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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인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부족 문제가 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산업 인

구 감소 등 지속가능성 기를 해결하기 해 농업과 ICT를 융합한 첨단 스마트팜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기존 스마트팜은 개별 가격경쟁력이 낮은 작물 주로 재배하고 있다. 식품 소비구조가 고 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팜 시스템 한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재배를 한 최 화

가 필요하다. 이를 해 새싹인삼(새싹삼) 재배에 특화된 컨테이 형 스마트팜 환경설비를 구축하고 ICT 융합 

통합 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이를 통해 ICT와 농업, 최신 기술과 농사의 융합으로 첨단농업생산 

구   미래융합 신산업 선도가 가능하다.

ABSTRACT

Amid the global population growth and climate change, high-tech smart farm technology that combines agriculture 

and ICT is actively being researched in Korea to solve sustainable crises such as declining population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ies. Existing smart farms are growing mainly on crops with low price competitiveness. Food 

consumption structure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diverse, and as agricultural consumption patterns change, 

the smart farm system also needs to be optimized for growing high-value special crops. To this end, an integrated ICT 

management syste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by establishing a containerized smart farm environment specialized 

in growing sprout ginseng.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implement high-tech agricultural production and lead new 

future convergence industri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ICT, agriculture, and the latest technologies and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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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 할 것으로 상되

므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UN에서는 보고서를 발표하 다. 한, 기후변화는 식량

을 생산하는 재배환경을 변화시켜 안정 인 식량 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농·축산업 인구의 고령화, 은 층의 

농승계 인력난, 생산면 의 감소, 투자 축에 따른 소

득·수출·성장률 정체 등 지속가능성 기에 처한 농 문

제 해결안으로 스마트팜이 큰 주목을 받고 꾸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2]. 

ICT 기반의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생산기술은 우리나

라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4차 산업 명이 

농업과 ICT를 융합하여 기존 농업을 신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험에 의존하던 농업을 센서와 IoT, LPWAN 통

신 기술, 머신 러닝, 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작물의 생육을 

제어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3].

스마트팜은 농사기술에 ICT를 목시켜 농업과 ICT 

산업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편리성, 효율성을 증

하고 작물의 품질 향상과 농산업화를 해서 농업·가

공·유통·소비의 가치사슬 반에 걸쳐 정보를 활용하여 

각 단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  발 하여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4].

국내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재배품목은 토마토가 

37.9%로 가장 많고, 딸기 21.4%, 리카 17.9%, 오이 

7.9%의 순으로 주로 소비가 많은 작물 주로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량생산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스마트

팜의 규모도 형화되어 일반 농민은 쉽게 근하기 어려

우므로 기존 재배시설에 센서 등 일부 ICT 장비를 추가하

는 형태로 보 되고 있다[5].

국민 생활 수  향상으로 농산물 소비패턴은 고 화, 

간편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식품 소비구조가 고 화, 다양

화되면서 신선 채소  과실의 수요가 증 되고 있다. 농

산물 생산이 양(量) 심에서 질(質) 심으로 환됨에 따

라 스마트팜 시스템 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한 

최 화가 필요하다[6]. 

본 논문은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인 새싹 인삼(새싹삼) 

재배에 최 화되고 가의 보 형으로 제작이 가능한 스

마트팜 시스템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목표 작물 재배에 

최 화된 생육 환경 조성을 한 스마트팜 재배 설비  

환경제어 장치의 설계  구축에 한 내용을, 3장에서는 

안정 인 운 을 한 통합제어시스템 설계  구 에 

한 내용을, 4장에서는 스마트팜 시스템 용에 한 내

용을,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기술한다.

Ⅱ. 컨테이  활용 스마트팜 재배환경구축

2.1 표  규격 컨테이 (40ft) 활용 

기존 스마트팜은 기  공사와 별도의 내·외부공사가 

필요하고 공사인력의 견과 상주로 인해서 제조단가가 

높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해 제조사에서 제작된 후 

이동 가능한 표  컨테이 를 사용하 다. 한, 모듈형 

구성으로 그림 1과 같이 수평·수직으로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며 요구되는 규격으로 변경과 확장이 쉽다.

그림 1. 표  규격 컨테이  활용 수직, 수평 확장
Fig. 1 Expanding using containers

트럭을 활용하여 손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용 기

기를 통해 이동차량에 재를 할 수 있도록 철골 

임을 구성하고 컨테이 의 경량화와 단열 효과 증 를 

해 발포 스티로폼 소재를 사용하 다. 제어실과 재배실

을 별도로 구성하여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출입구를 이

화하여 환경제어 외부요인을 최소화하 다. 그림 2는 표

 컨테이 를 활용한 스마트팜 생육설비의 구축공간 설

계도이다[7].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재배를 한 보 형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745

그림 2. 표  컨테이 (40ft) 활용 스마트팜 설계
Fig. 2 Design of smart farms utilizing standard 

containers

2.2 모듈형 다단 재배 선반 설계  제작

새싹인삼의 생육을 한 재배 선반은 컨테이  공간을 

최 한 활용하기 해 분리, 확장, 이동에 유연하도록 모

듈형 다단식으로 설계하 다. 고가의 양육 선반 제작비를 

감하기 해 별도의 특수 재배 베드가 아닌 표  규격

의 스티로폼 베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 수 

등 생육 양분 공 을 한 설비, 환경제어  데이터 

수집을 한 ICT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7].

그림 3은 컨테이 형 스마트팜에 최 화된 모듈형 다

단 재배 선반의 설계도이고, 그림 4는 표  규격 스티로폼

을 재한 재배 선반이다.

그림 3. 모듈형 다단 재배 선반 설계도
Fig. 3 Design of modular multi-stage cultivated shelves

그림 4. 모듈형 다단 재배 선반
Fig. 4 Modular multi-stage cultivated shelves

2.3 새싹인삼에 최 화된 생육환경설비 구축

스마트팜은 재배작물 생육 환경 유지  양분 공

이 가장 요하며, 이를 한 생육환경구축설비가 제작단

가에 큰 향을 다. 이 비용을 감하기 해 기존 고가

의 양액 공  재배를 체할 수 있는 분무식 재배가 가능

한 수 설비를 구축하 다. 

온·습도 유지를 한 냉·난방 설비는 고가의 일체형 

공조기를 체하기 해 컨트롤러를 통해 통합제어가 가

능한 산업용 냉난방 유닛을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조 을 해 치별 환풍기를 설치하 다.

환경설비별 모니터링, 제어  최 의 생육환경 유지

를 해 설비별 컨트롤러를 개발하여 통합제어시스템과 

연계하 다. 그림 5는 컨테이 형 스마트팜에 구축된 생

육 환경 제어설비의 구성도이다.

그림 5. 새싹인삼 스마트팜 생육환경설비 구성도
Fig. 5 Diagram of smart farm growth Env system

새싹인삼은 LED 원을 이용하면 단기간에 잎, 기, 

뿌리의 생육을 진할 수 있으며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일 수 있다. 모듈형 다단 재배 선반 층별로 LED 원을 

배치하고 최 의 생육 제어 로직에 따라 On/Off 될수 있

도록 통합 제어기와 연계하 다. 

그림 6은 인삼재배에 특화된 색 (780nm)의 장

을 포함하는 역 LED 설비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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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색  역 LED
Fig. 6 Far-red light wide-range dimming LED

Ⅲ. 생육 환경 통합제어 리시스템 개발

3.1 스마트팜 통합제어 메인보드 설계  개발

통합제어 리시스템의 메인 컨트롤러는 Atmel社의 

ATMEGA128을 사용하 다. 8-Bit RISC 구조로 명령어

가 간단하며, 동작 속도가 빠르고 ISP가 가능하여 사용자 

정의 로그램  디버깅에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

으며, 타 MCU에 비해 매우 렴하여 생산원가 감이 

가능하다.

스마트팜 내 설치된 다양한 환경 센서 데이터를 수집

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달하고 제어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환경설비들의 제어를 

수행한다. 이를 하여 센서 인터페이스와 릴 이 등 제

어 신호 달을 한 고가용성, 확장성을 한 멀티채  

포트를 내장한 일체형 통합제어 보드를 설계  개발하

다. 그림 7은 통합 제어기의 메인 컨트롤 보드이다[9].

그림 7. 통합 제어기 메인 컨트롤 보드
Fig. 7 Integrated main controller unit

3.2 장  원격제어를 한 통합제어패  개발

통합제어패 은 작업자가 장에서 직 제어를 해 

스 치 형태의 제어 패 과 실시간 장데이터 확인이 가

능하도록 산업용 터치패  PC를 연계하여 일체형으로 제

작하 다. 모니터를 통해 작업자는 장에서 실시간 황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제어패 은 인터넷  IoT 기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하다.

통합제어 보드를 연계하여 환경설비에 한 제어 채

별 독립 원 사용으로 안정성을 높이고 고장 발생 시 

독립교체가 가능하다. 로그램 오류나 기타 고장 등의 

원인으로 원 On, Off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제어 장치의 과부하 험 방지를 한 보호회로를 

용하고 에러 벨 설계  응 상황 알림으로 사고 

험을 방지하 다. 그림 8은 장에 설치된 일체형 통합제

어패 이다[9].

그림 8. 일체형 통합제어패
Fig. 8 Smart farm integrated control panel

3.3 스마트팜 환경 데이터 수집을 한 센서

스마트팜 내부의 온도, 습도, CO2, 토양 내 수분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통합 리시스템이 

재 목표 생육 작물 환경 데이터값을 기 으로 최 의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주요 환경제어장치들을 통합 으

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센서 노드를 구성하 다. 사용자의 

제어방식에 따라 통신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 다[9].

3.4 통합 모니터링  제어 로그램 개발

통합 모니터링 로그램은 장용, 원격용으로 구분하

여 작업 상황에 맞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장에서는 통합제어패 을 통해 그림 9와 같이 황을 

확인할 수 있고, 원격지에서는 웹 는 모바일을 통해 그

림 10과 같이 실시간 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통

해 통합 제에 필요한 PC 등 추가 인 시스템 인 라 

비용을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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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제어 로그램은 재배작물의 최  생육 환경 유지

를 한 실시간 환경 센서 데이터를 기 으로 자동 제어

를 통해 환경 유지를 한 장치들을 제어하고, 작업지에

서의 수동 장 제어, 원격지 웹 는 모바일 제어로 작업

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로그램 오

류나 시스템 고장 등에 따른 운 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해 응  강제제어를 추가하여 가동 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 다.

그림 9. 장용 통합 제 로그램
Fig. 9 On-site integrated control program

그림 10. 원격지 통합 제 로그램
Fig. 10 Remote integrated control program

Ⅳ. 스마트팜을 통한 새싹삼 재배 실증

4.1 스마트팜을 통한 새싹인삼 재배

목표 작물에 최 화된 제어 로직과 농업기술원에서 제

공하고 있는 새싹인삼 생장 환경 래서피를 용하고 1년

생 인삼 묘삼을 스마트팜 재배 선반에 식재하 다[10]. 

발아기, 기 성장, 잎 성장, 수확기 과정의 약 50일간의 

생육 기간에 한 스마트팜 내부의 환경데이터  새싹인

삼에 한 성장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림 11은 생육 작

물 새싹인삼의 잎, 기 성장 측정 그래 이다.

그림 11. 생육 작물 기, 잎 성장데이터
Fig. 11 Growth data of ginseng sprout

일반 사이트에서 재배한 새싹인삼과 본 연구를 통해 

최 화된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스마트팜 재배작물과 일반 재배지 작물의 생장 크기를 비

교하 을 때 같은 기간 동안 기는 약 27%, 잎은 약 35% 

더 성장하 으며, 특품의 비율은 기존 비 22% 높아졌다.

표 1. 일반 재배지와 스마트팜 재배 실증 결과
Table 1. Growth Data of Ginseng Sprout

Type Before After

Stem 

Average Size
4.8㎝ 6.1㎝

Leaf Size

Average Size
16.4㎝ 22.3㎝

Specials Rate 51% 83%

Ⅳ. 결 론

본 논문은 일반 인 농민이 근하기 힘든 고가의 

형 스마트팜의 문제를 개선하고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에 최 화된 스마트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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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와 개발에 한 것이다. 

목표 재배작물의 최  생육 환경 구축을 해 표  컨

테이 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 활용을 한 배지 재배 선

반, 양분 공 을 한 용 LED 원  수 펌 를 

구축하 다. 내부 환경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센서를 

기반으로 최  생육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하는 

통합 리시스템으로 생육에 필요한 최 의 환경을 효율

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기 구축비를 감하고 생육 환경설비 구축비용을 최

소화하여 농가에 보 도 유리하다. 지속 인 실증 재배를 

통한 장 운  경험과 목표 작물에 생장 데이터 수집, 분석

으로 생산 목 에 맞는 최 의 스마트팜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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