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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양액재배는 작물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조성하여 인위적

으로공급하는재배방식으로일반적인토경재배와달리인공

배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게 된다.[1] 토양에서 재배하

는 토경재배와 달리 인공배지의 상태는 공급되는 양액에 의

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배지의 상태를 고려한 작물의 재배

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배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고

가의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여 작물에 공급되고 배출되는 배

액의 정보를 이용하여 배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한다.[2] 현재 대부분의 온실에서 배액의 정보를

활용하지못하고배액을수집후외부로배출하고있어배액

의정보를활용하기위한방안이요구되고있다. 본 논문에서

는 양액재배 환경에서 배액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배액정

보수집 장치를 아두이노와 상용 EC, pH센서를 이용하여 설

계 및 개발하고 수집되는 배액정보의 정확성을 실험을 통하

여 확인 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시스템 구성

본논문에서제안하는배액모니터링시스템은온실의환경에

따라서 다수의 배액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배액정보수집

장치로 구성된다. [그림 1]은 배액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1] 배액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

배액정보수집 장치는 아두이노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배액의

EC, pH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양액공급시스

템과의 통신을 위한 RS-485 통신기능을 포함한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배액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나타내고있으며, [그림 2]는 배액정보수집장치의실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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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하드웨어를 나타낸다.

[표 1] 하드웨어 규격

하드웨어 사양 제품

 ATmega328P 아두이노

UNO R3

측정범위 :0~14 pH
사용온도: 0-60 ℃
정확성 : ± 0.1pH (25 ℃)

Analog 
pH Sensor

측정범위 :0 ~20ms/cm
사용온도: 0-70 ℃
정확성 : ± 5%

Analog
Electrical 
Conductivity 
Sensor

[그림 2] 배액정보수집 장치 하드웨어

2.2 통신 프로토콜

배액정보수집 장치와 양액공급시스템은 온실의 환경을 고

려하여멀티드롭방식인 RS-485통신기반의프로토콜을사용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양액공급시스템이 마스터로 RS-485

통신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배액정보수집 장치로부터 polling

방식으로데이터를수집한다. [그림 3]은 데이터송수신을위

한 패킷의 구조를 나타내며 [표 2]는 패킷의 필드에 대한 정

의를 나타낸다.

[그림 3] 데이터 패킷 구조

[표 2] 패킷 필드 정의

필드명 정의 크기

ADDRESS
각 장치의 주소

 - 양액공급 시스템 : 1
 - 배액정보수집장치 : 2 ~ n

1byte

MSG.TYPE
각 메시지의 타입

  - 0 : 요청
  - 1 : 응답

1byte

EC DATA 배액 EC 정보 1byte
pH DATA 배액 pH 정보 1byte

최대 3대의 배액정보수집 장치를 연결하여 통신의 신뢰성

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통신 테스트 결과

전송 성공률

연결 장치 수 1번 2번 3번
1 100%
2 100% 100%
3 100% 99% 99%

3. 결론

본논문에서는양액재배환경에서작물의생장에중요한요

소인 배액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배액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및구현하였다. 이를이용하여작물의생육을위한환경

을 최적으로 유지하여 시설재배 농가의 생산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기존의 배액모니터링 시스템은 온실전체의 배액을

하나로 모아관리 하여 배액의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

운문제가있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하여제안시스템은통

신을 이용하여 최대 16개의 장치를 이용해 세밀하게 배액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액공급시스템과의

연결을통해공급되는양액을제어할수있도록하여효율적

인 양액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양액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액공급시스템의 양액제어 알

고리즘 고도화에 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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