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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balance of nutrient and water supply can negatively affect crop productivity and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nitor nutrient and water status of soil and precision management of the soil is 

required. Soil water content can be measured using sensors such as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FDR) 

and time domain reflectometry (TDR). Tensiometer was commonly used to determine irrigation timing and 

amount to supply water. Organic matter in the soil can be measured using a near infrared spectrometer (NIR) 

sensor, which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soil organic matter contents. On-the-go pH sensor was used for 

pH mapping of soil with high resolution. Generally, organic matter and pH sensors are less used for soil based 

smart farm system than soil moisture sensors, but use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soil. There are no available 

sensors to monitor nutrient levels in soil directly. To use ion selective electrodes, soil solution should be 

extracted. Instead, monitoring soil EC can be used to manage nutrients in soil since the soil EC is related to 

nutrients in soil solution. However, EC and nutrient availability in soil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soil water content, temperature and soil texture. Therefore, calibration of EC based on soil texture, CEC, soil 

organic matter, and etc. is required. Recent researches for soil based smart farm focused on wireless sensors, 

plant wearable sensors, and intelligent agriculture systems. Combined monitoring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lant biometric information will achieve smart and precisio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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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oil sensors to monitor soil water, temperature, pH, organic matter and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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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14) 5차 평가보고서

에 따르면 전 지구 연평균 강수량은 현재 대비 약 5 -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가뭄

과 홍수의 빈도가 증가하고 강우의 지역적 편중에 의해 작물의 물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과 작물에 따른 

정밀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Nam et al., 2016). 농업 생산성은 토양 수분 함량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Choi 

et al., 2010)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인 농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 나타나는 이상 기후와 과잉의 비료 공급에 의한 양수분의 불균형은 작물의 생산성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농경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양수분관리가 중요하다. 전국 밭토양 비료 성분의 과잉 

비율을 조사한 결과 유효인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정 범위 기준을 20% 초과하였으며 치환성 양이온의 과

잉 비율도 증가하였다 (Kim et al., 2019b).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토양의 양수분을 정밀하게 관리하면 작물의 품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Lee et al., 2010).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을 이용한 자동 물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ICT기반 지표관개 토양 수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관개에 

필요한 물 공급량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ICT기반 물 관리 시스템은 밭작물의 작물 생산성 

및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won et al., 2019).

최근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smart farm)이 농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화와 지능정보화가 요구된다. 스마트팜은 네트워크,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

여 농업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효율

의 농업 형태를 의미한다 (Heo et al., 2016). 따라서 스마트팜에서는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센서를 활용하여 농업 환

경을 관측하고 양분 함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작물 생육 단계에 따라 양분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팜은 주로 온실 환경에 적용되었으며 온실 스마트팜의 경우 주로 수경재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 정

보와 양액의 pH, EC 정보를 수집하여 작물 생육에 최적인 환경 조절 및 양수분 공급을 조절한다.

온도와 습도, 관수, 관비의 제어가 가능한 원격 재배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은 온실과 달리 노지는 작물 생육 환경이 

다양하고 온실 스마트팜에서 사용하는 센서와 기술을 노지 스마트팜에 적용하기에 부지가 넓으며 환경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Yun et al., 2017). 또한 노지는 토경 재배를 기반으로 하는

데 토양의 양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가 현재 없어 EC 센서로 양분을 제어하는 수경재배에 비해 양

분 관리와 정밀 농업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경재배는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Park et al., 2019a), 넓은 부지

에서의 공간의 활용성, 다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지에서의 작물 재배를 모두 온실에서의 수경재배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지 스마트팜의 구축이 필요하다.

노지 스마트팜은 시공간 변이 분석에 의한 적시적지적량 투입하는 기존의 정밀농업과 달리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생육 환경을 분석하고 자동화된 양수분 관리가 이루어지는 농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Kim and Choe, 

2016). 노지 스마트팜에서는 생육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방법에서 지온, 토양 수분, 토양 수분장력 등이 수집항목이

다 (Jeon et al., 2019). 이러한 인자들은 토성, 유기물 함량과 같은 토양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지 토양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토양의 생물학적 반응은 농업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양수분 사

용 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경재배에서는 농작물과 토양의 여러 요인들의 관리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고

려해야 한다 (Lijber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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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스마트팜에서는 센서를 활용한 자동화 양수분 관리를 통한 에너지 (물, 비료) 사용 효율화가 요구된다(Fig. 1). 

작물의 종류, 특성에 따라 최적 재배 조건의 토양 환경이 다르고 필요한 양분, 수분량이 달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양 환경의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Heinonen, 1985). 따라서 온도, 습도, 광량, 강우량과 같은 

환경 센서뿐만 아니라 토양의 양분, 수분, pH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 또한, 토양 별 위치, 토성, 수

분 함량, 농지, 기상 등 농업관련 자료들을 연계 및 공유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Lee, 2020). 노지의 

경우 수경재배를 주로 하는 온실 스마트팜과 달리 양분과 수분이 토성, 유기물 함량, pH, 양이온교환용량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등의 영향을 받고 이용가능 양분 함량은 토성별 유효 수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요구되지만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을 토양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리뷰 논문에서는 토경재배에서 효율적 양수분 관리를 위해 토양 수분, pH, 유기물, EC 센서를 활

용해 토양 양수분을 계측하여 정밀 양수분 관리에 이용하는 사례들을 파악하여 노지 스마트팜에 활용할 수 있을지 평

가하였다.

Fig. 1. Conceptual diagram of smart farm system using soil sensors for precision management of soil water and nutrients.

Types of Soil Sensors and Application

토양 수분 함량 측정 센서 일반적인 농업환경에서 작물 생육에 가장 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이다 

(Boyer, 1982). 수분함량은 관개나 수분수지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된다. 토양수분 함량은 중량수분함량

과 용적수분함량으로 구분된다. 중량수분함량은 건토 중량법으로 측정하며 용적수분함량은 시간 영역 반사법 (time 

domain reflectometry, TDR)과 시간-주파수 영역 반사파 계측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FDR) 방식의 토양 

수분 계측기를 이용한 센서 측정 방법, 중성자 탐사법 (neutron probe)을 이용한 코스믹레이 (cosmic-ray) 토양수분 

측정 방법을 이용한다 (Kim et al., 2015).

TDR 센서는 전기적인 펄스의 전송시간을 이용해 수분함량을 측정하며 다른 수분 센서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TDR을 이용한 토양수분 함량의 측정은 전자기파의 겉보기 유전율의 변화를 이용하여 토양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측

정할 수 있으며 탐침 (rod)의 수가 두 개 혹은 세 개 또는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Hu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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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R 센서는 전기용량 (capacitance)을 이용하여 공명 진동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수분 함량을 측정한다. FDR 센서도 

TDR센서와 마찬가지로 토양 EC나 유기물 함량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토양수분센서의 경우, 토양의 특성에 따라 

센서의 보정이 필요하다. 유기물 함량과 수용액 중의 전해질 (EC, pH)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보정해야 하지만 적절

하게 보정을 한 후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Kim, 2014). 토양 수분센서를 통해 수분함량을 측정했을 때, 출력 값

은 전압 (voltage)값인 경우 변환하는 수식을 사용하여 보정한 후, 수분함량 (%)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센서 제조사에서 보정을 하지만 사용할 현장의 토양 특성에 따라 센서 검증을 하고 얻은 계수로 보정하면 정확하고 신

뢰도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Moon and Lim, 2015).

실시간으로 수분 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토양수분 센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측정한 토양 용

적 수분 함량을 통해 작물의 수분 수지나 뿌리를 통한 수분 흡수, 물과 양분의 이동, 관개효율이나 관개패턴, 증발산 등

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토양 수분 센서를 사용하면 높은 정확도로 토양 수분 함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erkelrath et al., 1991). 우리나라의 대표적 토양인 사양토에서 두 가지 형태 (TDR, FDR)의 토양수분 센서의 

정확성 검증을 통해 대부분의 센서들이 1.4 - 2.8% 정도의 오차를 나타내 현장 측정에서 문제가 없음을 보였다 (Hur et 

al., 2009).

토양의 유효수분은 토성, 유기물 함량 등에 영향을 받아 토양 특성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지 농업에서 물

관리에 적용하기 전 유효수분의 수분함량 범위를 평가해야 한다. 수분 장력의 경우 값 자체로 유효수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함량 대신 토양 내 수분 장력이 관수시기와 관수량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Smajstrla and Locascio, 

1996).

토양 수분 장력 센서 장력계와 저항블럭은 토양수분 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각각 진공관의 압

력 게이지, 전기저항센서를 이용해 토양수분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토양수분 장력은 텐시오미터 (tensiometer)

를 활용해 측정하며, 식물 뿌리의 물 흡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물의 관개와 급수 기준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Lee et al., 2020). 수분 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은 스마트팜 분야에 활용되어 관수 시점을 결정하

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장력센서는 토성, 온도 등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수분 관개 제어에 활용되고 있다 (Ling, 

2004; Seo et al., 2017). 그러나 텐시오미터는 토양 하부 7 cm 이하를 측정하기 어려우며, 약간 비틀어 고정시킨 다음 

틈이 없도록 벤토나이트로 채워 물이 흐르지 않게 설치하거나 공기가 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증류수를 공급해야 하

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Park et al., 2010).

국내 노지 농업에서 토양 수분센서를 관개에 활용하는 것은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2018년 스마

트팜을 온실에서 노지로 확대하기 위한 모델개발 사업을 처음 추진하였으며 2019년 채소류로는 배추, 양파, 대파, 과

수로는 사과, 블루베리, 감귤, 특용작물로는 삼백초를 대상으로 자동관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더 확대될 것

이다 (Kim and Sim, 2019). Nebraska의 대규모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토양수분센서를 활용하여 

측정한 수분 부족 임계값과 작물 시뮬레이션, 실시간 날씨 데이터를 조합하여 관개를 제어한 결과, 수확량이 크게 감

소하지 않으면서 33%의 물을 절약해 노지 스마트팜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rmak et al., 2012). 온실과 

달리 공간 변이가 큰 노지에서 토양수분센서를 활용해 관개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노지 스마트팜

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나 넓은 부지에서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센서를 보정하고, 센서 설치 지점과 관개일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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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양수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전자파를 이용해 층위별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센서들은 현재 상태의 토양 

수분 함량을 표시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양 내에서의 수분 상태와 이동을 분석할 수 있다. 심토에 있는 

토양수분이 퍼텐셜의 차이에 따라 위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토양수분 변동량을 분석할 경우 증발산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층위별 토양수분 센서를 통해 토양의 포화수분함량, 증발산량, 토양수분의 상승량, 적정관개시점, 강

우에 의한 영향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Gaskin and Miller, 1996). 센서는 데이터로거와 같은 데이터 수집 장

치에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증발산량이나 토양수분함량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농업, 원예, 잔디 

관리에서 관수 설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IC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 연구의 시스템적인 요소들과 결

합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물부족이나 과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eo 

et al., 2012).

Table 1. Soil moisture sensors and factors affecting the value.

Sensor name Sensor type Measured soil water Influencing factors References

Hydra probe
Dielectric 

impedance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Clay content Seyfried et al. (2005)

Theta probe
Dielectric 

impedance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Soil particles

Discrepancies between measurement 

volume and installation depth

Schmutz and Namikas 

(2011)

SM300
Dielectric 

impedance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and 

soil temperature

Temperature

Salinity

Soil type

Vaz et al. (2013)

ECH2O probe 

model EC-5
Dielectric constant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Temperature

Soil variability

Discrepancies between measurement 

volume and installation depth

Bogena et al. (2007)

Water content 

reflectometer

Time-domain 

measurement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Temperature

Soil type

Seyfried and Murdock 

(2001)

TRIME-IT/-EZ
Time-domain 

measurement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Temperature

Soil type

Discrepancies between measurement 

volume and installation depth

Blonquist Jr et al. 

(2005)

10HS
Time-domain 

measurement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Temperature

Humidity

Soil type

Discrepancies between measurement 

volume and installation depth

Decagon Devices 

(2009)

CS616
Frequency-domain 

measurement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Temperature

Discrepancies between measurement 

volume and installation depth

Campbell Scientific 

(2006)

SISOMOP
Frequency-domain 

measurement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Temperature

Discrepancies between measurement 

volume and installation depth

Schlaeger (2007)

Tensiometer Soil water tension Water potential

Pressure

Discrepancies between measurement 

volume and installation depth

Richards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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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가능한 토양 수분 센서는 텐시오미터와 용적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Hydra probe 등이 있으며 몇몇 토양 

수분 센서의 종류와 센서 값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Table 1에 나열하였다 (Radhi and Mohammed, 2017; Janani 

and Pavitra, 2019). 토양 수분 함량의 경우 토양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장력의 경우 측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센서를 활용한 물관리 시 두 가지 센서의 값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온도와 습도, 누적 광량 

등의 환경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토양 pH 모니터링 전통적인 토양 화학성 분석법은 분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온, 날씨 등에 따라 변화하는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

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pH를 포함한 토양의 실시간 성분분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스마트팜 기술에도 활용되고 있다 (Yun et al., 2014). 작물의 생육에는 토양의 수분, 전기전도도 (EC), 산도 등이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토양 pH는 양분의 용해도와 미생물의 활성, 토양 화학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물의 영양분 

흡수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미국에서 2003년 보급된 Veris 센서 (MSP3, U series 등)는 트럭이나 트랙터에 연결하여 이동하면서 pH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센서이다. 이 센서를 이용해 미국 중서부의 pH 지도를 만들 수 있었으며 다양한 토양에 대한 pH 지도

의 제작이 가능하다. pH 센서의 판독 값은 토양 시료에 대해 보정하여 연구소에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

며, 실험실에서 표준 분석법으로 토양 pH를 측정한 값과 센서 pH 측정값 사이에 높은 선형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석회요구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정이 필요하며 토양 온도, 습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추가 센서를 활

용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밀 농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밀도 높은 토양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양 분석을 빠르게 수행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시간 센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러한 pH 센서를 활

용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Erickson, 2004; Schirrmann et al., 2011; Bongulto et al., 2016). 실제 스마트팜 

농가에서 DHT11 토양 pH 센서를 활용하여 토양의 산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비료 시비를 알맞게 조절한 사례가 

있다 (Gay, 2018).

국내에서도 실시간으로 토양의 수분, EC와 pH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센서가 개발되었다. 토양 센서의 측정 항목은 

토양 pH, EC, 함수율, 온도이며, pH는 이온선택성전극과 기준 전극의 전위차로 pH를 측정한다. pH가 높아질수록 전

위차가 높아져, pH와 전위차의 상관관계가 0.9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온도를 측정하여 EC의 온도 보정에 사

용하였다 (Hong et al., 2016).

토양에서 실시간으로 pH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해 pH를 측정한 결과와 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추출법으로 pH를 분석하여 상관성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센서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한 결과는 추

출법으로 분석한 토양 pH와 비교하여 설명력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센서를 이용한 토양의 pH 측정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는 토성, 온도, EC, 수분함량 등이었으며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pH가 낮게 측정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pH가 

높게 측정되는 등의 경향이 나타났다 (Adamchuk and Rossel, 2010; Gay, 2018). pH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토양수분 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토양 EC는 토성, 용적밀도, 염도, 수분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양 특성을 보여주는 인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pH 측정 결과에 도입하여 pH 완충 능력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Staggenborg et al., 2007). 토양은 완충용량을 가지고 있어 토양의 pH는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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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노지 스마트팜에서 실시간 상시 측정이 요구되지 않는 항목이다. 그러나 농경지의 전반적인 토양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해 넓은 면적에 걸친 pH의 변동을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장치를 토양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2. Real-time soil pH sensors.

Soil pH sensor
Factors affecting sensor 

measurement

Correlation with pH measured 

by extraction method
References

DHT11 sensor (D-Robotics UK) Soil temperature Accuracy : ±5% Gay (2018)

Mobile sensor platform equipped 

with dual pH sensors (Model 

MSP, Veris Technologies)

Soil EC
R2 : 0.75 - 0.83 (0 - 7.5 cm depth)

R2 : 0.53 - 0.79 (7.5 - 15 cm depth)

Staggenborg et al. 

(2007)

Proximal soil sensing (PSS)
Soil texture

Soil EC
R2 : 0.68

Adamchuk and Rossel 

(2010)

Real-time soil pH measuring 

device
Soil EC R2 : 0.86 Hong et al. (2016)

Real-time soil sensor (RTSS, 

SAS 1000, SHIBUYA 

MACHINERY Co., Ltd.)

Soil moisture

Soil freshness

R2 : 0.58 (H2O)

R2 : 0.71 (1:2.5 KCl)

R2 : 0.62 (1:1 H2O)

R2 : 0.72 (1:25 H2O)

Kodaira and Shibusawa 

(2013)

Veris pH ManagerTM
Blockage by residual 

straw and weed roots
R2 : 0.63 - 0.84

Schirrmann et al. 

(2011)

토양 유기물 측정 센서 토양의 유기물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양분의 공급을 조절하고 미생물

의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농경지에서 중요한 인자이며 토양에 전자파 에너지를 투입하

고 반사될 때 생기는 에너지 차이를 수치화하여 토양 유기물 함량과의 상관관계로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물과 토양 색은 상관성이 있으며, 토양 색이 어두우면 유기 물질 또는 유기 탄소가 포함되어 있

다고 판단한다 (Billmeyer and Saltzman, 1981). 건조 지역 토양에서 색상 센서를 활용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을 평가

한 결과 수분이 있는 토양에서 건조한 토양보다 토양 유기물 함량과 색상 센서 사이에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나 유기

물 함량을 잘 예측할 수 있었다 (Raeesi et al., 2019).

근적외선 (near-infrared spectrometer, NIR) 센서는 유기물 색상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반사율 데이터를 활용해 

토양 유기물과 토양 수분 함량을 예측할 수 있다. 토양 유기물의 경우 520, 960 및 1,120 nm 대역의 파장에서 민감하

게 반응하고, 수분은 1,450 및 1,900 nm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측정한다 (Daniel et al., 2004; Loshelder, 2020). 토

양 지표면에서의 수분함량과 유기물 함량 분석 결과, 수분 측정 오차보다 유기물 측정 오차가 더 적게 나타나 유기물 

측정에서의 NIR 센서 활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실험에 사용한 토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토성

별 차이에 대한 보정도 필요하다 (Hummel et al., 2001). 센서 테스트 결과, 유기물과 수분 함량의 연관성이 나타났으

며, 이 센서를 활용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관리한다면 토양의 수분 함량 조절도 가능해 식물의 생산성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유기물 이외의 화학성 분석을 위한 센서의 요소나 보정 값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Hummel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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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NIR 토양 센서도 개발되었는데, 이 센서는 토양의 양이온교환용량과 수분의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어 각 토

성 별 함량 보정이 필요하다 (Sudduth and Hummel, 1993). 토양 유기물 센서를 실제 스마트팜 농가에서 사용하였을 

때, 토양 비옥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료 시비, 객토 등의 대처가 가능하여 재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사된다 (Sparling et al., 2006).

실시간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는 센서도 국내에서 개발되었는데, 이 센서는 지표 아래 15 - 20 cm 부근에

서 토양에 인공 광을 조사한 후 그 반사광을 측정한다. 이 센서를 위해 광원을 조사하고 그 반사광을 측정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지표 아래 부분에 설계해야 하며 저장장치, GPS 수신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ung et al., 2003).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로 빠르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에 따른 토양 유기

물 함량을 얻을 수 있으며, 시료 분석 결과를 이용해 토양 유기물 함량 분포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유기물 함량 분포 

지도를 통해 농장의 질소 비료 시비량 지도도 작성할 수 있어 유기물 센서는 양분 관리와 양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

고, 정밀 농업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ho et al., 2002).

Table 3. On-the-go soil organic matter sensors.

Soil organic matter sensor type
Factors affecting sensor 

measurement

Relationship between reflectance 

and organic matter
References

Handheld proximal sensor Soil particles R2 : 0.81 Cozzolino et al. (2013)

On-the-go optical sensor
Gaps between soil and the 

sensor window
R2 : 0.91

Kweon and Maxton 

(2013)

Prototype real-time soil 

organic matter sensor
Soil depth R2 > 0.83 Shonk et al. (1991)

Two light reflectance soil 

organic matter sensor
Soil moisture

Successfully predicted soil 

organic matter content for each 

of the thirty soils 

Pitts et al. (1986)

VNIR-SWIR sensor

Selection of the proper 

spectral range of the sensor, 

preprocessing methods, and 

calibration techniques

R2 > 0.65
Angelopoulou et al. 

(2020)

A real-time multi-spectral 

soil sensor
R2 : 0.76 Shibusawa et al. (2005)

NIR reflectance sensor
Standard errors of prediction for 

organic matter : 0.62%
Hummel et al. (2001)

NIRS system sensor
R2 : 0.87 (900 - 1,700 nm)

R2 : 0.75 (350 - 1,050 nm)
Christy et al. (2003)

Soil Organic Matter Sense

(SOMSENSE)
R2 : 0.23 Aimrun et al. (2014)

실제 vis-NIR 센서를 활용하여 덴마크의 농경지에서 토양 유기 탄소를 매핑하였다. 하나의 센서를 사용한 것과 

EC, 온도 센서를 통합하여 얻은 데이터를 비교하였을 때 여러 센서를 조합한 것이 유기물 함량을 잘 예측하였으나 농

지 특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토양 특성에 맞는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Knadel et al., 2015). 호주에서는 

vis-NIR과 remote sensing을 이용하여 토양 유기탄소를 예측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북서부의 버티졸 (vertisols)로 구

성된 토양에서 remote sensing을 이용하여 토양 유기물 함량을 예측한 결과 remote sensing은 vis-NIR 보다 정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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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았으나 토양 유기물 함량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였다 (Gomez et al., 2008). Table 

3은 토양 유기물 센서의 사용 예와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과 측정 정확도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분광학적 방

법을 이용해 토양 유기물을 분석하는 센서의 경우 토양 입자, 수분, 토양 깊이, 토양과 센서 윈도우와의 차이에 의해 영

향을 받으나 대부분의 경우 설명력이 0.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온 선택성 전극을 이용한 양분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농업에서 작물에 적정한 양

분을 공급하면서 환경으로의 양분 유출을 감소시키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토양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토양에

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 함량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양분 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양의 양분 

공급이 요구된다. 또한 신속한 토양 검정과 시비 처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양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화학센서 (elctrochemical sensor)를 이용할 수 있는데 K+, Ca2+, NO3

- 등을 분석하기 위

해 이온 선택성 전극 (ion selective electrode, ISE)으로 이루어진 전위차 측정 센서를 이용한다. 이온 선택성 전극은 

그 기작이 잘 밝혀진 화학센서이다 (Bakker et al., 2000).

이온 선택성 전극은 세라믹 기판 위에 칩 형태의 전극에 최적화된 조성의 이온 선택성 막을 올려 다중 이온 센서를 

제작한 후 흐름계주입분석법 (flow injection analysis)으로 토양 추출 시료 중 이온의 농도를 정량할 수 있다 (Shin et 

al., 2009). 그러나 이온선택전극을 이용한 토양 NO3

- 값이 토양 화학분석 방법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토양 NO3

-의 실시간 측정을 위하여 측정법 보완이 필요하며 양분 제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Park 

and Noh, 2019). 특히 이온 선택성 전극을 이용한 양분 분석은 토양을 추출한 후 추출액을 이용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양 내에 센서를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양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양분 모니

터링을 대신하여 간접적으로 양분을 실시간 평가할 수 있는 토양의 EC 모니터링이 양분 평가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토양 EC센서를 활용한 양분 예측 토양과 관개수의 EC는 작물에 대한 시설 재배지의 염류 집적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화학적 지표이다. EC는 용액에 존재하는 전해질 이온의 세기를 나타내며 염류나 비료 성분 등 전해질 이

온이 많을수록 EC는 높아지게 된다. EC는 토양의 포화 반죽 (saturated paste)을 이용하거나 토양 공극수를 채취해 측

정하기도 하며 토양과 물의 1:5 추출액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측정한다. 따라서 토양에 EC 전극을 직

접 삽입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추출액을 이용한 EC 측정값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어 농가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C 전극을 통해 측정한 토양의 EC 값과 토양 이온 함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EC 전극을 이용해 양분 정

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 et al., 2017). 시비에 따른 토양 내 양분 수지 및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토양 센

서 (수분함량, 지온, EC)를 설치하고,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용액 내 EC, pH, 질산태 질소 값을 측정한 결과, 토양

센서로부터 측정된 값과 실제 토양 용액 내 측정값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토양 용액 내 질산태 질소 값과 EC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어 EC 센서의 측정으로 질소의 함량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im et al., 

2019a). 또한 최적 토양 수분 함량을 모델링하는 연구에서도 EC와 질소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토양 수분 

함량이 EC 센서를 사용한 토양 질소 함량 감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정확도가 높고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따라서 토양 EC를 모니터링하여 현장 조건에서 토양 질소 및 양분들의 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He et al., 2017). 그러나 노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양에 존재하는 질산태 질소의 함량이 낮아 EC 센서



Research Trends Using Soil Sensors for Precise Nutrient and Water Management in Soil for Smart Farm ∙ 375

를 통해 함량 변화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한 염류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는 나트륨, 염소 이온 등이 EC와 상관관계

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농경지에 따라 EC와 상관관계가 있는 이온들을 고려한 후, 센서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Hajrasuliha et al., 1991; Metternicht and Zinck, 1997).

토양 EC를 측정하는 센서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Veris의 토양 EC 매핑 시스템 (mapping system)은 현장에서 

EC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한다 (Moral et al., 2010). 카트가 필드를 통과할 때 EC 값을 수집하고 GPS 수신기를 사용

하여 이를 지역별로 기록한다. 이 시스템은 에이커 (acre) 당 50 - 100개의 샘플을 생성하며, EC 및 GPS 데이터는 컴

퓨터에 기록된다 (Veris Technologies, Inc., 2021). 특히 MSP3 모델은 유기물, pH와 EC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가에

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Table 4) (Veris Technologies, Inc., 2021). EM38 (Geonics, Canada)센서는 기기의 

반대쪽 끝에 있는 비전도성 막대에 1.0 m 간격으로 설치된 송신기와 수신기 코일로 구성되어 배터리의 교류로 전원이 

공급되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을 생성한다 (Heil and Schmidhalter, 2017). 이 자기장은 토양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2차 자기장을 생성하는데 이는 염도, 토성, 수분 함량, 양분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한다 (Table 4) (Heil 

and Schmidhalter, 2017).

Table 4. Nutrient level prediction using electrical conductivity sensor.

EC sensor Soil properties related to EC Nutrients related to EC References

Veris 3100R

Six disc-shaped metal electrodes 

which penetrate 6 cm into soil

pH, EC1:2.5, CEC, SOM
Na2+, Mg2+, Mn2+, 

Cu2+, Ca2+, Zn2+, Fe2+
Peralta and Costa 

(2013)

Veris 3100 pH, CEC, SOM Total N, K Gholizadeh et al. (2011)

Electromagnetic induction based 

EC sensor

Coulter-based sensor (Veris 3100)

Clay content, CEC

In some study fields : soil moisture, 

silt, sand, organic C and paste EC

Sudduth et al. (2005)

EM38 (Geonics Limited, Canada) pH, CEC, SOM Available N Eigenberg et al. (2002)

Teros 12 (Meter Inc.) Soil moisture, temperature
Mokari and Shukla 

(2019)

토양 내에 깊이 별로 삽입되는 전극 및 절연 관입부, 그리고 온도센서 등을 하나로 조합하여 만든 4전극센서는 염류

가 집적된 시설 재배지 토양 내 깊이에 따른 EC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Jang et al., 2010). 이는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EC 측정값을 

온도 및 토양 수분에 대하여 보정하면 농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최적 토양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

다 (Jang et al., 2010). 이외에도 토양수분함량 및 EC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FDR 센서들이 개발되었으며, 이

는 측정된 토양수분함량 및 EC에 따라 작물이 필요한 만큼의 관수/관비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에 이용하기에 적합한 센서로 판단되고 있다. EC는 토양 수분함량과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토양의 수분 함량

이 증가하면 전용적 유전율 (bulk dielectric constant)이 증가하여 EC 값이 높게 측정되고, 온도가 증가하면 입자들의 

이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EC 값이 높게 측정된다 (Robinson et al., 1999; Kim et al., 2014; Othaman et al., 2020). 

따라서 올바른 토양수분센서와 EC센서의 활용을 위해 토양 특성이나 환경에 따른 센서 보정이 필요하며, 토양 EC와 

식물이 이용 가능한 양분과의 관계, 식물의 생리반응과의 연계를 통한 센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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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센서의 스마트팜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폴리 하우스 (Poly house) 모델을 활용한 스마트팜 재배에서 토

양 수분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어 수분이 적정량보다 적을 경우 펌프를 사용하여 수분을 첨가하

고 수분이 적정량보다 많을 경우 폴리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Dagar et al., 

2018). 국내에서는 수분 센서로 측정한 값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신하여 물 공급 장치의 전원을 

조작함으로써 인위적인 수분량의 조절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개발하였으며 (Lee et al., 2019),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무선 통신 방식인 로라 (LoRa)를 이용하여 토양 수분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기온도, 강수량을 고려하여 관수량

을 설정하고 노지에 직접 적용하여 기초 정보를 입력한 후 각 농작물에 따라 적절하게 물을 관리하여 생산량까지 관리

가 가능하다 (Youm et al., 2018). 또한 재배 장소의 환경정보를 확인하면서 토양 수분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과 위치에 관계없이 원격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플랫폼을 개발하여 실제 농가에 구현한 사

례도 있다 (Kim et al., 2020).

EC센서를 스마트팜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Kang et al. (2016)은 토양수분 및 EC센서를 이용한 자동급액시

스템에서 고품질의 봄철 화단국화 (Chrysanthemum paludosum) 생산을 위한 적정수준의 EC를 구명하였다. 유리온

실에서 16개의 토양수분 및 EC센서 (Decagon Devices, Pullman, WA, USA)를 CR1000 데이터 로거 (Campbell 

Scientific, Logan, UT, USA)에 연결하여 토양수분 및 EC센서의 수분함량 (volumetric water content, v/v)과 EC 측

정값에 따라 물과 양분을 자동 관수/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근적외선 스펙트럼 반사율을 이용하는 센서는 토양 색에 기초한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적절한 분석 기법을 적용

할 경우 수분, CEC 및 기타 토양 매개 변수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토양에서 기계적, 음향 등의 다양한 반응을 융합

하여 토양 다중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으며, 토양 강도 프로파일 센서 (soil strength profile sensor, 

SSPS)는 토양 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센서들과 토양 양분 및 식물 반응들을 융합하여 연구한다면, 토양의 실시간 

양분 제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hung et al., 2006; Bah et al., 2012; Naderi-Boldaji et al., 2019).

노지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농지 면적이 넓어 여러 개의 센서를 하나의 데이터 로거에 연결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선이 없는 센서가 개발되고 있다. 선이 없는 수분 센서를 활용하여 지하부에 센서를 설치

하여 뿌리 부분의 수분 함량을 평가할 수 있다 (Soil Scout, 2021). 또한 노지 스마트팜에서는 전원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나 태양광 등을 이용해 자가발전이 가능한 장치가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Yin et al., 2021).

스마트팜에서는 토양 센서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육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면 더 효율적으로 양수분 공급을 조

절할 수 있는데 최근 식물 줄기의 양쪽에 전극을 삽입하여 양수분의 이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되었다 (Park 

et al., 2019b). 이 외에도 다양한 식물의 웨어러블 센서 (plant wearable sensor)가 작물의 생육 상태를 진단하는데 사

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웨어러블 센서는 식물의 생리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데 사용

되며 얇은 필름 형태로 된 식물에 비파괴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장치이며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 인자들

을 모니터링하고 식물 조직의 수분 포텐셜, 압력 변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생물학적 인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Yin et al., 2021).

최근의 센서 관련 연구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인공지능이 작물의 수확량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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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먼저 센서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Conclusions

농업 분야와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농업생산의 지능화 및 자동화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통해 식

물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물의 목표 수량에 따른 생육단계별 물과 비료의 적정공

급기준을 설정하고 토양 특성별 유효 양수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양수분 자동제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소

개한 센서들을 활용하면 토양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지 스마트팜의 넓은 부지에서 센서의 위

치에 따른 데이터의 공간 변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층위와 면적을 망라할 수 있는 센서 개발이 필요하며 센서값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토양 수분 함량 측정을 통해 작물의 수분 흡수, 물과 

양분의 이동, 관개 효율 평가, 증발산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토양 pH, 유기물 함량은 일반적으로 그 값이 토양에

서 실시간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양수분 관리보다는 토양 특성 평가와 매핑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토양 수분, pH, 유기물 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은 개발되었지만 토양 추출액을 사용하지 않고 토

양 양분을 토양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개발되지 않았다. 양분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온선택

성 전극은 토양 용액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양 양분 함량을 토양 EC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예측할 수 있다. 토성에 따라 EC와 양분 농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원소에 따라 다르지만 상관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토성과 수분함량, 온도, 유기물 함량 등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양분 함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간접적인 센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분, EC 측정의 두 가지 센서만으로 양수분 공급의 효율성

과 정확성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식물의 생체정보, 생육 모델과 연계하여 실시간 

지능형 관비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비량 보정계수 현장 적용 및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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