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기후 보
고서와 기온 상승이 식물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분석 논문에 따르면, 평균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식물종의 분포 지역 이동과 분포 가능성의 
변화로 이어진다[1-2].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 
동향 및 주산지 분석 논문 속, 현재 배출되는 온실
가스의 양을 가지고 만든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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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아열대 면적은 2080년에 62.3%로 확대될 것
으로 예측된다[3].

이로 인해 토양을 사용하는 기존 농법으로는 지
구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되며, 이러한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작물을 재
배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최적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이다. 생육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최적의 생육관리 모델을 설정하며, 동시에 에
너지, 노동력, 경영비를 절감하는 4차 산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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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사이에 측정된 온도보다 평균 1.1℃ 높게 측정되었다. 평균온도의 변화는 
기온 상승이 식물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분석 논문의 따르면 평균온도의 상승시 식물의 분포되
는 지역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두이
노와 센서를 사용하여 간헐흐름식 수경재배 스마트팜을 제작하고, PC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어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작된 수경재배 스마트팜은 농장의 온습도, 양액의 ph농도, 조도, 수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양액의 양과 보충 필요 농도 확인, 조도의 따른 생장 LED 제어, 센서의 상태를 파악하여 농
장의 전체적인 관리와, 식물의 모종 옮겨심기 이후의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2020 Global Climate Report released by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in 2019 was measured 1.1℃ higher on average than the temperature measured between 1850 
and 1900 before industrialization. The change in average temperature affects the distribution of plants, and according to 
the vulnerability analysis paper,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change in the distribution area of plants when the 
average temperature rises. In this paper, to cope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we propose a method of fabricating 
intermittent flow hydroponic smart farms using Arduino and sensors and controlling them through PCs and applications. 
The manufactured hydroponic smart farm identifies the farm's temperature and humidity, positive pH concentration, 
illumination, and water quality to check the amount of pumping, supplement LED control, sensor condition, overall 
management and cultivation of the farm, and grows in an appropriat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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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기술에 속한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기술개발 및 보유를 통해 자체적인 솔루션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소개된 국가들과 다
르게 국내 스마트팜 기술은 외국 장비 의존율이 
높고, 단위 면적당 작물 생산량은 네덜란드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4].

본 논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변화 될 식물의 
분포 및 가능성 변화에 대응하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간헐흐름식 수경재배와 아두이노를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식물 
재배 시스템의 설계 및 실험결과를 나타내며, 3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간헐흐름식 수경재배 시스템 설계

2장에서는 수경재배 양액 농도 확인 및 자동 보
충 시스템, 간헐흐름 예약 시스템, 조도의 의한 생
장 LED 조절 시스템, 센서 상태 체크 시스템과 식
물재배에 대하여 기술하며,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그림 1에 정리하였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2.1 수경재배 양액 농도 확인 및 자동 보충 
시스템

릴레이 모듈에 연결한 워터펌프와 ph농도를 확
인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양액 농도에 따른 자동 
보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지정한 ph 
농도 보다 옅어질 경우 ph원액이 담긴 탱크에 연
결된 펌프를 사용하여 해당 농도가 될 때까지 보
충탱크에 연결된 펌프가 작동하도록 기능을 구현
하였다.

2.2 간헐흐름 예약 시스템
수경재배 양액을 일정시간마다 순환 시키는 방

법인 간헐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릴레이 모듈에 연
결된 워터펌프를 지정된 시간에 작동하도록 기능
을 구현하였다.

2.3 조도의 의한 생장 LED 조절 시스템
스마트팜 시스템에서 일정한 조도 값을 유지하

기 위해 조도센서를 통해 조도를 측정하며, 일정한 
값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생장 LED를 사용하여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비, 눈과 같
은 자연조도를 얻지 못하거나 백야 현상과 같이 
자연조도를 과하게 얻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강제적인 ON/OFF 기능도 같이 구현하였다.

2.4 센서 상태 체크 시스템
센서의 데이터가 null 혹은 empty, 잘못된 값이 

누적되는 경우와 센서 자체의 문제를 확인하여 사
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구
현하였다.

상추는 수경재배시 ph농도 5.5-6.5의 농도로 유
지가 필요한 작물로써[5], 이번 간헐흐름식 수경재
배 시스템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식물로 선택 되
었다.

2.5 실험 결과
간헐흐름식 수경재배 시스템이 적용된 모습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액 농도 체크를 위
한 ph 센서, 온습도 센서, 릴레이모듈, 조도센서, 
워터펌프, 수질 센서가 부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모든 구성요소는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작동한
다.

그림 2. 간헐흐름식 수경재배 시스템

그림 3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의 화면을 각각 
pc와 태블릿에서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시스템에 
상태를 시각화하여 아두이노 직접 통신이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Visual Studio 2019에서 개발하
였으며, 닷넷프레임워크 4.7.2 기반 C#으로 구현
하였다. 시리얼 포트를 통해 아두이노와 응용프로
그램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재배 시스템을 관
리한다. DB는 sqlite 3.36.0을 사용하여 구성하였
다.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은 앞서 기술한 구
현 기능들의 관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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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팜 관제 프로그램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와 센서들을 활용하여 
외부의 요인에 상관없이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
한 환경을 제공하는, 간헐흐름식 수경재배 스마트
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현재 DB 기반의 시스템
을,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한 다중플랫폼 지원 시
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
의 관문이 낮아지고, 새로운 기술을 쉽게 적용하는 
예시가 되길 기대하며, 다른 여러 농업 선진국처럼 
농업의 선진화의 한 걸음 내딛는 연구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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