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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와인 생산에 사용되는 고소득 작물인 포도의 생장 환경을 미

들웨어를 기반으로 모바일 단말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각종 생장 정보를 입력하며, 작업 련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요구를 바탕으로 설계  구 된 모바일 시스템과 

각 세부 기능에 해 설명하며, 테스트를 거쳐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은 지에 용되어 생장 리의 

편리성을 증 시켜  것으로 기 된다.

1. 서론1)

  모바일 기술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 을 통해 비용

의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센서노드와 이를 통해 데이터를 

달하는 센서네트워크가 많은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 이

러한 센서 네트워크는 국방, 헬스, 가정, 농업 등 다양한 

애 리 이션 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센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바일단말

을 이용하여 장에서 생장 정보를 찰하고 각종 정보를 

리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구 사례에 해 설명한다.

 본 모바일서비스는 고소득 농업생산물이 와인 제조에 이

용되는 포도의 실제 생산지인 미국 Napa Valley에서 테스

트 되었으며, 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기 해 모바

일서비스의 요구사항 도출은 문 Winemaker, Farming 

Service provider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사용자 요구사항

을 바탕으로 도출된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농업 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Smart Winery

2.1. Smart Winery

 Smart Winery는 센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수의 원격

지 Vineyard로부터 포도 생장환경 변화, 생장 품질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장하여 재배자에게 재배지역

을 감시하는 기능과 재의 생장 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임(10035262, USN기술을 활용한 원  

작물의 품질 향상기술 개발).

하는 것이다. 한 재배자가 장 는 원격지에서 재의 

생장정보나 된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고품질 포도 재

배를 해 취해야 할 의사결정을 효율 으로 지원하는 기

능과 와인의 제조(숙성)과정을 감시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2.2. Smart Winery를 한 모바일서비스

 Smart Winery를 한 모바일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이

동환경에서 각종 생장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챠트를 통해 

변화 추이 등을 추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생장환경 정

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 간에 작업 련 정보를 생성하고 교환하며 

작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 기

능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생장환경 센서데이터 모니터링

•맵기반 치 확인

•센서데이터 챠 (Charting)

•요약데이터 기반 생장데이터 분석

•멀티미디어 기반 작업 련 노트 리

•생장 련 정보 기록  업로드

•센서노드 연동을 통한 장 정보 수집

3. 모바일서비스 구

3.1. 센서데이터 수집

 장 생장 정보를 수집하기 하여 ETRI에서 개발된 센

서노드가 5개 치에 설치되었으며, 게이트웨이는 성통

신을 통해 센서노드로부터 통해 수집된 센서데이터를 

앙 서버로 달한다. 

 달된 센서데이터는 ETRI에서 개발된 COSMOS 미들

웨어[2]를 경량화한  WiSE 서버를 통해 포도밭DB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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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다. 모바일서비스서버는 시스템의 Tomcat 서버상에 

로직을 추가하여 포도밭DB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모바

일단말로 제공하고 장에서 단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연동하기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1) 포도밭 센서네트워크

3.2. 모바일서비스 개발

모바일단말의 선택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된 사항은 

우선, 포도밭의 치가 해외이고 장에서 WiFi 구축 등

을 통해 데이터를 연동하기는 곤란하여 국외(특히 미국, 

CA)에서 3G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고려되었

다. 여기에, 환경 정보 수집 등을 목 으로 카메라  마

이크, GPS가 부착된 장비가 요구되었다. 한 각종 장비

와의 연동 등을 고려하여 USB Host, 무선망(블루투스 

PAN, WiFi) 연동 기능이 가능한 장비를 선택하 다. 그

리고 각종 리정보의 연동을 한 Reader도 고려되었다.

OS Windows Mobile 6.1 Professional

CPU 806 Marvell PXA320

RAM/ROM 256MB/512MB

Display 3.5", 480 x 860

USB Host 지원

Serial RS-232

Camera 3.0Mega Pixel

Microphone 지원

GPS Internal A-GPS

Cellular Data CSD, GPRS, EDGE, UMTS, HSDPA

Bluetooth profile 2.1 이상

Reader Barcode, RFID

Protection IP65

<표 1> 모바일단말 사양 

  여기에, 작업자가 활동하는 지역의 특성상 고성능 장비

가 흙먼지, 수장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선

택시 요한 평가 요소 다. 

  Windows Mobile 기반의 장비 상에 응용을 구 하기 

해 Visual Studio 2005, 2008 이 사용되었으며, 사용언어

는 Visual C+ 가 이용되었다. 

(그림 2) 모바일서비스 개발환경

  이러한 개발환경 상에서 서비스 응용의 개발이 이루어

졌으며, 사용자가 실제로 요구하는 기능을 개발  구 하

기 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페이스 디자인, 지방문 

 시연동 상 달 등을 통한 리뷰가 미국 Winery 의 

Winemaker, Farming Service provider와 함께 이루어졌

다. 이러한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을 통해 Smart Winery

를 한 모바일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개발 되

었다.

(그림 3) 모바일 서비스 UI

1) Block monitoring: 장에 설치된 센서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센서데이터를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표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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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lock Monitoring UI

2) Mobile Note: 사용자 간에 작업요청 정보를 달하

고 수행 상태 정보 업데이트  확인하는 기능

3) Field Observation: 각종 작업  생장 상태 정보

를 기록하고 서버로 업로드 하여 리하는 기능

(그림 5) Field Observation UI

4) Field Analysis: 요약된 생장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재 정보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기능

5) Data sync: 각종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장에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와 무 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3.3. 모바일서비스 테스트

 장 네트워크 연동을 한 3G 네트워크는 버라이존 망

을 이용하 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포도밭은 산세가 

험한 지역으로 네트워크의 가용이 불안정 하 다. 따라서, 

모든 지역을 활동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

거나 수집하기는 곤란하 다. 따라서, 요 데이터 연동은 

게이트웨이 부근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통하여 이루어졌

으며, 이러한 테스트를 바탕으로 구조 설계 보완시 네트워

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정이 추가로 이

루어졌다. 

  

(그림 6) Vineyard 테스트베드 장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 작물인 와인을 한 고품질의 포

도 수확을 지원하기 한 Smart Winery를 한 모바일서

비스 구 에 해 서술하 다. 구 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속 으로 수정과 기능추가가 이루어 질 것이며, 안드로

이드, iOS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용 장비 범  한 

확 하여 사용자의 휴 단말을 통해 직  근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즉시 수집되고 리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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