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T 스마트팜 구축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 스스로 성장하는 반려식물 생활

탄소중립 실천하는 과학실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미래형 농업 실습
• 초록으로 물들인 싱그러운 교실 구축

지속가능한 학교 생태환경 구축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8대 혁신 성장분야를 

통한 진로 계발

2022 이노사이언스
에듀 스마트팜
카탈로그

에듀 스마트팜은 수경재배에 최적화된 물 공급과 높은 출력의 조명, IoT 센서가 결합된 제품입니다.

누구나 쉽게 
도시농부가 되어보세요.



에듀 스마트팜

• 에듀 스마트팜

물탱크 내장형 2단 수경 재배 대차

학교에서 학생들과 식물을 키워보세요.

식물 생장에 최적화된 LED 조명 사용

대형 재배단 

IoT 센서를 이용한 환경 정보 및 생육 정보 데이터 수집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데이터 관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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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 수전 설치없이 실내 협소 공간, 과학실, 복도에 설치 가능
• 이동, 운반이 자유로워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

• 생장 스펙트럼에 맞는 LED 조명 사용으로 생장에 최적화
• 36W 출력 LED 4개 사용

• 이동이 편리한 대차 타입

• 물만 채워주면 손쉽게 작물 재배

• 동급 제품 대비 재배단의 넓이가 넓어 학생 1인 1식물 가꾸기에 효과적
• 최대 864개의 식물 재배 가능

• 대기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측정
• 수질 : pH, 온도, EC(전기 전도도) 측정
• 관찰 : Wi-Fi 카메라를 이용한 식물 생장 관찰
• 작동 : IoT 콘센트를 이용한 양액공급 시간, 조명노출 시간 설정

• 구성품에 포함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식물 생장 관찰 및 데이터 누적
• 원격 관리로 생산의 효율성 및  편리성 극대화 

• 수경 재배기
• LED 조명
• 가변 제어 펌프
• 빌트인 물탱크
• 트레이 x 8
• 발아용 스펀지 x 8
• 수경 포트 x 50
• 포트 연결단 x 6
• 원형 깔망 x 50
• 하이드로볼 x 4
• 수경재배용 씨앗 2종
• 수경 양액
• IoT 에듀팜 센서 키트
• 데이터 관찰용 태블릿

• 재배 대차
모듈식 이동형 재배단
프레임 재질 : 특수 코팅 아이언 파이프 프레임, 알루미늄 합금, ABS
크기 : 1613 X 677 X 1600 mm
전용 수경재배 베드 수용이 가능한 2단 구조
최대 작물 높이: 400mm
최대 재배가능 면적 : 1.8㎡ 또는 864개의 작물 재배 가능

• 조명
조명 :  도움텍 LED 조명 4개, 합계 288 W 전력 소비 (72W x 4)

• 펌프
가변 제어 펌프
빌트인 물탱크12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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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센서를 이용한 환경 데이터 측정

IoT 에듀팜 센서 키트
• 학교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 및 작동 조작

• 6종의 대기/수질 데이터 동시 측정
- 대기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측정
- 수질 : pH, 온도, EC(전기 전도도) 측정

• 기기 작동 시간 조절
- 양액/물 공급 시간 설정
- 조명 노출 시간 설정

• 생육 환경 관찰
- Wi-Fi 카메라를 이용한 식물 생장 관찰

• pH 센서

• 카메라

• 온도 센서

• EC 센서

• CO2 센서
• 온습도 센서
• 미세먼지 센서

재배 영상 관찰

물 공급
조명 조절

습도

탁도/전기전도도

이산화탄소

pH

온도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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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노사이언스

수경재배(양액재배)란 무엇일까?

식물 생장 단계

적합한 식물 적정값

• 수경재배란 토양 없이 순수한 의미의 물을 사용한 식물 재배법을 의미
• 하지만 물만으로는 식물이 왕성하게 생장할 수 없으므로 물에 각종 영양분(비료, 배양액)을 혼합해 재배
• 식물은 영양분이 있는 액체에 노출된 뿌리를 통해 양분을 흡수
• 수경재배를 통해 식물을 재배할 때는 물, 양액, 빛, 온도, pH 농도가 중요

• 3일차 (발아)

• 13일차 (정식)

• 31일차 • 수확

• 5일차

• 21일차

• 11일차

• 24일차

• 상추 같은 잎채소 작물
• 뿌리를 먹는 뿌리 작물
• 각종 약초
• 허브 식물

• TDS : 600 ppm
• pH : pH 5.5~7 (추천 pH 6.0~6.5)
• 산소 농도 : 6 ppm
• PPFD : 최소 100 μmol (광합성 광 양자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