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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의 농업은 자원위주의 농업에서 과학기술 위주의 농업으로 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융합된 농업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적인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계가 

협력하여 스마트팜에 필요한 각종 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다 지능

적인 농업환경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여가시간의 활용과 

농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의 다양한 데이터를 원격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스마트팜 내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HMI 모듈을 개발하

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스마트팜을 관리하도록 한다. 서비스 모델은 모바일 기반으로 스마트팜의 내부 환경을 관

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ABSTRACT

Modern agriculture is changing from resource-oriented agriculture to technology-oriented agriculture. Agriculture, which 
combines science and technology,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and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are working together to develop and disseminate various devices necessary for smart farms to build 
intelligent smart farms. Recently, research is being conducted to build a more intelligent agricultural environment by 
building a cloud platform. In this paper, we propose a plan to build an urban energy - independent smart farm that can 
utilize leisure time and agricultural activities by utilizing the rooftop of a city. Also, by using IT technology, various data 
of smart farm can be managed on remote server, and HMI module for controlling internal environment of smart farm can 
be developed to manage smart farm automatically or semi-automatically. The service model suggests a model that can 
manage the internal environment of the smart farm based on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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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WTO, FTA로 

인하여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전 세계의 농작물과 경쟁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최근에는 20~40대까지

의 젊은 인력이 도시로 몰리게 되어 젊은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어 고령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스마트팜(smart far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농업 분야에 있어서 비닐하우스나 기

타 축사 환경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으로 작물을 관리하

거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식물공장이 논의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농림수산부가 첨단기

술 농업의 일환으로 ‘유리온실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양약 재배 기술과 환경제어 기술 및 자동화 기술 등이 

융합되면서 스마트팜에 대한 응용기술이 발전하게 되

었다. 이후 LED 기술이 발전과 식물 생육에 알맞은 파

장대를 연구하여 수경재배에 응용하여 작물 생산에 적

용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산업의 육성

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선진화해 가고 있으며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경재배 및 작물 재배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09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종합대책과 개발전략을 발표하면서 ‘27
대 중점 녹색기술 분야’를 선정하였고, 2010년 12월 농

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미래형 식물공장 시스템’
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녹색기술로 선정되었다

[1-5]. 
해외에서는 1950년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

은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농업은 노지재배, 시설재배, 수경재배, 스마트한 식물공

장의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역특화작

물을 미래농업과 융합한 신 비즈니스 전략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험에만 의존하던 특화작물의 생

산을 IT 기술과 새로운 신기술을 바탕으로 식물공장에

서 생산하는 스마트한 첨단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초기 스마트팜의 운영은 경제성 저하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다가 IT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

드, 벨기에, 중동 등에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친환

경이라는 중요성이 대두되어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재

추진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팜의 기술 동향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에서 생

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ICT 기반의 인터넷을 통하여 공

유되고 관리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6-8].
최근에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

기는 공간으로써 소규모 도시 텃밭(city farm) 조성이 확

대되고 있으며, 뉴욕의 옥상 텃밭과 캐나다 몬트리올의 

도시 텃밭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도심형 텃밭을 보

급하는 등 도시농업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도심형 

스마트팜의 주요한 특성은 소비자와 인접해 있다는 장

점과 도시에 있는 사람이 도시농업의 주체로서 산업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추가 효과로 체험이나 학

습, 상호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개념으로 도시 공동체 생

활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9-12].
본 논문에서는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구축을 

위하여 도심 내 공공건물 또는 개인주택 옥상에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

을 제시한다. 도심형 스마트팜의 구성은 환경정보에 해

당하는 조도, 토양, 온습도 센서를 통하여 환경정보를 

계측하고, 환경조절 장치에 해당하는 수분공급, 환풍기 

등을 제어하고 CCTV와 조명을 관리 할 수 있는 HMI 
(Human Machine Interface) 플랫폼과 모바일 기반의 원

격 감시시스템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스

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

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다[13-15].

Ⅱ.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스마트팜의 구성요소는 센서

모듈, 구동모듈, 제어모듈, 통신모듈, 데이터 관리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HMI 플랫폼

을 통하여 수동제어, 자동제어,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스마트팜의 장치관리는 스마트

팜 내부에 설치된 조도, 토양, 온습도 센서와 조명, 수분 

공급기, 환풍기 구동에 대한 액추에이터에 대한 이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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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관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어용 MCU는 32bit 
CPU인 Cortex-M3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제어모듈과 

HMI와의 통신은 RS-485를 이용하였다. 1개의 HMI 모
듈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4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토양수분 센서 데이터는 I2C 통신으로 전송하고, CO2 
센서 데이터는 RS-232로 전송한다. 온습도 센서 데이터

는 제어모듈의 ADC(Analog-to-Digital Converter)를 이

용하여 계측한다.
스마트팜의 데이터관리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DB화하여 스마트

팜의 모든 상태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으며, HMI 모듈에서 데이터를 1차로 관리하고, 2
차로 원격지 서버에 TCP/IP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

여 원격지 서버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HMI 및 모바일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모듈, 구동모듈, 제어모

듈, 통신모듈 및 데이터 관리모듈을 통하여 스마트팜의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16-19].
CCD 카메라는 총 8대로 구성하며 2개는 원격제어와 

줌이 가능한 모듈로 구성하고, 6개는 고정형으로 구성

하여 일정 시간마다 작물의 성장 과정을 촬영하여 HMI 
및 원격지 서버에서 관리하도록 구성하였다. HMI 기반

의 스마트팜 제어는 사용자가 설정한 환경 변수값과 계

측된 환경변수 값을 비교하여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스

마트팜 내부 환경을 제어한다. 제어모드는 자동 또는 반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어 알고리즘

의 구현은 HMI 모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다.
도심형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태양광 패널 12개를 직

렬로 6개를 2조를 병렬로 연결하여 3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며 “스

마트팜 운용환경”, “스마트팜 관리용 HMI 플랫폼”, “모
바일 기반의 스마트팜 원격 관리시스템”, “IoT 기반의 

3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상

호연동”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Ⅲ.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설계

스마트팜의 환경요인에 대한 정보는 온습도(ADC), 
조도(ADC), 토양수분(I2C), CO2(RS-232) 정보를 수집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제어모듈의 입출력 구성은 필요

한 모든 센서를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스마트팜의 환경제어를 위한 제어요소는 수분공급을 

위한 워터펌프 제어, 환기를 위한 환풍기 제어, 조명 관

리를 위한 조명제어는 SSR(Solid-State Relay)을 이용하

여 AC220을 제어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인터페이

스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Fig. 1 Urban energy independent smart farm system composi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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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gnal flow diagram for the HMI platform and 
control module

그림 3은 스마트팜 내부의 센서모듈의 배치와 제어

모듈의 담당 영역을 제시하였다. 제어모듈 1은 워터펌

프의 제어와 조명제어 및 환풍기 제어는 SSR을 통하여 

제어하며, 제어모듈 2, 3, 4는 각각의 센서모듈을 나누어 

계측하고 획득된 데이터는 RS-485 기반을 HMI 플랫폼

으로 전송하도록 설계하였다[20].

Fig. 3 Sensor and control network configuration

그림 4는 CCD 카메라의 배치도와 관찰영역에 대한 

구상도를 제시하였으며 CCD 카메라의 조작은 HMI 플
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Fig. 4 Configuration of CCD camera and TCP/IP network

Ⅳ.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구축

4.1. 운영환경 구축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의 구축은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건물의 옥상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여 스

마트팜 구성에 필요한 장치 및 시설을 그림 5와 같이 구

축하였다. 

   

(a)                                            (b)

   

(c)                                            (d)
Fig. 5 Solar panel and rooftop smart farm interior 
configuration. (a) Solar panel (b) Inside of a smart farm 
(c) Water supply device (d) CCD camera

4.2. 관리용 HMI 플랫폼 구축

HMI 모듈은 산업용 PC에서 C# 기반으로 구축하였

으며 스마트팜의 환경정보와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관

리한다. 알람기능은 환경 센서와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안전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경보를 사용자에게 알리도

록 구현하였다. CCD 카메라의 제어 및 영상캡처 기능을 

수행하고 영상 데이터관리는 사용자별로 데이터를 관

리한다. 스마트팜 이력, 센서 이력, 발전장치 이력 등을 

1차로 HMI 내부에서 DB화하여 관리하고 2차로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관리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는 HMI 디스플레이 화면을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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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6 HMI configuration screen. 
(a) Main screen (b) Environmental information monitoring 
(c) Development information monitoring (d) CCTV surveillance 
(e) Event/Log management (f) Preferences

4.3. 모바일 원격감지 시스템

스마트팜 모바일 웹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리

자 모드와 사용자 모드로 나누어 로그인된다. 관리자 메

인메뉴는 상태 모니터링, 센서 기록 조회, 촬영기록 조

회와 CCTV 모니터링으로 구성되며, 사용자 모드는 

CCTV 대신 농장일지로 구성된다.
스마트팜 상태 모니터링은 스마트팜 내부에 설치된 

센서의 값을 표시하고 제어모듈의 상태정보를 표시하

며 자동제어 상태를 표시하도록 구현하였다. 환경정보

는 온도, 습도, 조도, CO2, 토양습도, 강우, 태양광발전, 
배터리 잔량, 공급전력 등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도록 

구현하였다. CCTV는 스마트팜 내부에 설치하여 실시

간 영상을 제공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제어가 가능한 카

메라 2대는 제어버튼을 생성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하도

록 구현하였다. CCTV 서비스와 농장일지 서비스는 원

하는 날짜/시간 정보를 통하여 촬영된 작물 이미지를 조

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센서 기록 조회 서비스는 

DB에 저장된 센서 정보를 날짜 또는 시간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해당 날짜에 측정된 정보를 1
시간 간격으로 평균을 산출하여 모바일 화면에 그래프

로 표시되도록 구현하였다. 이러한 모바일 기반의 모니

터링 화면을 그림 7에 제시하였다.

(a)                        (b)                       (c)

(d)                        (e)                       (f)

(g)                        (h)                       (i)
Fig. 7 Mobile-based remote detection system execution. 
(a) Smart Farm access main screen (b) Login screen 
(c) Mobile service main screen (d) Status monitoring 
configuration screen (e) Data display screen (f) Data 
inquiry screen (g) CCTV/Image inquiry screen (h) CCTV/ 
Image data inquiry screen (i) CCTV control screen

4.4. 3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3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태양

광 판넬 9개와 충전용 배터리 4개를 두어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며 인버터를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도록 

구축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은 그림 8과 같다.

(a)                                            (b)
Fig. 8 Mobile-based remote detection system execution. 
(a) Solar panel (b) Inverter and Battery accu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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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 도심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을 도심의 

여유 공간인 건물 옥상에 비닐하우스 1동을 구축하여 

도심에서도 작물에 대한 생산 활동을 활 수 있음을 증명

하였으며, 스마트팜 구축에 필요한 제어시스템은 충분

한 실험을 거쳐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으며, 고가의 외

산 스마트팜 제품을 대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배 

작물의 특성에 따라 원격에서 재배환경을 파악하고 원

하는 재배환경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작
물의 성장 과정에 대한 환경 데이터와 작물 이미지를 확

보하고 관리할 수 있어 작물 재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는 구현

된 도심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충분히 수정 보완하여 수

경재배 시스템 구축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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