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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농업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로 인한 안 사고가 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부상자가 사고

를 주 에 알리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

기계를 상으로 작업  이동 에 복, 충돌, 기타 사고 등의 안 사고 발생 시 ICT 기술을 이용하여 신

속하게 사고 상황을 외부에서 감지하고 달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농기계의 충돌  복 사고를 감지하고, 험상황을 송하는 ICT 기반의 농기계 안 사

고 자동상황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가족, 지인, 병원  119

로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빠른 사후 조치를 통한 인명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aging of agricultural society has caused a rapid increase in safety accidents in  agricultural machinery. 

Sometimes, the wounded may be left unattended resulting serious situ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CT 

technology is used to detect and inform the accident quickly when a safety accident such as overturning, collision or 

other accidents occurs during the operation or moving the agricultural machinery, such as cultivator, rearing machine, 

and tractor. A  system capable of minimizing the amount of data is required. In this paper, an ICT - based automatic 

accident detection & propagation system is proposed for the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 such as colliding crashes 

or overturning of agricultural machinery. The proposed system enables quick rescue by sending a text message 

automatically to family, acquaintances, hospitals and 119 in the event of an agricultur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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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  사회의 고령화  노동력 감소로 인해 노동력

의 주요부분은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 이 이다. 

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여성 작업자 증가로 인해 

농기계로 인한 이익만큼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부분에 체 인 경제  손실이 1조 9천억원으로 보

고될 정도로 농기계 조작 시 안 사고가 빈발하고 있

다[1]. 이러한 농기계 안 사고를 국가차원의 포

인 농작업 재해로 인식하여 농기계 안 사고의 방

과 리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 

이러한 안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해 경운기, 이

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상으로 작업  

이동  복, 충돌, 기타 사고 등의 안 사고 발생 

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감지하고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16].

본 논문에서는 농기계의 충돌  복 사고를 감지

하고, 상황을 송하는 ICT 기반의 농기계 안 사고 

자동 상황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농 에서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

는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비료살포기, 쇄토

기, 제 기, 종기, 방제기 등의 농기계에 부착하여 

복, 충돌과 같은 안 사고 발생 시 ICT 기술을 이

용하여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감지하고, 함으로써 

농기계에 기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로써 

농업분야 ICT융합기술과 농기계 안 사고에 해 기

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농기계 안 사고 자동 상

황  시스템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련연구

2.1 농산업 ICT 융합기술

4차 산업 명이란 인공지능기술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가상 실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

서 사회 반에 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 

한다[3-6].

농업에서는 1차 산업 심 농업기술에 각종 센서들

을 부착하여 농산물의 생육제어, 에 지제어, 스마트 

그리드, 탄소교환, 농업교육 등에 한  과정에 IT

와 목한다[7]. 

일본에서는 작물 모니터링을 한 Hand 

Framing[8]을 개발을 하고, 포르투칼은 증강 실 기

반 온실 리 시스템은 온실 내 작물 생장 상태를 조

기에 진단하고 상정보를 송하는 시스템이 있다

[9]. 네덜란드는 시설환경제어업체인 Priva는 각종 센

서  제어장치 등의 모듈을 유기 으로 연동시켜 작

물이 생장에 필요한 최  생장환경을 제공하는 시스

템이 있다[10]. 이스라엘은 히 리  농 는 센서를 

통해 작물의 크기, 기변화, 잎 온도 등을 측정하고 

수주기 수 량을 통한 재배법을 개선하여 수확량

을 측 하는 시스템 등이 있다[11].

국내에서는 농업에서의 ICT 융복합 과련하여 농

진흥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업기계화 

진법 등을 통해 시행 이다.

2013년부터 농업 기계화 진법을 통해 농업의 생

산성 향상과 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 , 이용, 기술

훈련, 사후 리, 안 리 드을 통하여 농업 생산기술

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경  개선을 도모했다[12]. 

특허를 통해 보면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

인 생활 편의와 보호 시설에 한 련성과 심도가 

최근 2009년 이후 205건을 분석에 활용 할 정도로 높

았다[13].

2.2 농기계 안 사고 황

농업분야의 고령화 노동력 감소는 농업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농민들의 농기계 사용의 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주요 층이 60  이

상의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작업자 한 증가

하는 추세이다. 최근 농기계 사고로 농업 부문에 경제

 손실이 약 2조원으로 보고되었다[14]. 

농업용 기계는 농 의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응하여 높은 노동 부담과 생산

비용을 이기 해 매우 요한 요소로 취 되고 있

다[15].

를 들어, 교통안 공단이 최근 5년간('09~'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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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기계 안 사고 자동 상황  시스템 구조도
Fig. 1 Structure diagram of automated propagation system in accident of agricultural machinery

농기계 교통사고 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수가 

2009년 51명에서 2013년 99명으로 2배가량 증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체 자동

차 교통사고와 비교해 보면 차량 단독사고 비율이 

체 자동차 교통사고에 비해 6배가량 높으며, 구체 인 

사고유형으로는 야간운행이나 음주운 , 조향장치 과

다조작 등으로 인한 도 복(35%), 도로이탈(27%), 

공작물 충돌(13%)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기계는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일반 차량사

고에 비해 9배( 체 2.37, 농기계 21.4)이상 높았으며, 

이는 별다른 안 장치가 없는 농기계의 특성상 운

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승자가 함께 탑승했을 경우 다

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 종래의 농기계의 안 사고 방지를 하여 부

착되는 반사 은 작고 쉽게 손되며, 방향 지시등이 

뒤에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 이 있었다. 표1은 농기

계 사고의 장면들이다.

T i l l e r 
Crashed Tractor Abalone 

Motorcy
c l e 
Abalone

표 1. 농기계 사고 
Table 1. Agricultural machinery accident 

example

Ⅲ.  ICT를 활용한 농기계 안 사고 자동 
상황  시스템

최근 농민의 고령화로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다. 농민의 수족처럼 사용되는 농기계가 인

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사후조치가 

들어가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본 시스템은 농기계에 본 연구 결과물인 기계를 추

가 부착을 함으로써 농기계가 추돌, 복 등 사고가 

났을 경우 휴 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하여 사고 상

황을 자동 하는 시스템이다. 충돌  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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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고 상황  순서  
애 리 이션의 동작 모드 

Fig. 2 Incident propagation order and 
operation mode of application

사고 자동통지 시스템으로 119에서 빠른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용자의 휴 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

하여 연결되어 장치가  소형이며, 설치  운용이 간

편하다. 한  비용으로 사용자의 휴 폰에 설치되

는 자동 상황  시스템(앱)은 별도의 장치 설정 

 시작 단계가 필요 없어 사용이 단순하고 편리하다. 

사용자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 상황을 할 목록을 

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화번호만 선택하면 사

용이 가능하다.

농기계 안 사고 감지장치는 농기계들의 복 사고 

방알람, 후방 차량 경고 알람, 복 사고 자동 단, 

추돌 사고 자동 단, 안 사고 자동 단 기능을 갖

는다. 

복사고 방 알람 기능은 사용자가 운 하는 기

기가 지정된 각도(45도) 이상으로 기울어질 경우 

복 알람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한다. 된 메시

지는 사용자가 기기를 조작하여 해제도 가능하며 핸

드폰을 활용하여 해제할 수 있다.

후방 차량 경고 알림 표시는 경운기에서 거리센서

를 활용하여 특정 치 이상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 

후방의 충돌상황을 사용자에게 경고음으로 알리도록 

한다. 한 조도감지를 하여 녁이 되면 자동으로 후

방 등을 켜서 사용자의 운행을 알리며, 사용자가 원하

는 경우 등 해제가 가능하다. 야간 운행 시 후방 차

량의 조등, 차폭등 에서 발생하는 빛을 감지하여 농

기계의 후미 등을 등 는 멸하여 후방 차량 운

자에 알림을 통해 안 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안 사고 자동 단 시스템에서는 1분 이상의 사용

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는 사용자가 의식 불명의 상태

로 보고 기록되어진 지인과 119에 복 사실을 알리

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사용자와의 화가 

가능하며, 바로 통신을 하여 상황을 악할 수 있다. 

이는 사고 후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인명 구

조에 도움이 된다. 한 의식불명의 사용자가 어느 곳

에 있는지 지도에 표시되고, 한 주 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알람을 울려 주  사

람의 심을 유발한다.

이는 자동 상황 시스템에서 상황을 하기 하

여 3가지 기능의 감지를 한다. 이 세 가지는 부착된 

기기의 센서를 활용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인지된 상

황을 핸드폰으로 하며, 핸드폰에서는 특정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송한다. 사용자 화면에서는 지인에게 

호출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그림 2는 사고 상황 

 순서  애 리 이션의 동작 모드 계도이다.

이는 복 감지 자동 상황  시스템에 의해 상

황이 감지(①②③)되었을 경우 그 감지된 내용을 사

용자 모드에 송(④)한다. 송된 사용자 모드에서는 

알림 상모드에게 달을 하여 구조 요청을 보내도

록 하여 재 어느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생명구조의 골드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은 MPU(Motion 

Processing Units) Process Block Diagram이다.

움직이는 농기계에 안 사고 감지 장치를 부착하면 

제일 먼  자가진단 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하고 사용자의 휴 폰과 통신을 연결한다. 배터리는  

자동 충 이 가능하도록 연결 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

고 내부 배터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기기는 가속

도와 기울기를 통하여 충격과 복을 확인이 가능하

도록 로그램 되었다. 기기에서 이상 단이 나올 경

우 데이터를 휴 폰으로 송하여 재 상황을 알려

다. 이 상황에서 휴 폰에서 인식이 되면 인식된 상

황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달이 되도록 한다. 그림 4

는 농업용 기계 안 사고 감지 장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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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PU 로세스 블록 다이어그램
Fig. 3 MPU(:Motion Processing Units) process 

block diagram

그림 4. 농업용 기계 안 사고 감지 
장치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for accident 
detector in agricultural machinery

각종 센서에서 감지하고 기기 인 단상황을 블루

투스를 활용하여 달한다. 그림 5는 농업용 기계 안

사고 감지 장치의 구성이다.

B

A

C

D

E

그림 5. 장치 구성 
Fig. 5 Device configuration

A부분은 원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다. 태

양열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설정한다. B는 경고 알람 

출력 하는 부분, C는 비 경고, D는 경고등을 출력

하고 E는 야간조명등을 출력하는 곳으로 모두 외부 

원이 필요하다. 그림 6은 계발 도 에 연결테스트를 

하는 화면이다.

그림 6. 농업용 기계 안 사고감지장치 
테스트

Fig. 6 Test for accident detection in 
agricultural machinery 

그림 7은 안 사고감지장치 이스이다. 방진 방수

가 가능한 알루미늄 기기를 활용하 다. 

제작되어진 기기의 데이터는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휴 폰으로 송한다. 그림 8은 송 상태를 개인용 

PC에서 테스트 하는 로그램이다.

그림 7. 안 사고 감지 장치
Fig. 7 Safety accident detector  

A

B

그림 8. 샘  테스트 로그램
Fig. 8 Sample tes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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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A부분은 명령을 송신, B는 

자료를 수신하는 부분, 블루투스 연결 포트 설정, 자

료 장, 자료 불러오기,  자료 상태 등을 나타낸다. 

그림 9는 장 데이터의 내용들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9. 데이터 로거 일 로드
Fig. 9 Data logger file load

그림 10은 본 시스템을 경운기에 부착한 화면이다. 

메인 시스템 기기가 그림 11이다. 본체, 외부 이블 

원 이블, 경 등, 알람 등이 있다. 그림 11은 경운

기에 부착하여 운행 인 화면이다.

그림 10. 경운기 부착 화면
Fig. 10 Screen with cultivator

그림 11. 장치 부착 후 경운기 운행 모습
Fig. 11 Operation of tiller after attachment 

of the equipment

Ⅳ. 결 론

 최근 농업분야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안

사고 발생 시 즉각 인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져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기계의 안 사고를 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농 에서 사용

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비료살포기, 쇄토기, 제 기, 종기, 방제기 등의 농

기계에 부착하여 작업  이동  복, 충돌, 기타 

사고 등의 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감지하고, 사용자  주변에 상황을 함으로써 사

후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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