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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농민의 피로도 감소와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한 원격 제어 관리 기술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정용 스마트 화분의 환경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스마트 화
분에서 수집된 센싱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웹으로 송출된 데이터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바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용 스마트 화분을 이용하여 반려식물을 기르는 사용자들에게
작물 재배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1세대스마트팜기술은농민의피로도감소와노동력절감을목적으로한

원격 제어·관리 기술을 말하며, 1세대 기술에서 스마트팜의 내부를 어플리

케이션을통해기기를제어함에있어서시간과장소의제약이거의없다[1].

본 논문에서 연구한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화분에서의 데이터베이스에

서 웹으로보낸데이터를시간과 장소의제약을 받지 않고 데이터실시간

모니터링이가능하며, 사용자에게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

케이션을 설계하였다[2].

본 논문의 구성은 본론에서 스마트 화분의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앱

설계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결론으로 제시하며 마

무리 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본 논문은 가정용 스마트화분의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해 컴퓨터 메인보

드의 단순한 버전이고 기판에 다양한 센서나 부품 등의장치를 연결이가

능한 아두이노와 여러 가지 센서(온도, 습도, 토양수분)들을 사용해 수집

된 값을 plantdata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도록 설계 되었다[3].

그림 1은 웹 페이지에 대한 코드이며 표준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인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사용하는 공개 소스의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관리시스템인MySQL을 사용해서 온도습도토양수분센서값

들을 plantdata DB에서 가져와서 웹 화면에 표시해주고

<design>...</design> 사이에 꾸며주는 코드 값을 넣어 웹을 보기 쉽게

꾸밀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4].

그림 1. 데이터베이스에서 웹 페이지 로 데이터 받아오기

Fig. 1. Import data from database to web page

그림 2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Basic 코딩화면을 만들어 메인

xml창에 들어가 Design에서 화면전체를 Web View로 채워

어플리케이션에서 표시할 화면을 설정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 2. 어플리케이션을 Web View로 채운모습

Fig. 2. Application filled with Web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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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변경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res에서 drawable에 원하는 사진파일을 넣고 어플리케이션

코딩부분에 android:icon=“@drawable/파일이름”을 넣어주면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3.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Fig. 3. Application icon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res에서 values에서

strings.xml 파일에서 이름을 설정해줄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현재 데이터 값들을간단히그림과 함께표

시해주고받아온 데이터값모두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표시하도록설계

하였다.

그림 4. 어플리케이션에서 본 모습

Fig. 4. See in the application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

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웹서버로 받은 데이터 값을 어플리케이션에 실시간

으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향후연구를통해 원격으로관수

를 진행한다거나 물 부족 등의 고장 알람에 대한 시스템, 원격 카메라를

이용한실시간화분모니터링기능등을추가할계획이다. 이 연구를통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가정용 스마트 화분으로 반려작물을 키우는 사용

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함으로써작물재배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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