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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에 ICT 기술을 농업에 적용시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기술인 스마트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 표준이 구축되지 않아 외산 장비 도입과 해외 진출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국제 표준화가 ITU-T SG13에서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적용례를 기술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농업 서비스들을 제안하며, 제안된 

서비스 구성을 반영시킨 문서는 ITU-T Y.2238 권고안으로 승인되었다.

ABSTRACT

There have been lots of researches and developments for smart agriculture that enables higher efficiency and 
productivity by applying ICT into the agriculture field recently. However, there still remain many difficulties in 
purchasing foreign equipments or overseas expansion due to lack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are internationally 
approved. Such necessity lead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driven by domestic experts especially in 
ITU-T SG13. This paper presents several smart agriculture services based on the service approach that can effectively 
describe use cases. The proposed architecture of service provision was applied to the document that has been consented 
as the ITU-T Recommendation Y.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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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통적인 산업으로 여겨지던 농업에 최첨단의 ICT
를 융합시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1]. 국내에서는 

정부나 기업 주도로 관련 정책과 기술들이 수립 및 개

발되고 있고[2], 국외에서도 UN 산하의 FAO에서 ICT
를 농업분야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

기고 있다[3]. 나아가, 농업분야에 ICT를 융합시키는 스

마트농업이 등장하면서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

니라, 식품, IT, 유통, 금융, 기계 산업이 결합된  6차 산

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신 성장 동력으로 여

겨지고 있다[4].
그러나 이 분야에서 앞서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

들이 기술 기밀을 위해 정보유출을 막고 있어서 간략한 

동향이나 소개자료 외에 세부적인 기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5-8], 관련 외산 장비의 도입이나 국내 개발된 

기술의 해외 진출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표준 전문가들이 

ITU-T SG13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분야의 국제표

준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9]. 그러나 아직은 개요 

수준의 표준화 작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

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술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표준의 제정은 요원한 실정이다. 
ICT를 적용하기 비교적 용이한 기존의 온실이나 비

닐하우스, 식물공장 등의 실내 농업 분야에 대한 스마

트농업의 가능성은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표준화와 맞물려 인식되어 왔다[7]. 또한  ICT에 의한 

새로운 소통, 정보 획득 방법 등의 첨단기술은 농업에

서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0]. 국제표준화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

한 접근이 요구된다.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국제표준화가 이

에 발맞춰 따라가 줘야 유효한 표준으로 적용될 수 있

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간의 이익 상충이나 관련 산업

체들의 견제로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도구

가 필요하다.
기존의 표준 관련 연구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시를 

위한 연구에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통한 유스케이스 발

굴이 실제로 표준화에 적용되어 성과를 낸 바가 있어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용한 서비스 기술은 표준화에서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11].본 연구에

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농업의 개요

를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전술

한 서비스시나리오 기반의 접근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구

조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서비스가 제공되

는 구체적 사례를 정보흐름 형태로 제시하여 그 유용성

을 보이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Ⅱ. 서비스 개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제공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기존에 온실가스감시 서비스에 적용했던 서비스시나리

오 기반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스마트

농업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2.1. 스마트농업 서비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스마트농업 서비스는 그림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농업 종사자가 필요로 했

던 농산물 도난 방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농장 원격 

관리, 시장 상황을 고려한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농산물 이력정보 추적 등을 

ICT 기술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 구조와 서비스 

정보 흐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 스마트농업의 개요도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he smart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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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 제공구조

전술한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기능들은 그림 2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비스참여자인 농업생산자, 서
비스제공자, 유사업자, 소비자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각 서비스참여자들은 그림에 나타

낸 기능들을 포함한다.

그림 2.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적 구성

Fig. 2 Environments for the provision of the provided 
service

농업생산자는 경작에 관련된 온도, 습도, 조도 등의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농약살포, 비료 살포, 적량의 수분 공급 등을 

위한 액추에이터들을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제어 기능, 
이 두 기능을 총괄하는 경작 총괄 기능과 다른 서비스

참여자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구성된다.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들의 정보

가 저장된 사용자 프로파일과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별 

서비스를 총괄하는 서비스 총괄 기능, 농업관련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는 빅데이터 저장소와 이 정보를 분석하

여 서비스 총괄 기능으로 넘겨주는 데이터 분석 기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구성된다.

유통사업자는 유통 중인 농산물에 부착된 태그로부

터 재고 정보를 파악하여 수집하는 재고 데이터 수집 

기능, 같은 방법으로 출하 정보를 수집하는 출하 데이

터 수집 기능, 이 두 기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

로 판매를 총괄하는 판매 총괄 기능과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기능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판매중인 농산물의 가격 정보를 농산물 포

장에 부착된 태그나 기타 수단을 통해 가격정보를 수집

하는 가격 정보 수집 기능과 그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이력 정보를 수집하는 이력 추적 기능, 이 두 기능으로

부터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구매를 결정하

는 데에 도움을 주는 구매 총괄 기능,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기능으로 구성된다.
이상 기술한 기능들을 적용하여 스마트농업에서 제

공되는 각종 서비스들의 사용 사례 (Use Case)를 제시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스마트농업에서 제공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용 사례로서 파종/수확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해주는 파종/수확 자문 서비스, 농업정보 축적

을 위한 데이터수집 서비스, 농업샌산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원격농업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한 세부적인 수행과정을 제시한다.

Ⅲ. 서비스 수행 과정

3.1. 파종/수확 자문 서비스

주된 서비스참여자인 농업생산자에게 파종 및 수확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농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파종/수확 자문 서비스는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생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시하는 서

비스의 수행 과정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단말기 등

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

자의 서비스 총괄 기능이 사용자 프로파일을 참조하여 

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용자인

지 확인 후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린다. 
사용자는 자문 받고자 하는 정보인 종자 종류, 파종 시

기 등의 목록을 단말기로 보내고 이 정보를 받은 서비

스 제공자의 데이터 분석 기능이 해당되는 정보를 빅데

이터 저장소로부터 획득하여 분석 후 분석된 결과를 사

용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만족

도를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총괄기능과 데이터분석

기능에 전달하여 이후 분석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한 개

선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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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종/수확 자문 서비스의 정보 흐름

Fig. 3 Information flow for seeding/harvest consulting 
service

3.2. 데이터수집 서비스

전술한 파종/수확 자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려면 

농업에 관련된 대량의 정보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학
술적 기술적인 정보 외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받아들여 스마트농업 서

비스에 필요한 대량의 정보를 축적한 빅데이터 저장소

에 저장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데이터수집 서비스라고 한다.  이 서비스의 수행 

과정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데이터수집 서비스의 정보 흐름

Fig. 4 Information flow for data collecting service

이 서비스가 수행되는 주기가 도래하여 타이머가 종

료됨을 감지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총괄 기능이 사

용자 측으로 데이터 수집 요청을 하고 가입된 사용자일 

경우 이 요청에 응하여 파종한 종자의 종류, 파종한 시

기 등의 사용자의 농업 관련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전달하고 전달된 정보는 빅데이

터 저장소의 데이터 갱신에 기여하게 된다. 이 경우 그

림의 정보 흐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용자에게는 

정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비스 사용료 할인 등의 

반대급부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원격 경작관리 서비스

주된 서비스참여자인 농업생산자가 영농의 전 단계

에 걸쳐 경작지를 보살피는 것은 고된 과정의 연속이며, 
농업생산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젊은 층이 농업을 기

피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어 왔다. ICT 기술의 발달로 

경작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센서를 통한 경작지 상태 

파악과 원격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농업

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를 농업종사자가 사용하는 

스마트기기에 접목시켜 가능하게 한 것이 원격농업 서

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수행 과정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 원격 경작관리 서비스의 정보 흐름

Fig. 5 Information flow for remote cultivation service

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단말기 등

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요청하면 농업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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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TU-T SG13에서 스마트농업의 기준 모델

Fig. 6 Reference model for smart farming in ITU-T SG13

의 농업총괄 기능이 AAA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용자인지 확인 후 사용자에게 알린

다. 동시에 경작 총괄 기능의 요청에 의해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은 경작지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로부터 정지/
동영상, 온도, 습도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받은 경작지의 제반 정보를 통해 상태를 파악한 사용자

는 원하는 액츄에이터를 구동 또는 정지시키는 명령을 

원격으로 액츄에이터  제어 기능으로 전달하여 경작지

에 설치된 장치들을 구동 또는 정지시켜 사용자가 원하

는 결과를 얻게 되며 사용자는 이 과정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다.

Ⅳ. 국제 표준 반영

4.1. ITU-T SG13의 스마트농업 표준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ITU-T 
SG13에서도 융합서비스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Q1에
서 스마트농업의 개요를 Y.ufn (Smart farming based on 
networks)의 명칭으로 권고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저자도 이 Q1의 멤버로서 스마트농업 국제표준

화에 참여하고 있다. 

4.2. 표준화 경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스마트농업의 개념과 그림 2의 

기능적 구성을 현재 저자가 에디터로 권고안 작업을 하

고 있는 Y.ufn의 기준 모델에 그림 6과 같이 적용하였다

[12]. 그 결과 2015년 4월 ITU-T SG13 본 회의에서 

Y.2243 권고안으로 승인되었으며[13], 본 연구에서 그

림 3, 4, 5에 제안하고 있는 세부 서비스 구성과 서비스 

시나리오는 기 승인된 권고안의 후속 표준문서로 작업

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농업 서비스에서 시나리오 기반의 서비스 적용

례를 기술하였다. 논문에서 제안된 서비스 개념과 그

림 2의 기능적 구성이 포함된 스마트농업 개요에 대한 

문서가  ITU-T SG13에서 국제표준권고안 Y.2238로 

승인되어 본 연구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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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 유형의 서비스는 스마트농업의 핵심적인 부분으

로 고려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 표준화에서 논문에서 

제시한 서비스 정보 흐름을 포함한 기고서를 국제 표

준회의에 추가로 제출하여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예정

이다.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데이터 처리와 세부적

인 서비스 제공 메커니즘은 구현 시 환경과 제반 여건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의 범위 밖이

다. 그러나 사용자나 서비스 참여자 측면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서비스의 구현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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