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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세계 곳곳에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은 1차 산업의 대표 격인 농업에서
도 느껴볼 수 있는데 4차 산업기술 중에 하나인 
IOT기술과 농업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팜이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팜이란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사용
하는 시설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작물
에 대한 재배환경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의 성장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4차 
산업의 새로운 농업기술이다. 

통계청의 ‘2017년 농림어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고령인구비율은 42.5% 로 전년대비 2.2% 

증가했고, 농가의 규모는 전년에 비해 농가 2만6

천 가구(-2.5%), 농가인구는 7만4천명(-3.0%) 감소
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 본 연구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공동기술개
발 부설연구소 사업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임.

고령화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으로 인한 농가
인원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1]. 이러한 현실 속에
서 스마트팜은 IT기기에 익숙한 청년부터 중장년
층의 적극적인 농업 참여와 진출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농장들을 관리·운용하기 위
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그 프로그
램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그림 1. 스마트 온실 구성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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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우
리나라의 농업을 일으켜줄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스마트팜 기술개발이 중요시 여겨지
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토대가 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계하고 C#환경에서 데이터들을 접근·제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ABSTRACT

Smart farm technology that combines 4th industrial technology and agriculture is expected to be a solution 

to agriculture in Korea which is getting worse due to aging and population decrease. The development of 

smart farm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and the method of designing and accessing and 

controlling data i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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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연구

정부에서도 스마트팜 개발을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다른 나라에 비해 비닐하우스
를 이용한 시설농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농업현실
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팜을 3단계로 나누어 개발 
후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농업을 부흥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2].

스마트팜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
닐하우스 안에서 작물들이 원활히 성장하기 위한 
환경조건들인 온도, 습도, CO₂,일사량 등을 자동
으로 측정하기위해서 하우스 내에 센서 네트워크
를 구성해야한다. 또한 측정된 값에 따라서 개폐
기나 스크링클러같은 하우스 제어장치를 원격으
로 제어할수 있어야 한다[3].

Ⅲ. 스마트팜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본적인 스마트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사용자의 정보를 담은 테이블과 여러 
하우스리스트를 담은 테이블, 그리고 각각의 하우
스 정보를 담은 테이블이 있다.

첫째로 사용자의 정보를 담은 테이블에는 사용
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름, 성별, 이메일, 핸
드폰번호와 사용자의 기본 정보들이 들어간다.

두 번째로 하우스리스트를 담은 테이블에는 사
용자가 관리하는 하우스의 리스트를 담는다.

마지막으로 각각 하우스의 세부 정보를 담는 
테이블에는 선택한 하우스의 주소와 위치를 표현
하기위한 좌표값과 센서를 통해 측정한 온도, 습
도, CO₂정보와 하우스의 개폐기, 스프링클러와 
같은 시설들을 제어하기위한 정보들을 담는다.

그림 2. 테이블 구성 시

C# 환경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대중적인 MySQL을 사용

하여 구축을 하였고,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
그램은 VisualStudio 2017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조회, 

수정하기위해서는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하는데 접근방법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데이터베이스 접속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후에는 데이터베이
스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센
서로 측정된 환경과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다음 
그림4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여 프로그램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림 4.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조회

위의 그림과 같은 방법들로 스마트팜 데이터베이
스의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조회·수정이 가능하며 
이로써 원활히 스마트팜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병들어가
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부흥시킬 새로운 해결책으
로 제시된 스마트팜 기술개발의 토대가 될 데이
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
한 환경조건들과 시설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들에 
대해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데이
터베이스화 한 정보들을 C# 환경에서 접근·제어
위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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