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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땅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산업 또는 

직업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 낙농업, 임업 등도 포

함된다[1]. 영농 (營農)이라는 의미는 농업을 경영하

는 의미이다. 즉 영농은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경영을 하여 농가에 소득을 올려주는 일들

을 하는 것이다. 영농의 형태는 과거에 순수한 힘에 

의존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던 것에서 점점 기계화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

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통신과학 기술이 결합된 스마

트 영농 분야가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 영농은 단순

히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

의 영농 산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스마트 영농의 적용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논.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경작 뿐 

아니라 축산업, 어업 등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식물을 기르는 농사분야에는 대표적으로 비닐하우

스의 농장관리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논이나 밭농사

에서는 토양의 습기, 기후, 농작물의 경작 상태를 모

니터링 하여 최종적으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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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생산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축

산관련 분야에서는 소, 돼지 등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소나 

돼지의 체온이나 위장의 산도(PH)등을 측정하고 

RFID 등의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가축의 상태를 실

시간 모니터링하여 가축의 질병 등을 관리 할 수 있다.

육지에서의 농업뿐만 아니라 바다의 농사인 양식 

산업에서도 스마트영농은 적용되고 있다. 최근 기후

의 변화가 심해지므로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물의 환경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이와 

같이 스마트 영농은 농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되고 있다. 많은 스마트영농에서 경작 

환경을 모니터링 하여 개인이 확인할 수 있고 제어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또한 경작에 

필요한 날씨 정보와 병해충 정보는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획득한 가치가 높은 정보를 기

업이나 개인에게 제동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와 문화 콘텐츠의 생산,

활용의 관점에서 이용 가치가 높다. 그 중에서 위치기

반 서비스는 개인 정보 제공 부분에서 활용할 응용범

위가 넓다.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목

적에 맞게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제공하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육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업

(Agriculture)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 

맞춤형 영농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농사는 일 년에 일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사 일정에 따라 논이나 밭의 적당한 수분과 

기온 등이 중요하다. 특히 농사에서 중요한 데이터는 

날씨, 온도와 더불어 계절과 환경에 따른 병해충 정

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

운 날씨 및 기온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 병해

충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

였다. 또한 효율적인 영농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자가 

좋은 상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

화 시킬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및 경매 시스템을 

결합하여 생산자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좋은 상품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

을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국내와 해외

의 스마트 영농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기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3장에서는 어플

리케이션의 주요기능들을 정의하고 시스템 설계와 

UI(User Interface) 구조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구

현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5장은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실시간 무

선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폰이 보급됨에 

따라 스마트 폰을 이용한 영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폰은 사용이 간편하고 

방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

히 스마트 폰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간편하여 스마트 영농 

시스템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스마트 영농 시스템은 주로 

재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온실내의 온도 습도 등을 제어하는 연구들이 있다.

IT 기술을 영농에 접목한 국내 사례 중에서 경기도에

서는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훼

농가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경남에서

는 u-IT 신기술 융복합을 녹차 생산에 적용하였다

[2]. 충청북도에서는 “u-IT 기반의 고추장자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고춧가루의 생산

에서 판매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3]. 경기도의 u-

화훼생장환경 관리 시스템은 USN(Ubiquitous Sen-

sor Network)을 통한 과학영농을 하훼 농업 분야에 

적용한 예이다. 전남에서는 재배환경 모니터링 통한 

재배요수 품질관리 개발 구축 및 RFID를 활용한 부

전유통 방지를 위한 RFID 인트라 구축사업을 실시

하였다. 여주시에서는 해마다 노, 밭, 시설재배지, 과

수원 등 주요작물 재배지의 토양을 분석하여 그 결과

를 농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흙토람”에서는 지번을 입

력하면 토양측정, 작물재배적지, 농경지화학성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4]. 또한 이용웅 외[5]의 연구에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영농일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작물의 재배 이력을 입력하고 멀티미디어 정보를 첨

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Phytalk사의 무

선 식물 생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물과 경작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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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 센서와 소프트웨어로 온도, 습도 등 재

배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6]. 프랑스

에서는 청과물에 이력추적 시스템을 적용하여 소비

자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GPS

를 탑재한 트랙터 등이 농업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7]. 이와 같이 IT 기술은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맞춤형이 가능하다는데 장점이 있다. 스마트

기기와 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이동성과 사용

성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민간이나 기관, 개별 업체

에서는 목적에 따라 가공 활용할 수 있다.

영농에 필요한 날씨정보, 위치정보, 영농정보 등의 

공공데이터의 로우(RAW)데이터들은 획득은 어려

우나 활용도가 높으므로 공개된 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농사관련 정

보를 실시간 받을 수 있도록 영농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영농에서 특히 중요한 날씨 정

보와 병해충 정보는 정보를 얻은 후 빠르게 대처해야 

하므로 실시간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날씨 정보와 병해충 정보는 개인이 등록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등록한 지역의 날씨와 작물에 대

한 정보를 우선 표시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각 지역별 날씨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SS서비

스를 이용하였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Rich Site Summary)서비스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찾

기 위해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

트 될 때마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8].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SS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세

지역의 날씨 정보를 3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하기 때

문에 아주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영농 정보는 농촌진흥

청 OpenAPI를 이용하였다[9]. 작목별 농업기술 정

보, 주간농사정보, 병해충예찰정보 등을 사용자의 웹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환경으로 모바일 웹을 이용하였다. 모바

일 웹은 다양한 모바일 장치로 최적화된 사이트를 

보여주어 다양한 장치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접근이 유리하며 활용성도 뛰어난 특징

이 있다.

3. 영농 어플리케이션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영농 어플리케이션

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영농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등록한 작물 정보를 기반

으로 작물 정보, 병해충정보, 시세 정보등을 제공하

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공하는 데이터는 기상

청과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별 

설정을 기반으로 파싱하고 가공하도록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Fig. 1은 이러한 공공데이터 정보의 처리 

과정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1. Processing of the public data information.

3.1 시스템의 구조
해당 농작물 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에

게 필요한 10가지(농작물 정보, 농작물 시세, 정책알

림, 날씨정보, 병해충 정보, 영농일기, 농작물 거래,

판매하기, 로그인, 회원가입)의 기능을 정의하였다.

Table 1에서 농작물 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능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3.2 시스템 설계
시스템은 크게 서버 부분과 사용자 부분 두 부분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버 부분은 기상정보와 농

작물 병해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부터 받아 가공하

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영역이고 사용자 부분은 사

용자가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받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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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역이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설계 및 구현한 

영농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도이다. Fig. 2에서와 같이 

기상청 데이터와 농촌진흥청 데이터를 받아(ⓛ) 위

치기반으로(②)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로 가공하여

(③) 스마트 폰으로 제공한다(④).

Fig. 3은 사용자가 스마트 폰으로 제공되는 정보

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위치 정보를 서버

에 제공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사용자는 스마트 폰으

로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농일기를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농사 기간 동

안에 농작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영농일기

를 검색하여 농작물 관리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또

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연결 하여 직거래 장터 뿐 

아니라 시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에 따른 

시세와 직거래 장터 또는 경매 장터를 이용할 수 있

게 하였다.

Table 1. Functional definition of crop management application
Main Function Contents

Crop Information
Farmer can receive information directly from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y

using OpenAPI, user can check technology information by crop that user want.

Crops Market Price
User can check market price of crops they want. This system provides information

to the user by using Iframe of Html on webpage..

Inform Policy This is a form of bulletin board that deliver news and policy related to agriculture.

Weather Information

User can check town forecast of registered area. This system uses function that display

current area weather by using forecast RSS and GPS from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isease and pest

Information

User can check disease and pest information related to agriculture. User receive disease

and pest break out information classified into forecast, warning, and watch with disease

and pest monitoring information API provid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penAPI.

Farming Diary
User can write farming diary while cultivating crops. This is a form of bulletin board

and blog which can photograph and record it.

Farm Trade This help user to obtain distribution information and sell their products.

Sale The function that makes user sell crops available.

Login The function of login and logout.

Sign up for The function of Sign up.

Fig. 2. Architecture of farm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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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UI(User Interface) 설계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최대한 

간편하게 설계하였다. Fig. 4에서와 같이 메인 화면

에서 각 기능을 선택하여 다음 메뉴로 들어갈 수 있

게 하였다. 레이아웃은 모두 동일하게 하여 자주 사

용하는 뒤로 가기 버튼, 마이메뉴 버튼, 메인메뉴 버

튼은 항상 앞에 나타나도록 설계하였다.

4. 영농 어플리케이션 구현 및 테스트
농작물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UI 아이콘은 

직접 Photoshop과 Illustrator를 사용하여 구현하였

다. 모바일 웹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Jquery와 Jquery Mobile, HTML5, CSS3, PHP을 이

용하였다. 특히 농촌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OpenAPI

를 실행시키기 위해 XML 파싱을 이용하여 웹으로 

구현하였다. PHP에서 제공하는 파서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농작물 정보, 농작물 시세, 날씨정

보의 기능을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구현하였

고 제공된 기상정보를 XML 형식을 이용하였다. Fig.

5～8은 메인화면, 농작물 정보, 농작물 시세, 날씨정

보를 실행한 화면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프로그램은 사용자별 농사를 

짓는 지역의 날씨를 볼 수 있도록 지역 날씨를 등록

Fig. 3. Crop management systems structure

UI Design(a) UI Design(b) UI Design(c) UI Design(d)

Fig. 4. Crop management UI design. (a) Main Screen, (b) Crop information screen, (c) Disease and insect pest screen, 
(d) Farm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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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였다. 기후 정보와 토지 정보 등의 영농

정보는 지역을 기반으로 제공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가 자신이 농사짓는 지역을 등록하여 지역에 

적합한 내용을 받을 수 있어 직접적으로 영농에 도움

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농은 생산 뿐 아니라 좋

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유통정보가 중요하다. 농촌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그날의 판매 현황과 가격 등을 

비교해 보고 직접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스마트 영농 시스템은 하우스에서 작업하

기 위한 토지 관련 정보가 대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기후 정보와 병충해 정보 그리

고 유통 정보를 제공함으로 농민 개개인이 농사를 

짓는데 직접 도움이 되게 하였다. 또한 개인별 영농

일기를 작성함으로 개인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 고찰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유통 단계

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농작물 거리 시스템에 접속

하여 농민이 직접 유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Table 2에서는 토양 정보 시스템 흙토람[4]과 이

용운외 유비쿼터스 영농일지 시스템[5]와 본 연구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농 어플리케이션은 지역과 

작물을 등록하여 지역의 기후와 자신이 농사짓는 작

물에 따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병해충 

정보도 등록된 작물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얻

을 수 있게 하였다. 영농에서 중요한 농사 기록도 영

농일기에서 사진과 함께 블로그 형태로 쓸 수 있게 

하여 어디서나 지난 기록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생

산과 더불어 중요한 유통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직접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알파와 베타테스트를 통하여 본 시스템은 목적대

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정보를 위치와 연동하

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으며,

농산물 등록과 작물의 재배에 관한 정보를 시기에 

맞추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경

작물의 직접 판매가 가능한 경매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존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이 가능하다. 콘텐

츠의 검색시간은 정보검색이 원활하도록 사용자의 

사용성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였다. Table 3은 영농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실험 결과이다. 영농에 필요한 

기상정보와 병충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자신의 논.밭의 위치와 농작물을 

등록할 수 있고 영농에 필요한 기상 정보와 병해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었다.

5. 결  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로우데이터를 가공하

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별 기업이나 

지역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정

Fig. 5. Main screen. Fig. 6. Area selection screen. Fig. 7. Local weather screen. Fig. 8. Crop trading screen.

Table 2. Systems comparison table
System

A

System

B

This

work

Climate Information NO Yes Yes

Land information Yes NO Yes

Disease and insect

pest information
Yes NO Yes

Crop monitoring NO NO NO

Farming Diary NO Yes Yes

Trading NO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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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시대의 세계적인 흐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맞추어 농촌진흥청의 공공데이터의 API를 이용하여 

농가 맞춤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농업에 필요

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지역별 기상정보와 병해충 

정보를 사용자가 등록한 지역과 농작물에 따라 받아

볼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영농 어플

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영농일

기를 사진과 함께 작성하여 저장할 수 있게 하여 농

사 방법이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

사와 더불어 효율적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 프

로그램과 연동하여 직접 가격을 검색하고 작물을 판

매할 수 있게 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XML 형식으

로 기기에 따른 호환이 가능하도록 HTML5로 구현

하여 스마트기기별 호환성을 고려하였다. 본 시스템

의 개발을 통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의 전달과 작물의 직접 판매 전략 수립에 효과적

인 경로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연구로

는 작물의 생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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