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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ED 식물공장과 연계하여 식물재배를 환경을 제공받고 사용자는 원격으로 식물재배에 참여

함으로써 개인 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

들을 통해 식물의 생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식물생장에 필요한 재배환경을 원격으로 조정함으로써 식물재배  수

확에 한 리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 다. 한편, 식물공장은 유휴의 공간을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유료 분양함으로

써 일정한 소득원을 확보하게 되어 상호 이득이 되는 구조를 제안한다. 결론 으로 본 논문은 아두이노와 안드로이

드 애 리 이션(앱)을 이용하여 원격 식물재배 탁시스템의 시작품을 제작하여 보임으로써, 제안 시스템의 실 가

능성을 보이고 향후 이를 이용한 LED 식물공장의 화  사업 역확장에 기여 할 것이다.

키워드 : 원격식물재배, 아두이노 시스템, IT 융합 취미, LED 식물공장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can provide a environment for plant cultivation in 
connection with LED plant factories and enable users to participate in plant cultivation remotely to engage 
in personal hobbies. The proposed system can monitor the growth conditions of plants through various sensors 
and remotely adjust the cultivation environment required for plant growth through the Arduino system, so that 
users can feel the satisfaction of plant cultivation and harvesting as a hobby. On the other hand, we suggest 
a mutual benefit structure for plant factory and users by securing a certain amount of income source to 
factory, by paying the idle space to the individual online. This paper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by making the prototype of the remote plant cultivation consignment system using the 
Arduino and Android application(App.), and contributes to popularize the LED plant factories and expand the 
business area in future.

Key Words : Remote Plant Cultivation, Arduino system, IT Convergence Hobby, LED Plant Factory

1. 서론

기후  자연환경에 향을 받는 농업분야에 원, 온

도, 습도 등의 재배조건을 인 으로 제어함으로써 환

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식물공장(plant factory)이 최

근 국내·외 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1-2].

한, 사물들 간에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

유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농업의 식물생육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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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노력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3-5]. 특히, 농산물 재배시설의 온도, 습도, 

일사량, CO2농도  토양환경 등을 다양한 센서로 측정

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육환경의 제어장치를 

원격으로 구동시키는 스마트 팜(smart farm)이 차 각

받고 있다[6-7].

한편, 최근에는 정성스럽게 식물을 키우는 반려식물의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취미로 자리 잡고 있

으며 사용자에게 정서안정과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식물 생육 리에 

IoT 기술을 목시키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스마트 화분과 같이 일부는 상용화되기도 하 다[8-10].

하지만, 기존 시스템  기술들은 문제 과 한계 을 

가지고 있는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  LED 식물공

장은 기설비투자비, 운 비  에 지 과소비로 경제

성과 환경성에 있어서 낮은 수를 받고 있다[10]. 스마

트팜의 경우에는 규모 도시농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는 규모와 비용 면에서 

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IoT와 목된 원격 식물 리 

시스템은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식물환경의 원격제어를 

제공할 뿐 식물생장에 필요한 농업의 문성 확보  취

미로써의 품종 다양성과 재배 용이성 제공 등의 사용자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다.

이러한 기존기술의 한계와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LED 식물공장을 활용하여 탁생산의 형

식을 도입함으로써 웹, 스마트폰  아두이노 모듈을 이

용한 취미용 원격 식물재배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앱을 설치한 소비자는 탁 식물재배 업체(LED 

식물공장)을 선택 후 기르고 싶은 품종의 식물을 선택하

여 탁계약을 채결한다. 이후로 사용자는 웹으로 LED 

식물공장의 서버에 속함으로써 탁한 애완식물의 생

장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생장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식물공장은 사용자에게 농업 문가로써의 조언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LED 식물공장이 제공하는 생장시

스템을 활용하여 식물을 키우는 재미와 보람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면 식물공장의 원

격 재배하던 식물을 주인에게 배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상의 공간에서 재배하고 실제 공간에서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 으로 LED 

식물공장에게는 취미용 식물의 탁재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 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 

2. 기존 기술

2.1 스마트 LED 식물공장 (Smart Farm)

LED 식물공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이란, 작물의 

정식부터 수확까지 내부의 온도, 습도, CO2, 배양액의 PH 

등의 환경정보와 작물의 엽온, 엽면 , 수량과 당도 등의 

생육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업 문가의 문지식

과 목시킴으로써 최 의 생육설정 리를 하는 시스템

을 말한다[6-7].

Fig. 1. Keywords for Realizing Smart Farm [7]

농업분야의 스마트팜 실 은 IT 원천기술  기본 인

라가 발달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그림 1의 주

요 키워드인 환경조성, 원천기술, 응용기반, 활용네트워

크, 용분야로 구분하여 집 투자 한다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7]. 

하지만, 국내 농가의 부분이 세하고 첨단 IT에 

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부족  최  생육환경 설정모형

의 미비 등으로 규모 기술도입 투자 비 성과창출의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운

되는 식물공장의 황을 바탕으로 한 경제 , 환경  

측면에서 시설재배 식물 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는 부정 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 다[10].

2.2 아두이노 기반의 원격 식물 관리 시스템

일반 도시민을 무 심이나 리소홀로 식물을 죽여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식물 기르는 것을 두려워한

다. 따라서 바쁜 도시민에게 ICT 기술을 원 활동에 

목함으로써 취미로서의 식물 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

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오 소스를 기반으로 손쉽게 마

이크로 컨트롤러를 조정하는 로토 타입의 랫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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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노(Arduino)가 소개됨에 따라 아두이노 기반의 원격

식물 리 시스템이 등장하 다[8-12]. 

기존 식물 리 시스템은 그림 2과 같이, 아두이노와 

온·습도센서, 센서, CO2, PH 센서 등을 이용하여 식물

재배용 화분의 상태를 측정하고 통신모듈(Bluetooth, 

Ethernet shield)과 물펌 , LED, 카메라 등을 연결함으

로써 사용자로 하여  취미용 식물의 원격 모니터링  

원격생육 리의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제안된 방식

은 리가 소홀하기 쉬운 집안의 식물을 원격으로 물을 

주는 정도이므로 취미 상 식물의 종류에 한계가 있고 

농업 인 문지식의 부재로 최 의 상태로 식물생장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 이 존재한다.

Fig. 2. System Structure of Remote Planting Management 

System based on Arduino [8]

그러므로 기존 기술들이 가진 단 을 보완하기 하

여, LED 식물공장이 취미식물의 탁재배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다양한 품종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문 인 농업지식을 목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  

최상의 식물재배를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사용자가 원

한다면 최종의 결과물을 본인 혹은 타인에게 선물로 배

송이 가능하다는 온·오 라인(On/Off line) 목의 장

도 가진다.

3. 제안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집에서 식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LED 식물공장에 자신이 원하

는 식물을 지정하고 탁하여 재배하는 것이다. 특히, 식

물공장에 공간을 할당받아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으로 생

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여 취미로서의 식물 키

우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3.1 LED 식물공장의 위탁재배 시스템 

그림 3과 같이 먼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앱

(Application)을 설치하고 그곳에 등록된 LED 식물공장 

에 하나와 탁재배 계약을 한다. 다음으로 계약된 식

물공장에 속하여 자신이 키우고 싶은 식물을 선택하고 

식물공장의 재배공간을 임 하여 종을 의뢰한다. 이후

로 사용자는 웹으로 LED 식물공장의 서버에 속함으로

써 자신의 식물의 생장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생

장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식물공장은 사용자가 애

완식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문 농업지식과 노하우를 알

려주고 식물이 시들지 않도록 리해 다. 소비자가 원

하면,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재배된 결과물을 택

배로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희귀한 애완식물을 문

인 농업 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키우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동시에 LED 식물공장은 농한기에 사용자에게 

잉여의 공간을 임 하고 탁 식물재배업을 수행함으로

써 추가 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

Fig. 3. Flow Chart for the Service Process(Scenario) of 

the Proposed System

3.2 사용자의 취미용 원격 식물재배 시스템 

제안하는 원격식물재배 시스템은 LED 식물공장과 

탁 식물재배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작동한다. 그림 4

와 같이 식물공장은 여러 개의 재배 실에 조도, 온·습도, 

PH, CO2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재

배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송신 데이터양을 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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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시간 동 상 신 일정간격으로 식물의 생장모습을 

은 사진을 송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한 식물공장

은 홈네트워크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로 부터 인터넷 

속을 통해 자신의 임 공간에 연결된 각종 생장반응기

(물펌 , 온도조 기, 환풍기, PH 양액 공 기)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든다.

Fig. 4.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4. 애완식물의 원격 위탁 재배 

시스템구현

본 장에는 최근에 리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아두

이노 기반의 시스템 제작 방법들[11-14]을 참고하여 원

격으로 애완식물을 탁 재배하는 모델을 구 하 다.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센서와 동작모듈, 마이크로 컨트롤

러와 통신 모듈들을 활용하여 H/W 시작품을 제작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생성하여 스마트폰으로 원격 모

니터링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4.1 아두이노 기반 원격 식물재배 H/W 구현 

그림 5는 아두이노에 기반을 둔 원격식물 재배시스템

의 아두이노 H/W 연결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무선통신 

부분을 살펴보면, 공장 리자가 LED 식물공장 내부의 

생장제어기를 원격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Bluetooth 통

신 모듈과 탁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식물공장 내

부의 생장제어기에 속하기 한 WiFi 모듈(Ethernet 

Shield)로 구성된다. 우선, 사용자가 외부에서 자신이 

탁한 식물이 어떠한 생장환경에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하여 온·습도, 토양수분, 조도, CO2 센서와 카메라 제어모

듈을 장착한다. 둘째로 외부에서 LED 식물공장에 탁

한 식물을 원격으로 조정하기 하여 LED 구, 기 팬

(환기/습도조 용), 물펌  등을 릴 이에 연결하여 아두

이노 보드와 속시킨다. 

그림 6은 그림 5에서 나타낸 아두이노 기반 H/W 연결

도에 따라 다양한 센서와 도작모듈을 아두이노 보드에 

실제로 연결하여 시작품을 구 해본 모습니다.

Fig. 5. Arduino based H/W Composition for the Proposed 

System

그림 6의 아두이노 기반의 LED 공장을 활용한 원격 

식물 리 시작품의 동작을 살펴보면, 조도센서와 온도센

서를 바탕으로 릴 이에 연결된 LED등을 3단으로 조정

하도록 구 하 다. 토양수분 센서를 이용하여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면 물펌 를 이용하여 수분을 토양에 공

하게 장치하 다. 온·습도 센서와 CO2센서를 이용하여 

습기와 CO2 농도가 과다한 경우 기 환풍기를 이용하여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정하도록 하 다.  

Fig. 6. A Prototype of Remote Cultivation Consignment 

System for LED Plant-factory

4.2 안드로이드 기반 식물재배 S/W 구현

그림 7부터 그림 9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원격식물 재

배시스템을 한 앱(Application)을 스마트폰에 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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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먼 , 그림 7은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고 그곳에 등록

된 LED 식물공장과 선호하는 애완식물을 선택하는 화면

이다. 향후 DB 로그램과 연동하여 국 소재의 LED 

식물공장과 그곳에서 재배 가능한 식물의 리스트를 제공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  다양한 식물을 합리 인 가격

에 탁재배 가능하도록 할 정이다.

Fig. 7. A Screen Shot of the Proposed Application for 

User Enrollment with LED Plant-factory 

Registered in Advance

그림 8은 사용자가 요청한 식물공장과 탁재배 계약

이 완료된 후, ROOM1이라는 공간을 할당받고 그곳의 

식물 생육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로그램이다. 애완식물

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온도, 습도, 조도, CO2 농도의 정

보뿐 아니라 실제로 자라고 있는 식물의 모습을 사진의 

형태로 송받을 수 있다. 

Fig. 8. A Screen Shot of the Proposed Application for 

User’s Remote Plant Monitoring from the 

Various Arduino Sensors

Fig. 9. A Screen Shot of the Proposed Application for 

user’s Remote Plant Controlling to the Various 

Response Modules

그림 9에서는 그림 8의 원격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사

용자가 식물재배에 필요한 환경을 조정하는 화면을 나타

내었다. 물 펌 의 구동을 통한 수분공 , LED 라이트의 

3단 조정, 기 환풍기의 동작 조정 등을 수행한다. 향후, 

사용자가 LED 식물공장 내 ROOM1 환경의 온도도 자동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동 온도설정의 탭을 마련해 놓

았다. 

이상과 같이 LED 식물공장과 연계하여 애완용 식물

을 탁하여 키우되,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원격 속하

여 생장 모습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원격으로 

생장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체 인 알고리즘

을 제시하고 시작품으로 실제 제작하 다. 한, 아두이

노 기반의 H/W 제작  안드로이드 기반 S/W의 로그

래 을 통하여 향후 제안한 시스템이 충분히 실  가능

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외롭고 고독한 인들의 정신  

안을 제공하기 한 취미생활로서의 사이버 애완식물 기

르기를 LED 식물공장의 농업기술과 공간을 빌어서 실시

하는 방법에 해 기술하 다. 아두이노 보드에 감지센

서  동작모듈을 연결하고 통신모듈로 스마트폰에 연결

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앱을 통하여 사용자는 언제 어디

서나 식물공장에 속하여 원격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음을 보 다. 결론 으로 제안 시스템을 통해, 오 라

인의 LED 식물공장과 온라인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가상

공간에서 연결함으로써, 식물공장은 유휴 공간으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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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업 역을 개척할 수 있고 사용자는 안정 인 생육

환경에서 자신만의 희귀한 애완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길

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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