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농업 정보의 확산은 스마트농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스마트농업 교육 서비스는 이 
농업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된다. 대
상이 되는 농업 정보는 현재의 농업 활동, 농산
품, 농지에서의 생산자 경험 등으로 추출된다. 스
마트 농업 교육은 웹 오브젝트 기반의 자기주도
형 학습으로 제공되어 공간, 장소,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감시하여 서비스 제공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상
황인지 기능을 가지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관리 기능, 농업 콘텐츠 관리 기능과 감시 기
능, 학습심사 기능,학습 정보 연결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스마트 농업 교육 서비스는 스마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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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확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이므로 스마트 농업의 보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참조할 표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농업에서의 표준교육 모델을 제시 하여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의 교육 모델을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 에 적용하려고  연구 하고자 한다.

II. 본  론

2.1 네트워크 기반 교육 서비스 모델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농업은 데이터의 효율
적 수집,관리,분석 및 활용을 위한 핵심분야로 스
마트농업을 위한 초기 비용의 감소,농가 및 작목
반의 지속적인 화용, 대상 작물의 생산성 향상 등
을 목적으로 하는 2세대에서 4세대 스마트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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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농업 교육은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제공되어 공간,장소,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서비스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감시하여 서비스 제공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상황인지 기능을 가진다. 본 논
문에서는 스마트농업 교육서비스의 개념과 교육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그리고 참조구조의 교육 표
준 모델을 분석한다. 또한 스마트 농업 교육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교육 서비스의 모델을 제시하여 스마트 농업  국내외 표준화 및 농업정보의 확산에 기여
하리라 판단된다.
   

ABSTRACT

Smart farming education service based on network are important factors for farming sector. The lack of time and 
space has to lead to their limited appliance to farmers.  Limited information support and low background knowledge 
in farming production is a lot of trial and error in farming production. Smart farming education as a service based 
on cloud provide the farming information that is the farming knowledge, farming skill, and farmer’s experiences and  
knowhow, etc.  And real-time information such as climate change, soil environment and market trends is very 
important. This paper proposes a framework for applying farming education service based on cloud. It consists of 
smart farming function and smart farming educ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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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활용가능한 서비스로 농가 현장에서 사
용가능한 기술 범주에 따라 구분된다. 스마농업과 
같이 특정 목적에 맞으며 사용자 집단이 구별되
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는 이해 당사자에 으
해 운영되거나 제3자에 의해 온오프형태로 제공
되며 개인화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이 핵심이 된다.

그림1은 스마트농업 교육서비스 개념 구성도로  
서비스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감시하여 서비스 
제공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상황인지 기능을 가
지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관리 기능, 
농업 콘텐츠 관리 기능과 감시 기능, 학습 심사기
능 방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스마트농업  교육서비스 개념도

이 서비스는 두가지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노지 작물들의 상태감시 분석 
기능으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부들에게 작물
의 생산량과 재배 효율성을 제공하는 기능이며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나 토양환경 및 작물 재배 
수확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이다.클
라우드 기반의 이러한 교육 모델은 잠재적으로는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가와 저 비용 생산 체계를 
제공하므로써 농가 소득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 

2.2 스마트농업 교육 서비스 참조 구조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농업 교육서비스를 위한 
표준은 TTA 및 농식품 ICT 표준 포럼을 통해서 
개발되어 왔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농업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어, 구성
요소 및 교육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의 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산
업계의 관심을 고조 시키고 스마트 농업 활성화
를 목적으로 한다. 요구사항 표준에서는 스마트농
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및 개발 환경(PaaS)
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농업(FaaS)플랫폼
의 서비스 구성요소를 정의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농업 교육 서비스는 장치관리 서비
스, 데이터관리 서비스, 모델관리 서비스 등의 관
리 서비스 기능과 스마트 농업 제어 서비스등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는 스마트농업 교육 서비스 참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스마트 농업 교육서비스 참조 구조

2.3 웹 오브젝트 기반 응용 모델 

그림3은 uSDL 기반의 웹 오브젝트 서비스 구
성도로서 스마트농업 교육 서비스에 적용하는 예
를 보여주고 있다.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
라 스마트 농업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한 IoT, 클
라우드 ,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농
가에서 수집된 정보와 기존 농업 결과들이 모여
서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
재의 교육 환경에서 어떠한 동작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
을 것이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의 경우 인지컴퓨팅,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처
리, 이미지 및 스피치 인식기술 등도 스마트농업 
교육 서비스에 적용과 활용에도 국내외 많은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 웹 오브젝트 기반의 사용자 응용/서비스 

모델

III. 결  론 

스마트농업 분야의 다양성은 시설원예, 축산시
설 장비 간 상호 운영성 확보 및 스마트 농업 관
련 제품과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통해 국내 스마
트 농업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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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스마트 농업 교육 서비스의 역할은 스
마트 농업 확산에 스마트 농업 전문가들이 손꼽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스마트농업 교육 서
비스의 관련 기술과 표준은 영세한 국내 스마트
농업 기업들의 경쟁력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국가적으로는 스마트 농업 확대 보
급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증대로 까지 연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농업 교육 서비스는 기존과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수집, 분석, 활용,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현장의 농민 및 연구자들이 가진 경험 지
식의 정형화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네트워크가 가진 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농업분야, 특히 교육 서비스 분야의 활
용이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
산을 위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를 활용하고, 시설 원예를 중심으로 서비스 준비
가 이루워 지고 있으며 축산, 노지, 수산 등 유사
한 기술적 체계를 갖는 분야에 적극적 도입, 데이
터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SaaS 형태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표준의 개
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ICT 와 접목
된 스마트농업의 교육 서비스 표준모델은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효율성 및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
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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