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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시설환경 관리용 열화상카메라 보급

1. 제안배경

 ❍ 온실  라스틱 하우스에서 수경재배를 하는 농가는 재배시설  수

장치 등의 검을 수시로 수행하여 정상 인 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 시설 수경재배농가는 시설집약 인 농업으로 검  유지보수에 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여 상 으로 쉽고 빠른 검 방법 제공이 필요 함.

 ❍ 10a당 2,700개의 단추 검은 83분 정도 소요되며 실제로는 작물의 

이상 유무에 의해 단되어짐

2. 제안내용(제안부서：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 시설재배농가의 수장치 검을 한 생력화된 방법은 재까지 제공되지 

못한 실정이며 농가에서 검노력이 많이 소요됨

 ❍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작물의 생장  부 의 엽온을 측정하고 엽온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장치 이상 역을 쉽게 검하게 함

 ❍ 열화상카메라는 고가의 장비로 보 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가의 보 형 열화상카메라가 개발되어 보 되고 있음.

 ❍ 열화상카메라는 표면온도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서 시설원 농가

에서는 제어 넬  기장치의 과열부 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외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함.

3. 파급효과

 ❍ 스마트팜 확산에 따른 자동화 시스템에 장착하여 수시설 자동 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침입자 감시 등 활용용도 개발에 따른 용범  

확  가능함.

 ❍ 수장치 검 자동화가 가능하고 검시간 단축：83분/10a → 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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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요약

 ❍ 근권의 수분함량에 따라 엽온에서 차이를 쉽게 이미지로 구분 가능함.

   - 엽온은 정상엽에서는 기온보다 1~1.7℃정도 낮게 유지되어지지만 수경

재배에서 근권의 수분함량이 40% 이하로 낮아지면 기온과 같거나 높아짐.

구 분
근권수분 
50%

근권수분
45%

근권수분
40%

근권수분
35%

근권수분
30%

기 온 26.7 27.2 27.4 27.7 28.4

엽 온 25.6 25.5 27.3 29.1 30.5

기온과 편차 -0.8 -1.7 -0.1 1.4 2.1

【그림 1】근권 수분함량에 따른 엽온 차이(2016)

 ❍ 열화상카메라 보  가격 

   - 가 보 형：스마트팜 부착형 100만원 내외(11만화소)

   - 가형：일반 카메라형태 500~1,500만원 내외(11만화소)

   - 고 형：1,500~8,000만원(30만화소 이상)

 ❍ 수경재배 토마토 단추 수량  2,700개 /10a 

   - 단추 검시간 단축：기존 83분/10a → 5분 이내(열화상 이용)

 ❍ 스마트폰 부착형은 Window OS로 연구과제에서 자동분석 로그램 개발

   - 스마트폰 부착에 의한 검  스마트팜 시스템 연동 검 모두 가능

문의처  원예연구소：김희곤, 황인택, 김효중, 정종모 (☎ 061-330-2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