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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4차산업혁명 등의 스마트 산업 발전으로 농업분야에도 점점 전문화 및 분업화된 ICT기반 기술이 수용되

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삶의 질 향상은 계절과 무관하게 언제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사계절 구분없이 가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단기 육묘가 가능하고, 육묘종에 따라 생육환경을 맞춤형으로 관리하여 별도의 시설 및 인적 자원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육묘재배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스마트(Smart), 육묘(Seedling), 작물(Crop), 재배(Culture), 시스템(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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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세계적으로 스마트팜(Smart Farm)시장은 2022년까지 4,080억달

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6.4%의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다.

구분
농가

육묘

공동

육묘

농협

육묘장

전문육

묘업체
시험장 기타 계

수박 30.3 5.3 11.3 53.1 0 0 100

오이 46.5 1.3 7.1 43.8 0 1.3 100

참외 74.6 3.7 11.3 10.4 0 0 100

호박 74.4 3.4 4.6 16.2 0 1.4 100

가지 59.4 6.2 10.3 24.1 0 0 100

고추 62.3 1.2 3.2 31.3 0.2 1.8 100

토마토 28.8 2.7 4.7 61.1 0 2.7 100

Table 1. Seedling Source by Crop

특히, 연중 수급이 가능한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상기 표1과 

같이, 전문 육묘업체에서 모종을 구입하거나 직접 재배하고 있으며 

직접 밭에 모종을 심는 노지육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온실육묘, 

유리온실에 기반한 공정육묘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육묘재배를 위한 온도, 습도, 영양분 상태 

및 일조 관련 생육환경 데이터 등을 설비운전 정보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소형 스마트 육묘재배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 플랜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공정육모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에너지

로부터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소형 육묘재배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PVT(Photovoltaic Thermal), 공정육묘 공간 챔버, 실시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화 설비들로 구성된다. 특히, 

PVT(Photovoltaic Thermal)와 챔버는 소형 육묘재배에 적합한 컴팩

트 형태로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계되었다. 그림1은 제안 시스템의 

하드웨어 계통도에 해당하며, 그림2는 제안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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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ardware Schematic

Fig. 2. System Architecture

제안 시스템은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Solar Panel, LED Heater, 

Controller 등의 기계장치 및 부품들에서 발생되는 정보신호를 웹 

기반의 서비스 데이터로 변환 및 수집하여 온도, 습도, 영양분, 일조량

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며 각각의 모종별 임계치에 기반하여 재배환경을 

관리 및 자동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또한, 그림3과 같이 하드웨

어 장치 및 부품들에 대한 전류, 전압, 발전량, 집열량, 가동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종별육묘재배에 대한 최적의 수확 

일정과 운영 시점 등에 대한 알림 및 알람 기능도 함께 구현하였다.

Fig. 3. System Data Monitoring & Analysis

그림4는 제안 시스템을 통해 재배되고 있는 육묘에 대한 생육환경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4. Seedling Cultivation Data Mining & Analysis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기존의 육묘재배 방식과 달리 소형의 

컴팩트 설비 공간에 난방, 조명, 영양분 관리 기능을 갖추어 소형 

육묘가 가능하고, 생육에 필요한 온열, 전력 에너지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PVT(Photovoltaic Thermal)를 통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며, 

모종별 생육환경에 따라 시스템 운전을 자동화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팜(Smart Farm)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으로 농가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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