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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자동 및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

마트팜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스마트팜 플랫폼은 환경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아두이노 센서 모

듈, 웹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자동 및 원격 제어, 총 3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앱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농장 주변의 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면 농사에 대

한 노동력 절감 뿐만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여유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사물인터넷(IOT), 아두이노(Arduino), 센서(Sensor),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스마트팜(Smart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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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팜(Smartfarm)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

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이다[1]. 자동 및 원격 제어를 활용하면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생산관리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며,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있다. 

II. Preliminaries

1. 시스템 제안

IOT를 활용한 자동제어 스마트팜 플랫폼은 사용자가 실제 농장에

서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라도 어플을 활용해 농장 주변의 환경정

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어플을 활용하여 자동 

및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한다. 

2. 시스템 구성

IOT를 활용한 자동제어 스마트팜 플랫폼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플랫폼, 환경 데이

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아두이노 모듈, 서버 연동 및 실시간 환경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의 자동 제어 애플리케이

션 총 3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2.1 스마트팜 플랫폼

스마트팜 플랫폼에서는 스마트팜 주변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DB를 구축하는 서버 역할을 한다. 그림 2와 같이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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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는 다양한 아두이노 센서로부터 보내온 실시간 환경 데이터인 

온 습도센서, 조도센서, 히팅 센서, PH 센서, 토양수분 센서, 이산화탄

소 센서, 펜 센서 및 추가적 센서의 값이 적재 된다. 더불어 필요한 

환경 데이터가 앱과 연동하여 동작하려면 PHP를 활용하여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DB에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Fig. 2. Sensor value in Smartfarm Platform

2.2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 제작은 앱 인밴터 활용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

팜 환경 정보의 접근과 제어가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DB에 

있는 환경 데이터 값,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xml 파일을 JSON 문자열

로 읽어 크롤링 한 뒤에, 원하는 값을 그림 3과 같이 파싱 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환경, 기상청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제어를 원할 시, 수동 모드 버튼을 

통해 제어를 할 수 있다.

Fig. 3. AppInventor Full Coding Statement

2.3 아두이노(Arduino)

아두이노에서는 메인보드로 노드 엠씨유를 활용하였고, 노드 엠씨

유는 클라이언트, 서버 용으로 2대를 구성하였다. 클라이언트에서는 

php 파일로 데이터를 넘기는 동시에 자동제어 역활을 한다. 이어서 

서버 노드 엠씨유는 수동 제어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림 

4와 같이 코딩을 작성하였다.

Fig. 4. PHP sensor value transfer function & NODMCU 

Server Control Statement Transfer Function

3. 실험

스마트팜 주변의 환경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환경 데이터 값을 활용해 어플에서는 

실시간으로 환경 데이터 값을 보여주며, 자동 & 수동 제어가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해 보았다. 실험 결과 아래 그림 5처럼 환경 데이터 

값이 어플 화면에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 App interface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어플을 활용하여 실제 농장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

도  농장 주변의 환경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및 원격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팜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농사에 대한 노동력 절감 뿐만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여유시간도 늘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환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

스로 수집되는 걸 확인하였으며, 어플 또한 실시간으로 환경 데이터 

값이 변경되고, 지동 및 원격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전압에 대한 연구와 센서의 값 표현, 외적 디자인 

수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더 좋은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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