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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ty programs are largely recognized as game development tools. However, it has many functions built in, so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as well as game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mart farm
environmental control program using Unity and Photon. The proposed program has vast compatibility that is not
limited to specific devices, and it is very easy to build network systems for remote control. In addition, the proposed
programs were installed on various devices such as pc and smartphones, making it easy to control the smart farm
environment system. Through experiments, it was confirmed that data transmission and reception between Windows
and Android, other operating system environments, and that smart farm systems were operating norm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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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국내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여성화로 농업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
내 환경조성이 가능하고 노동 투입이 적은 Smart Farm 환
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 및 구축비
용이 많이 소요되고 사용자의 편리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Smart Farm 환경 제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1-3]
Unity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게
임을 쉽고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연동뿐
만 아니라 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Device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4]
또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오픈 하드웨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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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과 연동할 수 있고 Photon Network를 활용한 서버 구
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게임 뿐만 아니라 VR/AR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5]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Unity 프로그램의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Smart Farm 환경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 스마트팜 개요 및 현황
Smart Farm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
간의 제약 없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
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이다. [6]
최근 농부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던 농업 기
술을 정량화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
으로 대체하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구
애 없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팜을 미래 농업의 모
델로 인식하고 이를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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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나서고 있으며 정
부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ICT 기술
융합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 [7]
Fig. 1과 같이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일사량, CO2 등의
환경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정보 모니터링 기능과 냉방,
환기, 조명제어 등의 자동 및 원격 환경제어 기능이 필요
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동하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
템으로 구성되며, 이중 생산성 제고 및 이익증대와 직결되
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의 구현이 핵심 요소이다.[8]
시중에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 개발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
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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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Socket 서버로, Reliable UDP, TCP, HTTP 및 WebSocket 네
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때문에, Cross Platform으
로 네트워크 관련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하다. 또한, Windows 환경에 대응하고 있어, Google Cloud,
Azure VMS, Amazon EC2나 개인 또는 사무실 로컬 서버에
설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정보 모니
터링 기능과 환경 제어기능의 두 가지를 연동하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 프레
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중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어 활용하게 되었다.

4. Unity 제어 시스템 구현 및 동작
4.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mart Farm 제어 시스템은 각 시
설에서 환경정보 모니터링과 제어를 담당할 로컬 관리
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환경 데이터를 저장하
는 관리 시스템(Photon Server), PC 또는 모바일 환경의 사용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Photon Network에 접속할 때 Android 환경에서는 Wifi, 3G,
LTE, 5G 등 무선 인터넷 접속 방식을 사용하며, PC에서는
Lan과 Wan을 모두 지원한다. Unity와 Arduino의 직렬(Serial)
통신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유선을 사용하였다.

출처: 진주시의 시설원예 스마트팜 사업 개념도 ⓒ

Fig. 1. Structure of environment control system for Smart
Farm.

4.2 Unity 와 Arduino Serial 통신
Unity와 Arduino 간의 Serial 통신 및 Arduino에 연결된 장
치들의 동작 구조는 Fig. 2와 같다.

3. Unity와 Photon Server
3.1 Unity
Unity는 멀티 플랫폼용 게임 개발을 할 수 있게해주는
2D 및 3D 게임 개발 Tool로써 게임 개발을 주로 하는 프
로그램이나, 특정 Device에 국한되지 않는 방대한 호환성
을 가지고 있다. 이 최고 강점은 멀티 플랫폼 대응 능력
이 다른 어떤 엔진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ity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별도의 추가작업 없이 PC와
Mac, Linux, Web Browser, iOS, Android용으로 Build 가능하다.
또한 Unity는 C#이나 JavaScript를 사용한다.[9]

3.2 Photon Server(무선 네트워크 연결
방식의 환경)
Photon Server는 Window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

Fig. 2. Behavior Structure of Unity and Arduino.
Unity에 Serial 통신으로 연결된 Arduino는 Unity의 실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Serial 포트로 연결되며, 연결된 후에
Arduino는 Control Box의 역할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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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hoton Network &

Android

PC와 Android 스마트폰 모두 공통적으로 Unity를 통하여
Photon Network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PC는 서버를 구축하고 Android 스마트폰은 서버에
접속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된다. Photon Network의 Server에
서 Master 권한을 가지게 되는 기준은 최초 접속한 Device
가 권한을 가지게 되며, 실제로 Photon Network에서 하는
역할은 Device 사이에서 데이터 통신을 위한 Bridge 역할
을 수행한다. 따라서 최초 통신이 매우 중요하다. Fig. 3은
Photon Network와 Android의 동작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Fig. 4. Launch Screen of Proposed Unity.

Fig. 3. Behavior Structure of Photon and Android.
Fig. 5. Structure of Arduino Control System_1.

5. 제안된 Unity Smart Farm 시스템의
검증 및 결과
5.1 검증방법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
해 모든 시스템을 실행한 후, Photon Network에 접속하여
동작을 확인했다.
제안된 Unity 프로그램의 동작은 Fig. 4와 같이 PC와
Android 스마트폰에서 동일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화면 중
앙에 있는 두 종류의 버튼이 각각 LED 조명과 Fan의
On/Off 스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장치들의 동작을 검증하
기 위해서 Fig. 5와 같이 Arduino와 2개의 LED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개의 LED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Fan과 LED 조명
을 나타내고 있으며 PC와 스마트폰의 제어 버튼에 따라
서 Fig. 6과 같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
된 Unity 프로그램을 설치한 PC와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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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ucture of Arduino Control System_2.
접속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원격으로 스마트팜 환
경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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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난, 기후변화로 인해 침체되
고 있는 농업환경에 ICT 기술을 융합한 Smart Farm은 농업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
다. 관련 기술들이 국내외로 개발 중에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은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Unity 프로그램의 Photon
Network 시스템을 이용하여 Smart Farm 환경 제어 프로그
램과 Arduino를 활용하여 제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
고 Arduino 기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Wifi 및 LTE 환경에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PC에 연결된 Unity 프로그램에서는 안정적으로
Arduino의 Serial 통신을 확보하고, Android 환경에서의 Unity
는 PC와 원활한 Network 환경을 구축하여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팜 환경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한다면 사용자의 편리성과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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