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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농작물의 품질과 직결되는 병해충에 하여 농작물 재배 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용의 
응용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병해충 찰  기본 정보에 해서는 충실하나 즉각 인 
진단 기능이 매우 부족하고 아울러 농작물 재배 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병해충 용 시스
템의 부재를 개선하기 해서, u-Farm을 한 모바일 기반의 농작물 재배 장 심형 스마트 병해충 정보검색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미지의 문 분석에 유용한 검색 라이 러리인 루씬(Lucene) 
 JSON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농작물 재배 장에서 병해충의 정보를 웹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스마트

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시스템의 확장  재사용성을 높이기 해 객체지
향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하 으며, 농작물의 메타 정보뿐만 아니라, 메타 정보 기반의 텍스트  색상 등과 같
은 이미지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을 통해 u-Farm 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나 재배 
장 리자들이 농작물 작황, 병해충 황 악  리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 

ABSTRACT
There is a shortage of mobile application systems readily applicable to the field of crop cultivation in relation to diseases and 

insect pests directly connected to the quality of crops. Most of system have been devoted to diseases and insect pests that would 
offer full predictions and basic information about diseases and insect pests currently. But for lack of the instant diagnostic functions 
seriously and the field of crop cultivation, we design and implement a crop cultivation field-oriented smart diseases and insect pests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based on mobile for u-Farm. The proposed system had such advantages a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diseases and insect pests in the field of crop cultivation and allowing the users to check the information with their smart-phones 
real-time based on the Lucene, a search library useful for the specialized analysis of images, and JSON data structure. And it was 
designed based on object-oriented modeling to increase its expandability and reusability. It was capable of search based on such 
image characteristic information as colors as well as the meta-information of crops and meta-information-based texts. The system 
was full of great merit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u-Farm, the real-time check, and management of crop yields and diseases 
and insect pests by both the farmers and cultivation field managers.

키워드
u-Farm, Pest, Lucene, JSON, Mobile, Produce Farming Field-Oriented

u-팜, 병해충, 루씬, JSON, 모바일, 농작물 재배 장 심 

Ⅰ. 서  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의 

발  가속화로 인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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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과 융합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1]. 그 에서도 농업 분야

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ICT기술에 한 농업

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에 비해 퇴보하고 있는 실이

다. 정부에서는 후퇴해가는 농업을 해 다양한 농업 

ICT융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에서도 국가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시범 사업을 시작

으로 스마트 농업의 기본 토 를 마련하고 ICT 융합 

기술의 확산을 한 정보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2]. 이에 따라 인터넷에 한 심도가 낮은 농가

들이 IT 기술 특히, SW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

유하거나 상호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요성

을 인지하게 되었다. 

정부는 도시와 정보 격차가 큰 농 의 문제를 해소

하기 해 지속 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을 운 하거나 블로그와 

각종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작물을 홍

보하는 등 농업 분야의 모습이 크게 변화되었다[3]. 

농작물을 키우는 환경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농업은 생물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해충, 온도, 

기상 변화 등에 아주 민감하다[4]. 최근에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악하여 원격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측 기능 등을 가진 여러 시스템들이 연구

되고 있다[5-8]. 표 으로 재 농 진흥청[9]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최신 농업 기술과 국가 병

해충 리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그  국가 병해

충 리 시스템은 병해충 찰 정보를 제시하고 농작

물 병해충에 한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해 놓은 시스

템이다. 더불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병해충 자가진단을 한 검색을 할 수 있고 병해충 

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기존 병해충 시스템에 한 문제 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찾고자 하는 병해충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병해충 명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즉, 

병해충 자가진단의 경우 텍스트 기반의 검색이기 때

문에 병해충 명을 알아야만 쉽게 근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병해충 명을 모르는 경우, 게시되어 있는 

병해충 정보를 일일이 찾아 야 한다. 이는 기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병해충 정보를 토 로 찾아보

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 둘째, 문가의 정보를 실시

간으로 장에 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즉, 농업인이 원하는 때에 문가의 의견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만약 문가의 답변이 길

어지게 되면, 국가병해충 리시스템이 추구하고자 하

는 목 을 잃을 수 있다. 자칫하면 농작물의 치료시기

를 놓쳐 품질 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병해충 데이터 장 방식은 

XML  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연구되었다

[10-11]. 텍스트  이미지 장 경로를 통한 XML 

 계형 데이터베이스 혼합 장방식은 안정 인 

구조를 포함하고 있지만 신속 인 질의어 처리에 

한 비용 인 문제 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 병해충 찰  기본 정보에 

해서는 충실하나 즉각 인 진단 기능이 매우 부족

하고 아울러 농작물 재배 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용의 병해충 용 시스템의 부재를 개

선하기 해서, u-Farm을 한 모바일 기반의 농작물 

재배 장 심형 스마트 병해충 정보검색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미지의 문 

분석에 유용한 검색 라이 러리인 루씬(Lucene)  

JSON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농작물 재배 장에서 

병해충의 정보를 웹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스마

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  확인할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확장  재사용성을 높

이기 해 객체지향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하 으며, 

농작물의 메타 정보뿐만 아니라, 메타 정보 기반의 텍

스트  색상 등과 같은 이미지 특징 정보를 기반으

로 검색이 가능하다. 

Ⅱ. 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과 련된 병해충 련 ICT 

동향  루씬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등에 해서 간

략히 기술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상 기후 상이 계속해서 발

생하면서 기후 변화에 민감한 농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 변화는 여러 가지 상을 동반한다. [12]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 기후 상은 농작물  농업 시

설 피해, 농업 생태계 교란 농업 생산성 하 등의 결

과를 래하게 한다. 특히 이러한 상으로 새로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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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들이 등장함에 따라 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13]. [14]의 연구에서는 기상 자료

를 이용하여 실시간 작물병 측· 찰 시스템을 제안

하 다. 이는 기상청의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측 자료를 시스템에 수집하여 병해충 측

에 활용한 시스템이다. 측 기술에 있어서는 정확도

가 높지만 기상 요소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15]의 연

구에서는 루씬으로 블로그 검색기를 제안하 다. 이는 

하나의 검색기로 모든 포털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 검

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한 시스템이다. 블로그 

수집 을 이용하여 얻어진 자료를 URL별로 분류하

고 텍스트 형태로 분류한다. 루씬은 분류된 자료를 색

인하는 작업을 한다. 색인 작업이 끝나면, 이를 기반

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검색 결과를 반환하게 된

다. [16]의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 인덱스 표 기술인 

루씬을 이용하여 빅 데이터 색인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 다.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병합한다. 이후 

생성된 인덱스 데이터로부터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 

반환하는 시스템이다.

Ⅲ. 제안하는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조도 설계

병해충과 련된 모든 자료들은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태로 장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의 루씬은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색인

한다. 이미지 색인을 해 루씬에서 지원하는 이미지 

검색 라이 러리 LiRe(: Lucene based on image 

Retrieval)를 함께 활용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

템의 구조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시스템은 텍스트 검

색과 이미지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텍스트 검색의 경

우 루씬 인덱스 검색 서버를 통해 텍스트를 검색한다. 

서버에서는 질의에 해당하는 문서와 질의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구조도

Fig. 1 Overall structure of proposed system 

계산 후 서버에서는 질의어와 가장 유사한 5개의 

병해충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송하게 된다. 이미지 

검색 역시 텍스트 검색과 유사한 처리 차를 수행한

다. 이미지 검색은 스마트폰으로부터 달받은 이미지

를 이미지 수집서버로 송하게 된다. 이후 텍스트 검

색과 마찬가지로 장된 이미지와 질의 이미지 사이

에 유사도를 계산하다. 유사도 계산이 끝나면 가장 유

사한 5개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한다.

3.2. 객체지향 모델링 기반의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 방식은 객체지향 모델링 

기반[17-18]으로 시스템 설계 산출물들을 정의하 다. 

그림 2는 설계 산출물들 에서 병해충 텍스트 검색

의 시 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텍스트 검색 시 스 다이어그램

Fig. 2 Text retrieval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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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서는 색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

라서 제일 먼  병해충 정보를 서버에 장한다. 스마

트폰 사용자가 병해충 검색 텍스트를 질의어로 달

하게 되면 루씬 라이 러리에서는 해당 텍스트를 색

인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검색을 진행한다. 색인 정보

를 바탕으로 질의어와 가장 유사한 병해충 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병해충 데이터는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달된다.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는 달된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싱하여 해당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 다. 그림 3은 병해충 이미지 검색의 시 스 다

이어그램이다. 텍스트 검색과 마찬가지로 색인 작업이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  각종 병해충 이미지

를 서버에 장한다. 서버에서는 이미지들의 특징 벡

터를 추출한다. 특징 벡터는 추출한 이미지의 특징으

로 구분하며, 이미지의 시각 인 내용 특징을 추출하

는 과정의 최종 결과물이다. 특징 벡터 추출 로세스

는 LiRe 라이 러리로 처리한다. 추출된 특징 벡터는 

루씬 라이 러리의 색인 데이터에 장된다.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 병해충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될 경

우, 텍스트 검색과 마찬가지로 HTTP을 통해 서버로 

송하게 된다. 

그림 3. 이미지 검색 시 스 다이어그램

Fig. 3 Image retrieval sequence diagram

그림 4. JSP 서버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4 JSP Server clas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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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송받은 이미지를 LiRe 라이 러리로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데이터는 루씬 라이 러리에 

색인되어 있는 데이터와 확률 모델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게 된다. 유사도 측정으로 검출된 이미지와 연

된 병해충 데이터를 HTTP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달한다.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는 달받은 

JSON 형식의 데이터를 싱하여 해당 데이터를 모바

일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 그림 4는 서버에 한 시스

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스마트폰 애 리 이션으

로 데이터를 달받은 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시스템은 JSP 페이지에서 동작한다. 텍

스트 검색을 한 TextSearch 클래스, 이미지 검색을 

한 ImageSearch 클래스, 추출된 결과와 이미지 데

이터 경로를 포함한 JSON형태의 문자열을 만드는 

CreateIndex 클래스 등이 있다.

(a) 이미지 처리 클래스 다이어그램 

(a) Image process class diagram

(b) JSON을 이용한 질의어 싱  처리 클래스 다이어그램

(b) Query Parsing and Process Class Diagram using JSON

그림 5. 모바일 인터페이스 클래스 다이어그램(일부)

Fig. 5 Mobile interface class diagram(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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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ecology" : " ",
      "control_method":" “,"category":" 
","sick":" “,"specie_name":" “,"sympotom":”
 “,"sick_name":" “,"k_application_medicine":" “,
    }
}

(a) 병해충 데이터 JSON 구조
(a) Pest Data JSON Structure

JSONObject jobject = new       
                JSONObject(readJson);
String temp = (String) jobject.get("category");
jData.setCategory(temp);
jData.setSick(temp);
jData.setSpecies_name(temp);
jData.setSick_name(temp);
jData.setSympotom(temp);
jData.setEcology(temp);
jData.setControl_method(temp);
jData.setK_application_medicine(temp);
jData.setF_application_medicine(temp);

(b) 병해충 데이터 JSON 싱(일부)
(b) Pest data JSON Parsing(part)

그림 6. 병해충 데이터 JSON 장 

Fig. 6 Pest Data JSON Store

그림 5는 모바일 인터페이스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일부분이다.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 수행하는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클래스는 총 23개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림 5의 (a)는 이미지 업로드를 처리하는 

Pic_HttpFileUpload 클래스와 질의를 통해 유사성이 

확인된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을 처리하는 

Img_HttpFileDown 클래스이다.

(b)는 사용자의 검색 요청이 반 된 질의어를 싱 

 송하는 JData 클래스이다. 한 메인 페이지를 

담당하는 MainActivity 클래스와 이미지 촬 을 담당

하는 Pic_Carmera_Init 클래스, 이외로 데이터를 서버

로 송하는 클래스와, 이미지 다운로드 클래스 등이 

있다. 

3.3 JSON기반의 데이터 장 방식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병해충 데이터 장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진행된[10-11] XML  계형 데이터

베이스 장 구조가 아닌 JSON을 활용한 병해충 데

이터 장 방식이다. 그림 6(a)는 JSON기반의 병해충 

데이터 구조도이다. 작물명을 기 으로 병해충 구분, 

작물이름, 병해충이름, 병해충이미지, 특징, 상태, 방

방법, 방제방법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6(b)는 웹  모바일을 통해 입력되는 새로운 병해충 

데이터를 장하기 한 JSON 싱 코드의 일부이다. 

입력되는 병해충 데이터는 구분자를 통해 루트상의 

정렬된 엘리먼트에 해당 정보를 장한다.

3.4 주요 검색 처리 코드

if(!file.getName().endsWith(".txt") &&
file.getName().endsWith(".json")){ 

fileContent = removeTag(fileContent);}
FieldType fieldType = new FieldType(); 
fieldType.setIndexed(true);       
fieldType.setStored(true);      
fieldType.setTokenized(true);
fieldType.setIndexOptions(IndexOptions.DOCS_O
NLY);
doc.add(new StringField("fileName", 
file.getName(), Field.Store.YES));
doc.add(new StringField("fullPath", 
file.getAbsolutePath(), Field.Store.YES));  
doc.add(new Field("contents", fileContent, 
fieldType));  
  if (doc != null) {iw.addDocument(doc);}

그림 7. 텍스트 데이터 색인 코드(일부)

Fig. 7 Text file index code(part)

그림 7은 텍스트 데이터를 색인하는 코드의 일부분

이다. 서버에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색인하는 루씬의 

용을 해 Parser가 완료된 데이터를 받는다. 수신

된 데이터는 FileType 객체에 텍스트로 추출되어 임

시데이터에 장된다. 이후 Document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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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y dir = null
BufferedImage img;
IndexReader ir = Directory 
Reader.open(FSDirectory.open(index_Dir));
ImageSearcher searcher = 
ImageSearcherFactory.createCEDDImageSearcher
(5);
ImageSearchHits hits;          
img = ImageIO.read(queryImage);
hits = searcher.search(img, ir);
String temp;
int location, lengh;
for(int i = 0; i < hits.length(); i++){ temp = 
hits.doc(i).getValues(DocumentBuilder.FIELD_NA
ME_IDENTIFIER)[0];
System.out.println(hits.score(i) +":\t" + temp);
location = temp.lastIndexOf("\\") - 1;
lengh = temp.lastIndexOf(".");
temp = temp.substring(location, lengh);
resultFileName+="<"+(i+1)+">" + temp + ".jpg"

그림 8. 이미지 검색 코드(일부)

Fig. 8 Image retrieval code(part)

그림 8은 이미지 검색 코드로 질의 이미지와 색인 

이미지 간 유사도를 계산하는 로세스의 일부 코드

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LiRe 라이 러리가 쓰인다. 

유사도 측정을 해 장되어있던 Document를 불러

들인다. 데이터 호출이 완료되면 LiRe 내장 객체인 

ImageSerchHits를 통해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후 유

사도 순서 로 데이터를 배치하고 resultFileName을 

반환하면 이미지 검색 구 은 완료된다. 

Ⅳ. 구 

4.1 구  환경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환경은 표 1과 같다. 시스

템은 도우 7 환경의 Eclipse에서 Java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시스템 설계는 오  랫폼인 Star 

UML  Intellij를 이용하 다. 서버는 Apache에서 제

공하는 Tomcat을 사용하 고 루씬과 LiRe의 검색 라

이 러리  모바일 사용자의 스마트폰 애 리 이션

은 Android를 기반으로 구 하 다. 아울러 병해충 데

이터는 작물종류, 병해충명, 병징상태, 발생조건 데이

터 등으로 구성되며, 병해충 도감[19]으로부터 약 

1,200건의 병해충 정보를 생성하 다.

Item Description

Tool
Eclipse 4.4.1, Android Studio 1.1.0, 

StarUML 2.0, Intellij  

Language Java 1.8, UML

Web Server Apache Tomcat 8.0

Library
Lucene 4.4.0, Lire 0.9.4,

Android 4.1.2

OS Microsoft Windows 7 64bit

표 1. 구  환경

Table 1. Implementation environment

4.2 구  결과

농작물 재배 장에서 즉각 인 응을 해 제안

된 본 시스템은 크게 리자 웹 페이지와 사용자 모

바일 인터페이스로 구분한다. 리자는 JSP 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 리, 검색, 데이터 삽입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4.2.1 리자 웹 인터페이스

그림 9. 웹 메인 GUI

Fig. 9 Web main GUI

그림 9는 웹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메인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웹 상에서도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다. 페이지 상단에 있는 웹 아이콘으

로 검색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다. 검색 방법으로는 

이미지 검색, 키워드 검색, 구조 검색이 있다. 이미지 

검색 아이콘을 르게 되면 재 메인 페이지와 같은 

페이지를 볼 수 있다. 병해충을 진단할 농작물의 이미

지를 업로드하게 된다. 업로드할 데이터를 이름을 지

정하고 검색 버튼을 르면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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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웹 텍스트 검색 GUI

Fig. 10 Web text retrieval GUI

그림 10은 텍스트 검색을 선택하면 나오는 텍스트 

검색 GUI이다. 키워드만 입력하면 된다. 찾고자 하는 

병해충 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르면 결과 페

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그림 11. 웹 구조 검색 GUI

Fig. 11 web structure retrieval GUI

그림 11은 구조 검색 GUI이다. 구조는 세 가지로 

작물 종류, 병해충 종류, 농작물 종류가 구분되어 있

다. 작물 종류, 병해충 종류, 농작물 종류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그림 12는 구조 검색의 결과 GUI이다. 작물의 

종류, 병해충, 농작물의 종류로 구분된 질의어를 통해 

해당 작물과 련된 병해충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2. 웹 구조 검색 결과 GUI

Fig. 12 Web structure retrieval result GUI

그림 13. 웹 이미지 질의 결과 GUI

Fig. 13 Web image query result GUI

그림 13은 이미지 질의 결과를 보여주는 GUI이다.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유사도가 높은 순서 로 결과 

리스트가 구성된다. 병해충 기본 정보  방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검색 결과에 나타난 이미지를 클

릭하면 병해충 상세 정보 제공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

다. 그림 14는 병해충 상세 정보를 나타내는 GUI이다. 

병해충에 한 모든 데이터인 작물, 병해충 구분, 작

물이름, 병해충이름, 병해충이미지, 특징, 상태, 방방

법, 방제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웹 병해충 정보 상세 결과 GUI

Fig. 14 Web pest information detail result GUI



u-Farm을 한 모바일 기반의 농작물 재배 장 심형 스마트 병해충 정보검색 시스템 설계  구

 1153

4.2.2 사용자 모바일 인터페이스

그림 15. 모바일 메인 GUI

Fig. 15 Mobile main GUI

그림 15는 스마트폰 애 리 이션 메인 GUI이다. 

웹 인터페이스와 같은 구조로 텍스트 검색  이미지 

검색을 선택할 수 있다. 텍스트 검색은 원하는 병해충 

명을 입력하면 된다. 이미지 검색은 이미지 라디오 버

튼을 르면 오른쪽의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미지는  

Gallery와 Capture 버튼으로 불러올 수 있다. Gallery

를 르면 기존에 어둔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Capture는 즉시 카메라를 실행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병해충 이미지를 촬 할 수 있다.

그림 16. 모바일 텍스트 질의 결과 GUI

Fig. 16 Mobile text query result GUI

그림 16은 텍스트 검색에 한 질의 결과를 보여주

는 GUI이다. 원하는 병해충 명을 검색하면 질의 검색

어와 유사한 5개의 병해충 정보를 JSON 데이터 형태

로 송한다. 그  가장 유사도가 높은 병해충 정보

에 한 기본 정보와 방제 정보를 페이지 상단에 보

여 다. 나머지 4개의 정보는 오른쪽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페이지 하단에 이미지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

다.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

지와 연계되어 있는 정보들을 서버로부터 수신 받아 

페이지 상단에 표시하게 된다.

그림 17. 모바일 이미지 질의 결과 GUI

Fig. 17 Mobile image query result GUI

그림 17은 이미지 검색에 한 질의 결과를 보여주

는 GUI이다. 특정 병해충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작물의 상태가 담긴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온

다. Search 버튼을 르면 해당 이미지가 서버로 송

된다. 텍스트 검색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5개의 병해충 

정보를 받아온다. 그  가장 유사도가 높은 병해충의 

기본 정보와 방제 정보를 페이지 상단에 보여 다. 나

머지 4개의 정보는 이미지 리스트 형식으로 페이지 

하단에 표시한다. 보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재 열람하고 있는 병해충 기본 정보와 방제 정보가 

바 게 된다.

Ⅴ. 결  론

최근 시 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 농업으로 변환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업 

ICT 융·복합 사업을 통해 6차 산업으로 탈바꿈을 시

도하고 있다. 그 결과 농가에서는 농업 ICT 융·복합 

기술에 한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농업에 필요

한 다양한 시스템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농

작물의 품질과 단  생산량과 직결되는 병해충과 

련된 시스템은 부분이 병해충 찰  기본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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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Farm을 한 모바일 기반의 농작물 재배 장 

심형 스마트 병해충 정보검색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루씬  JSON 데이터 구조를 기

반으로 농작물 재배 장에서 병해충의 정보를 웹뿐

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

로 직  확인할 수 있으며, 객체지향 모델링을 기반으

로 설계하 고, 농작물의 메타 정보뿐만 아니라, 메타 

정보 기반의 텍스트  색상 등과 같은 이미지 특징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검색하

고 싱하는 기능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서버 부하의 

여지가 있다. 이에 사용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를 감안

하여 서버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더 많은 병해충 정보를 생성하여 용량 데이

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

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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