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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 ICT 기반의 스마트 팜 설계를 제안한다. 현재 전체 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농촌인구의 

감소도 필연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날로 올라가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각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져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4차 산업

혁명에서 떠오르고 있는 ICT 기술을 활용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수집된 

자료의 관리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한 플랫폼은 SOA 서비스 레이어, 미들웨어 

레이어, 리소스 풀 레이어, 물리적 리소스 레이어로 구성된다. 각 레이어가 갖고 있는 하부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ICT 기반의 스마트팜 서비스는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만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 융합,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 식물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CT-based smart farm design. At present, the decrease in 

rural population is naturally inevitable due to the decrease of the total population. The economic 

burden on each farm grows with increasing labor costs. As a solution to this, the necessity of 

spreading smart farms using computing resources is emerging. The proposed system utilizes the ICT 

technology emerging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will use big data analysis to collect 

a large amount of data and propose a platform for managing collected data and providing efficient 

services. The proposed platform consists of SOA service layer, middleware layer, resource pool layer 

and physical resource layer. ICT-based smart farm service can reduce costs and be easy to install 

and manage because ICT-based smart farm service provides only necessary function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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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IT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ICT의 

활용이 활발하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

는 바이오 인포메틱스에서부터 뇌과학, 기후기상학, 지

리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제조업, 

파이낸스, 질병 치료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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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ICT 기술의 응용이 본격적으

로 수행되고 있다.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ICT 기술을 활

용한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센서에서 작물의 재배,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재배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작물을 자동적으로 관리하여 생성성과 품질이 증가

하였다. 일본의 경우, 식물은 재배하는 농장에서 습도, 

온도, 조도 등 센서를 통해 수집된 실내정보를 이용한 

스케줄링 소프트웨어로 토마토의 재배환경을 제어하고, 

인공광을 이용한 최적의 재배환경을 통해 농업의 공업

화를이루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1].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스마트 팜의 보급과 확산

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경쟁력 향상 및 시설 원예

농업 분야 ICT 활성화 방안, 에너지 이용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2016년 3월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 대책 발표이후 스마트 팜의 확산을 통해 농업의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중이다[2].

현재는 스마트팜의 도입 초기단계이므로 스마트팜에

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빅데이터인 환경 정보를 이용

한 최적의 재배환경시스템 모델에 대한 연구는 적다[3]. 

스마트 팜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농작물이 가

능하도록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환경제어시스템으로 실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서 발생하는 환경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농작물의 최적 재배 환경 설정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

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를 적용해 본다. 마

지막 4장에서 결론에 대해서 논한다. 

2. 이론적 배경 

2.1 ICT

ICT는 4차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Big Data,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이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IOT

라 불리우는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링크뿐

만 아니라 사람과 객체의 링크, 객체와 객체간의 연결

도 가능하게 한다[4]. ICT 기술은 유무선 인터넷, 유비

쿼터스 네트워크, 지능형 감지 네트워크를 적용한다. 인

터넷 레이어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게 되며 주로 어플리케이션의 액

세스를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유비쿼터스 레이어와 지능형 감지 네트워

크 레이어에서는 3G, LTE, RFID, NFC등의 기술을 이

용하여 raw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능형 감지 네트워크 

층에서는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지능적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ICT 기반의 컴퓨팅 원리

는 Fig. 1에서 볼 수 있다. 

Fig. 1. Computing management of based-on ICT

2.2 스마트팜

스마트팜이란 실내 혹은 실외에 있는 축사나 비닐하

우스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원격에서도 자동으로 농

작물과 가축의 생장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

업현장을 의미한다. 스마트팜을 농업 현장에 들여와 작

물 생장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최적

의 생장환경을 만들 수 있고, 노동력과 에너지, 사료 을 

기존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작물의 생산성 증가와 품질 

향상를 실현할 수 있다[5]. 이러한 근거로 농업분야와 

ICT 기술을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스마트팜이 주목받

고 있는 중이다. 

여러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미지 분석, 농업로

봇, 시설환경 제어, 적절한 농업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

야에서 ICT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포지셔닝시스템, 모델링 및 영상처리 

분석 등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황과 재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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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장단계별 최적 환경 설정, 농작물의 장해와 병해

충 조기진단 및 수량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6].

해외에서는 1950년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현

재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농업은 노지재배, 시설재배, 수경재배, 스마트한 식물공

장의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역특화작

물을 미래농업과 융합한 신 비즈니스 전략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험에만 의존하던 특화작물의 생

산을 IT 기술과 새로운 신기술을 바탕으로 식물공장에

서 생산하는 스마트한 첨단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7].

초기 스마트팜의 운영은 경제성 저하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다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일본, 미국, 독일, 네

덜란드, 벨기에, 중동 등에서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친환경이라는 중요성이 대두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으

로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팜의 기술 동향은 클

라우드기반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에

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ICT 기반의 인터넷을 통하

여 공유되고 관리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클라

우드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8].

국내에 도입된 스마트팜 제품은 주로 스탠드 얼론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어노드, 센서노드, 실내통합제

어기, 실내운영시스템 등의 장치들을 농장에 각가 설치

한 후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스마트팜 운영 방식이

었지만. 최근에는 기존 스탠드 얼론 중심의 스마트팜 

제품을 cloud 컴퓨팅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9-12].

2.3 기존연구

기존의 스마트 팜을 위한 시스템 설계 연구로는 [13]

은 스마트농업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모

바일 단말기와 관리 서버 PC를 통합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함과 동시에 단말기와 호스트간의 정보교환을 통

해 실시간 관계 의사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소개하였

다. [14]은 무선 센서에서 출력되는 실내 환경변수를 인

터넷 및 이동 노드로 전송하여 리얼타임 실내 모니터링

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5]은 독립된 원격 서버

와 통신하는 온실 구축에 들어가는 높은 설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게이트웨이에서 통합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

템을 설계하였으며, 이로부터 WSN과 인터넷을 결합한 

실시간 실내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6]은 효

율적인 정보 모니터링과 시설 구조물을 기계적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있는 작동 시스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ICT기반의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현하였는데 이 시스

템은 작물 생축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 변수를 조

정할 수 있었다. [17]은 WSN 기반의 온실 환경 모니터

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

픈소스 기술을 활용한 웹기반의 지능형 실내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 ICT 기반의 스마트 팜 설계 

3.1 시스템 구조

3.1.1 계층 구조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다음 네 가지 레이어로 

구성된다. 물리적 리소스 레이어, 리소스 풀 레이어, 미

들웨어 관리 레이어, SOA 레이어이다. 

물리적 리소스 레이어는 농업 정보와 관련하여 다양

한 종류의 서버, 메모리, 인터넷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물리적 리소스 레이어에서

는 ICT 환경으로 구축된 농업환경의 모든 데이터를 물

리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리소스 풀 레이어는 동일한 

종류의 많은 양의 리소스를 컴퓨팅 리소스 풀 및 데이

터 리소스 풀과 같은 리소스 풀로 만든다. 리소스 풀의 

구성은 물리적 자원의 통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이

종의 농업 정보 자원을 동일한 종류의 리소스 풀로 통

합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미들웨어 관리 레이어에서는 사용자 관리, 작업 관

리, 리소스 관리 및 보안 관리 등을 담당한다. 사용자관

리에서는 사용자 계정, 사용자와 서비스가 관리, 접근권

한, 사용자 환경설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작업관리는 작

업성능, 작업디스패칭,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이미지 관

리등을 담당하고 있다. 리소스 관리에서는 리소스 로드, 

오류발견, 오류복구, 모니터링 통계등을 담당한다. 보안

관리는사용자의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와 포괄적인 보

호를 담당한다.  

SOA 레이어에서는 표준 웹서비스로 캡슐화하고 서

비스 등록, 검색, 방문 및 Service 워크 플로우 구성을 

포함한 관리와 사용에 이용된다. Fig. 2에서 제안된 시

스템의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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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chitecture of Smart Farm based on ICT

3.1.2 농업정보적용

농업 정보는 수많은 raw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농업 생산의 특정 프로세스

에 대한 정보 관리가 가능해져 각각의 농업 시설 및 생

산 그룹에 의해 대한 생산 성능과 관련된 데이터의 분

석 및 계산,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 진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수학 모델링을 적용한 농업 

생산 시스템은 다양한 성장 프로세스에 다양한 관리적 

전략의 이점을 갖는다.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

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

며 농산물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공해 농

산물 생산 및 원산지에 대한 인증을 실현할 수 있다. 또

한 냉동 및 배송, 판매 등과 같은 물류 프로세스에서 품

질 및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패

턴 식별 기술을 사용하여 식물의 성장을 식별하고 다른 

감지 장비의 도움으로 식물 성장의 동적 모니터링도 수

행할 수 있다.

4. ICT 기반의 스마트 팜 적용 

현대 농산물 관련 ICT 기술은 주로 토양이 없거나 

실내에서 배양 및 배양 솔루션 제어기술, 인공 광합성 

기술, 성장 환경 제어기술(CO2 밀도, 습도, 풍압 및 속

도), 지능형 관개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식물 재배 환경은 시설 내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제

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매우 효

율적인 농업 시스템이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물의 습

도, 온도, CO2 농도 및 배양액을 자동으로 제어 하여 

자연 조건 제한이 없거나 거의 없어서 노동성을 절약할 

수도 있다. 

제안된 시스템 구조에서 물리적 리소스 레이어와 리

소스 풀 레이어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감

지를 위해 환경 센서, 바이오센서, GPS 및 RFID에서 

정보를 읽어 들인다. 예를 들어 조명 센서는 실시간으

로 빛의 강도를 수집하고 비디오 센서는 식물의 크기 

등을 모니터링 하여 발아기간, 성장기간 등을 식물 사

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식물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으로 알 수 있다. 

미들웨어 레이어에서는 아래 레이어에서 수집된 데

이터를 위 레이어인 SOA레이어에 안정적으로 전달한

다.  전달 과정에서 무선 광대역 및 멀티미디어 기술이 

원격 연결을 달성하는데 사용된다. 

근거리 전달을 위해 비접촉식 식별과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다. 주로 블루투스나 ZigBee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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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형 및 저비용 무선 네트워크가 적합하다. 

SOA 레이어에서는 태블릿, 스마트폰, 컨트롤러등으

로 수행된다. 이 레이어에서는 지능형 관개 시스템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식물 재배 시스템내

의 장비를 자동으로 구현한다. 예를 들어 전날의 일기

예보를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날씨 정보를 얻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토양 구성을 분석한 후 물과 토양을 유지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은 대기에

서 얻은 온도 데이터를 수집 밑 분석하고 식물의 성장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 

Fig. 3에는 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 제어 아키텍

처를 보인다. 데이터웨어 하우스와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된 데이터 센터는 제어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농업 환경 제어, 농업 자원 제어, 생산 공정 

제어, 농산물 및 식품 안전, 농업장비 및 시설과 같은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Fig. 3. Architecture of Smart Farm Control based on 

ICT

Fig. 4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조를 

볼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시스템과 통신 및 메

모리 등의 기타 시스템뿐 아니라 중복 데이터 통신 링

크, 환경제어시설, 모니터 시설 및 다양한 종류의 보안 

장치 등을 포함한다. 

Fig. 4. Architecture of Data Center based on ICT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환경제어시스템으로 실내에서 재배하

는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환경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수

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작물의 최적 재배 환경 설정

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고 제안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스마트 팜의 보급과 확산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스

마트 팜내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의 환경 정보를 이용한 

최적의 재배환경시스템 모델에 대한 연구는 적다. 

제안된 모델은 ICI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학 이를 

토대로 자원 풀을 구성한다. 구성된 자원 풀은 바탕으

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농작물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담

당하는 미들웨어를 구성하였다. 미들웨어에서는 사용자 

관리, 작업관리, 자원관리 및 보안관리를 담당한다. 자

원풀과 SOA 사이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보장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계된 구조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을 기반으로 만성 환자에 특성화된 식물 재배를 위한 

실내 스마트팜을 구현하고자 한다. 만성환자 중에는 특

정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 많다. 예를 들

어 일반인들의 칼륨 섭취는 매우 권장하고 있지만 신장

환자의 경우는 저칼륨 식이를 권장한다. 하지만 대부분

의 야채의 경우 많은 칼륨을 포함하고 있다[18-20]. 

현재 우리나라 신장환자의 수는날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이에 따라 특수 가공된 식물을 원하는 수요가 많

으므로 만성환자를 위한 특정 작물 재배 스마트 팜을 

구현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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