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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 인터넷은 여러 산업분야에 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사물들 간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되면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실 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에서의 사물 인터넷 융합은 

스마트 농업으로의 확 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해 농림축

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 팜 확산 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농업 

융·복합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스마트 농업의 발  모델을 제시한다.

• 주제어 :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팜, 스마트 농업, 센서, 센서 네트워크

Abstract   The IoT has attracted attention as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are applied to various 

industries and create new services. The IoT can utilize existing network technologies to create services 

by providing Internet connection between objects. Objects Personalized services can be created by 

collecting various data using the IoT. In the field of agriculture, we are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through the use of the IoT, and the convergence of IoT in agriculture is 

pushing for smart agriculture. In Korea,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preparing 

measures to spread smart farms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using IoT technology. Therefore, 

we propose the development model of smart agriculture in the future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IoT 

based o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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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업 시설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농작물의 생장 환

경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농장을 스마트 팜이라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 팜을 이용한 농장에서는 농작물의 

생장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

장보다 노동력은 게 들고 생상성은 제고할 수 있다[1]. 

이러한 스마트 팜에서는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리하기 

해서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용된다[2, 3].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사물 인터넷이란 여러 장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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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서비스하는 것으로 M2M, IoT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정의는 여러 표 화 단체에서 다양한 의미의 내용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종합해서 정리하면 인터넷에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다양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술을 의미한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데

이터가 수집되면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기술과 컴퓨  기술의 발  

 보 으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것으로 측된다[4, 5, 6, 7].  농업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실 과 경쟁

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에서의 사물 인터넷 융합

은 스마트 농업으로의 확 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농업 융·

복합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스마트 농업의 발  모델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국내 농업 융·복합 정책에 해 분

석하고 3장에서는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에 해 분석

한다. 4장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농업 융·복합 사례 

분석을 하고 5장 결론에서는 향후 스마트 농업의 발  모

델을 제시한다.

2. 농업 융·복합 정책 
국내에서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 팜 확산 책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계획으로 농림축산식

품부에서는 시설원 의 화를 해 ‘17년까지 4,000ha

를 스마트 팜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축산

분야에서는 ’16년부터 한우, 젖소와 같은 가축의 생장

환경에 핵심이 되는 착유기, 포유기 등을 지원하여 스마

트 축사로 개선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ICT 융·복합 첨단 

온실을 지원하는 산을 확 하여, ‘16년부터 시설원 품

질개선사업 산의 60%를 ICT 시설  장비 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스마트 팜 확산을 한 주요 내용

이다[8].

Major 
challenge Contents

Expansion of 
Smart Farm

- Increase farmer productivity 30% by 
expanding smart farm distribution

Korea smart 
farm 

development

- Development of smart farm optimized for 
environment of medium and small sized 
horticulture industry and pig farm, and 
development of optimum growth 
management software through big data

ICT 
convergenc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 Training ICT convergence manpower
-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system of 

smart farm device
-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on-site 

support team
- Expansion of practical ICT education farm 

opera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dvanced practice room

- Expert consulting support for Smart Farm 
installation

- Improved smart farm post management and 
maintenance support

Fostering 
Smart Farm 

Export 
Industry

- ICT convergence company support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port 

Council for overseas expansion of korea 
smart farm

- Regular seminars for exchanging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cademia, and companies

<Table 1> Main contents of ICT Fusion Smart Farm 

3. 사물 인터넷 기술
3.1 사물인터넷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은 여러 산업분

야에 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술  하나

로 주목 받고 있다.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네트워크 기술

(WLAN, Bluetooth, ZigBee 등)을 활용하여 사물들 간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모든 사물을 언제 어디에서

나 연결된 상태를 지향한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에서 사

물은 사람의 개입 없이 실제 환경에서 사물들 간 통신하

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사물 인터넷은 기존의 사

물간의 통신을 지향하는 M2M(Machine to Machine)의 

개념을 확장하여 실 세계의 정보들이 상호작용하는 것

을 말한다. 사물 인터넷이 발 함으로써 기존 네트워크

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서비스를 구축

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시장 확   

발 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9, 10]. 

사물 인터넷에서의 핵심 기술로는 센싱 기술, 인터페이

스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 있다. 센싱 기술이란 온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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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O2 등의 환경 정보를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

술을 의미한다. 인터페이스 기술이란 특정한 기능을 수

행하는 서비스들과 연동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기 한 유·무선 네트워

크 기술을 의미한다.

3.2 센서 기술

농업에서의 센서 노드는 센서와 통신 모듈이 결합된 

구조로서 측정된 센싱 값을 통합제어기에 달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농업에서 센서를 이용할 경우 출입문 입구, 

온풍난방기 주변, 자   잡음 향권, 직사 선을 받

는 장소와 진동 가능성이 있는 기계에 센서를 부착할 때

는 센서의 측정값과 신호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

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업에서 사용

하는 센서 설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1].

Type Configurations

Temperature

 - It is the sensor that is the most basic 
sensor of the growth environment condition of 
the crop. The internal temperature has the 
most practical effect on the growth of the crop 
such as the growth of the crop.

Humidity

 - Humidity i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pests and diseases in crops. High humidity 
will increase the probability of pests and 
diseases. If the humidity is low, it will cause 
respiratory problems of the crops, which may 
hinder nutrient supply.

CO2

 - CO2 concentration can be used to measure 
the photosynthesis environment of a crop, that 
is, the environment in which photobleaching 
of the crop can be performed. When the CO2 
concentration is low, the growth rate of the 
crop is slowed because the crop can not 
breathe.

Soil moisture 
and 

temperature

 - It is a sensor that detects the humidity 
contained in the soil and measures whether 
the soil contains proper moisture for the 
growth of the crop.
 - A sensor that detects the temperature of 
the soil and measures the temperature suitable 
for the growth of the crop in the soil.

Soil
Information

 - It manages the fertilizer(nutrients) 
necessary for growing the crops, and 
simultaneously manages the fertilizer 
concentration and the salt concentration by 
using the data.

Nutrition 
information

 - Nutrient solution is the nutrient to be fed 
to the crop. Nutrient supply conditions are 
provided for each crop. EC, PH, and 
temperature sensors of the crops are used to 
measure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crop.

<Table 2> Facilities Horticulture Internal Sensor Types 

and Configurations

3.3 네트워크 기술

3.3.1 블루투스
블루투스(Bluetooth)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  하나로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한 표 이다. 그리고 작은 

력량과 비용, 그리고 경량화를 목표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블루투스는 IEEE 802.15.1로 명시되어 있다. 

블루투스는 2.45GHz의 ISM(Industrial Scientic and 

Mediacal) 역을 이용한다. ISM 역이란 통신 이외에 

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가정용 등과 같은 용도로 공동으

로 사용하기 한 주 수 역을 말한다[12, 13]. 

3.3.2 지그비 
IEEE 802.15.4 표 은 력, 가격, 낮은 송률을 

목 으로 하며 개인이나 가정의 범  안에 각종 기기 간

에 속 연결을 제공하는 통일 표 이다. IEEE 802.15.4 

표 에서 장치들은 세 가지의 무선 주 수  하나를 이

용한다. PHY 주 수 역은 868MHz, 915MHz, 2.4GHz

로 나 어져 있다. 유럽에서는 868MHz를 사용하고 미국

에서는 915MHz를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2.4GHz를 사용

하고 16개의 채 (11번 채  ~ 26번 채 )을 지원한다. 기

본 력은 0dBm으로 송한다[14, 15].

4. 사물 인터넷 기반의 농업 융·복합 
사례

4.1 국외 사례

네덜란드는 농업기술을 개선하는 ICT 기술 개발  

네트워크와 조직을 형성하고 농업을 효율화를 추진하여 

농업 발 을 목표로 하는 정 화사업(Programma 

Precise Landbouw)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4

년에 걸쳐 민  공동 출자에 기반하여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한 정 농업(Precision Farming) 로젝트 추

진하고 2011년 농업 분야를 포함한 9개 산업 역을 

선정하고, 총 15억 유로 규모의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유럽의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각종 사물 인터넷 

기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유럽 평균 비 5배 높은 

농업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특히 축산과 

화훼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온도, CO2, 

량 등을 자동을 리하는 하이테크 하우스 기술을 보

유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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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Smart Farm in Holland

일본은 농업에 ICT 기술을 용하여 농업 기계화   

편리성을 도모하여 수익을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2004년 u-Japan 략, 2011년 i-Japan 략 등의 ICT 

융·복합 정책이 추진되면서 농업에 유비쿼터스 기술 

용이 시도되었고 2010년 농업의 성장산업화 략의 하나

로 ʻ농업 6차산업화ʼ를 도입하 으며, 이를 제도 으로 뒷

받침하기 해 2011년 3월에 6차 산업 련 법을 제정하

고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농림수산성을 주축으로 농업 정보의 생성·유통 

진 략을 수립하고 농업 련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지능형 농작물 

생산 시스템, ICT를 활용한 농업 생산지도 시스템, ICT 

기반의 청과물 정보 유통 랫폼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 ICT 융복합 기술인 Smartagri 시스템과 

농정보 리시스템(Farm Management System)을 개

발하여 농업의 자동화 구 하 다. Smartagri 시스템은 

농업과 련된 여러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

육 환경을 최 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농정보 리

시스템은 이력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GIS 정

보와 융합하는 종합 리 시스템이다[16].

[Fig. 2] Examples of using Smart Farm with Smartagri 

System in Japan

4.2 국내 사례

국내에서도 시설원  분야를 심으로 ICT 융·복합이 

가능한 시설 화 면 을 ’17년까지 16,000ha로 확 하

고, 시설 화사업 산의 60%를 ICT 시설·장비 심

으로 지원하는 등 원  시설 화 사업을 ICT 확산 

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한 스마트 축사 확산을 해 기

존 시설이 노후화되어 스마트 팜 도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를 발굴하고, 축사시설 화시 우선 지원할 수 있

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더불

어 최근 국내에서는 KT와 GNA 농조합법인이 이슬송

이 스마트 팜을 도입하 다. 이슬송이 버섯 스마트 팜에

서는 기존의 표고버섯을 개량한 이슬송이 버섯을 량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이다. 이슬송이 버섯 스마트 팜에서

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이슬송이 버섯 재배에 

요한 온도, 습도, CO2를 자동으로 리하여 연  재배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이슬송이 버섯 스마트 팜에

서는 이슬송이 버섯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리하는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농장을 리할 수 있도

록 하여 버섯 농장 리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Fig. 3] Example of Mushroom smart farm

축산 분야에서는 양돈 농장에 ICT 시설 장비인 

CCTV, 가료빈 리기 등을 연계하여 PC 는 스마트 폰

을 이용하여 양돈 농장을 리할 수 있는 스마트 팜을 구

축하여 양돈 농장의 사료비를 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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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Livestock smart farm

5. 결론
정부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팜 

확산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가에서 스마트 팜

을 용하기 해서는 스마트 팜을 구성하는 랫폼에 

한 표 화가 필요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

마트 팜에 활용되는 핵심 센서기 13종에 한 단체표

이 TTA에 등록하 다. 농가에서는 스마트 팜에 합한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 팜을 구성하기 해서는 렴한 

가격에 쉽게 근할 수 있는 표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재 렴한 가격으로 사물 인터넷 센서를 사용할 수 있

는 기술로 오  하드웨어 랫폼인 아두이노가 있다. 

재 활발하게 오  하드웨어 랫폼인 아두이노를 이용하

여 산업분야에 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실

정에 합한 하드웨어 랫폼을 정립함으로써 국내 농가

의 스마트 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성화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오  하드웨어 랫폼을 이용

하여 농가에서 용할 수 있는 스마트 팜 모델에 해 연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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