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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부들의 수익 증대는 농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일 수확 시
기 예측 시스템 아키텍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부들의 수익 증대이다. 최근 현대사회의 고도의 산
업화로 인해 축소되는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농업 분야
(Smart U-Agriculture) 즉, 스파트 팜(Smart Farm)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스파트 팜(Smart
Farm) 분야에서는 농작물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생육환경을 제
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제어하여 농작물의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 감소를 핵심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 감소는 해당 상품의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며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농부들의 수입이 오히려 감소는 역효과를 유도하고 농촌 인
력의 탈 농촌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 농부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면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뿐이 아니
라 우수한 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산출된 농작물이 좋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 좋은 가격의 높은
품질을 가진 과일을 수확하려면 수확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표본 과일은 사과이며 수확 시기 예측의 기준은 당도와 색상을 적용했다. 또한 센서에서 발
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수확 상관인자(색상, 당도) 관련 시계열 차트를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유사 스마트 팜(Smart Farm) 관련 시스템
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유사 농작물 수확시기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표준 프레임워크로 사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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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rmer’s revenue increas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agriculture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Fruit Harvest Season Prediction System Architecture suggested in this paper is the
farmer’s revenue increases. To revitalization of the agriculture reduced for today’s high industrialized
society, the Smart U-Agriculture that integrates ICT technology with agriculture, or Smart Farm field is
actively studied. A central parts of this study are providing the best growing environment with real-time
Analysis for the agriculture environments and controlling the related system to increase the crop yields and
reduce the labor. But simply increasing the crop yields and reduce the labor may cause declining the
agricultural price that leads another problems like decreasing the farmer’s revenue and population in rural
areas. To increase farmer’s revenue, not only increase the crop yields, but also produce the high-quality
crops to make a good deal.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ap the high-quality fruits is predicting the
perfect harvest season. The standard fruit in this paper is an apple and the standard of harvest season
prediction applied sugar and color. Also, we designed an architecture for a time series chart related to
harvest factors(sugar and color) by collecting data from sensor in real time. It can be applied in similar
Smart Farm System and used standard framework to develop the similar Fruit Harvest Season Prediction
System.
Keywords : Fruit Harvest Season Prediction System, Smart Agriculture, Color Sensor, Undestructive
Sugar Sensor, Big Data analysis

1. 서론
세계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현재의 통계를 보여주는 worldometers 정보를 참고하면 2017년 현
재 세계 인구는 약 75억 명에 달한다.[1] 전 세계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산업화, 경작 농지의 감소, 젊은 층의 탈 농촌화 등으로 인류의 먹거리 부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인류의 먹거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파트 팜(Smart Farm)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 대부분의 스파트 팜(Smart Farm) 분야는 IoT 기술을 사용하여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도, 습도 등을 각종 센서로 측정하여 분석 후 각종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개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농부들의 수입 측
면 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의 농작물의 생산도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농작물 수확 시기 예측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사용하면 농
작물 수확 시기 판단에 투입되는 농부들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최상의 품질
일 때 농작물을 수확하여 산출된 농작물에 대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부들의 수입을 증대
시킬 수 있다. 또한, 유사 수확시기 예측 시스템 개발 시 본 논문에서 개발된 농작물 수확 시기 예
측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모델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아키텍처 에서는 비파괴 당도센서, 색상센서, 크기센서 로부터 다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서
버로 전송된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수집, 적재, 분석, 시각화하여 당도, 색상, 크기에
관한 시계열 차트를 제공하며 수확에 관한 상관인자들(당도, 색상)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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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과일의 수확 시기 판단 기준
사과의 과일 수확시기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사과의 품질은 과일의 크기, 외관, 착색정도, 당도,
육질, 향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지만 사과의 착색정도는 사과의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단의 표 1은 각 사과 품종별, 등급별 착색 비율을 보여 준다.[3] 과일
의 수확 시기 판단기준을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구매자가 사과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색상이기 때문이다.
[표 1] 농산물 표준규격의 사과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3]
[Table. 1] Percentage of coloring by apple variety / grade of agricultural standard

등급

특

상

보통

홍옥, 홍로, 화횽, 양광 및
이와 유사한 품종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후지, 조나골드, 세계일,
추광, 서광, 선홍, 새나라
및 이와 유사한 품종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쓰가루(착색계) 및 이와
유사한 품종

20% 이상

10% 이상

-

품종

사과의 착색과 더불어 당도는 사과의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단
의 표 2는 각 사과 품종별 당산비를 보여준다.
[표 2] 사과 주요 품종의 당산비[4]
[Table. 2] Sugar acid ratio of major varieties of apple

감미품종
(당산비 41 이상)

감산조화
(당산비 30~40)

산미품종
(당산비 29이하)

품종

당산비

품종

당산비

품종

당산비

홍로
추관

58
65

감홍
후지

39
36

서광
홍옥

27
22

2.2 데이터 수집 센서
색상 센서로는 TCS3200 기반 칼라 센서인 GY-31를 사용하였다. GY-31은 RGB색을 감지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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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센서 모듈이다. 내부의 광다이오드를 통해 RGB값을 읽어 낼 수 있다.[5] 비파괴 당도 센서로
는 ㈜나노람다코리아 사의 NSP32 제품을 적용하였다. NSP32 제품은 Android, Mac, Linux,

Windows, Raspberry Pi, Beagle Bone를 지원하며, 처리 언어로는 C/C++, Python, MatLab,
LabVIEW, Android를 지원한다.[6]

[그림 1] GY-31[12]
[Fig. 1] GY-31

[그림 2] NSP32[6]
[Fig. 2] NSP32

2.3 기존의 스마트 팜 관련 연구 현황
하단 표 3 에서는 기존의 스마트 팜 적용 모델이 표시되고 있다. 스마트 과수원 분야를 살펴보
면 온도, 습도, 기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관수, 병충해 등 과수들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관
리하여 생산성 증대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일의 생산량만을 증
가 시킨다는 것이 농부들의 수익 증대에 직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일의 과잉 공급으로 과일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여 농부들의 수익이 감소되는 역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농부들의 소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과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된 과일을 좋은 가격에 판매
해야 한다. 좋은 가격에 과일을 판매하려면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일이
가장 우수한 품질일 경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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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 스마트 팜 분야별 적용 모델 [13]
[Table. 3] Existing smart farm application model

국가

적용지역

주요 기능 및 활용분야

대한민국

전남 화순-한울농장

생육환경과 환경 데이터를 기반의
스마트팜으로
생산성이 40% 이상 증대

대한민국

SKT 세종시 -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재배시설의 개폐 및
제어, 개폐 과정 CCTV 카메라 모니터링,
온·습도 등 센싱 정보 모니터링

미국

살리나스벨리

생육환경이 센서를 통해 자동 모니터링,
무인농업로봇 활용

덴마크

크리스텐션

통제된 시설 안에서 빛과 공기, 열 등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절

벨기에

홀티플란

재배베드자동이송시스템(MGS : Mobile Gully
System) 적용

일본

와이즈 와카마츠 Akisai 야채
공장

식, 농 클라우드인 Akisai 재배 환경과
작물품질의 상관관계를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여 날씨나 계절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산물 재배

3. 농작물 수확 시기 예측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설계
3.1 센서와 라즈베리파이 및 빅 데이터 적용 방안
그림 3과 같이 표기된 형태로 사과나무에 부착 되어 있는 초소형 당도센서와 색상센서로부터
색상 정보와 당도 정보 그리고 과수원 각 영역의 정보가 Rasberry Pi 로 전송되고 각 Rasberry Pi
의 데이터(당도 데이터, 색상 데이터, 과수원 영역 정보)들은 WAS에 실시간으로 공급된다. 공급된
데이터들에 의해서 RDBMS에 존재하는 현재 각 과수원 영역별 사과나무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해당 영역의 수확 도달 정보를 판단하여 농부에게 알려주는 데이터들은 빅 데이터로 저장했다가
변환하게 되면 성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 과수원 영역별 과일의 당도정보, 색상 정보
와 수확시기가 도래했는지에 관한 정보 등은 RDBMS 에 테이블을 생성하여 SQL 구문을 이용하여

WAS에서 CRUD 작업으로 관리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정보들은

Apache Spark를 사용해서 수집, 처리한 후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에 적재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키텍처 에서는 센싱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신속하게 차트에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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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야 하며 배치 처리 시 성능향상도 고려하여 Apache Spark를 사용하였다. 배치 처리 시

Apache Spark는 Hadoop에 비해 10배 빠르다. 또한, 적재 되었던 빅데이터들은 Apache Spark를
사용해서 탐색, 분석, 데이터 마이닝 단계를 거쳐서 시각화 된다. 빅 데이터 처리를 사용하여 “일
자 별 섹션 별 당도, 색상 시계열 차트 표시”, “월 별 섹션 별 당도, 색상 시계열 차트 표시”, “연
도 별 섹션 별 당도, 색상 시계열 차트 표시”, “당도, 색상 상관관계 그래프” 기능을 제공한다. 농
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농부가 소지하고 있는 장치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한다. 농부가 PC를
사용할 경우는 Web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부가 Smart Phone을 사용할 경우는 Hybrid

App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 비지니스 아키텍처
[Fig. 3] Business architecture

3.2 시스템 아키텍처 제안
농작물 수확 시기 예측 시스템의 구조를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림 4 에서 크게 Sensor,

Control Server, WAS, DBMS, Client Side, Big Data Handling으로 분류한 5단계 아키텍처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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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아키텍처
[Fig. 4] System architecture

농작물 수확 시기 예측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치 별 설명은 하단 표 4 의 내용과 같다.
[표 4] 시스템 아키텍처의 각 장치 설명
[Table. 4] Description of each device in the system architecture

장치
Sensor
Rasberry Pi
Ethernet Module
DBMS
WAS

설명
샘플로 선택된 과일에 장착하여 과일의 색상 정보와 당도 정보를 획득
색상정보, 무게정보, 과수원 영역 정보를 전송
Rasberry Pi의 Ethernet 통신을 제공
수확 가능 구역 정보를 저장
PC 사용자와 Smart Phone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Client Side

농작물 수확 시기 예측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시스템

Apache Spark
Hadoop

WAS 로 유입된 데이터들을 수집, 처리, 적재 하며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로부터 데이터를 탐색, 분석하여 시각화함
Apache Spark로부터 처리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를 가공하는 처리 수행

3.3 빅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
과일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싱 정보를 분석하여 각종 차트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작업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센싱된 과일의 정보(당도 정보, 색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일 수확시기 예측 시스템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신속
하게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배치처리 시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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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op의 HDFS를 빅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분석 부분 에서는 Apache Spark를 융합
사용함으로서 빅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과 배치 처리 시 성능을 향상 시켰다. 그림 5에서는 빅 데
이터 분석에 Apache Spark를 융합했을 경우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Apache Spark 융합의 장점
[Fig. 5] Benefits of Apache Spark Fusion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스파트 팜(Smart Farm) 분야가 농작물 생산량 증대에만 집중하여
연구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부들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연
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농부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뿐이 아니라 우수
한 품질의 농작물을 수확하여 좋은 가격으로 농작물을 판매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무작정
농산물의 생산량만 증대시키는 것은 해당 농작물의 과잉 공급으로 오히려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
는 위험이 있다. 우수한 품질의 농작물을 수확하려면 무엇보다 해당 농작물이 최상의 품질 상태에
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부들이 농작물을 가장 수확이 적합한
시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수확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수
확 시기를 결정하는 인자로는 당도, 색상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농작물 수확 시기 예
측 시스템 아키텍처 에서는 수확 가능 시기를 알려주는 것뿐이 아니라 빅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각종 유용한 시계열 데이터나 수확의 기준이 되는 정보들(과일 색상, 과일 당도)의 상관관계 그래
프도 제공한다. 상관관계 인자들을 분석하면 구매자의 기호(크기나 중량은 미달이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을 선호하는 경우, 저 당도의 과일을 선호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농작물 수확 시기 예측 시스템 아키텍처는 유사한 농작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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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과일 수확시기 예측 시스템이 성
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당도센서와 색상센서의 크기가 소형화 되어야 하므로 디바이스적인
부분도 같이 연구가 이루어 저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센서 전문 업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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