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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PC 기반으로 시설하우스의 생장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존 농업 IT시스템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구 하 다. 모바일 앱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

징인 높은 이동성, 자원의 제약성, 모바일 무선네트워크지원, 엔터 라이즈 모바일 컴퓨  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 리드 앱의 채택이 필연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 리드 앱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자원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서비스 기반 아키텍쳐의 신뢰성을 확보하 고 복잡도가 높은 기능을 구 할 수 있었다.  본 시스템

의 개발을 통해서 최신 IT농업을 발 시켜 농민의 소득증 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BSTRACT

Based on Smart Phone, this study added and implemented the mobile App to the existing IT agriculture system, which system 

automatically controlled green house’s growth environment. Because the mobile App characterfully possesses high portability, 

limited resource, mobile wireless network support, enterprise mobile computing support, etc., the hybrid-App should be inevitably 

adopted. The hybrid App can minimize resource consumption for performing related duties and also, in spite of the mobile 

device’s limits, it can derive high performance, in which facts the system can ensure the service-based architecture’s reliance and 

also, implements the highly sophisticated functionality as well. Through the proposed system, the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improve quality of life as well as to increase farmer’s income through IT-based agriculture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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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스마트폰이 보 된 이래로 방송통신 원회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0년 11월 21일～30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사용자의 이용 형

태 스마트폰 이용자의 92.5%가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

넷을 이용하며, 일평균 58.2분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속시 주로 이동 통신망(3G)을 60.3%

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인터넷 속방법으로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속 45.3%와 무선랜(WiFi) 

사용자는 45.2%로 비슷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1]. 

스마트폰 이용자의 69.5%는 모바일App을 평균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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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있으며, 유료 모바일App 다운로드 이용자 

10명  3명이 월평균 5,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모바일App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PC

를 체하는 시장이 도래되면 모든 서비스가 App으로 

변형되어 제공될 것이다[2].

우리는 지 까지 USN 기반의 시설하우스 생장환

경 제어에 해서 연구를 해 왔다[3][4]. 그리고 USN 

기반 시설하우스 환경 제어에 한 연구는 다른 많은 

이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5][6][7]. 고품질과 고소득

을 하여 필수 인 USN 기반의 정 농업 시스템에 

부가 으로 이동성이 필요하여 모바일 앱 기반의 시

설하우스 환경 제어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련연구

1. 시설하우스 환경 제어

우리는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서 IT를 농업에 용

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 다. 이스라엘 Phytalk사의 

식물 생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물과 생장 환경을 모

니터링하는 센서와 소 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스라엘 

오 지 농장 등에 용하 다. 환경 센서들을 통해 토

양 습도, 온도, 기습도 등 재배환경을 측정하고, 식

물에 부착된 센서들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블이나 무선 연결을 통해 재배자의 집

에 있는 컴퓨터로 송한다. 이스라엘 오 지 농장에 

용한 결과 환경 정보를 측정하여 수 방법을 개선

한 결과 소득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하 다[5]. 

이와 같이 센서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

서 농업용 센서, 로 (무인헬기, 모심기 로 ) 등이 개

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로그램들

이 개발되고 있다[8].

최근 국내에서는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실 리

시스템 구 , 웹기반의 온실 환경 원격 모니터링시스

템 구축,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인공  이용형 유비

쿼터스 식물공장 모니터링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유비쿼터스 농업환경에서의 돈사 통합 리 시스템 구

, 통합센서 모듈을 이용한 농업 환경 모니터링 시스

템 개발 등이 각 학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진행

되었다.

2. UIT 련 선행 연구

기존 연구 결과와 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시설하

우스 환경 제어에 한 연구를 꾸 히 진행해 왔었고 

연구의 성과도 이루어 내었다.

우리가 연구하여 개발한 시스템은 USN 데이터를 

수집하여 농가에서 직  환경을 제어하는 환경 제어 

클라이언트시스템, 여러 농가의 데이터를 서버에 취합

하여 컨설 의 자료로 활용하기 한 서버시스템, 그

리고 각 농가의 데이터를 유선 뿐만 아니라 3G네트워

크를 통한 수집을 한 3G통신 기반 데이터 수집시스

템 등을 연구 하 다. 실제로 개발 된 시스템은 농가

에 직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농에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컨설 의 기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1은  

하우스 내부에는 온도, 습도 등 내부 생장 환경을 센

서와 각 종 제어장치, 서버 시스템을 보여 다. 본 

시스템은 유선  무선을 통해 시설하우스의 실시간 

정보를 서버에 송한다. 

그림 1. 스마트생장환경 리시스템 구성도
Fig. 1 Smart growth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

그림 1은 선행연구의 스마트생장환경 리시스템 시

스템 구성도이며, 그림 2는 기 구축된 생장환경 자동

조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UI이고 그림 3은 서버시스

템 화면이다. 장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디스 이하

여 시각 으로 황을 단할 수 있게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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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생장환경 리시스템 클라이언트 UI
Fig. 2 Client UI for smart growth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클라이언트 IU를 통해서 장의 생장환경 모니터

링  제어를 수행하고 본 시스템의 정보는 서버 시

스템에 정보를 그 로 송된다. 본 시스템에서 송

받은 정보를 서버시스템에서 취합하여 각 시설하우스

별 리 상황을 비교해서 모니터링 하여 컨설 의 기

 데이터로 활용되며, 가장 많은 소출을 생산하기 

한 최 의 환경을 찾아내는데 기여한다.

그림 3. 스마트생장환경 리시스템 서버UI
Fig. 3 Smart growth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server UI

3. 스마트폰 앱에 한 연구

우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제

안한 이 있다[9]. 최근 들어 스마트폰 앱의 개발이 

늘어 나면서 앱 개발의 표 에 한 연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 인 앱을 한 다양한 시도들

이 나타나고 있다.  먼  한민국정부는 모바일 자

정부서비스 리지침[10], 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1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

라인 모바일[12] 자정부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13] 등을 배포하 다. 

한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스마트폰 앱 

개발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복잡도가 높은 모바일 

어 리 이션 설계를 한 아키텍처 패턴과 용지침

[14],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화물추   지능형 

수·배송 리시스템[15], SCAMPER 기법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의 설계  구 [16], 모바일 앱 활용 

황  공공분야에서의 활성화 략[17] 등이 그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자정부 앱 개발 지침과 ‘복잡도가 높

은 모바일 어 리 이션 설계를 한 아키텍처 패턴

과 용지침’을 주요 자료로 참조하 다.

Ⅲ. 스마트폰 모바일 모니터링 어 리 이션 
개발

1. 체 업무 개요

온실용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은 PLC 넬에 연결

된 온실의 각종 센서  작동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제어 로그램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제어 값을 장

한다. 이 시스템은 온실 내부  외부의  각종 생장센

서, 환경 센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환기장치, 온풍기, 

보일러, CO2 농도, 양액 제어기 등을 제어한다. 그림 

4는 스마트생장환경 리시스템 업무 구성도다.

스마트 생장환경 리 서버 시스템은 농가별 Ter-

minal proxy 서버들로부터 송되는 센싱 정보를 DB

화하기 한 데이터 로깅 서버를 구축하고, 웹기반의 

모니터링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 다. 

한 온실 내외부에서 수집된 각종 센싱 정보들을 제

공하고, 정보 분석을 통한 각종 통계  측 정보들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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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생장환경 리시스템 업무 구성도
Fig. 4 Smart growth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task configuration

2. 모바일 앱의 설계

2.1 개념 추출

기존에 개발 된 스마트폰 앱은 부분 업무 설계를 

반 하여 개발이 되어 아키텍쳐에 한 제시가 없었

다. 향후 스마트폰 앱의 이슈가 지속 으로 발생할 것

이기 때문에 아키텍쳐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림 5.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과 
아키텍처와의 유도 계

Fig. 5 Mobile device’s characteristics and how 
to configure related architecture

여기에서 주로 참고한 자료는 ‘복잡도가 높은 모바

일 어 리 이션 설계를 한 아키텍쳐 패턴과 용

지침[14]’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  [14]에서 자

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인 높은 이동성, 자원의 

제약성, 모바일 무선네트워크지원, 엔터 라이즈 모바

일 컴퓨  지원 등으로 정의하 고, 이를 기반으로 

Client- Server 아키텍쳐 패턴, Balanced MVC 아키

텍쳐 패턴, 서비스 기반 아키텍쳐 패턴, 그리고 하이

리드 아키텍쳐 패턴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Client- Server 아키텍쳐 패턴, Balanced MVC 아키

텍쳐 패턴, 서비스 기반 아키텍쳐 패턴의 장단 을 모

두 수용하는 하이 리드 아키텍쳐를 채택하 다. 그림 

5는 [14]에서 제안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과 아키

텍쳐와의 유도 계이고 그림 6은 같은 논문의 하이

리드 앱 아키텍처의 기본 개념이다.

그림 6. 하이 리드 앱 아키텍처 기본 개념
Fig. 6 Basic concept on hybrid App architecture

한 공공기 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계로 

공공기  모바일 서비스의 UX디자인 기본원칙을 반

한다. 공공기  서비스를 한 하이 리드 앱은 모

바일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경험과 디바이스의 확장성, 그리고 정보소외

계층의 근성이 요하며, HTML/CSS/Javascript를 

분리하여 개발하는 W3C표 을 수하고 테이블 이

아웃은 각 디바이스별로 최 화 한다.

모바일 데이터 연계는 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1)웹서비스방식 2)EDI방식 3)

화면 Link 방식의 3 종류로 한정하고, 서비스 제공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UDDI 

(Universal Di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에 

등록한다. 표 1은 모바일 표  임워크의 사용자 

경험에 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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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바일 표  임워크 사용자 경험
Table 1. Mobile standard framework’s user experience

서비스 기능설명

시각경험
Panel, Lavel/Text, TABS, form, Grid, 

Table/List View, Icon

인터페이스

경험

Button, Menu, Dialog, Date/Time Picker, 

Check/Radio, Selector/Switchs

효과경험
Internal/External Link, Processing 

Dialog/Bar

2.2 하이 리드 앱 아키텍쳐 설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개념을 토 로 하이

리드 앱을 선정 하 고 모바일 자정부서비스 구축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UI를 도출 하 다. 이를 

기반으로 그림 7과 같이 설계 하 다. 

그림 7. 하이 리드 앱 아키텍쳐 설계
Fig. 7 Hybrid App architecture design

모바일 디바이스의 뷰, 콘트롤, 그리고 모델링 아키

텍쳐를 완성하 고, 서버 사이드에서 서버 컨트롤 이

어와 서버 모델 이어의 아키텍쳐를 완성하 다. 데이

터의 상호 교환은 W3C의 모바일 웹표 을 수하여 

XML기반의 데이터 송 표 을 수하여 개발 하

다. SREMS(Smart Raising Environment Manage- 

ment System)은 농가 시설하우스의 생장환경 정보를 

서버에서 받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디스 이 하고 

서버의 환경 설정을 수정할 수 있다. 모델 이어는 서

버에서 송하는 데이터를 디스 이 하는 틀을 정의 

하 다. 서버 시스템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개발

한 시스템을 그 로 활용 하 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 교환을 한 UDDI를 정의하 다. 

2.3 UI 설계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에는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이용 상, 이용 환경, 이용 

목  등 사용자 경험을 반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설계하도록 권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국민서비스의 Header 역에는 공공서

비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이트 명/로고, 

혹은 소속기 명이 노출되고 Footer 역에는 PC버

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PC버 으로의 링크를 제공하

도록 권고한다. 한 동일한 콘텐츠를 PC화면과 모바

일 화면에 담았을 때 PC에 비해 사용자의 이해도가 

하게 떨어진다는 을 고려하여 상 으로 큰 

씨, 간결한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 하고 

있다. 그림 8은 자정부 모바일앱 UI 모델이다.

그림 8. 자정부 모바일앱 UI 모델
Fig. 8 E-government mobile App UI model

3. 시스템 구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생장환경 리시스템은 Linux, 

Tomcat 5.X, Oracle DBMS를 이용하여 개발 툴 

Eclipse, Java로 개발 했다. 선행 작업을 기반으로 본 

시스템은 iPhone 기반 어 리 이션으로 iOS 4.X 기

반에 xcode 4, ObjectC로 개발 하 으며, UI는 

HTML5를 사용 하 다. 본 시스템에서 요한 요소

는 기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통신으로 불러 오는 

부분으로 UDDI로부터 WSDL(Web Service 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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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tion Language)양식에 맞추어 연계 로그램을 개

발하 으며, XML로 데이터를 수신하 다.

 본 앱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시설하우스의 생장

환경 제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제어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분석 데이터를 디스

이할 수 있다. 환경설정 정보, 황 디스 이, 분석

정보의 화면 디스 이는 웹 인터페이스를 그 로 

구 하 다. 그림 9는 서버로부터 XML 데이터 수신 

알고리즘이다.

@Override
protected Void doInBackground(Object... paramArrayOfParams) {
    // TODO Auto-generated method stub
    
    if (paramArrayOfParams[0] != null)
 

    dataList = parser.dataPaser("", helper.getUrl()); 

    return null
}

protected void onPostExecute(Void unused) {
   
    itemNum = itemNum + dataList.size();

    adapter.setData(dataList);
    adapter.notifyDataSetChanged();
    onProgress();
}

public SlowAdapter(Context context) {

mInflater = LayoutInflater.from(context);

       imageDownloader = new ImageDownloader(context);
}

그림 9. 서버로부터 XML 데이터 수신
Fig 9. XML data receipt from server

본 시스템의 특징은 일부 기능이 서버에서 실행되

고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수행되는 기능의 복잡도는 낮고 이로인

해 빠른 응답을 보장한다. 

그림 10은 모바일앱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메인화면

에서  Setup, Monitoring, Analysis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서 화면에서는 속성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하 다. 시스템의 화면은 웹시스템의 디스 이 화면

을 그 로 구 하 으며, 확 를 통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게 하 다. 그림 11은 xcode를 이용한 SREMS 

개발 화면이다.

그림 10. 모바일앱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10 Mobile App user interface

그림 11. xcode를 이용한 SREMS 개발화면
Fig. 11 SREMS development screen by using 

xcode

Setup메뉴에서는 시스템간 동기화 황, 일사량, 온

도, 습도, 창문, 커튼, 난방기 등의 제어설정을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은 시설하우스 내의 온도, 습도 등 생장

환경 정보와 일출 일몰정보, 외부환경 정보 등을 모니

터링할 수 있고, 컨설 을 해 직선회귀분석, 다 통

계분석, DIF분석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표 2는 

SREMS 기능을 표로 정의한 것이다.

표 2. SREMS 기능 정의 
Table 2. SREMS function definitions 

Menu Display

Setup
일사량조 , 풍속조 , 제어장치조 , 습도조
동기화일자, 작동시간, 정지시간, 난방온도

Monitoring 생장환경 정보, 일출일몰 정보, 외부환경 정보

Analysis 직선회귀분석, 다 통계분석, DIF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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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MS의 개발로 기존 시설하우스 리 업무는 계

속해서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 시설하우스 내부

에서 농민의 단에 의존하던 제어가 각 종 센서에 

의한 자동제어로 발 하 고, 인터넷이 연결 된 공간

에서 이루어지던 모니터링  제어 업무가 스마트폰

이 통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  되었다. 한 농민 뿐 

만 아니라 농업 컨설턴트의 업무 한 장을 방문하

지 않고도 장을 컨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2

는 SREMS를 활용함으로써 개선된 업무 황을 보여

다.

그림 12. SREMS로 개선된 업무 황
Fig. 12 Improved duty status through SREMS

4. 시스템 평가

모바일 디바이스는 높은 이동성과 자원의 제약성, 

무선네트워크의 사용, 상황인지기능, 엔터 라이즈 모

바일 컴퓨  지원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자

원 소비의 최소화, 성능의 최 화, 이동성과 련된 

신뢰성, 복잡도가 높은 기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SREMS를 개발하는데 하이 리드 앱을 채

택하 다. 하이 리드 아키텍쳐 패턴은 기능이 서버 

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서 실행되므로,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닌 다른 치에서 기능의 수행을 허용

하고 복잡도가 높은 기능이 외부 서버에서 실행되거

나 서비스를 통해 일부 기능을 제공 받으므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수행되는 기능의 복잡도는 낮다. 이로 

인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복잡도가 은 기능을 

처리하므로 빠른 응답을 보장하며, 일부 기능은 서비

스로 실행되고, 복잡도가 높은 기능은 풍부한 컴퓨  

워를 가지는 서버 측에서 실행되므로 빠른 응답성

을 보장받는다. 이때 하이 리드 아키텍쳐는 Balanced  

MVC, 서비스 기반 아키텍쳐 패턴 의 일부를 융합

한 형태이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감당할 수 없는 작업

량을 서버에 임할 수 있으므로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다. 

Ⅵ. 결 론

우리는 선행 연구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 생장 환

경 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SREMS를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시설하우스의 모니

터링  제어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로 인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농업

기술을 구 하게 되었다. 이는 농민의 소득 증 에 기

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시간 , 공간  제약을 벗어

남으로써 농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모바일 디바이스 자원의 최소화, 성능

의 최 화, 이동성과 련된 신뢰성, 복잡도가 높은 

기능성을 만족시키는 하이 리드앱을 설계하고 구

하 다. 하이 리드 앱은 Client-Server 아키텍쳐, 

Balanced MVC 아키텍쳐, Service 기반 아키텍쳐를 

융합한 모바일 시스템으로 높은 성능과 복잡도가 높

은 기능성 그리고 이동성과 련된 신뢰성을 제공받

게 되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성능이 높

은 스마트폰 앱이 연구되고 개발 되어 질 것이다. 하

이 리드 앱은 SREMS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서비스 

되는 모든 시스템으로 확 되어 개발 되어 가면서 더

욱 안정 인 시스템으로 발 할 것이다.

한 더 효율 인 데이터 마이닝 방법, 더 미세한 

통계와 시각화를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농업 IT의 발  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SREMS

는 향후 타 작목으로 확산은 물론 임업, 수산업, 축산

업 등으로 확  발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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