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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코로나블루로인하여사회적거리두기시행에따라자택에머물러있는시간이많아우울감을느끼는이른바‘코
로나블루’를 많은사람이겪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반려식물을통해우울감을해소시킬수있는아두이
노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화분에 관한 설계와 구현을 수행하였다. 아두이노 및 각종 센서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화분
을구현하고센서로부터의생육 데이터수집후빅데이터분석을통해 화분에키울식물의최적생육데이터를도출하고
화분에 적용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반려 식물을 기름으로써 코로나 블루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최근 COVID-19사태에 대한영향으로 사회적거리두기시행에따라자

택에머물러있는 시간이 많아져 우울감을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많은 사람이 겪고 있다[1].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 식물’을 키우는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응답자 중 92%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2]. 또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는 만 19~59세 사이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 식물에 대해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

재 식물을 키우는사람 중 74.1%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식물을 키울

것을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다[3].

본 논문에서는아두이노(Arduino)를 기반으로한 가정용스마트 화분시

스템을 제안한다. 아두이노란 오픈 소스를 지향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icro controller)를 내장한 기기 제어용 기판이다[4]. 스마트 화분 시스

템은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식물의 생장 데이터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분

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물의 최적 생육 환경 데이터를 도출하고 도출

된데이터값을화분에적용하여식물육성에대한데이터및지식이부족

한 사람도쉽게기르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기를 수 있도

록 지원한다[5].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최적 생육 환경

데이터기반자동관수스마트화분에대한설계도및구축과정을소개하

며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본 논문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최적 생육 환경 데이터 기반 자동관

수 스마트 화분이다. 그림 1은 스마트 화분 시스템의 설계도이다. 식물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최적 생육 환경 데이터를 얻어내고 화분에적

용시키는 과정을 나타낸다.

식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얻기 위해 화분에 Arduino Uno Wi-fi Rev2

모듈을 사용하였다. Wi-fi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선통신 중 원거리

통신이 되지않는 블루투스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Wi-fi 모듈을 사용하

였다.

그림 2는 Arduino Uno Wi-fi Rev2 모듈, DHT-11 온습도 센서, FC-28

토양수분센서를이용하여화분의현재온도, 습도, 토양수분량을 측정하

그림 1. 가정용 스마트 화분 설계도
Fig. 1. Home smart flowerpot blueprint

그림 2. 온도, 습도, 토양수분 자료 수집 코드
Fig. 2. Temperature, humidity, soil moisture data collec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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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리얼 모니터에 나타내는 코드이다. 데이터 수집 과정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은 1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지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은 수집된 데이터들을 Wi-fi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1시간 간격으

로 전송하는 코드이다. 시간이 너무 짧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양의 데

이터들을감당할수가없고, 시간이너무길게 되면 정확한 수치의 데이터

를얻을 수없기 때문에 1시간간격으로데이터를수집하였다. delay 뒤의

숫자를 변경하면 측정 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진 데이터들은 웹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전송되

어웹과어플리케이션화면에 1시간간격으로측정된 생육데이터들을나

타내고 빅 데이터 분석을 하여 최적의 생육 데이터를 얻게 된다.

그림 4는 직접기른 방울토마토의생육 데이터를기반으로화분에적용시

킨 자동관수 코드이다. 토양수분이 40%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관수를 시

작하고 70% 이상이 되면 관수를 멈추도록 설계하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원격으로 데이터 모니

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화분을 구현하였고 화분에 부착된 센서로

부터측정된 현재화분의생육데이터를 와이파이를이용하여데이터베이

스에전달하고 웹과어플리케이션에서확인가능하며 식물에자동으로물

을 줌으로써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코로

나 블루로인한문제를 가정용스마트 화분을반려식물로 기름으로써우

울감을해소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식물 육성에대한 지식이 부족

한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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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 전송 코드
Fig. 3. Data transfer code

그림 4. 자동관수 코드
Fig. 4. Automatic corridor code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46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20520314196528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387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0405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