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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식물 생산성 향상을 해 온, 습도뿐만 아니라 조도까지 제어 가능한 스마트팜 동작 특성을 연

구하 다. 연구된 스마트팜에서는 각 센서로부터 입력 값을 받아 제어부인 아두이노를 거쳐 제어부들이 동작

할 수 있게 설계하 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의 편리성을 극 화하기 해서 블루투스 통신 모듈을 이용하

여 모바일 폰에서도 제어가 가능할 수 있게 앱을 설계하 다. 연구를 통해 스마트팜의 자동화 기능이 식물이 

자라기에 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properties of smart farms that can automatically control not only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but also the illumination to improve plant productivity. The smart farm was designed to allow the controllers 

to operate through Arduino by receiving input values from each sensor. In addition, to maximize the convenience of 

smart farm, the Bluetooth communication module is used to control the smart phone.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automation function of smart farms can create an environment suitable for plants to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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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 명인 사회에서 자동화 기술은 지속

으로 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

요로 하는 농업에 한 심이 낮아지고 있다. 이를 보완

하기 해, 농작물을 원격으로 자동 생산을 할 수 있다면 

어들고 있는 농  인구 수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시켜  것이다. 

통계청에서 2019년에 제공한 농가추이 자료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 인구가 체 인구의 20%에 가까웠던 1990년

 반에 비해 재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 인구는 14% 

어든 6%로 농업인구가 격히 감소한 상황이다. 도심

지역에 인구 도가 집 되었고 이와 함께 농업인구의 

고령화까지 진행되면서 이후 식량 기가 다가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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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온 증가는 

농작물 군락 내 기상환경의 불균형을 래하며, 농업 생

태계 악화로 인한 농작물의 생태  교란 상 래, 생육 

축, 수량  품질 하를 유발한다. 수량 고갈  토양

수분 부족, 강우량의 계  편  상은 농업용수 확보

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며, 집 호우와 폭우는 농업의 

생산 기반인 토양을 크게 유실시킨다. 도한 이산화탄소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의 

증은 지구 온난화 상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 생태계 교

란  기상이변을 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이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조도 센

서로부터 내부 온도, 습도  빛의 값을 산출하여 그 값에 

따른 스마트팜 내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다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계하고 동작 특성을 연구하

다[5-8].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

 제어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스마트팜을 제어할 수 있도

록 4차 산업 명 기술인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

터넷),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는 식물 육

성 환경을 만들어 어들고 있는 농  노동력을 체하고 

농작물의 외부 환경  요인들을 배제한 안정 인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다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팜 특성 연구를 

수행하 다[9-11].

Ⅱ. 다  센서 동작 알고리즘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연구한 스마트팜의 시스템 구성

도이다. 시스템 설계를 해서 LCD 디스 이, 온도센

서, 토양습도 센서, 아두이노, 모터, 블루투스 모듈들이 

사용되었다. 식물 주변에 부착된 센서들이 지속 으로 주

변 환경을 체크하여 데이터 값을 산출하고 산출한 데이터

를 아두이노로 송하여 그 값을 LCD 디스 이에 데이

터 값을 시각 으로 보여 다. 온도 센서에서 보내는 데

이터 범 를 섭씨로, 습도 센서와 조도 센서에서 보낸 데

이터 범 를 백분율로 수치화한다. 코딩으로 설정한 값과 

비교하여 출력부인 펌 , 쿨링팬, 히터에 HIGH, LOW 신

호 값을 보냄으로써 식물 주변 환경을 식물 성장에 용이

한 설정 수치로 맞춰지도록 동작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1. 스마트팜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diagram of smart farm system 

LED의 경우 식물 성장에 용이한 가시 선 역을 지

원하는 LED로 선정하 고 량으로는 식물 합성  

생육 진에 용이한 색 과 청색 을 합친 자색 으로 

선정하 다. 스마트팜 제어 동작의 오류가 생길 것을 

비하여 스 치를 통해 자동제어 모드와 수동 모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 고, 수동 모드에서 모터들을 ON/OFF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통신부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

여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재 식물 주변의 온도, 습도, 

조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격으로 스마트팜 

제어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다른 식물 환경을 원했을 경우 

스마트 폰에서 원하는 온습도를 입력하여 그에 따라 모터

들이 동작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2. 온도 센서 동작 알고리즘
Fig. 2 Temperature sensor algorithm

그림 2는 센서의 재 수치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모터 

동작까지의 동작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팜을 

실행시킬 시 온도 센서에서 재 주변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 값을 아두이노로 보내며, 아두이노에서 설

정한 값과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 주변 온도가 기  이상

일 때는 쿨링팬이 ON, 히터가 OFF가 되어 식물 주변 

온도를 낮춰주고 기  이하일 때는 히터가 ON, 쿨링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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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가 되어 주변 온도를 높여 정 상태를 만들어 주도

록 설계하 다. 

그림 3은 식물을 키우는 스마트팜 내부의 햇빛 여부를 

조도 센서에서 재 조도를 측정하여, 측정한 데이터 값

을 아두이노로 보내고 받은 데이터 값을 백분율로 수치화

하 다. 아두이노에서 측정한 값과 설정 값을 비교하여 

기  이하일 경우, 햇빛을 체할 수 있도록 LED가 ON이 

되도록 설계하 고 기  이상일 경우, 햇빛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인식하여 LED가 OFF 되어 동작을 멈춘다.  

기능은 계속 순환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3. 조도 센서 동작 알고리즘
Fig. 3 Illuminance sensor algorithm

그림 4는 Arduino 제어 알고리즘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팜을 처음 실행시켰을 때 모드 1인 자동제어

가 실행된다. 자동제어란 식물 성장에 용이하게끔 설정한 

값을 기 으로 유지하도록 모터들이 동작하는 기능이다.

자동제어의 오류 발생을 비하여 Switch 기능을 추

가함으로써 모터들을 ON/OFF 시킬 수 있도록 모드 2 

기능을 추가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제어할 경우 스

치 모드의 자동제어 기능과 ON/OFF 기능 작동은 기본

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목표 제어는 이미 코딩 

설계에서 설정온도, 습도, 조도가 정해지는데, 이를 보완

하기 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하는 각각

의 값을 입력하여 모터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

가하 다[6].

그림 4. Arduino 제어 알고리즘
Fig. 4 Arduino control algorithm

Ⅲ. 실험  고찰

그림 5는 스마트팜 동작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제작

된 스마트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된 스마트팜은 

제어부인 아두이노와 동작 특성을 표시하는 LCD 그리고 

온도, 습도 등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수동 스 치로 

구성되어 있다. .LCD 디스 이를 통해 각 센서들의 동

작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스 치 모드 작동 시에는 

자동모드와 수동 모드의 변화를 LC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제작된 스마트팜 사진
Fig. 5 Photo of manufactured smart farm

그림 6은 원격 제어를 한 모바일 앱을 보여주고 있

다. 은 스마트팜 제어 시 아두이노로부터 온도, 토양 습도, 

조도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미리 

설정한 센서  값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식물 환경을 조

성하기 해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6은 원격 제어용 

앱 인벤터 기 화면으로서 제어 모드 선택을 통해 사용

자가 원하는 제어 모드를 고를 수 있다. 한 자동제어를 

선택할 경우, 자동제어 실행 동시에 재 주변 환경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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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미리 코딩으로 설정한 값과 비교하여 동작하도록 

모바일 앱을 구 하 다. 

다음으로 버튼 제어를 선택할 경우, 각 해당 모터들을 

ON/OFF 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다른 식물 육성 환경

을 만들어야 할 경우 목표 제어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와 습도 값을 입력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앱 

로그램을 설정하 다.

그림 6. Mobile App 화면
Fig. 6 Mobile app screen

온습도 센서의 온도 값은 섭씨 단 로 측정하 다. 온

도 값에 따라 스마트팜 내부의 설치된 쿨링팬과 히터 동

작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주변온도 보다 낮은 온도로 

설정함으로서 모터들의 동작 실험하 다. 한온도 변화

에 따른 모터들의 성능 확인하기 하여 임의 인 온도를 

설정하여 각 쿨링팬과 히터의 온도 변화 성능 실험을 하

다.

자동모드 동작  센서로부터 측정된 값과 아두이노에 

설정된 온도 값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쿨링팬의 작동 여

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 다. 그림 7과 같이 실험을 통해 

스마트팜 내부 기  온도를 20℃로 잡았을 때 기  온도

보다 미만일 시 쿨링팬은 미작동하 고, 정 온도인 2

0℃일 경우 다음 동작까지 기 상태이며, 기  온도보다 

과했을 경우 쿨링팬이 동작하여 스마트팜 내부 온도를 

낮춰줬다.

그림 7.  쿨링팬 사진
Fig. 7 Photo of cooling fan

 Humidity

Sensor Value %

Air 1003 ~  1015 1 ~  2

Dry Soil 820 ~  880 14 ~  20

Wet Soil 500 ~  510 50 ~  51

Water 250 ~  346 66 ~  70

표 1. 환경에 따른 토양 습도 측정
Table 1. Soil humidity according to environment

이를 통해 자동모드 작동 시에 온도 값의 변화에 따라 

쿨링팬이 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워터 펌 에 

의한 토양 습도 변화를 토양 습도 센서로 측정하여 식물 

성장에 한 습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 다. 물속, 공

기 , 건조 상태의 흙, 젖은 상태의 흙을 각각 토양 습도 

센서를 통해 측정된 토양의 습도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

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에서 워터 펌 의 작동 기 을 설

정하 다. 

 

그림 8. 워터 펌  동작 사진
Fig. 8 Photo of water pump

그림 8과 같이 자동모드 작동  센서로부터 아두이노

에 입력된 습도 값의 변화에 따른 워터 펌 의 작동 여부

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습도가 15% 과일 때 

워터 펌 는 미작동하고, 15%일 때는 동작 기 상태, 

15% 미만일 때는 워터 펌 가 작동하 다. 이를 통해 자

동모드로 동작 시에 습도 값의 변화에 따라 워터 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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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스마트팜 외부, 즉 자

연환경에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조도 값 정도를 시간 단

로 측정하여 식물 성장에 정한 햇빛의 조도 값을 측

정하는 실험을 하 다. 조도 센서를 사용하여 실외에서 

햇빛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식물 성장에 한 조도는 

13 ~ 18시의 경우, 70% 이상의 조도 값을 유지했고 19시 

이후부터 조도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에서 조도 값이 70% 미만일 경우에만 

LED가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9. LED 가시 선 장
Fig. 9 Wavelength of LED visible light

 그림 9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LED의 장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9의 가시 선 장 특성에서 식물 

성장에 가장 우수한 성장 특성을 갖는 가시 선 장으로 

660(nm)를 지원하는 LED룰 선정하 고 량 으로는 식

물 합성  생육 진에 용이한 색 과 청색 을 합

친 자색 으로 선정하여 조도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10.  LED 동작 사진
Fig. 10  Photo of LED

자동모드 작동  센서로부터 아두이노에 입력된 조도 

값의 변화에 따른 LED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 다. 그림 10과 같이 실험을 통해 조도 값이 70% 과

일 때 LED는 미작동하고, 70%일 때는 동작 기 상태, 

69% 이하일 때는 LED가 동작하 다. 이를 통해 조도 값

의 변화에 따라 LED 동작을 확인하 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팜”이라는 자동제어 식물 성

장 시스템을 연구하 다. 스마트팜은 크게 온도, 습도, 조

도를 받아들이는 센서부와 여기로부터 나온 값들에 의해 

제어부인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출력 특성을 제어하 다.  

스마트팜을 좀 더 편리하게 제어하기 하여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원격으로 제

어할 수 있도록 하 고 식물 성장에 용이한 환경으로 확

인된 온도 20℃, 습도 15%, 조도 80%을 설정하여 동작특

성을 연구를 진행하 다. 온/습도  조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연구를 통하여 사람이 지속 으로 식물을 리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제어 상을 늘리고 동작 특성도 개선하기 한 지속 인 

성능 개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논문은 “2021년 철학술 회 우수논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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