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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반려식물을 가꾸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생육 환경 데이터를 찾아 스마트
화분에 접목시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R프로그램에서 작물의 온도, 습도, 토양수
분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느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스마트 화분에 작물을 키울 때 실패할 확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순식

간에 바뀌어 버렸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여가시간이 많아졌다는 사

실이다[1]. 감염병의특성상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등으로사회와소

통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에 도움을주는 반려식물이

필요하다[2]. 온라인 쇼핑몰인터파크에따르면올해 6~8월 식물을가꾸는

가드닝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는 사실이다[3].

스마트 화분에 설치된센서로부터 측정한데이터를기반으로최적 생육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스마트화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아두이노란 컴

퓨터 메인보드의단순 버전으로이 기판에 다양한 센서나 부품 등의 장치

라고 정의할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대상작물을방울토마토로 선정하였으며, 최적 생육 데이

터 도출을 위해 방울토마토의 최적 온도, 습도, 토양수분 데이터를 R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뒤 스마트 화분에 접목 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R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빅데

이터 구축과정을 기술하고 Ⅲ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향후 기대효과로 설

명한다.

Ⅱ. 본문

본 논문에서 빅데이터분석을 위해사용된 가정용 스마트 화분은온·습도

센서, 토양수분센서, Arduino Uno Wi-fi Rev2 아두이노 모듈로 구성 되

어 있다. 해당 화분은 설치된센서로부터작물의온·습도 및토양수분데

이터를 수집받고, 수집된데이터를 Arduino Uno Wi-fi Rev2로 데이터베

이스에 센서 값을 전송하도록 설계되었다.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의집합

또는 사용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들의 통합을 말한다[5].

표 1은 데이터베이스에전송된센서값을 R프로그램을사용하여매시간마

다 측정된 데이터를 6주일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요약 표이다.

Time Temp Humi Soil
2020-10-22 18 50 63
2020-10-22 19 40 60
2020-10-22 17 64 61
2020-10-22 15 66 63
2020-10-22 14 70 64
2020-10-22 15 73 60
2020-10-22 16 80 61

… … … …
2020-12-03 19 86 60
2020-12-03 17 89 60
2020-12-03 15 93 61
2020-12-03 14 92 62
2020-12-03 15 92 63
2020-12-03 16 91 60
2020-12-03 17 92 60

표 1. 데이터 결과 요약 표
Fig. 1. Data Results Summar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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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방울토마토 작물의 최적 온도, 습도, 토양습도를 구현하기 위한

코드로 Temp는 온도, Humi는 습도, Kpa는 토양수분으로 명명하였다.

그림2는 방울토마토의 평균 온도를 찾기 위해 작물의 온도 센서 값, 습도

센서값, 토양수분의값을받아토양수분에따른온·습도값을분석하였다.

그림3은 습도를기준으로 토양수분 값을 분석하였다. 평균 토양수분 값은

62.6%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그림4는 지금까지 분석한 온도와 습도 값을 분석한 그림이며 방울토마토

의 최적 평균 온도는 17℃, 평균 습도는 78%의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 화분 시스템에서 온·습도 센서,

토양수분 센서 값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환경 조건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방울토마토의 최적 온도는 17℃, 최적의 습도는

78%, 최적 토양수분의 값은 62.6%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토대로방울토마토를스마트화분에접목하면사용자가방울토마토

를 키울 때 실패율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환경 조성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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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빅데이터 분석 코드
Fig. 1. Big Data Analysis Code

그림 2. 온·습도값
Fig. 2. Temperature And Humidity Value

그림 3. 토양수분 값
Fig. 3. Soil Moisture Value

그림 4. 평균 온·습도 값
Fig. 4. Average Temperature and Humidit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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