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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작물 재배에서 전문가들의 재배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스템을 제안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진

행되면서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농촌으로의 귀향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농작물 재배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

대되고 있다. 이에 각각의 작물에 따른 최적의 재배데이터를 계측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작물재배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문가로부터 취득된 작물재배 데이터는 서버로부터 에 단말장치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재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구축하는 IOT를 이용한 DB 기반 농작물 재배에 대한연구는 작물 재배는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최

적의 작물 생장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비전문가의 농업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리라 사료된다.

키워드: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작물재배데이터(Crop planting data),재배환경(growing condition)

I. Introduction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화시대가 발전되면서 누구에게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전원생활과 귀촌 귀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고밀도의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즐기며, 고수입 고소득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1]. 그러나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재배시설 및 전문지식

이 요구된다. 그러나 농촌인구 감소와 전문 영농인들의 노령화 그리고 

특수작물 재배에 대한 정보 부족은 사물인터넷기술과 빅테이터 처리기

술은 작물생육에 있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작물의 수량과 품질을 

높기 위하여 농업 자동화 분야 적용되어가고 있다. 농업 자동화 설비의 

이용은 육체노동을 감소시키고, 보다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농작물 재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초보 농부나 귀향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농작물 

재배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농작물재배는 농작물 

자동재배와 재배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2].

본 논문에서는 IOT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 데이터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배에 관한 연구을 제안한다. 작물 재배 전문가의 재배환경

으로부터 취득된 재배 데이터를 재배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전문가의 재배상황과 데이터를 이용한 작물 상황을 

비교하여 재배데이터를 제어하도록 서버와 로컬 제어기로 제어시스템

을 구성하였다.

II. Preliminaries for DB-base Auto-Crop Cultivation

농작물 재배 데이터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정부 주도의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배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계측용 센서의 표준화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농업 자동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의사결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3]와 농작물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4].

III. The System Design of DB Base Auto-Crop 

Cultiveation.

DB 기반 농작물 재배시스템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물 재배상황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와 작물 재배 현장에서 성장 데이터를 

계측하고, 최적의 재배조건을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로컬 제어기로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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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소 작물종류(5) 데이터분류(2) 데이터종류(2) 수집데이터(50) :

> 작물종류(5) 데이터분류(2) 데이터종류(2) 지정데이터 동작시간 :

Table 2. Data Packet Structor.

Fig. 1. The System Configuration of DB Base Auto-Crop 

Cultivation Base.

자동재배 시스템 서버는 다수의 로컬 재배 제어기와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며 자동 재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물의 성장데

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작물의 재배데이터는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순번 컬럼 명 자료형 내용

1 SN NUMBER 순번

2 COL1 INT(5) 작물의 종류

3 COL2 INT(2) 데이터의 분류

4 COL3 INT(2) 데이터의 종류

5 COL4 VARCHAR2(50) 수집데이터

6 COL5 LONG 수집시간

7 COL6 LONG 유지시간

8 COL7 VARCHAR2(20) 기타

9 COL8 CHAR(1) 사용여부

Table 1. Table Structor of Auto-Crop System

표 1에서 col1의 은 작물데이터는 재배 작물의 종류를 저장하

고,col2인 데이터의 분류는 환경데이터, 운영데이터, 구동데이터 등을 

관리하며, col3인 데이터의 종류는 온도, 광량, CO2농도, 양액 투약정

보 등과 히터, 송풍기 환기구 개폐정보, 소비전력 등의 항목을 지정한다. 

col3인 수집시간은 재배 개시 시점부터 0.1초 단위로 카운팅한 값을 

서버시간 기준으로 처리한다. 서버와 로컬 제어기 사이의 데이터전송

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로컬제어기는 무선인터넷 MAC 주소로 

식별하며, 표2와 같은 구조로 통신을 수행한다.

로컬제어기는 ARM Coretax-3계열의 마이크로 컴퓨터로 설계 

제작하였으며, 그림 2는 설계 제작한 로컬제어기이며, 아날로그 입력 

5개와 디지털 입력 5개 그리고 아날로그출력 1포트와 디지털출력 

5포트를 포함함으로서 온도, 습도, 모터동작시간을 계측할 수 있으며, 

광원의 on/off, 급수펌프 제어 그리고 히타 및 환풍기의 제어가 가능하

였다. 그림2에 구현된 로컬제어기를 보였다.

Fig. 2. Local Controller’s Photo picture.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IOT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 데이터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배에 관한 연구을 제안하였다. 서버와 로컬제어기로 구성

하여 재배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어정보를 생성하여 작물을 재배할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재배데이터와 제어신호의 다양회와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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