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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oT technology has been applied in various field. In particular, the technology focuses on analysing large amount of data 

that has been gathered from the environmental sensors, t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his technique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in the agro-industrial sector. Many researches are underway in the monitoring and control for growth crop environment in 

agro-industrial. Normally, the average weather data is provided by the manual agro-control method but the value may differ due to 

the different region’s weather and environment that may cause problem in the disease and insect-pest prevention. In order to develop 

a suitable integrated system for fruit tree,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is obtained from the Jeollanam-do province, which has the 

high production rate in the Korea.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grated support platform for the growing crops,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due to the weather disaster through image analysis, forecasting models, by using the micro-climate weather 

information collection and CCTV. The fruit tree damage caused by the weather disaster are controlled by utilizing various IoT 

technology by maintaining the growth environment, which helps in the disease and insect-pest prevention and also helps farmers to 

improve the expecte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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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oT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각종 환경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량의 데이터를 분석

하여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에 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각 산업분야  농산업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산업 분야에서 생장환경의 조성을 한 모니터링  제어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병해충  기상재해 정보는 우리나라 평

균 기상환경에 맞추어 방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됨으로 인해 실제 지역별 환경에 매우 힘든 실정이다. 특히, 특용과수는 남지역에 생

산량이 매우 높은편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지역별 정보에 한 수집에서 문가 정보 제공에 이르

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기상 기후 수집  상 정보를 통한 이미지 분석, 찰 모형 등을 통해 병해충  기상

재해에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통합지원 랫폼을 제안한다. 특용과수의 병해충에 한 피해를 이기 해 다양한 IoT 기술들을 활

용하여 이를 통해 병해충에 한 방제시기를 하게 알려주고, 생장환경을 하게 유지함으로써 특용과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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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Fruit Tree Disease and Insect-Pes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1. 서  론

최근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진행 이다. 과거 노동집약  주의 

농산업 분야에서도 IoT 기술을 융합하여 첨단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첨단화 기술들을 이용하여 자연 의존 인 

농산업에서, 안정되고 지속 인 성장이 가능하게 탈바꿈하

고 있다[1]. 

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 이며, 부분 낙후되거

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제 정보  기상재해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병해충  기후에 민감한 특용과수에 

한 피해가 증하고 있는 추세이다[2]. 

국의 생산률  남지역(순천, 양, 하동, 고흥 등)에 

30%이상이 생산되는 특용과수(매실, 유자 등) 품목에 한 

병해충 발생 찰 연구도 진행 에 있지만 배포되고 있는 

방제 매뉴얼은 우리나라 평균 기상환경에 맞춰 제작되어 실

제 용에 한계가 있다[3, 7]. 이러한 농작물의 병해충 리가 

국 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병해충의 찰과 방제는 작목

별 독립 인 시스템이 개발·운 되고 있고, 돌발 병해충 발

생시 신속한 자료 수집을 한 시스템의 부재로 방제 기

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4]. 한 병해충 기방제를 한 

측 모형 연구를 수행하여 개발된 모델을 공개 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연구사업 성과물로만 리되고 

있고 표 화 되지 않아 농업인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실

정이다[5, 8].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IoT 기

술들을 용한 병해충/기상재해 찰을 한 통합 리 랫

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랫폼은 다양한 IoT 기술들을 통

해 각 지역별 특성  특용과수에 해 철 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지역실정에 합한 모델을 용하여 병해충  기

상재해를 찰하고, 문가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한 

방제시기를 알려주는 통합지원 랫폼이다. 

본 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환경을 모니터링하

고 상황에 따른 능동 인 응이 가능하며, 유사시 특용과

수 농가의 피해를 사 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한, 환경 상태 유지  리를 해 수동 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병해충  기상재해 방지를 한 기술 

분석을 통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3장에서 제안된 랫폼의 

구조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랫폼 기반의 어

리 이션 구   동작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어 마무리한다.

2. 주요 시스템 분석

지역에 특화되지 않고 국내 평균 기상환경 데이터에 의존

하여 제작된 재배력  방제력 데이터는 특용과수(매실, 유

자 등)와 같이 넓은 재배면 과 수세 안정화를 요하는 지역

에 병해충  기상재해 발생시 큰 재해를 래할 수 있다. 

다른 과수에 비해 병해충의 발생 피해가 은 편에 속하지

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껍질째 사용되므로 잔류농약, 

과수 피해 최소화, 병해충에 한 한 방제 등 약제 살

포에 한 주의가 필요하다[6]. 

실제 장에서 작업하시는 농민들에게 한 방제시기 

 약제 정보를 쉽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

발하여 정확한 병해충 진단과 처방이 농약의 과욕과 남용을 

막고 청정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본 장에서는 병해충에 한 환경정보 수집, 찰, 진단, 이

동성, 친환경 방제, 농약 사용량, 문가 진단, 생육정보, 통합 

DB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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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grated Platform of Fruit Tree Disease and Insect-Pest

2.1 사용자  국가기

특용과수에 한 통합지원 랫폼의 사용자는 국내에 병

해충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농 진흥청, 

각종 병해충 방제 기 알림을 한 시·군농업기술원/센터와

의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 한, 일반국민  농가에게 병해

충정보/자가 찰/진단/방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스템 리

자가 체 인 랫폼의 시스템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유 기 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동작하게 

된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보 제공을 

한 다음/구  맵의 API, 지역별 기상정보 수집을 한 국가

기상센터, 국가의 농작물 병해충 정보 수집  분석을 한 

국가농작물병해충 리시스템, 국가 연구기 인 시·도 농업기

술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수집되는 병해충발생정보, 농

산물생산정보, 농업기술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2.2 병해충 찰

병해충 찰을 한 찰  찰 포장의 감소로 국  

정 조사가 미흡한 실정으로 본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로 특

화된 병해충 찰을 해 장에 한 기본 찰일보, 순회

조사, 찰포/ 찰포, 긴 /정 조사 등을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과 환경요

인간의 상 계 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고, 각 지 별 

요원을 통해 일반농가 찰  통계/조사 자료에 한 정보

를 보다 정 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2.3 병해충 진단

소비 성향의 다양화로 인한 수출입 농산물의 증가로 인해 

매년 새로운 병해충들이 발생되고 있다. 새로 유입되는 병

해충에 한 찰 모델 설계  발생 생태에 따른 피해해석 

연구를 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병해충

에 한 정보 검색, 천 곤충정보 제공, 문가 진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4 이동성 병해충

병해충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병해충에 한 

확산/도메인에 한 설정이 필요하고, 기상환경에 따른 이동

경로 측 모형  도/분포에 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5 병해충 친환경 방제 정보

기상환경  병해충 발생시기가 지역별로 다르고 방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 인 방제를 해 방제지역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한 방제시기 제공을 한 배분, 실시  보고, 사후 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6 농약 정보

문가의 한 진단이나 한 약제 정보를 사용자에

게 제공하기 해 농약일반정보, 농약등록정보검색, 농업품

목등록 황에 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2.7 농약 사용량 

작물에 한 잔류 농약  피해 최소화를 해 약제 정보

에 한 사용량을 매번 확인함으로써 한 약제 사용량을 

악하기 해 사용량 감소모형, 측 모형에 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8 문가 진단

정확한 병해충 발생 찰  방제시기 정보를 제공하기 

해 기상자료 추정, 병해충 찰모형, 측결과 리,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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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생육정보

기본 인 생장에  필요한 작물의 생육환경 정보를 수집하

기 해 자료 리, 생육상황 통계, 상 모니터링 정보를 수

집하여 문가 진단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한 시스

템이 필요하다.

2.10 병해충 통합 DBMS 

2.2∼2.9 에 해당되는 시스템에 한 정보는 통합 

DBMS를 통해 리되고, 찰정보, 생육정보, 방제정보, 기

상정보, GIS 지역정보, 측모형정보, 민원정보, 진단정보, 

문가정보, 장조사 정보 등을 통합 수집/ 리 한다. 이들

의 정보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집/ 리 되며 각 시스템들

에 유기 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11 기타

병해충 정보 제공을 해 요원들의 기본 은 정보 수집요

소로 농가 리, 개인화 등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App., 알림서비스, 다른 특용과수 작물에 한 정보 추가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유 기 에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합 리 할 수 있는 리자 

시스템이 필요하다. 

3. 병해충  기상재해 방지를 한 통합지원 랫폼

본 논문에서는 IoT 기반기술로 2장에 제시된 다양한 시스

템들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랫폼을 설계하 다. 제안하는 

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병해충  기상재해에 한 찰 정보를 제공하고, 개방형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Fig. 2는 제안하는 랫폼에 한 구조도이다. 지상/지

에 한 환경  기후 모니터링, 유 기 의 기상정보에 

한 인 라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경량형 통합 미들웨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

록 설계했다. 이를 기반으로 병해충  기상재해에 한 

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해 특용과수 재배정보, 

병해충 정보, 친환경 방제 매뉴얼, 농약 등의 정보를 토 로 

이미지패턴 분석  GIS 기반 병해충/기상재해 찰을 수행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엔진을 설계했다.

이러한 엔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방형 스마트 생장 

서비스 인터페이스  찰정보 시각화를 통해 맞춤형 통보 

 시각화 정보를 Push/Mail/SMS/SNS, 모바일 웹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으로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4. 구   실증환경 테스트

실제 지역별 미세 기상환경에 한 정보를 수집하기 해 

순천  양지역에 IoT 센서노드를 설치하여 온/습도, 풍

향/풍속, 일사량, 토양수분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Fig. 3은 이미지 패턴분석을 해 돌매실농원에 고화질 

카메라  스피드 돔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을 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존에 수집되어있는 병해충의 정보

와 실제 상의 시간 별 캡쳐 이미지 패턴분석을 통해 병

해충의 발생여부를 악할 정이다.

Fig. 4는 순천시/ 양시 농업기술센터  돌매실 농원에 

설치되어 있는 IoT 센서노드에 한 이미지이다. 본 센서노

드 이외에도 기존에 운 되고 있는 센서노드를 통해 다양한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본 랫폼에 연동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정이다. 

Fig. 3. Video Monitoring System

Fig. 4. IoT Sensor Node

Address Longitude Latitude

29-16, Guhang-gil, Paldeok-myeon, 
Sunchang-gun, Jeollabuk-do

127.102278 35.392917

171, 12 Bongdeok-ro, Gunnam-myeon, 
Yeonggwang-gun, Jeollanam-do

126.416681 35.237064

82-50, Daechigeoncheon-gil, 
Hwangjeon-myeon, Suncheon-si, 
Jeollanam-do

127.479269 35.130221

101, Jukcheon-gil, Daap-myeon, 
Gwangyang-si, Jeollanam-do

127.669985 35.135843

207-18, Ssangjeongja-gil, 
Gwayeok-myeon, Goheung-gun, 
Jeollanam-do

127.402442 34.672949

Table 1. Sit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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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련 데이터 분석을 한 실증 데이터는 Table 1에 해

당되는 지역인 양, 순천, 순창, , 고흥의 환경정보 수집

을 한 데이터 로거  장 해충 발생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 고, Fig. 5에서 처럼 실시간으로 기상재해 발생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ig. 5. Real-Time Info. and Alram Service Based on GIS

Fig. 6. Internet Service

Fig. 6은 통합지원 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기상환경정보, 시각화 정보, 상정보, 병해

충 환경정보 기반의 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Fig. 7은 장조사  병해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App.으로 푸쉬 알람 기능을 포함한다.

Fig. 7. Smart-Phone Push Service and Mobile Web Service

5. 결론  향후 연구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재배력  방제력 데이터는 지역별 

특성이 하게 고려되지 않은 국의 평균 기상 데이터에 

맞추어 제공되는 데이터로 실제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 생산률이 국의 30%에 달하는 남

지역의 특용과수(매실, 유자 등)에 한 병해충  기상재해 

방지를 한 통합지원 랫폼 설계에 해 연구했다. 경량

형 통합 미들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기상환경 정보  

유 기 의 기상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GIS 정보  이미지 

패턴 분석을 통해 병해충/기상재해 찰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찰정보에 한 맞춤형 통보  시각화 정보 제공이 가능

하고, Push/Mail/SMS/SNS, 모바일 웹, 인터넷 등으로 서비

스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랫폼을 기반으로 매실 재배지 특성

으로 순천, 양, 순창, , 고흥의 매실과원  유자과원

에 한 장데이터를 수집하 고, 한 방제시기를 찰

하여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많은 

지역 농가들의 병해충 방제 알림을 통해 추가 피해 없이 안

정 인 생산이 가능하고, 둘째, 정확한 방제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잔류농약 제거 등 안 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지며,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작물을 생장하는데 있어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재 각 시스템간이 연계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

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특용과수의 지역별 장에서 수집되는 

량의 데이터에 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종류별 병해충 

찰 모델에 해 연구할 정이다. 실제 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병해충에 한 기반정보를 축 하고, 측모델

의 설계  보완을 통해 각 병해충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제 기를 알릴 수 있도록 보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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