 된다. 이 신호는 5V 시스템의 경우 0과 5V

의 신호로 나온다. 프로세서에서 출력되는 시리얼

데이터는 TTL(5V)레벨로 출력을 하고 PC에 들어가

는 신호는 +12V ～ -12V사이로 통신을 하기 때문

에 중간에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

한 기능을 해주는 칩인 MAX232를 이용하여 LPT

통신을 하며 컴퓨터와 연동하여 컴퓨터를 통해 온실

상황을 볼 수 있게 설계하였다.

3. 실험 및 고찰

3.1. RS232 통신
온․습도 센서에서 sensing한 데이터를 RS232 통

신을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모니터에 표시한다.

[그림 3] 통신신호

3.2. 온실 모형의 온·습도제어 결과 
표 1은 온실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표로써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는 시간에 온실 온도 증가에 따른 온·습도

변화를 제어 실험 결과한 결과이다.

설정
온도(℃)

측정
온도(℃)

설정
습도(%)

측정
습도(%) 도달시간

1 25 34 54 55 3분42초

2 27 36 53 53 4분08초

3 30 41 52 36 9분53초

4 33 37 51 50 2분25초

5 35 46 50 31 13분34초

[표 1] 온실 모형의 온·습도제어 결과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농업의 무인 자동화 환경 구축에

있어서 그 중 한부분인 온실의 온·습도 제어를 통하

여 농업 인력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였

고 현재의 고비용의 농업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실 온·습도 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 제작 하게

되었다. AT89C51을 사용하여 온·습도 센서를 제어

하고 fan과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현재 온도와 설정

온도 차이에 따라서 각도가 조절되어 측창이 개폐되

는 기능 이용하였으며 LPT통신을 통하여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통계자료화 하려 했

으나 통신시스템 구축 미흡으로 인해 구현하지 못하

였다. 이 점은 통신거리의 문제와 프로그램 보완을

통하여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에 나타난 도달

시간의 오차율은 외부 환경에 따라 내부 온습도 변

화 시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보안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롤러

를 이용한 원격제어나 CCD 카메라를 추가한다면

자동화만이 아닌 진정한 무인화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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