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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농 은 고령화, 인구감소, 농경지 감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국

내에서는 농업과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 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스마

트 팜 시스템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비싼 구축비용, 시스템운  인력의 확보  교육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농가에 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환경에 합한 맞춤형 스마트 팜 기술개

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형 임베디드 장비를 기반으로 온실의 환경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설계

하고, 사용자가 쉽게 근할 수 있는 웹 어 리 이션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은 구축 비용

을 낮추고 스마트 폰을 통한 편리한 근성을 통해 스마트 팜의 보 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Our country of agriculture suffers problems such as aging, population decline, agricultural decline etc.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country, it is 

interest in Smart Farm System, a convenient and efficient system for the produc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ICT technology and agriculture. 

However, because of expensive construction costs and difficulty in securing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for Operating system,  they are struggling to 

spread the actual far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mart farm techniques suitable for such  customized domestic environment. This study 

designed a system for collecting environment date in a greenhouse based on the low-cost embedded devices, and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the Web 

application that a user can easily use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lowers deployment costs and is expected to increase largely the spread of 

Smart Farm it can be easily accessed by using the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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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농 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자연재해 등의 어려움으로 2015년 12월 1일 기

 농림어가는 123만7천 가구로 2010년 비 7.9% 감

소하 으며, 인구는 292만4천명으로 2014년 비 

16.4% 감소하 다. 한, 고령인구 비 도 체 인구

보다 2.9배 더 높게 보이고 있다[1].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 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와의 융합을 통해 효율성, 생산성, 편리성을 증  시

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이와 같이 농업과 

ICT의 융합 기술을 스마트 팜(Smart Farm) 는 미

디어 팜(Media Farm)이라고 한다. 스마트 팜으로 온

실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을 제

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산량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

다.

그러나 많은 뛰어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고가의 장비와 설치비용, 표 화된 시스템의 부재에 

의한 교육의 어려움, 다양한 온실의 형태에 맞는 시스

템보 의 어려움 등으로 농가에 스마트 팜의 보 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구축비용 측면에

서는 우리나라는 주요장비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기술력이 부족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발이 늦어져, 단  면 당 작물 생산량이 선진국인 

네덜란드 생산량의 반 수 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스마트 팜의 국내 기술력 확보  지화를 통해 우

리나라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기술의 도입이 시

하다[2].

본 논문에서는 가형 온실 환경  상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Pi Logger 시스템 구 을 한 

련 연구에 해 언 하 고, III장에서는 논문에서 제

안한 시스템의 설계와 기능에 해 설명하 다. IV장

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구 에 해 설명하고, 마지

막 Ⅴ장에선 결론  향후 연구를 서술한 후 마무리

하 다.

Ⅱ. 련 연구

2.1 국내 스마트 팜 동향

농업과 ICT와의 융합인 스마트 팜은 작물의 생산

단계부터 매단계까지 각 단계들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단계 별로 사용자에게 맞춤형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농활용법

을 작성하여 효율 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스마트 팜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온실에서는 각종 센서들을 통해 환경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를 바탕으로 양액기, 냉난방제어기 등을 제어하

여 최 의 환경에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1).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팜 농가 수를 늘리기보다는 

단  면 당 생산성 향상을 해 우리나라 환경에 알

맞은 맞춤형 스마트 팜 보 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농 진흥청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팜의 정착과 실용화

를 한 스마트 온실 정보 통신기술 기기  부품에 

한 단체 표 을 마련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스마트 팜 
Fig. 1 Smart Farm overview

2.2 농업 환경 센서 시장

국내에는 140여 개의 농 진흥청에 등록되거나 온

실용 환경 센서를 매하는 스마트 팜 련회사들이 

있다. 부분의 회사들은 환경 센서들을 수입하여 하

우징하고, 단순히 한 화하여 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보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 자

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진국들에 비해 

1) Smartfarmkorea.net (http://it.okd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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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 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국내에 보 된 센서는 부분 RS232 , RS485 시

리얼 유선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데이터 로거라는 

장비에 장한 후, 이를 컴퓨터로 옮긴 뒤에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러한 방법은 센서 배치에 제약이 있고 데

이터 분석의 간과정이 생긴다. 따라서 좀 더 자유스

러운 센서 배치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로거

(Data Logger)가 필요하다.

2.3 OSHP

최근 OSHP(:Open Source Hardware Platform) 분

야가 각 을 받고 있다. 용어가 뜻하는 것 처럼 무형

의 소 트웨어가 아닌 유형의 하드웨어를 공개하는 

것으로, 회로도와 그 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로그램

을 공개하는 것이다. OSHP의 표 인 기기에는 라

즈베리 이(Raspberry Pi)와 아두이노(Arduino)가 있

다. 

라즈베리 이는 신용카드보다 조  더 큰 사이즈의 

소형 컴퓨터(single-board computer) 성능의 회로보드

로 국에서 학교 컴퓨터 로그래  교육을 진하

기 해 개발되었다[3-4].

그림 2. 라즈베리 이 3 스펙
Fig. 2 Raspberry Pi 3 Spec

그림 2에서 실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입출력장치

를 연결할 수 있고, 이더넷 포트(Ethernet Port)가 있

어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다용도 입출력포트 

GPIO(:General Purpose Input/Output) 장치는 여러 

센서 장치와 연결이 가능하여 확장성이 매우 크다. 최

근 버 이 표1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최근에 버 3 

까지 출시하 다. 최신버 에서는 CPU와 RAM 성능

이 향상되었고, 무선 WiFi  블루투스 기능까지 내

재되면서 사물인터넷 시 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되고 있다. 한, 리 스, BMC, Arch, 

Window10 등 다양한 운 체제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 향력은 더욱 증 될 것으로 상된다2).

Pi 3 Pi 2 Pi B+

Introduction 

Date
2016-2-29 2015-2-2 2014-7-14

CPU
A53

@1.2GHz

A7

@900MHz

arm11

@700MHz

GPU

400MHz

Video 

CoreⅣ  

250MHz

Video 

CoreⅣ 

250MHz

Video 

CoreⅣ 

Core 4 4 1

RAM
1GB 

SDRAM

1GB 

SDRAM

512MB 

SDRAM

Storage micro-SD micro-SD micro-SD

Ethernet 10/100 10/100 10/100

Wireless

802.11n

Blootooth

4.0

none none

Video 

Output

HDMI

Composite

HDMI

Composite

HDMI

Composite

GPIO 40 40 40

Price($) $35 $35 $35

표 1. 라즈베리 이 버 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version of Raspberry Pi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싱 보드들 에서 라즈베리 

이를 선택한 이유  하나는 가격 인 부분이다. 표 

1처럼 버 이 증가하고 성능이 향상하여도 라즈베리

이의 가격은 35달러로 변함이 없다. 다른 부가 인 

장치들을 구매하더라도 100달러 내외로 구성할 수 있

어, 가형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매우 

합하다[5].

2) RaspberryPi Alters, (www.raspberryp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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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이
Fig. 3 Arduino & Raspiberry Pi

아두이노는 오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

이크로 컨트롤러이다[6]. 그림 3처럼 라즈베리 이와 

비슷한 크기로 보드의 회로가 공개되어 있어 호완용 

보드를 제작할 수 있다. 구나 쉽게 다양한 애 리

이션을 제작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한, 가격이 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 다양한 

환경데이터를 수집하기에 하다[7-8].

Ⅲ. Pi Logger 시스템

본 장에서는 온실의 환경 데이터와 상 정보를 통

해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로거 (Data 

Logger) 기능을 라즈베리 이 (Raspberry Pi)로 구축

하여 온실의 환경  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Pi Logger(: raspberry Pi data 

Logger)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구성에 

해 기술하 다. 한, 사용자가 상  환경 데이

터를 모니터링 할 웹 어 리 이션 구성에 해서도 

설명하 다. 

3.1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그림 4.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Fig. 4 System network diagram

체 인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기존의 데이터 로거는 RS232나 RS485의 유선통신방식

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센

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하 다. 각 센서

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내부 네트워크 속 Pi Logger로 

송하고 Pi logger는 데이터를 DB에 장하고 사용자

에게 웹 어 리 이션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여 다.

3.2  Pi Logger H/W & S/W 구성

그림 5. Pi Logger 하드웨어 구성도
Fig. 5 Pi Logger hardware diagream 

Pi Logger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라즈

베리 이 모델3부터는 블루투스와 무선 랜이 내장되

어 있어서 추가 으로 모듈을 장착할 필요가 없고, 최

 128GB 장용량까지 지원하여 기존의 환경데이터

뿐만 아니라 고용량 이미지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한 카메라 모듈까지 장착하고 있어 온실내부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작물의 생육이미지정

보를 장할 수 있다. 기존 온실에서 사용 이던 각

종 유선 센서들은 변환기를 통해 3∼5v로 변환하여 

Pi Logger에 데이터를 장한다.

그림 6. 소 트웨어 구성도
Fig. 6 Softwar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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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Logger의 소 트웨어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라

즈베리 이에 리 스 기반의 라즈비안을 설치하고, 웹 

서버를 구축하기 해 아 치를 설치하 다. 이썬 

기반의 장고 임워크를 설치하고, 아 치와 연동하

여 사용자에게 온실 환경데이터를 웹 어 리 이션 

형태로 제공한다. 한 생육정보 분석을 한 상 데

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송하기 해 스트리  서버

를 설치한다.

3.3  웹 어 리 이션 구성

표 2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웹 어 리 이션의 페

이지 구성  기능들의 요약이다.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여서 각 온실별 데이터를 구

분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추후 앙서버로 수집한 데

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메인 메뉴에서

는 실시간으로 받아온 환경 데이터와 온실 내부 상 

혹은 생육 데이터 수집을 해 설치한 카메라의 상

을 보여 다. 한, 실시간 페이지 메뉴에서는 받아오

는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 로 시각화하여 보

여 다. 분석 메뉴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

자가 원하는 설정 옵션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

여주는 페이지이다. 마지막으로 설정 메뉴에서는 환경 

센서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간간격을 설정하여 

상 센서의 캡쳐 주기  데이터 리 주기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Menu Function

Login User login page

Main
Monitoring in real time, the 

environment data and the video data

Real-Time

Graph

Visualization of environmental data 

being collected in the graph.

Analysis
Analyze the environmental data 

collected by type and time period.

Setting
Settings such as the data type and 

time lapse to collect the Logger.

표 2. 페이지 구성  기능
Table 2. Page structure and function

Ⅳ. 시스템 구

4.1 개발환경

체 인 하드웨어는 그림 7과 같이 라즈베리 이

에 생육정보 획득  모니터링용 카메라와 각종 환경

데이터 센서를 연결하여 기본 테스트 모형을 구축하

다. 기존 온실에서 사용 이던 센서들은 변환기를 

통해 라즈베리 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변환하여 데

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7. Pi Logger 하드웨어 구성 모형
Fig. 7 Pi Logger hardware structure Model

4.2 환경데이터 수집 구

그림 8. Pi Logger 스크립트 일 목록
Fig. 8 List of Pi Logger script files 

온실 환경 데이터의 수집을 해 라즈베리 이 

에 리 스 기반 라즈비안을 설치하고 리 스용 open 

TSDB와 Hbase를 설치하 다. 그림 8은 각종 센서 

데이터를 리하기 해 작성한 스크립트 일이다. 

상 정보의 획득 주기  센서 데이터의 장 주기,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 스트리  서버의 설정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무선통신  GPIO 핀을 통해 받아

온 환경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장함과 동시에 

웹 어 리 이션으로 송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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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스트리  서버 구

실시간 상은 라즈베리 이 카메라모듈을 활용해 

G-streamer 라이 러리를 설치하여 스트리  서버를 

구축하고, 스트리  상 포트를 개방하여 그림 9와 

같이 모니터링 가능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간격으로 재 상을 이미지로 장할 

수 있게 하 고, 작물의 생육 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9. 스트리  서버 구축 화면
Fig. 9 Streaming server deployment screen.

4.4 웹 어 리 이션 구

그림 10. 로그인 화면
Fig. 10 Login page screen

웹 어 리 이션의 구 을 해 본 논문에서는 

이썬 기반 장고 임워크를 설치하 다. 한, 센서

들을 웹에서 좀 더 쉽게 제어하기 하여 이썬으로 

임베디드 로그래 과 웹 페이지를 동시에 구축하

다. 그림 10은 로그인 화면이다. 아이디를 통해 온실

별 환경데이터를 구별하고, 추후 수집한 데이터를 

앙서버로 송하기 해 아이디를 부여한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그림 11의 왼쪽과 같이 실

시간 상이미지와 환경데이터를 보여주는 메인 페이

지로 이동한다. 재 카메라의 PT기능을 지원하기 

한 모터 제어부분은 개발 에 있다. Real Time 

Graph 페이지로 이동하면 그림 11의 오른쪽과 같이 

재시간의 환경 데이터 그래 를 보여 다. 사용자

는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 환경 제어장치를 조

작하고 최 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11. 실시간 상  환경데이터 그래  
화면

Fig. 11 Real-time video and environmental 
data graph screen

Ⅴ. 결  론

재 우리나라의 농 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상

이변 농경지의 감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국내에서는 ICT 기술과의 융

합을 통한 편리하고 효율 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스마트 팜(Smart 

Farm)이라 부른다.

그러나 스마트 팜의 구축에서 주요 장비들은 외국

산으로 이루어지며, 국내 기술력의 부족으로 시스템 

설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 농민들에 한 시

스템 활용 교육의 어려움과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맞

춤형 스마트 팜 보 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농가

들에게 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비의 국산화, 사용자의 근성 증가, 우리

나라 기후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의 보 이 시 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형 임베디드 라즈베리 이를 활

용하여 데이터 로거를 만들고, 기존 환경 데이터와 온

실 감시  작물의 생육 이미지 상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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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장하여 사용자들이 웹 어 리 이션 형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연구의 결과로 요 장비  시스템의 설치비용

을 감시키고 사용자의 근성을 증가시켜 농가 보

의 확산을 진 시킬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스트리  상의 지연 상

(delay)을 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근성을 높이

기 해 웹 어 리 이션의 개선  추가 기능의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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