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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나라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기술과 융합된 스

마트팜이 그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스마트팜은 현재 주로 온실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스마트팜 기술을 새싹삼을 재배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묘삼(1.0g내외)을 사용하여 온실에

서 수경재배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청정한 환경관리 기술로 단기간(2~3개월)에 생산되는 수삼인 새싹삼을 재

배하기 위한 고형 배지, 베드를 개발하였다. 또 이러한 환경에서 새싹삼의 생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구동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생육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aging and decline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an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urgently required to improv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educe the labor force. To solve this problem, a smart farm fused with ICT technology is being proposed as an 
alternative. In Korea, smart farms are currently mainly used in greenhouses. In this paper, this smart farm technology is 
to be applied to the cultivation of sprouted ginseng. To this end, we use seedlings (about 1.0g) to grow a solid medium 
and bed for cultivating sprouted ginseng, a fresh ginseng that is produced in a short period of time (2~3 months) with 
a clean environment management technology that does not use chemical pesticides and hydroponics in a greenhouse 
developed. In addition, an IoT-based growth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to monitor the growth 
process of sprouted ginseng in such an environment and to control driv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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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 수경재배의 면적이 급증하고 있으며 90년
대 이후 유리 온실 보급을 계기로 면적이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다[1]. 이러한 수경재배는 물이나 고형배지를 이

용하여 작물의 뿌리를 지지하고 최적 농도의 배양액을 

적량 공급하면서 재배하는 무토양 재배방식이다. 토양

재배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물에 녹인 무기질 비료만

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양

액재배라고도 한다. 수경재배는 순수수경재배와 고형

배지경으로 분류된다. 순수수경재배는 배지 사용 없이 

뿌리에 양액을 직접 접촉시켜 재배하는 방식이며, 고형

배지경은 고형물질을 배지로 이용해 양액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식이다[1].
본 논문에서는 1.0g 내외의 묘삼을 온실에서 수경재

배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청정한 환경관리 기술

로 2~3개월의 단기간에 생산되는 수삼인 새싹삼을 재배

하기 위한 고형배경용 배지, 베드 및 생육환경관리시스

템을 개발하고자한다. 새싹삼은 몸통과 함께 잎, 뿌리까

지 전초를 먹는 힐링 채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2]. 특히 새싹삼은 뿌리, 
줄기, 잎까지 전체를 샐러드나 쌈채소 등 신선한 식재료

로 이용할 수 있어 유망한 고소득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새싹삼을 재배하기 위한 배지와 베

드를 개발하고 이의 생육과정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구동장치 들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개발

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전통적인 오프

라인 기반의 시설원예 온실에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

트팜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

로 ICT 기반 시설원예의 첨단화로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온실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3]. 이와 함께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 모바

일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농촌의 작

물재배 형태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4]. 따라서 ICT 기
술과 함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온실내의 배지와 베드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적용에 용이한 새싹삼 재배

를 위한 고형배지와 베드, 생육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관련 기술에 대해 살

펴보고, 본론으로 고형배지 및 베드 개발과 새싹삼의 생

육환경관리스시템 개발에 대해 기술한 다음 마지막으

로 결론을 기술한다. 

Ⅱ. 국내 관련 기술

2.1. 용기(고형배지경)

다층형(7층) 재배로 전남 지역 대부분의 생산농가에

서 사용하고 있으며 점적핀에 의한 상부에서 관을 통해 

저면관수 한다. 이러한 용기는 물이 저면부에 남아 식물

의 근부병(뿌리썩은병)을 유발할 수 있고, 초기 설비투

자비가 고가이며, 연작피해 예방과 재배관리에 어려움

이 있다. 그림 1은 용기구조와 식물의 재배를 나타낸 것

이다.

Fig. 1 Vessel Structure and Sprout Ginseng Cultivation

2.2. 베드(고형배지경)

2단 ~ 3단으로 재배되며, 전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의 생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점적호수에 의해 상부

에서 직접 관수를 한다. 따라서 배양토가 굳어지는 경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며, 연작피해의 어려움이 있다. 그
림 2는 이러한 베드의 구조와 새싹삼 재배를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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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ed Structure and Sprout Ginseng Cultivation

2.3. 순수수경(분무경)

2단 ~ 3단으로 재배되며, 일부 농가에서 실험재배 되

고 있다. 경량구조로 취급 관리가 용이하고, 배지가 생

략되어 경제적이고 소독이 쉽다. 그러나 온도의 변화가 

크며, 조절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병충해가 발생하면 빠

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또 식물 고유의 향과 맛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은 분무경의 구조와 새싹삼 

재배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Aeroponics Structure and Sprout Ginseng 
Cultivation

Ⅲ. 고형배지 개발

새싹삼 재배시 강화현상을 방지하고, 새싹삼의 연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기발효퇴비와 부엽토를 개발

한다. 인공 배양토로는 질석, 펄라이트, 훈탄, 인삼전용 

원예토를 선정하고, 인공 배양토의 배합비 조성에 따른 

최적의 배양토를 개발한다. 새싹삼의 수경재배를 위한 

고형배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첫째, 배지로부터 화학성분이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통기성이 우수해야한다. 셋째, 근권 부위의 

용존산소량이 좋아야 한다. 넷째, 수분 보유력이 좋아야 

한다. 다섯째, 비중이 가벼워 다루기 쉬워야 한다. 여섯

째, 식물 생육에 적합한 산도(pH5.0~7.0)를 지녀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경재배용 배지의 종류 

및 조성비는 다음과 같으며, 부엽토는 가능한 활엽수를 

사용하고, 침엽수 부엽토는 가능한 사용을 금지하며, 마
사토는 물로 세척해서 지름이 5 mm 이하인 것을 사용한

다. 최근에는 유기성 퇴비, 질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마사토4 + 원예상토6
- 마사토2 + 펄라이트2 + 왕겨3 + 원예상토3
- 마사토4 + 펄라이트3 + 왕겨3
- 마사토3 + 원예상토2 + 부엽토3 + 분변토2
- 마사토1 + 전용상토7 + 분변토2

본 논문에서 개발한 새싹삼 재배용 배지는 마사토와 

전용상토를 혼합한 배지에 부엽토(유기질, 무기질)와 

분변토를 첨가한 배지에서 가장 우량한 새싹삼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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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험한 배지(배양토)의 배

합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배양도의 배합과 배합된 배양토에서 새싹삼의 성

장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 마사토2 + 원예용상토5 + 부엽토2 + 분변토1
- 마사토2 + 원예용상토4 + 부엽토2 + 분변토1
- 마사토2 + 전용상토7 + 분변토1

Fig. 4 Culture Soil Development

Fig. 5 Cultured Soil Growth Experiment

Ⅳ. 베드 개발

새싹삼 수경재배용 베드는 저면관수와 배수관리 체

계 개선에 의한 토양의 강화현상을 방지하고, 스치로폼

에 의한 겨울철 보온성을 확보하며, 충분한 재배공간 확

보에 의한 병충해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베드 사용에 

의한 초기 시설비 부담을 경감하고 토양환경을 제어하

기 위한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

한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설계되고 개발된 베드는 다음

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먼저 베드의 제원으로 크기는 

100cm(L) × 50 cm(W) × 30cm(H) 이며, 무게는 500g이
고, 재료는 스치로폼이다. 다음으로 베드의 기능으로는 

점적관에 의한 저면 관수가 되며, 지하수를 이용하여 배

양토 온도를 제어하도록 하였고, 베드의 기능성, 내구

성, 통기성, 보온성 등 개선하였다. 또 베드의 특징으로 

점적관에 의한 저면관수를 하였으며, 배수부를 통해 베

드내의 통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뿌리의 활성화 촉진시

켰고, 기존제품에 비해 생육관리 및 병충해 관리가 용이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작업시간이 줄어들도록 설계하

여 인건비를 절약하도록 하고, 초기시설 비가 대폭적으

로 절감되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 6은 새싹삼 재배를 위

한 개발된 베드 사진이다. 

Fig. 6 Exclusive Bed for Ginseng Sprouts

개발된 베드를 실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파이프(∅
25mm)를 사용하여 1층, 2층 베드좌대를 구축한다. 이 

베드좌대의 높이는 작업하기 좋은 높이인 90cm로 하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배양토를 충진 한다. 또 배지온

도, 수온, 수분, EC, 용존산소(DO), pH 등을 모니터링하

며, 센서에 의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제어가 가능하도

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베드내부는 지하수에 의한 냉난

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새싹삼 재배를 

위한 최적의 온습도 환경의 조절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7과 그림 8은 시설하우스 내에 개발된 베드에 배양토를 

채우고, 대기와 토양 센서를 설치하여 새싹삼을 재배하

는 과정을 나타낸 사진이다.

Fig. 7 Bed Base and Culture Soil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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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oil and Air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Ⅴ. 생육환경관리시스템

새싹삼이 수경재배 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내의 핵심

적인 재배환경 데이터를 측정 및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

물인터넷 기반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대기 및 고형배지 내의 여러 요소를 측정하는 센서부, 
각종 센서의 제어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

에 따라 구동장치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

를 데이터서버로 전송하는 제어부, 제어부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웹이나 앱을 통

해 실시간으로 경작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처

리부로 구성된다.

5.1. 센서부 

먼저 비닐하우스 내의 대기온습도, CO2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하테크의 SH-VT250 센서를 사용했으며, 사
용 센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5]. 먼저 통신방식

는 RS-485방식을 사용하고, 출력은 4~20mA, 0~5V이

다. Dual CO2센서 방식으로 교정 없이 장기간 사용가능

하며, 정밀한 온습도 센서로 습기가 많고 물방울이 맺히

는 곳에 적합하고, 보급형제품으로 낮은 가격, 높은 품

질, 고밀도제품이다.
제어부에서 RS-485 통신방법을 통해 설정된 주기로 

측정 데이터 값을 읽어 올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 포맷은 

다음 표1과 같다. 24 바이트 데이터 수신 후에 Check 
Sum을 비교해서 무결성을 확인 후 데이터를 적용한다.

Table. 1 Data transfer format for SH-VT250 sensor

Byt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Contents STX ID CO2 Value  Temperature Value

Byte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Contents Humidity Value SHT Mode Check 
Sum CR LF

STX: Start Code (0x02)
ID: Transmitter ID(초깃값은 0x00)
CO2 Value: 이산화탄소 값을 4자리 수치로 표현

Temperature Value: 온도 값 표시

        영하일 때 9번째 바이트는 ‘-’(0x2D)
        영상일 때 9번째 바이트는  Space(0x20)
        12번째 바이트 소수점 표시 ‘.’(0x2E)
Humidity Value: 습도 값 표시

        17번째 바이트 소수점 표시 ‘.’(0x2E)
SHT: 온습도 센서의 상태를 나타냄

       ‘0’(0x30) = 정상동작

       ‘1’(0x31) = 측정된 온습도 값이 비정상이거나

         연결 상태 이상 발생(데이터는 이전 데이터로

        표시)
 Mode: ‘0’(0x30)  = 2초 주기로 데이터 전송

            ‘1’(0x31) = 데이터 요구시 데이터 전송

              (초깃값은 0x30)
Check Sum: 1~21 바이트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하위

                     1 바이트만 사용

CR: 0x0D
LF: 0x0A
3, 8, 14, 19  바이트 :  Space(0x20)

센서는 2초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Mode 값이 기본 값인 ‘0’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약에 필

요할 때만 감지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Mode 값을 

‘1’로 설정하고 표2와 같은 포맷으로 데이터 요구 명령

어를 센서로 보낸다.

Table. 2 Data request command format for SH-VT250 
sensor

Byte 1 2 3 4 5 6 7 8 9 10

Contents STX ID R Reserve Select
Comm

Check
Sum CR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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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Start Code(0x02)
ID: 단말기 ID
‘R’(0x52) : 데이터 요구 Command
Reserved: 예비

Select Comm.: 0x31(Fix)
Check Sum: 1~7 바이트 모두를 더한 값으로 하위

c  1바이트만 사용  

CR: 0x0D
LF: 0x0A

Fig. 9 Attached Sensor to MCU through RS-485 
Converter

다음으로 베드내의 고형배지의 온도, 습도, EC를 측

정하기 위해 ㈜미래센서의 WT-1000B 센서를 사용하였

다. WT-1000B 센서는 토양수분, 토양 EC, 지온을 실시

간으로 측정활 수 있는 센서이며, FDR2 방식으로 기존

의 FDR방식을 보완하였다. 수분뿐만 아니라 토양의 영

양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 비료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인

한 토양의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센서이다. 
센서의 규격은 그림 10과 같다[6].

토양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RS-485 
통신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데이터 선의 연결은 다음

과 같다. 빨강색은 전원(DC +12V 입력 전원 선)이며, 검
정색은 GND, 흰색은 DATA 선이다. DATA선은 1KΩ 

저항을 풀업시켜 연결한다. 데이터 수신포트에 5V 풀업

시켜 수신한다. 예를 들어 DATA 값이 123456789+ 
00000000(개발자코드)+0x0D의 경우 수분은 12.3%, EC
은 4.56dS/m, 지온은 78.9C이 되된다. TTL-level은 5V
이고, 통신 속도는 9600bps이다. 그림 9와 그림 11은 대

기센서와 토양센서를 실제 MCU에 RS-485 컨버터를 통

해 부착한 모습을 나타낸다. 

5.2. 제어부

센서들을 RS-485 USB 컨버터를 사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 라즈베리파이에

서 대기와 토양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 들이며, 이를 

UDP 통신을 통해 데이터 서버에 전달한다. 센서의 제어

는 Node.js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여 구현했으며, 데이터 

서버로 측정된 데이터 전송은 Node.js에서 웹 소켓을 사

Fig. 10 WT-1000B Soil Sensor Data Sheet

Fig. 11 Soil Sensor with RS-485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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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구현하였다. 
대기 센서로부터 매 1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여 읽

어 들이도록 하였고, 토양 센서로 부터는 매 2초를 주기

로 센서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읽어 들인다. 이는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이 동작한다.
또 읽어 들인 데이터는 JSON 타입으로 UDP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격의 데이터 서버에 전

송한다. 라즈베리 자체가 운영체제로 라즈비안 리눅스

를 사용하므로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고 농장의 도메

인 명을 할당받아 원격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어 및 서비

스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ig. 12 Data Read from Air Sensor and Data Sending 
to Data Server

Fig. 13 Data Read from Soil Sensor and Data Sending 
to Data Server

5.3. 데이터처리부

원격의 MCU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MYSQL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웹이나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

스한다. 그림 14는 구현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스키마 

정보를 나타낸다.

테이블 명: greenHouseData
필드 :
    id: 각 레코드의 고유번호

   site: MCU가 설치된 위치

   mcu: site내의 MCU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

   date: 해당 레코드의 데이터가 측정된 시간

   aTemp: 대기온도

   aHumi: 대기습도

   aCO2: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sTemp: 토양온도

   sHumi: 토양습도

   sEC: 토양 EC
   data1, data2, data3: 예약

   comment: 주석

Fig. 14 Database Table Schema

그리고 웹 소켓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장 최근의 온실내의 대기와 토양 정보를 제공한다. 웹 

소켓을 통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는 1초 간격으로 데이

터 베이스에 저장된 대기와 토양정보를 요청하고, 응답

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또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MCU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였으며, 이는 UDP 프로토콜이 TCP 프로토콜에 비해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7]. 
다음 그림 15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MCU로부터 

전달된 데이터의 일부를 캡처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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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art of data passed from MCU stored in 
database

5.4. 전체 시스템 구성도

그림 16은 센서, 제어기(장치 구동기), MCU와 원격

의 데이터 서버가 연결된 구조를 나타낸다. 경작자는 모

바일 폰이나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온실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Fig. 16 System Diagram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싹삼 수경재배 농가의 생산성 증대

와 체계적인 생육환경관리를 위해 새싹삼 전용 고형배

지(배양토), 베드, 생육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생육환경관리시스템의 경우 사물인터넷을 사용하

여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구동 장치들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싹삼 전용 배양토는 마사토, 인삼전용상토, 부엽토 

및 분변토를 사용하여 새싹삼 재배에 가장 적합한 배합 

비율로 개발되었다. 새싹삼의 생육실험결과에 따르면 

마사토3, 전용상토4, 부엽토2, 분변토1의 배양토에서 가

장 좋은 새싹삼이 생산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개발한 

새싹삼 재배용 배양토는 마사토와 인삼 전용 상토를 혼

합한 배지에 부엽토(유기질, 무기질)와 분변토를 첨가

한 배양토에서 우량한 새싹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새싹삼전용으로 개발한 베드의 크기는 100cm(L) × 

50cm(W) × 30cm(H), 무게는 500g, 재료는 스치로폼을 

사용하였고, 저면관수와 배수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서 

토양의 경화현상을 방지 하였다. 또 지하수를 이용하여 

배양토의 온도를 제어하였으며, 베드의 기능성, 내구성, 
통기성, 보온성 등을 개선하였으며, 재배농가의 초기 시

설비 부담 경감과 작업환경을 개선하였고 토양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I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였다.
새싹삼 생육환경관리시스템은 새싹삼의 수경재배에 

주요한 인자인 시설하우스와 배양토의 생육환경 데이

터를 측정 및 수집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대기 및 베드내의 여러 

요소를 측정하는 센서부, 각종 센서의 제어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서버로 전송 하고 필요에 따

라 장치 구동기를 제어 하는 제어부, 제어부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웹을 통해 실시

간으로 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

였다. 이를 통해 경작자는 언제 어디서나 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구동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한 경작이 가능해 졌다 . 연구된 시스템은 시

범적으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생육정보를 찾아내고 다른 

농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빅 데이터기술을 적용하여 생육데이터와 생산량과의 

상관관계를 찾는 연구와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물인터넷의 표준적용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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