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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반려 식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화분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스마트 화분 시

스템에서 문제 들이 보 고, 이를 연구를 통해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

여, 자동 충 이 가능하고, 보자나 아이들이 친 감을 가지고 식물을 기르기 합한 시스템을 제안

한다.

(그림 1) 2014년 생활시간 조사결과

1. 서론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된 시스템이다. 사

물 간 상호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생산, 가공하고, 알고리

즘을 통한 의사결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각각의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며, 사용자의 

임의 조작을 통해 사물의 행동을 제어한다. 스마트 화분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센서를 이용하여 토양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상태 모니터  제어 

환경을 제공하는 화분 시스템이다.

 인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반려 식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림 1은 인들의 시간 활용비율을 그

래 로 보여 다[1].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인들의 

자유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 여가 시간의 부

족에 따라 인들은 동물보다 상 으로 손이 덜 가는 

식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2],[3]. 그러나 짧은 시간

의 투자와 은 정보만으로 식물을 기르는 것 한 쉽지 

않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시간과 양을 결정하고, 재 식

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인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한, 장기간의 외출 는 여행 

등으로 애완용 식물을 제 로 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해 다양한 화분 리 시스템들이 등장

하 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따른 자동 수 시스템이나 

조도센서를 이용해 빛을 찾아가는 이동식 화분 시스템, 센

서타입의 삽입 형 식물 생장상태  토양의 상태를 알려

주는 화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보 되고 있으나, 이는 

식물의 정확한 생장 상태를 악하기 어렵거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 이 존재한다. 

1) 본 논문은 2017년 한이음 ICT멘토링 로젝트의 결과

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과 함께 기존의 문

제 들을 해결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화분 시스템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태양  패 을 이용한 자

동충  기능과 디스 이를 통한 식물의 상태 확인 UI환

경을 제공하여 보자나 아이들이 애완식물을 기르기에 

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2. 련연구

   이동식 인공지능 화분 시스템[4]은 식물 성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식물공장을 소형화하 고, 이를 구성하는 센서들

의 알고리즘과 웹서버를 통해 아두이노에 원격으로 명령 

제어를 내리는 시스템이다.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조도센서

와 모터를 이용하여 빛이 밝은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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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arrot pot 하드웨어 디자인

(그림 2) planty 하드웨어 디자인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온습도센서를 사용하여 데이터 값을 웹서버로 넘겨받아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단 후 물주기 펌 를 원격 

제어하여 수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방식은 화

분 상단에 치한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여 정확한 토양상

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정확한 수 단이 어렵

다. 한 스마트 화분의 사용을 해 별도의 충 이나 유

선 충 식 사용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하

다.

  센서형 화분 모니터링 시스템[5]은 센서를 화분에 설치

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시스템이다. 토양 수분 센서와 온도

센서, 조도센서로부터 값을 받아 서버로 송한다. 앱을 

통해 서버 근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장환경을 

단하여 알림을 주고, 한 조치를 제안한다. 이 시스

템은 기존 스마트 화분은 식물이 성장해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화분 형

식이 아닌 렴한 가격의 센서 형식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일반 인 토양 수분 센서와 온도 센서는 부식이 단기간에 

일어나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여러 번의 센서 재 

구입이 상된다.

  시제품으로 매 인 Planty[6]는 센서 내장형 스마트 

화분으로 토양 온습도 센서와 조도센서가 내장되어있다. 

이 방식은 센서의 부식 험이 있으며, USB를 이용한 유

선 충  형식으로 USB 원 선을 꽂은 채 사용해야한다. 

이는 식물을 외부에 두는데 어려움을 주며, 한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Parrot Pot[7]은 planty와 같이 시제품으로 매되고 있

는 스마트 화분으로 AA 건 지 4개로 사용이 되고, 센서 

내장형 화분이다, 토양 수분 센서와 비료 벨센서, 센서, 

온도센서가 내장되어있다. 센서로 얻어진 값들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건 지 

교체의 번거로움이 있고, 센서 내장형으로 센서 부식의 

험이 있다. 한, 블루투스 통신으로 집 밖에서의 식물 모

니터링 근에 어려움이 있다. 

3. 시스템 구성  구

  기존 스마트 화분 시스템의 문제 들을 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스마트 화분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태양  패 을 통해 자동 충 이 가능하고, 토양 

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토양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여 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UI환경을 제공한다. 

토양 습도 센서의 부식을 방지하기 한 반 구  토양 

습도 센서[8]를 사용하고, 이를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제

어  자동 제어를 지원한다. 

  그림 4는 제안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 다. 제안 시스템

은 크게 센서, 엑 에이터, MCU 부분으로 구성한다. 

MCU는 라즈베리 이 두 와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클라

이언트부와 서버부로 구성하 다. 라즈베리 이와 아두이

노를 클라이언트부에 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

의 동작 명령을 기반으로 액추에이터를 제어한다. 서버부

에는 라즈베리 이에 웹 앱과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구 하 다. 

  센서부의 토양 습도 센서와 온습도 센서는 라즈베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토양 습도 센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쉽게 부식이 되지 않아 내구성이 좋은 토양 

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토양의 수분 상태를 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 펌  동작 제어를 통해 수한다. 온습도센서

를 통해 식물 주  온습도를 측정하여 식물의 생장환경의 

정성을 단하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여러 개의 조도 센

서 값을 이용하여 가장 밝은 빛이 있는 곳의 방향을 확인

하여 화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 다. 화분의 이동을 해 

화분 면과 후방에 음  센서를 부착하여 장애물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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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도록 모터를 제어하 다.

  서버부의 데이터베이스는 수집된 센서 값들을 장 

리하여 웹 앱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웹 앱

은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읽어온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자

가 모니터나 모바일 기계를 통해 식물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태양  패 을 보조 배터리와 연결

한 후, 화분 면에 부착하여 따로 충 이 필요 없는 태양

을 이용한 자가 충 식 시스템을 구 하 다. , 화분 

면에 디스 이를 부착하여 식물의 상태를 표정으로 

표 한다.

  본 시스템은 그림 4에서와 같이 MinT(Middleware for 

Cooperative INteraction if Things) 임워크[9]를 사용

한다. MinT는 사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IoT미

들웨어 랫폼으로,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장치의 랫

폼을 지원한다. 이를 이용하여 센서들의 동작을 구 하

다.

4. 결론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는 기 의 온습도, 토양의 온습도 데이

터를 이용해 수를 단하여 수동 혹은 자동으로 수가 

가능하고, 조도센서, 음 센서, 모터를 이용하여 빛을 찾

아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화분 시스템을 제안하

다. 웹 앱을 통한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식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제안 시스

템은 태양  패 을 이용하여 보조배터리에 충 이 가능

함으로써, 별도의 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

의성을 증 시켰다. 한, 화분에 디스 이를 부착하여 

사용자와 식물간의 친 감을 높 다.

  본 논문의 제안 시스템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용자의 심리  안정  기분 환효과를 기 하며, 이와 

련하여 인의 삶의 질 개선을 기 한다. 한, 이러

한 반려식물의 활성화를 통해, 유기 동물의 감소를 기 한

다. 한 본 시스템은 우울증 치료  혼자 사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에는 사용자와의 친 감을 더욱 높이기 해, 얼굴 

혹은 목소리 인식을 통해 주인을 알아보는 애완동물과 유

사 행동 시스템을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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