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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농산물 판매 현황이 지역 날씨와 

생육 환경 등 농산물 생산과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라남도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현황을 분석하고, 전남 지역 날씨와 생육 환경에 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

과 유통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과 수익성 향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지역 농산물(Local Agricultural Products), 기상환경(Meteorological Environment), 

빅데이터 시스템(Big Data System), 전자상거래(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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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전라남도는 전국 농산물 생산액 28조 중 7.4조로 약 26%를 차지하

며, 경지면적은 전국의 약 18% 수준으로 면적대비 높은 생산효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를 기준으로 전국 6위로 평균이하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2019 통계청 참조). 이러한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농산물

들이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 및 확대, 안정적인 유통공급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농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부가가치 창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3월 온라인 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온라인 쇼핑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2,644억 원으로 전월 2,207억 

원에 비해 19.8%가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15.3% 

증가한 수치이다. 이를 볼 때 온라인, 특히 모바일 쇼핑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농산물 판매채

널의 증가와 모바일 이용자의 증가 추세에 맞는 채널 확보 및 유통능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역 기상 환경이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온라인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전라남도의 주 생산품목 중 하나인 무안양파의 생육환경과 재배량, 

생산량 및 도소매 가격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생산 관련 데이터

와 판매 관련 데이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Data Collection

1. 농산물 관련 공공 빅데이터 현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7)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 유통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수집되어 제공되고 있다(<표 

1> 참조).

주요데이터명 데이터 분량 주요 내용

농업경영체 DB
144,961,344 건

(1,591GB)
전국 영농 및 농지현황

스마트팜 센싱 데이터
301,701,994 건

(2,081GB)

생산 환경, 제어, 경영 

정보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1,100,000,000 건

(1,044GB)
실시간 경락가격정보

팜 맵
13,450,315 건

(10GB)
전국 농경지 공간 정보

농식품 통계 데이터 620,000 건
농업농촌 승인통계 및 

행정통계

귀농귀촌상담정보 35,000 건
귀농 귀촌 관련 상담 

이력

직불제상담이력정보 259,794 건 상담이력 민원정보

Table 1. 농산물 관련 공공 빅데이터 현황

2. 무안양파 생장시기 및 생장기온 분석

전라남도 대표 품목인 무안양파를 중심으로 생산 현황을 조사한 

후 두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기간상 피크타임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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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품목인 무안양파의 발아에 적당한 온도는 15~25°C 이며, 최고온

도는 33°C, 최저온도 4°C로서 양파는 저온에는 비교적 강하나 고온에

는 약한 작물로 생육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생장이 빠르나 아울러 

노화도 빨리 진행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생육 최적온도는 17°C 

전후, 토양온도 18~24°C로 알려져 있다.

Fig. 1. 전라남도 생장 기온 분석 (3~4월)

3. 무안양파 도소매 가격 추이 및 생산면적 분석

2016년 부터 2019년 현재양파 도매가격의 평균가격은 평균 최저 

5,324원(19년 7월), 최고 3,3450원(16년 1월)으로 양파 작황 및 

품질, 판매현황에 따라 약 6.28배의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

Fig. 2. 양파 도매가격 변화 추이

Fig. 3. 양파 재배 면적 및 가격변화 추이

재배면적의 경우 2019년 21,756ha 로 전년 26,425ha 보다 4,669ha 

(-17.7%) 감소하였다. 이는 전년도 재배면적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생산량 과다로 인한 양파가격 폭락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III. Building Big Data Systems

1. 데이터 설계

지역 농산물 온라인 판매데이터와 지역별 날씨 및 생장환경 데이터 

경락정보를 통합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간 관계 설정 및 

향후 활용과 시각화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 전반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데이터 구분 데이터 항목

마켓 데이터
대상 사이트 ID, 상품 가격, 할인

가격 등을 포함한 14개 항목

도매경락정보
경락일자, 경매코드, 시장코드, 산

지명, 거래량을 포함한 27개 항목

기상정보
관측소 ID, 온도, 일사, 강수량을 

포함한 18개 항목

기상청 기상 API를 지역별로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지역 

236개소 데이터 모집단 중에서 전라남도 관측소(16개소) 에 집중하여 

데이터 관리 대상 농산물과 비교, 분류 및 분석 표본을 추출하였다.

<기상청 날씨 정보 및 기상 데이터>

•기상관측데이터 / 농업기상 관측 데이터 / 주산지 상세 날씨 정보

관측소

강진군, 고흥, 광양시, 목포, 무안, 

보성군, 순천, 여수, 영광군, 완도, 

장흥, 주암, 진도, 진도군, 해남, 흑산도

2. 데이터 수집 프로그래밍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및 마켓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구조에 따라 

설계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 Mysql)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작

성하였다.

프로그램 기능 실행주기

온라인마켓 

데이터 수집

국내 주요 온라인마켓 농산물 데

이터 수집
1일 1회

기상청 날씨 

정보

기상청 API를 통한 지역별 날씨 

상세현황 수집
1일 1회

도매경락 정보
공공 API 도매경락시장 농산물 가

격정보
1일 1회

Table 2. AP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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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데이터 시각화

3. 시스템 설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분석 

및 요구사항 반영 등 필요에 따른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분석 환경을 구축하였다.

데이터 분석 환경 상세

Data Source • DB 환경 구축(Mysql) 및 구조 설계

Data Ingest
• 대용량 데이터 수집 (BATCH)

• 비정형 데이터 분석

Data Prepare

• 메타데이터 관리

• 설계오류 및 오류 데이터 관리

• 데이터 통합관리 및 형식 균일화

• 핵심 데이터 수집관리 및 시스템 오류 

관리

• 데이터 구성관리

Data Enrich

• 데이터 탐색

• 인사이트 탐색을 통한 알고리즘/모델 확

장

• 데이터 사용환경 구축 및 데이터 설계

Data Service / 

Biz Service
•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및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의 구성은 데이터의 수집, 적재, 시각화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수집데이터를 시각화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개발 시스템 H/W S/W

데이터 수집

서버 : Naver 

cloud server

DB: MySQL / 

개발언어: Python

데이터 

적재/조회

DB: MySQL / 

개발언어 :JAVA

데이터 시각화
DB: MySql / 시각화 : 

Tableau Desktop

Table 3. 시스템 개발 환경

4. 데이터 사용자 분석

- 집중관리 품목 (무안양파 등) 포함 시세/물량/경작 정보

- 날씨, 전년도 판매량 및 순위정보를 토대로 한 판매량 및 시장예측

- 지역별 판매 품목, 생산 및 유통 현황

I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농산물 유통 정보, 지역별 

날씨정보 및 이를 통해 농산물 생장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수집된 데이터와 주변 날씨를 포함한 

생육환경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가격 및 향후 예측을 시도하였

으며, 날씨와 생장환경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더 발전된 예측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날씨와 

마켓 판매량 이외에도 농가 생산 면적 변화 및 작황 등 농가 생산량의 

직접적인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 각 품목에 

대한 더 정확한 생산 데이터 산출 및 이를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환경을 구성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된 빅데이터를 시작으로 국내 부족한 지역 

농산물 및 생장환경 관련 빅데이터의 토대를 확보하고. 농업‧유통 

데이터 연구 및 현장의 데이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방안 

연구를 통해 향후 고도화 된 농산물 생산, 유통 데이터 연구와 지역 

농가 및 농산물 유통자의 의사결정 판단에 지역 업체 및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발생 방안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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