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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모바일 단말기의 보 이 확 되면서 스마트 워크, NFC, USN등 사회 반 으로 많은 분

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농가에서 시설 원 작

물의 생장  생산량을 측하고 데이터를 리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여 농가에서의 모바일 단말기 

활용을 돕고 시설 원 작물의 재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서론

   IT의 속한 성장에 따라 그 동안 PDA, 넷북, 스마트 

폰 등의 많은 모바일 단말기가 출시되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09년 11월 말 국내에 애 의 아이폰이 본격 수

입되면서 스마트폰 무풍지 던 우리나라에 스마트 모바

일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에 78만명에 불과했

던 스마트폰 가입자가 2010년 10월에 530만명이 되면서 

10개월 만에 약 6.8배나 성장하 고, 11월에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626만명 이상 증하 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가입자 10명  1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 인 스마

트세상으로 격한 진입이 이 지고 있다.[1]

 

(그림 1) 국내 스마트폰 시장 망

 

 모바일 단말기의 보 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IT융합 서비스  스마트 워크 서비스의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와 농업을 융합

한 시설 원 작물의 생장 측도구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자 한다.

2. 련 연구

2.1 Objective-C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단말기  애 사의 iOS 랫폼

을 기반으로 개발하 다. iOS 랫폼의 어 리 이션을 개

발하기 해서는 Objective-C언어를 이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Objective-C는 ANSI C를 엄격하게 수하면서 기

능을 추가한 형태의 언어이다. 래드 J. 콕스가 개발한 

Objective-C는 C 언어의 구조와 스몰토크 80의 객체지향 

개념을 섞어 C에 객체지향의 특성을 추가한 언어이다. 객

체지향 로그래 을 사용하면 차  개발의 일반 인 

흐름에서 벗어나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2]

2.2 MVC패턴

   MVC는 Model-View-Controller의 약자로 Smalltalk와 

코코아에서 가장 요한 패턴이며 이것은 로그램 내에

서 역할을 할당하는 근법이다. 모델(Model)클래스는 정

보를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뷰(View)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데이터 정보를 표시하며 사용자의 

이벤트를 받아들인다. 모델과 뷰 사이에는 부분의 어

리 이션 로직을 구 한 컨트롤러(Controller)가 놓여있으

며, 부분의 컨트롤러는 모델 클래스와 뷰 클래스를 통합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262, USN기술을
활용한 원 작물 품질향상기술 개발)으로 지원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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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

2.1 시설 원 작물

   시설 원 작물이란 유리 온실이나 라스틱 하우스 등

에서 재배환경을 조성하여 원 작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목 은 작물, 지역, 계

, 사회  여건에 따라 다르다. 최근 우리 농업에서 시설

재배가 차지하는 비 이 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4] 

2.4 작물생육 모델( 측 모델)

   작물생육 모델(이하 측 모델)은 생육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기작이나 생산과정을 수식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과 묘사는 반드시 과학 인 이론과 가설에 근

거하여 이루어진다. 모델을 개발하기 해서는 작물이 자

라는 시스템을 잘 분석하고 그 기작이나 과정이 수치 으

로 계산되어서 양 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5]

(그림 2) 측 모델 그래

3. 설계  구

3.1 시스템 개요

   이번 연구에서 시설 원 작물은 토마토를 상으로 하

여  작물의 시간  변화에 따른 생장 인자의 변화와 생산

량의 변화를 데이터로 수집하 다. 실제로 시설 원 작물

에서 사용한 작물인 토마토는 라피도 종으로 선택 하 으

며 환경 변화에 따른 토마토의 생장  생산량 변화를 측

정하기 하여 다양한 원을 이용하여 토마토의 생장 변

화를 확인하 다. 사용된 원은 Control(자연 ), 고압나

트륨 , LED , 메탈할라이드 , 형 등 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 으며 생장 측 도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원을 선택하여 원별 측이 가능하도록 제공 하

다.

3.2 시스템 구조

   ExternalManager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

며 이벤트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등의 외부 인터페이스와

의 커뮤니 이션을 담당한다. ConfigurationManager는 원

작물의 작기 별 온실 동 데이터와 작물 측 모델을 

리한다. DataManager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장하고 조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ForecastingManager는 

측 모델과 사용자 입력데이터를 분석하여 이후 작물의 

생장  생산량을 측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 하

다.

 

(그림 3) 시스템 구조

3.2 작기 환경 설정

   작기라는 것은 한 작물의 생육기간을 1작기로 하여 

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한 작기에 다수의 온실 동

을 리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 다. 하나의 온실 동 생

성 시에 원을 선택하여 해당 원을 기 으로 측 모

델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 다. 조사나무라 하여 샘

의 개수를 정하는 것은 온실 동 별로 다수의 샘 을 기

으로 평균데이터를 구하여 측 수식을 계산하도록 구

하 다.

(그림 4) 작기 설정

3.3 사용자 입력 화면

   생장 데이터 입력화면은 농가에서 직  측정 할 수 있

는 데이터를 기 으로 설계 하 다. 생장데이터는 장, 

엽수, 화방 데이터가 입력 가능하며 생산량 데이터는 과실 

개수, 과실 을 입력할 수 있다. 온 실동의 환경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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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은 온도, 습도가 입력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 시에 최근 데이터와 입력 데이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 작물 데이터 입력 화면

3.4 생장 측 그래

   작물 측 이란 해당하는 작물이 향후 어떻게 자라고 

얼마만큼의 과실을 생산 할지의 측 데이터 제공하는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향후 

어떻게 자라게 될지를 합쳐 사용자가 직 으로 데이터

의 변화를 확인하기 한 측 그래 를 구  하 다.

(그림 6) 생장 측 그래

① 사용자가 입력한 실제 장 데이터의 변화 그래

② 최종 입력된 데이터 이후 장의 최 , 최소 측   

     그래

의 그림 6과 같이 하나의 화면에 실제 생장 상태와 

측 그래 를 함께 보여주어 사용자는 직 으로 실제 

데이터와 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향후 작물의 생장이 어

떻게 변화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실제로 측모델은 다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통한 측모델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를 진행함에 있어 다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시간

 제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연구의 측모델은 최 장

을 이용한 측모델을 도출 하 다. 최  장을 이용한 

측모델이란 작기를 기 으로 기간별 최 , 최소, 평균 

장을 분석하여 실제 토마토를 재배함에 있어 생장률이 

측 모델의 최 , 최소의 범 에 포함되는지를 분석하며, 

어떻게 작물이 생장 할지를 제시하도록 하 다.

4. 결론

생장 측 도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

로 지원된 연구로써 2010년 시작된 이  계속 인 작물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더욱 정 하고 자세한 측

모델을 도출하기 해서는 지속 인 작물 데이터의 수집

과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며 회귀 분석 등의 수학  통계 

분석을 통하여 더욱 정확한 측 모델을 도출 할 수 있도

록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한 연구의 일환으로 토

마토 작물에 국한 되었던 것을 시설 원 작물에서 생산 

가능한 다양한 작물로 확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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