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명/총괄책임자 강원대학교 스마트농축산IoA플랫폼연구센터 / 황인철
학생창의자율과제명 가정 및 텃밭용 스마트재배기 개발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연구 필요성

o 국내 농민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Io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 중

o 또한 친환경 농업에 관한 관심증대로 가정 및 텃밭을 이용한 소규모 작물재배 수용가 증가하고 

있음.

o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스마트팜 연구는 대규모 농가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o 소형 및 텃밭에 적용할 수 있는 재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가정용 스마트 재배기 개발 및 작물재배

□ 주요내용

o 실시간 온‧습도 측정을 통한 작물생육환경 조절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구축

o 전산유체역학(CFD)를 이용한 최적설계 진행( 환기위치, 열전소자 위치 등)

주요실적 / 구현결과

개발된 재배기의 상단

개발된 재배기의 내부

- 흑색 0.5T의 포맥스판을 이용하여 박스형 소형 

재배기의 외형을 구성하였고, 정면부는 

상하단으로 외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함.

(가로*세로*높이 = 600mm*400mm*400mm)

- 내부는 시트지를 활용하여 백색으로 구성하여 

공급되는 광이 작물 전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제작함.

-릴레이모듈, 아두이노 Mega 2560, 

파워서플라이(200W), DC-DC convertor, 

모터드라이를 이용하여 재배기에 설치된 LED, 

관수펌프, 환기팬, 열전소자가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함.

- PHPoC WiFi Shield를 이용하여 시설 내부에 

설치된 온습도 센서(DHT-22) 5개가 수록하는 

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DB에 수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함.



환기위치 설정을 위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시스템 작동유무에 따른 내부온도변화 결과

- 6개의 적색과 청색 비율이 각가 4:1 비율로 

만들어진 LED(SZH-LD103)을 내부 상단에 설치 

및 공급

-조도센서(LI-200R-S.M.V)를 통해 광량을 측정하여 

엽채류 작물생장에 적절한 50PPFD 값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전압을 조절함.

- 1/4inch PP호스와 관수펌프(SZH-GNP139)를 

이용하여 점적관수가 가능하도록 내부 

관수설비를 구성함.

- 소프트웨어 Ansys Fluent(19.1)을 활용하여 

공급되는 외기가 열전소자를 통해 충분한 

냉방을 거쳐 내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환기위치를 설계 및 제작함.

- 시스템 구성 후 LED, 열전소자, 환기팬의 

작동유무에 따른 내부온도변화 확인을 위하여 

8가지 조건에 따라 실험을 진행함. (각 실험별 

30분)

- 실험결과를 통해 열전소자로 인한 내부온도 

냉방보다 LED를 통해 발생되는 열에너지로 인한 

온도상승이 크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펠티어소자를 50W급에서 120W 급으로 전환하여 

문제점을 보안함.

- 본 재배기를 누구나 제작할 수 있도록 사용제품, 

코딩, 구매처가 수록된 매뉴얼을 작성함.

- 현재 시스템 구성 완료 후 상추(청치마) 모종을 

구매하여 본 재배기에 이식을 실시하였고, 이를 

대조군(화분을 이용한 실내재배)과 비교하여 

재배 중에 있음.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현재 시판중인 가정용재배기에 비해 경제적으로 재배기 이용이 가능함.

o 조립형태로 본 재배기를 제작 가능하며, 매뉴얼을 통해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o 열전소자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을 통해 별도의 장치없이 냉‧난방이 모두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