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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오늘날 바쁜 일상에 따라 화분관리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따라서 Raspberry, Arduino를 이용한  사용자 지향적인 화분관리 

시스템을 목표로 두고 개발 하여 체계화, 단순화, 간편화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습도 센서(Gravity: Analog 

Soil Moisture Sensor For Arduino)와 워터펌프(Peristaltic Liquid Pump with Silicone Tubing)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편의성과 휴대성, 접근성에 수익성까지를 고려하여 앱을 구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화분 관리에 대한 정보 관리를 용이하

도록 하였다.

키워드: Raspberry, Arduino, 앱, 화분관리(flowerpot management)

I. 서 론

요즈음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화분을 쉽게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본 개발 시스템은 화분을 관리하

는 사용자들의 접근성, 편의성, 번거로움을 즐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화분관리를 위해 습도센서와 워터펌프를 이용

하여 손쉽게 화분 관리를 하도록하였다. 또한 휴대폰 앱을 통해 지속적

인 화분의 습도를 확인 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 습도센서뿐만 아니라 

조도 센서와 천막을 이용하여 빛의 양을 조절 할 것이다.

II. 본 론

1. 요구분석을 통한 시스템 적용 범위

본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의 도출을 위해 주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에 화분 관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조사하였고, 화분관리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한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인터

뷰는 시스템에 자료들을 제공하며 확실한 응답을 얻고 유사 시스템들

의 장단점으로 조사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2. 개발목적

인터뷰 결과 기존 유사 시스템에 비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불만 사항을 최소화 하고 완벽한 

화분관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문제점 해결방안

센서문제 지속적인 유지보수

작업환경 더 큰 작업환경 이용

블루투스의 가용 거리 와이파이로 대체

표 2. 개발목적

3.시스템 동작 프로우차트

Fig. 1. 시스템 동작 프로우차트

3.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완성된 개발 시스템이며, 그림 1에서처럼 화분 안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171

있는 토양수분센서가 흙의 습도를 측정고, 일정수치 이하의 습도량이 

측정될 경우 워터펌프를 통해 수분을 공급한다.

Fig. 2. 시스템의 구성

4. 개발 시스템

본 개발 시스템은 화분관리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앱을 통해 

전하게 되며, 이를 위한 앱의 초기화면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에서처럼 서버세팅 메뉴을 통해 화분관리 시템과의 연동을 

위해 화분관리 시스템의 ip주소를 설정하고, connection을 통해 

connect을 확인하고, 완료될 경우 센싱값을 받아온다

.

Fig. 3. 시스템의 웹 화면

그림 3은 화분관리시스템과 화분 관리자 간의 데이터 연동을 위해 

화문관리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화분관리 시스템의 IP주소을 입력

하고, 연결하는 앱 화면과 화분 관리시스템과 앱의 연동 관리 화면이다.

III. 결 론

본 개발 시스템은 습도 상태를 통한 수분 공급 사용자에게는 앱을 

제공하여 실시간 화분의 습도체크를 하여 화분의 최적의 습도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화분 관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화분 관리자가 실시간 화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에 조도센서 등을 추가하여 해빚 관리를 

포함한 완벽한 화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중 센서들의 문제가 존재 하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

로 해결 할 것이고 앱적인 연동 측면에서도 거리가 가용 거리가 

짧은 블루투스 보다는 와이파이를 통해 먼거리에서도 화분을 관리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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