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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랩스 제품구성

컨트롤판넬
센서노드

+
센서

CCTV 기상대

컨트롤판넬 센서보드

CCTV 기상대



접속방법



① 구글 플레이 에서 ‘팜랩스’ 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접속 URL: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reenlabs.smartfarm

어플 (구글플레이)

② 설치한 어플을 실행하여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 한 아이디당 최대 5대 기기 까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5월 중 업데이트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reenlabs.smartfarm


③ 좌측 상단 메뉴버튼을 클릭하여 [스마트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이제 팜랩스 스마트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브라우저 주소창에 팜랩스 ERP 시스템 주소를 입력합니다.

*접속 URL: http://erp.farmlabs.co.kr/

②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합니다.

PC/모바일웹

③ 이후 사용법은 어플과 동일합니다.

http://api.farmlabs.co.kr/


터치패널 사용법



터치패널보호화면모드

- 터치패널의 경우 5분동안 움직임이 없을 시
보호화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 보호화면 모드 중 센서 정보가 표시 됩니다.

- 터치패널의 센서롤링 주기는 3초 입니다.

- 터치패널은 view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터치패널화면



① 전력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스위칭이 온(ON) 상태가 되어 재실행이 됩니다. 
PC가 켜질때까지 <시스템 접속 중>이 표시됩니다.

② 터치패널의 부팅이 완료되면 앱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③ 앱 목록에서 팜랩스를 터치하여 실행합니다.
실행 완료까지 <흰 화면> 이 표시되며, 1~2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전시, 터치패널재실행방법



생산관리 - 스마트팜



■전체화면구성

1. 마이메뉴: 시스템의 기본설정을 하는 메뉴
- 설정: 화면 설정/CCTV 설정/센서 설정/모터 설정/전원 설정을 할 수 있다.
- 고장 및 문의: 고장 또는 문의글을 등록할 수 있다.
- 로그아웃
2. CCTV: 설치된 CCTV를 ON/OFF 할 수 있다.
3. 원격모드: 원격 또는 현장모드로 변경할 수 있다.
4. 센서: 설치된 센서를 ON/OFF 할 수 있다.
5. 자동제어: 자동제어를 ON/OFF 할 수 있다.(1분 기준으로 작동하며 60초 카운트 다운이 표시됨)
6. 모터제어: 모터를 ON/OFF 할 수 있으며, 자동제어를 등록할 수 있다.(등록된 자동제어 개수
표시됨)
7. 전원제어: 전원을 ON/OFF 할 수 있으며, 자동제어를 등록할 수 있다.(등록된 자동제어 개수
표시됨)
8. 오늘 날짜/날씨/통신상태: 오늘 날짜(천문시)/날씨/통신상태가 표시된다.
9. 하우스 선택: 관리 중인 동을 선택할 수 있다.
10. 외부센서: 외부센서가 표시되며, 경보를 설정할 수 있다.
11. 내부센서: 내부센서가 표시되며, 경보를 설정할 수 있다.
12. 통합 그래프: 설치된 모든 센서 중 최대 4개를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다.
13. 공지사항
14. 영농일지: 자동 및 수동 제어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기등록을 할 수 있다.
15. 엑셀 다운로드: 원하는 기간과 항목을 설정하여 기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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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뉴영역

1. 설정
- 화면 설정: 메인화면에 표시할 메뉴를 ON/OFF 할 수
있으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CCTV 설정: CCTV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5분 재생 후
멈춤을 ON/OFF 할 수 있다.
- 센서 설정: 센서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센서값을 보정 할 수 있다.
- 모터 설정: 모터의 이름과 총 동작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전원 설정: 전원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 적산온도 설정: 기간 설정 후, 매일 평균온도를 누적
합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로그아웃
- 로그아웃 할 수 있다. 

1

■ CCTV영역

1. 켜기/끄기버튼
- CCTV 화면을 ON/OFF 할 수 있다.

2. 전체화면버튼
- 해당 CCTV를 확대화면으로 볼 수 있다.
*[마이메뉴>CCTV 설정]에서 5분후 재생 멈춤을 ON 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데이터를
절약 할 수 있다.(기본값은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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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모드/센서/자동제어영역

1. 원격모드영역
- 원격모드와 현장모드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장모드로 설정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조작이 불가함)

2. 센서영역
- 설치된 센서를 ON/OFF 할 수 있다.

3. 자동제어영역
-자동/수동/개별 모드로 변경할 수 있다.
-자동모드: 미리 등록한 자동제어 설정 기준으로 전원과 모터를 자동으로 제어
할 수 있다. 
(자동제어 상태에서는 수동조작 불가함)
-수동모드: 수동으로 전원과 모터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제어 상태에서는 자동조작 불가함)
-개별모드: 전원과 모터를 각각 개별로 자동/수동 모드로 변경할 수 있다.
*1분 기준으로 작동하며 60초 카운트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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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제어

1

2

1. 모터영역
- 모터명과 등록된 자동제어 개수가 표시된다.
- 제어모드를 개별로 할 경우 모터별로 각각 자동/수동 제어가 가능하다.
2. 조작영역
- 모터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자동제어 되고 있는 경우 수동 조작은
비활성화 된다. 
- 열림에서 닫힘 또는 닫힘에서 열림으로 전환할 경우 정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중간 단계인
“정지” 상태일 때만 열림 혹은 닫힘 버튼 활성화)
- 총 동작시간 설정을 하면 개폐율(%)을 표시할 수 있다.
3. 추가메뉴버튼
- 더보기 버튼(…) 클릭 시 개별제어실행을 할 수 있다.
4. 개별제어팝업
- 선택한 기기의 실행할 동작과 단위(초 또는 %)를 입력하여 즉시 제어를 실행할 수 있다.
5. 모터자동제어버튼
- 클릭 시 자동제어 대상 기기 선택(모터) 화면이 표시 된다. (등록된 자동제어 개수 표시됨)
6. 자동제어대상기기선택(모터)
- 자동제어를 할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기의 자동제어 설정 화면이 표시 된다.
-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기에 등록된 자동제어 목록이 표시되며, 자동제어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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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기기선택
-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기에 등록된 자동제어 목록이 표시되며, 자동제어를
추가할 수 있다.
2. 자동제어추가
- 선택한 기기의 자동제어를 추가할 수 있다.
3. 모든조건펼침/접힘
- 선택한 기기에 등록된 모든 자동제어의 내용을 펼치거나 접을 수 있다.
4. 제어명
- 등록된 자동제어의 이름이 표시된다.
5. 조건펼침
- 등록된 자동제어의 내용을 개별로 펼치거나 접을 수 있다.
6. 조건및실행
- 등록된 자동제어의 조건과 실행문을 볼 수 있다.
7. 실행순서변경
- 등록된 자동제어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8. 자동제어 ON/OFF
- 등록된 자동제어를 ON/OFF 할 수 있다.
9. 더보기버튼
- 등록된 자동제어를 수정/삭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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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제어

1. 전원영역
- 전원명과 등록된 자동제어 개수가 표시된다.
- 제어모드를 개별로 할 경우 전원별로 각각 자동/수동 제어가 가능하다.

2. 조작영역
-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자동제어 되고 있는 경우 수동 조작은
비활성화 된다. 

3. 추가메뉴버튼
- 더보기 버튼(…) 클릭 시 개별제어실행을 할 수 있다.

4. 개별제어팝업
- 선택한 전원의 예약꺼짐 또는 예약켜짐 기능을 초/분/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다.

5. 전원자동제어버튼
- 클릭 시 자동제어 대상 기기 선택(전원) 화면이 표시 된다. (등록된 자동제어 개수 표시됨)

6. 자동제어대상기기선택(전원)
- 자동제어를 할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기의 자동제어 설정 화면이 표시 된다.
-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기에 등록된 자동제어 목록이 표시되며, 자동제어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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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기선택
- 기기를 선택하면 해당 기기에 등록된 자동제어 목록이 표시되며, 자동제어를
추가할 수 있다.
2. 자동제어추가
- 선택한 기기의 자동제어를 추가할 수 있다.
3. 모든조건펼침/접힘
- 선택한 기기에 등록된 모든 자동제어의 내용을 펼치거나 접을 수 있다.
4. 제어명
- 등록된 자동제어의 이름이 표시된다.
5. 조건펼침
- 등록된 자동제어의 내용을 각각 개별 펼침/접힘을 할 수 있다.
6. 조건및실행
- 등록된 자동제어의 조건과 실행을 볼 수 있다.
7. 실행순서변경
- 등록된 자동제어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8. 자동제어 ON/OFF
- 등록된 자동제어를 ON/OFF 할 수 있다.
9. 더보기버튼
- 등록된 자동제어를 수정/삭제 할 수 있다.

■전원제어 –자동제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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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기준
- 자동제어를 센서 기준으로 등록 한다.

2. 제어명
- 제어명을 입력한다.

3. 기간(선택사항)
-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기본값은 매일)
- 프로그램 로직: 특정시간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시간 구간 값을 가지고 있으며, 센서의 경우 24시간 기준.

4. 조건부
- 조건이 될 센서를 선택하고 센서값과 범위를 입력 할 수 있다.

5. 실행부
- 설정한 조건에 실행할 기기와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6. 지연및실행횟수
- 지연시간과 횟수를 입력 할 수 있다. (기본값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실행)
- 프로그램 로직: 모터 및 전원의 실행이 완료되어 정지 상태가 됐을 때부터 지연시간을 카운트.
1) 모터 자동제어시 정지상태를 파악할 수 없을 때 프로그래밍 상 충분히 작동완료가 됐을만한 시간을
산정해서 (예. 100초 (100%) --> 200초 (200%) 일 때 정지로 돌아감)
2) 진원 자동제어시 내부로직에서는 전원의 경우 켜짐, (신호정지), 꺼짐 의 상태로 되어있음
ㄴ 켜짐 신호를 준 직후 (신호정지) 상태로 돌아감 --> 신호정지부터 지연시간을 카운트

■자동제어추가 –센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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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추가 –시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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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기준
- 자동제어를 시간 기준으로 등록 한다.

2. 제어명
- 제어명을 입력한다.

3. 기간(선택사항)
-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기본값은 매일)

4. 시간조건
- 선택 안함/특정 시간/시간 범위 중 선택할 수 있다.
- 특정 시간: 특정 시간에 자동제어 할 수 있다.
- 시간 범위: 설정한 시간대에만 자동제어 할 수 있다.

5. 실행부
- 설정한 조건에 실행할 기기와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6. 지연및실행횟수
- 지연시간과 횟수를 입력 할 수 있다. (기본값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실행)
- 시간조건을 특정 시간으로 할 경우 지연 및 실행횟수 설정이 불가능하다.



■자동제어추가 –복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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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기준
- 자동제어를 복합 기준으로 등록 한다.
2. 제어명
- 제어명을 입력한다.
3. 기간(선택사항)
-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기본값은 매일)
4. 제어조건선택
- 시간조건과 센서조건 중 선택할 수 있다.
5. 시간조건(시간조건선택시표시)
- 선택 안함/특정 시간/시간 범위 중 선택할 수 있다.
- 특정 시간: 특정 시간에 자동제어 할 수 있다.
- 시간 범위: 설정한 시간대에만 자동제어 할 수 있다.
6. 복수센서동작조건
- 모두일치: 설정한 센서의 조건이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동작한다.
- 일부일치: 설정한 센서 중 1개라도 해당 할 경우 동작한다.
7. 센서조건(센서조건선택시표시)
- 조건이 될 센서를 선택하고 센서값과 범위를 입력 할 수 있다. (조건을 더 추가할 수 있다.)
8. 실행부
- 설정한 조건에 실행할 기기와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9. 지연및실행횟수
- 지연시간과 횟수를 입력 할 수 있다. (기본값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실행)
- 시간조건을 특정 시간으로 할 경우 지연 및 실행횟수 설정이 불가능하다.
10. 조건복사
- 현재 설정한 내용으로 복사하여 제어를 추가한다.
11. 제어추가
- 새로운 제어를 추가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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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추가 –단계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 제어기준
- 자동제어를 단계 기준으로 등록 한다.
2. 제어명
- 제어명을 입력한다.
3. 단계지연
- 세트의 지연시간과 실행횟수를 설정할 수 있다.(기본값은 계속 실행)
- 프로그램 로직: 전체 세트에 대한 정해진 시간 (시간설정이 없는경우 24시간)동안 입력한 실행횟수가
실행되며, 단계 실행 중 중간에 끊기는 경우, 이후 스텝부터 실행됨.
4. 기간(선택사항)
-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기본값은 매일)
5. 제어조건선택
- 시간조건과 센서조건 중 선택할 수 있다.
6. 시간조건(시간조건선택시표시)
- 선택 안함/특정 시간/시간 범위 중 선택할 수 있다.
- 특정 시간: 특정 시간에 자동제어 할 수 있다.
- 시간 범위: 설정한 시간대에만 자동제어 할 수 있다.
7. 복수센서동작조건
- 모두일치: 설정한 센서의 조건이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동작한다.
- 일부일치: 설정한 센서 중 1개라도 해당 할 경우 동작한다.
8. 센서조건(센서조건선택시표시)
- 조건이 될 센서를 선택하고 센서값과 범위를 입력 할 수 있다. (조건을 더 추가할 수 있다.)
9. 실행부
- 설정한 조건에 실행할 기기와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10. 지연및실행횟수
- 지연시간과 횟수를 입력 할 수 있다. (기본값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실행)
- 시간조건을 특정 시간으로 할 경우 지연 및 실행횟수 설정이 불가능하다.
- 프로그램 로직: 해당 단계 내의 지연 및 반복 횟수를 의미함. 해당 반복횟수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감.
미입력시 1회반복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감 (선택사항임)
11. 단계추가
- 다음 단계를 추가한다.
- 프로그램 로직: 한개의 단계의 기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 단계제어가 안먹히게 처리



■외부센서

■오늘날짜/날씨/통신상태/하우스선택

1. 오늘날짜및현재시간
- 오늘 날짜 및 현재 시간이 표시됩니다.
2. 현재날씨
- 날씨 아이콘, 온도, 기상상태가 표시됩니다.
3. 통신상태
- 쾌적/불량 2단계로 나누어 네트워크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4. 일출일몰시간
- 오늘 일출 및 일몰 시간이 표시됩니다.
5. 하우스선택
- 관리중인 하우스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1. 경보설정
- 외부 센서 기준으로 경보를 설정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경보 개수 표시됨)
- 알림방식(알림바/이미지/사운드)을 선택할
수 있다.
(알림 기능은 초기 발송 후 5분 간격 알림)

2. 외부센서데이터카드
- 설치된 외부 센서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일사량: 1분 단위 평균 일사량.
- 누적일사량: 당일 00:00부터 23:59까지의
일사량을 1분마다 계산해서 갱신한다.
*공식: (1분 누적일사량 (1분 일사량 평균 * 
60초) --> 일단위 누적 ) / 10000 (m2 --> cm2)

3. 상세그래프
- 데이터 카드 클릭 시, 상세 그래프가 표시된다.

*참고
- 주간온도: 일출~일몰
- 야간온도: 일몰~일출
- 적산온도: 선택기간의 일평균기온의 합 (단, 
최저기온 이하인 날 제외)
- 수준부족분 (HD) : 포화수증기량 - 현재수분값
(g/m3)

2

1

3



■내부센서

1

3

2

1. 경보설정
- 내부 센서 기준으로 경보를 설정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경보 개수 표시됨)

2. 대표센서설정
- 대표로 표시될 데이터를 설정 할 수 있다.

3. 대표센서그래프
- 대표로 설정된 센서의 데이터가 표시된다.
- 확대를 원하는 범위를 드래그&드롭하여
확대할 수 있으며, -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되돌릴 수 있다.

4. 상세그래프
- 데이터 카드 클릭 시, 상세 그래프가 표시된다.

4



■공지사항 / 영농일지 / 엑셀다운로드

1

1. 센서모아보기
- 버튼 클릭 시, 적용된 센서 값을 한눈에 전부 볼 수 있습니다.

2. 분석
- 버튼 클릭 시, 최대 4개의 센서를 기간별로 선택하여 표와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1

2

3

1. 공지사항
- 팜랩스공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2. 영농일지
- 자동제어기록과 수동제어기록을 볼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엑셀다운로드
- 다운로드할 항목과 기간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통합그래프



생산관리 – 스마트팜

자동제어 등록 안내



■자동제어추가: 센서기준

Q. 비가 올 경우 천창을 자동으로 닫고 싶다면?

A.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항목 내용

제어기준 센서

제어명 예: 천창 제어_강우

기간 매일(기본값)

조건부 감우가 비옴이 되면

실행부 천창 전체닫기

지연 및 실행횟수 1분 타이머 계속 실행(기본값)



■자동제어추가: 시간기준

Q. 매일 8시에 다겹커튼을 열고 싶다면?

A.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항목 내용

제어기준 시간

제어명 예: 다겹커튼 제어

기간 매일(기본값)

시간 조건 특정 시간, 08시

실행 다겹커튼, 전체 열기



■자동제어추가: 복합기준

Q. 오전 시간(8~12시) 일사량이 50W/m2 이상일때, 다겹커튼을 열고 싶다면?

A.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항목 내용

제어기준 복합

제어명 예: 다겹커튼제어_일사량

기간 매일(기본값)

조건선택 시간조건, 센서조건

시간조건 시간 범위, 08~12시

센서조건 일사량 50W/m2 이상

실행 다겹커튼 전체열기

지연 및 실행횟수 1분 타이머 계속실행



■자동제어추가: 단계기준

Q. 주간(09시~17시) CO2가 300 ppm 이하일때, 1/2/3중 창을 10분 간격으로
10% 부분 열기를 1회하고, 마지막에 배기팬을 켜고 싶다면?

A.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항목 내용

제어기준 단계

제어명 예: CO2 주간환기

단계지연 10분

세트 실행횟수 1회

기간 매일(기본값)

시간조건 시간범위 09시~17시

센서조건 CO2가 300 ppm 이하

항목 내용

단계제어 1단계 1중 좌측측창 부분열기 10%

단계제어 2단계 2중 좌측측창 부분열기 10%

단계제어 3단계 3중 다겹커튼 부분열기 10%

단계제어 4단계 배기팬 켜짐



■자동제어설정안내

1. 그룹간실행순서
자동제어는 기기별 동시 명령이 요청되면 상단에 있는 그룹설정값이 우선
작동합니다. 상위에 있는 그룹의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하단 그룹의
자동제어는 무시됩니다. 

[그림 1]

따라서 그룹은 센서 기기별 조건으로 나눠서 묶어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림 2]



[그림 3]

2. 그룹내실행순서
또한, 다수의 제어로 구성된 그룹제어는 그룹 내 상순위가 우선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제어로 구성된 그룹 내 제어도 고려하여 실행순서를 관리 해야
합니다.



2. 조건구간 입력방법
동일기기에 대해서 다른 조건으로 자동제어를 등록할 경우 조건 구간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표 1]과 같이 하우스 내부온도를 26도로
관리할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no 조건① 실행

1 내부온도 31 도 이상 일때 측창 전체열기

2 내부온도 27 도 이상 일때 측창 부분열기 10 초

3 내부온도 25 도 이하 일때 측창 부분닫기 10 초

4 내부온도 24 도 이하 일때 측창 전체닫기

[표 1]

조건①의 내용 그대로 자동제어를 등록할 경우, 내부온도가 24도 이하가
되더라도, 자동제어 실행순서에 의해 <3번 내부온도 25도 이하 일때>가
작동되며,  <4번 내부온도 24도 이하 일때>는 작동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 2]의 조건② 와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no 조건① 조건② 실행

1 내부온도 31 도 이상 일때 내부온도 31도 이상 측창 전체열기

2 내부온도 27 도 이상 일때 내부온도 27도 이상 31도 미만 측창 부분열기 10 초

3 내부온도 25 도 이하 일때 내부온도 24도 초과 25도 이하 측창 부분닫기 10 초

4 내부온도 24 도 이하 일때 내부온도 24도 이하 측창 전체닫기

[표 2]



추가 개발사항



제어부

1. 기기상태 기준으로 자동제어 조건설정 기능

2. 일출, 일몰 시간 선택 기능

3. P밴드값, 적분값 설정 기능

4. 사역값 설정 기능

센서부

1. 센서그래프 저장 기능

2. 수족부족분(HD) 기능

3. 경보 설정 수정 기능

4. 수치 (가로) 확대보기 기능

영농일지 주간온습도평균(일출~일몰), 야간온습도평균(그외), 일평균온습도 자동 기록

설정

1. 자동/수동 업데이트 기능

2. 백업기능

3. GPIO 및 환경설정 (CCTV부, 센서부, 제어부)

4. 스마트 진단기능 (CPU, 메모리, 트래픽, 온도, 인터넷상태)

5. 관리자 설정기능(자동제어 및 경보 주기 | 센서별 데이터 합산주기: 실시간, 평균값 | 하우스
나누기 기능 )

6. 센서가 다수일 경우: 센서합산평균값 센서섹션 설정기능 (합산할 온도, 습도)

7. 영역별 페이징 기능

8. 그룹제어 설정

9. 냉난방 설정

다음기능들은곧지원될예정입니다.



증상과 해결방법
(Trouble Shooting)



FAQ

1. 

2.

3.

4.

5.

6.

7.

8.

9.

10.



AS 접수절차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