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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3 유전자조작 마우스모델을 통한 생체역학 기반의 혈관 연구 순천대학교 김정실 교수

특별강연4 3D Bioprinting technology for biosystems engineering 전남대학교 이희경 교수

특별강연5 소재 기반 친환경 고효율 농업기계 설계 및 제조 시스템 충북대학교 신창섭 교수

특별강연6 초분광 영상기술의 농업공학 분야 적용 충북대학교 이훈수 교수

(사)한국정밀농업학회 2020년 추계 학술대회 논문발표
세션1 좌장: 박두산교수 (경북대학교)

연번 제목 발표자 소속 발표자 성명

1 Analysis of the planting pressure of a rice transplanter for 
different gear selections 충남대학교 Siddique Md Abuayub

2 A survey and selection of sensors used in smart greenhouses 충남대학교 Sandah Wing

3 Power requirement of a 4.2 m wide four-row tractor-mounted 
radish collector 충남대학교 Swe Khine Myat

4 KINEMATIC ANALYSIS OF TRANSPLANTING MECHANISM FOR 
A SELF-PROPELLED ONION TRANSPLANTER 충남대학교 Rasool Kamal

5 Design a Bevel Gear Reducer for Low Powered Electric Utility 
Vehicle 충남대학교 Ali Mohammod

6 Comparative study of non-contact sensing techniques for seed 
flow detection 충남대학교 Shafik Kiraga

7 트랙터 변속기 스파이럴 베벨기어 토크 예측 모델 개발 및 검증 충남대학교 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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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용 완전혼합 발효사료(TMF)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경북대학교 우승민

2 소형 중경제초기 설계 인자별 분석 경북대학교 김준희

3 커피박 오일의 에스테르화 반응에서 초음파에너지 조사의 효과 분석 경북대학교 김영수 1

4 커피 펠릿 제조공정 용량설계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경북대학교 김영수 2

5 자동주행 농업기계 시험방법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은국

6 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단년도 콩 생육 추정 모델 개발 경상대학교 김태양

7 과일 측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자동조절장치가 적용된 선별시스템 평가방
법 개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치국

세션3 좌장: 이대현교수 (충남대학교)

연번 제목 발표자 소속 발표자 성명

1 Early Detection of Strawberry Wilt Disease (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 Using Hyperspectral Imaging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진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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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온실 환경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Internet 
of Things based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ling system for 
greenhouse environment)

서울대학교 이윤홍

4 Stereovision-Based Ridge-Furrow Detection and Tracking for 
Auto-Guided Seeding 서울대학교 윤창호

5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를 위한 딥러닝 기술기반 머신 비전 시스템 전남대학교 조양현

6 기계 정식용 식부장치가 식부공간 형상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이덕현

7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초분광 영상기반 봄감자 염해 사전 예측 경상대학교 박준우

세션4 좌장: 심성보교수 (경상대학교)

연번 제목 발표자 소속 발표자 성명

1 Study on Fire Blight Forecasting Using SU-net 충북대학교 김현정

2 농작업에 따른 78 kW급 농업용 트랙터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백승민

3 쟁기 작업시 다목적 농작업기계 변속기 강도 분석 충남대학교 문석표

4 A Study on Traction Performance of 67 kW Class Tractor in 
Reclaimed Land 충남대학교 이남규

5 탈곡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탈곡 성능평가 충남대학교 이준호

6 전기구동 트랙터의 견인성능 분석 충남대학교 백승윤

7 이랑쟁기 작업에 따른 트랙터 캐빈의 Yaw 분석 충남대학교 전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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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EXPERIENCE

• Research Professor, Upland-Field Machinery Research Cen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rch 2017 – present

• Post-doctoral Fellow,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September 2014 – January 2017

• Researcher, Reliability Assessment Center,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April 2014 – July 2014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pril 2013 – December 2013

• Researcher, Division of Research & Development, Nambuk Co. Ltd., August 2004 –

September 2009

• Researcher, Central Research Center, Webcash Co. Ltd., August 2002 – Ju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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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OSITION & EDUCATION

• Current Position

 AAssssiissttaanntt  PPrrooffeessssoorr,  Sep. 2019 – present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Education

 Ph.D.  (Mar. 2009 – Feb. 2013)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 Criteria on Energy Efficiency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Tractors in Korea

 B.S.    (Mar. 1996 – Feb. 2002)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 SNU

Dissertation : Study on Packaging of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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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ME

CONTENTS

Research Theme

Design of Agricultural Machines

Energy Efficient Agricultural Machines

Manufacturing of Agricultural Machines

Epilogue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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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GRICULTUR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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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ME – AGRICULTURAL IM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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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Implements

ㆍㆍStructural analysis

ㆍㆍMulti-Body Dynamics

ㆍㆍDiscrete Element Method

ENERGY
&

ENVIRONMENT 

DESIGN
MANUFACTURING

ㆍㆍAdditive Manufacturing

ㆍㆍMaterial Based Manufacturing

ㆍㆍComputational Fluid Dynamics

ㆍㆍEnergy Efficiency

ㆍㆍEconomic Analysis

ㆍㆍCO2 Emissions (Climate Change)

ㆍㆍAir Pollutant Emissions (Environment)

𝐸𝐸𝐸𝐸𝐶𝐶𝐶𝐶𝑂𝑂𝑂𝑂2 =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𝐶𝐶𝐶𝐶
η𝑡𝑡𝑡𝑡

, C16H34 + 24.5O2 → 16CO2 + 17 H2O

C12H26 + 18.5O2 → 12CO2 + 13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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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ION HARVESTER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 2020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9/47

Experimental Study in various farming work conditions
Tractor

Onion 
harvester

6-component load 
cell

Load zone

Ploughshare

Vibrating horizontal & 
vibrator 

Vertical conveyer

Onion bag
Onion path

Structural Safety

3 kinds of transmission level
(0.89 km/h, 1.42 km/h, 2.20km/h)

10 spots of the 
experiment site

Soil classification Drawbar pull

DESIGN OF AGRICULTUR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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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동력원 농작업기계

농업용 트랙터

경제성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파종.정식기

수확기

방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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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N HARVESTER

Load according to shape of 
cutting blade and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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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rn Harvester

Curvature 1

Node 4374
Elements 2544

Node 4140
Elements 3304

Curvature 2

Comparison of Velocity

Curvature 1 Curvature 2

Analysis of feeding part 
via CFD and DEM

Validation via analogy model

• ((PPllaann)) 11 SSCCII((EE)) JJoouurrnnaall ppaappeerr ffoorr FFeeeeddiinngg ppaarrtt && 11 KKCCII JJoouurrnnaall ppaappeerr ffoorr CCuuttttiinngg ppaarrtt

analogy model

0044..  FFaann

0022..  CCoonnvveeyyoorr    MMoodduullee
((bbuucckkeett    449955CCmm^̂33))

0033..  FFrraammee    MMoodduullee

0011..  DDuucctt    MMoodduullee

1. ONION HARV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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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Life Prediction of Onion Harvester

Field Test with strain gauge attachedFinding weak points via FEM Stress profile

S-N Diagram

Target life [hour] 800

Measurement time
[sec]

110

Damage 59.24

Cumulative Damage Rain flow counting

SG26

SG24

SG20

• ((PPllaann)) 22 SSCCII((EE)) JJoouurrnnaall ppaappeerrss ffoorr FFaattiigguuee LLiiffee PPrreeddiiccttiioonn && PPoowweerr ddiissttrriibbuuttiioonn eeaacc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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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ONT L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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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ric Study of the Tractor Front-End Loader

1700 mm

1350 mm

1000 mm

Parametric study for 9 cases (3 x 3)

Von Mises StressLoader model

Arm RH TRACTOR_CHASSIS_CM

TRACTOR_CHASSIS_DUMMY

Tire

BUCKET

LOAD

Arm LH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3 4.5 4.7 4.9 5.1 5.3 5.5 5.7 5.9

Si
m

ul
at

io
n 

st
re

ss
 [

M
Pa

]

Time [s]

Von Mises Stress

L2 L17 L20 L21 L23

Validation

3. SPEED SPRAYER & GRANULE FERTILIZER SPREADER

Structural Safety of Boom Speed S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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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test for Boom Speed Sprayer & Distribution test for Granule Fertilizer

- Strain data were taken at 5 points on the boom.

Uniformity of Granule Fertilizer

Spray pattern by 400 rpm (a), 500 rpm (b), 600 rpm (c) 

• OOnnee MMaasstteerr ddeeggrreeee ooff ssttuuddeenntt wwaass ccaarreedd ffoorr UUnniiffoorrmmiittyy ooff GGrraannuullee FFeerrttiilliizzeerr bbyy rrppmm ooff bbllaaddee

Nozzle selection of Boom Speed Sprayer

Low 1 step on the off-road Low 1 step on the roa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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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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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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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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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k Nozzle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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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200
1400
1600

- Uniformity was studied according to rpm of the blade.

- Amount of spray according to pressure an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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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T AGRICULTUR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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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BRATION EVALUATION OF TRACTOR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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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le-body Vibration

Actuator and vibration machine for seat test

[EU Criterion to satisfy seat test]
ISO 5007,  78/764/EEC

Six kinds of seats

Damping performance Isolation performance Accelerometer signal

Charge amplifier

Personal computer

1/3 octave analysis

Signal analyzer

Signal processingHydraulic actuator Vibration platform

Accelerometer and Actual test

Two kinds of weight

Transmissibility =
1+(2ϛωω𝑛𝑛𝑛𝑛

)2

(1− ω2

ω𝑛𝑛𝑛𝑛2
)2+(2ϛ ωω𝑛𝑛𝑛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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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ASSIFICATION INDEX AND GRAD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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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machines

Fuel consumption data at pull speeds (3.0 km/h and 7.5 
km/h) in drawbar performance test

Classification of tractors Classification of heaters Classification of dryers

Grain dryers

Kerosene dryers

Electrical dryers

Fossil fuel heaters

Wood pellet heaters

Wood pellet boilers

ENERGY EFFICIENCY AND AIR POLLUTANT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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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AIR POLLUTANT EMISSION

INDEX DEVELOPMENT

ECONOMIC ANALYSIS

MONITORING SYSTEM

Particulate Matter

Nitrogen Oxide

Application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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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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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teps

Energy Efficiency Index

Efficiency improvement rate when 
increasing each grade level

Efficiency improvement rate when 
increasing from 5th to 1st grade level 

- Agricultural heaters

- Agricultural product dryers

- Grain dryers

2nd step research in CBNU

• ((PPllaann)) 22 KKCCII JJoouurrnnaall ppaappeerrss ffoorr AAggrriiccuullttuurraall hheeaatteerrss aanndd DDrryyeerrss eeaacchh

2.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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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steps

Points for classification

Efficiency improvement rate when 
increasing each grade level

Efficiency improvement rate when 
increasing from 5th to 1st grad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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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R POLLUTANT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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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 Gas of Agricultural Machines

Analysis of Air Pollutant Emissions

(a) per agricultural tractor

(b) per combine harvester

Energy efficiency classification

Economic Analysis based on 
energy efficiency grades

CO2 emissions estimation

Analysis of Air pollutant 
emissions

by source category

by air pollutant

by year

by agricultural tractors and combines

by one agricultural tractor and one combine each 

Energy saving and Emissions reduction Air Pollutant Emissions

by total agricultural machinery

<Previous & present study> <Scope of this study>

NH3 VOC PM2.5 PM10 TSP SOx NOx CO

EU non-road emissions regulations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Inven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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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2 EMISSIONS

CO2 Emissions of Agricultural Machines

Agricultural machines for estimating CO2 Emissions

CO2 Emissions calculated from 
Chemical equation

Fuel and Electricity used by 
Agricultural machines

Estimation of CO2 Emissions

4,334.2𝑘𝑘𝑘𝑘𝑘𝑘𝑘𝑘 𝑜𝑜𝑜𝑜𝑜𝑜𝑜𝑜𝑜𝑜𝑜𝑜𝑂𝑂𝑂𝑂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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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OF 
AGRICULTUR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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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ERGY BASED AGRICULTURAL IM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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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oonniittoorriinngg  ooff  CCOO22 eemmiissssiioonnss  iinn  aaggrriiccuullttuurraall  mmaacchhiinneerryy
○ UUppddaattiinngg  EEnneerrggyy  EEffffiicciieennccyy  IInnddeexx  iinn  AAggrriiccuullttuurraall  TTrraaccttoorrss,,  HHeeaatteerrss,,  DDrryyeerrss
○ MMiittiiggaattiioonn  ooff  CCOO22 eemmiissssiioonnss  iinn  aaggrriiccuullttuurraall  mmaacchhiinneerryy

○ EEccoonnoommiicc  aannaallyyssiiss  ooff  aaggrriiccuullttuurraall  ddrryyeerrss  bbaasseedd  oonn  eenneerrggyy  eeffffiicciieennccyy
○ EEccoonnoommiicc  aannaallyyssiiss  ooff  aaggrriiccuullttuurraall  hheeaatteerrss  bbaasseedd  oonn  eenneerrggyy  eeffffiicciieennccyy
○ AAddaappttaattiioonn  ooff  LLiiffee  CCyyccllee  AAsssseessssmmeenntt  ((LLCCAA))  iinn  aaggrriiccuullttuurraall  mmaacchhiinneerryy

○ AAddaappttaattiioonn  ooff  PPhhoottoovvoollttaaiicc  cceellll  iinn  aaggrriiccuullttuurraall  mmaacchhiinneerryy

• Economic analysis in Agricultural machinery

• Low CO2 Emissions in Agricultural machinery

• Green energy in Agricultural machinery

Plan

Feasibility study in terms of economic analysis

Low CO2 emissions in agricultural machinery

Green energy in agricultural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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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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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Development of Binder-Jet Process type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development for BJP Mechanical Integrity

Fabrication of micro burner

MANUFACTURING OF AGRICULTURAL MACHINES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 2020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4/47

소재 기반 제조 기술 연구 금속 적층 제조 기술 연구

Functional Material

Self-Healing Material

Joining

Process Development

Material Property

Application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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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and Present

Principles of Solid State Physics became theoretical foundation of 
diverse actual applications such as Transistor, LED, OLED.
-금속: 희토류, 전이금속으로이루어진물질
-세라믹: 산소를포함하는원소
-고분자: C-O-N를기본으로

구성되어있는물질

Solid State Physics (고체물리학)

Richard Feynman(1918~1988)
“Don’t feel frightened by not knowing
things. It’s OK to say, “I don’t know.” Doubt is not to be feared but 
welcomed and discussed.”
양자역학을이해한사람은아무도없다고완전하게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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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 BASED AGRICULTURAL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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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3D printing)

Structure
(Density, Microstructure)

Properties
(Mechanical property: Young’s 

modulus, Fatigue property)

Performance
(Automobiles, Aerospace, Agricultural 

machineries)

3D 
Printer

Drying 
Oven

Vacuum 
Furnace

Confocal 
Microscope

ThermoMechanical
Analyzer

Procedure

Facility

Scope of 1st step research

Fatigue testing 
machine MTS

Scope of 2nd step research in CBNU

[Mechanical joining][Joining with welding]

• Development of Agricultural Implement using 3D printing metal

• Adaptation of Healing material for Agricultural Implement

• Adaptation of joining technology for Agricultural Implement

Plan

Manufacturing of agricultural implements based on BJP type additive manufacturing

Healing material for agricultural implements Joining for agricultural implements

• ((IInn PPrreeppaarraattiioonn)) 11 SSCCII((EE)) JJoouurrnnaall ppaappeerr ffoorr MMeecchhaanniiccaall IInntteeggrriittyy ooff BBJJPP pprriinntteedd ssttaaiinnlleessss sstteee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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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AM

Stereolithography (SLA)
- Technology: Curable Liquid Resin
- Introduced: 1988
- Major vendor: 3D Systems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 Technology: Laser fused powders
- Introduced: 1992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 Technology: Filament Extrusion
- Introduced: 1991
- Major vendor: Stratasys

Ink Jet Systems
- Technology: Ink jet deposition
- Introduced: 1994
- Major vendor: Solidscape, 
Sanders Prototyping, 3D Systems

3D Printing
- Technology: Selective 
deposition of binder into powder
- Introduced: 1996
- Major vendor: Zcorp

SGC(Solid Ground 
Curing) : RP technique 
developed by Cubital 
(ISRAEL)

LOM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 RP 
technique developed 
by Helysi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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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Issues for Metal AM

Current Status of AM Processes among 
Manufacturing Processes

[Source : Truong D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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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density
- Surface finish
- Deforming by residual stress
- Mechanical property (For example, Tensile strength, Fatigu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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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diagram of Iron-Boron

Phase Diagram

The liquidus lines for various 
elements in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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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CURING SINTERING

PARTIAL 
SINTERING INFILTRATION

SS316,SS420,
SS465,

….
Find what is 
more proper

Si3N4, or SiC, or 
Si, or FeB, or 
NiB, or Cu3P

….
Find what is 
more proper

+

mixing
In the mixer

at 195°C

In the Oven

at 1100 °C, 
1200 °C,
1300 °C,
1400 °C,
1500 °C,
1600 °C

and then 
find which 

temperature is best
In the another 

FURNACE

Binding,
Drying

In the 3DP 
MACHINE
(ExOne)

Our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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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s used in the experiments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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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BJP system vs. Modified procedure with the additional steps

The modified procedure with the addition of 
steps (a), (f), (g)

Processing steps of a commercial BJP system

Proces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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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on compounds and SS420 mixtures sintered in an argon environment

Boron compounds and SS 420 mixture 
sintered at 1200℃

Boron compounds and SS 420 mixture 
sintered at 1250℃

Boron compounds and SS 420 mixture sintered at 1300℃

Boro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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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images of powders and mixtures

(a) Oerlikon powder, (b) Atmix powder, (c) the 
mixture of 40 Atmix/60 Oerlikon powders, (d) 

green density of cured printed powder as a 
function of mixture ratio.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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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dependency of weight gain

Temperature dependency of weight gain due to oxidation 
of SS420 (30 um) and SS316 (14 um) heating for 2 h.

Temperatur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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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on compounds and SS420 mixtures

Decomposition 
of the binder phase at 400, 460, 520℃

Binder Burnout

TGA results of binder, SS 420 powder 
oxidation and printed part; (1) temperature 
profile, (2) binder weight loss, (3) weight 
gain due to the oxidation of SS 420, (4) 

weight loss of printed part due to the 
binder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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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graphy of printed samples after sintering in vacuum

Topography of printed samples after sintering in vacuum at 1250℃. (a) 
Oerlikon 30 um powder, (b) mixture of Oerlikon and 0.5%BN, (c) mixture of 

60% Oerlikon and 40%Atmix 6 um and 0.5%BN. 

Surface Finish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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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schedule and densification

Temperature schedules and densficiation of 100% Oerikon powder (denoted 
1350℃-Oerikon), 60 Oerikon/40 Atmix SS 420 powder (denoted 1350℃ - 60/40), 
and 60 Oerikon/40 Atmix SS 420 powder+0.5%BN Sintered at 1150℃, 1250℃ 
and 1350℃ (denoted as 1150℃ -0.5BN, 1250℃ -0.5BN, 1350℃ -0.5BN) in TMA

Shrinkage b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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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result on the surface of the 60:40 
sample with 0.5BN sintered in argon (a), in vacuum (b and c).

Evaporation and Low Oxidation

The oxidized surface was measured to be only about 1%wt. in Fig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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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porating mechanism in resisting pore 
closure on grain boundaries.

Evaporating Mechanism

Rate of evaporation

Clausius-Clapeyron equation

Evaporation/Condens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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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measurements on the samples sintered in vacuum.

Hardness Measurement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 2020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3/47

Density improvement in vacuum sintering

Density Improvement

SS420
S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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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구상중인개발된 BJP 3D 프린팅금속소재를
활용한농업기계부품개발프로세스

Processing
(3D printing)

Structure
(Density, Microstructure)

Properties
(Mechanical property: Young’s 

modulus, Fatigue property)

Performance
(Automobiles, Aerospace, 
Agricultural machineries)

3D 
Printer

Drying 
Oven

Vacuum 
Furnace

Confocal 
Microscope

ThermoMechanical
Analyzer

Procedure

Facility

Scope of 1st step research

Fatigue testing 
machine MTS

Scope of 2nd step research

Research outline for Binder-Jet processing (BJP) 3D printing 

Research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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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specimen made 
by BJP 3D printing for 

fatigue test 

a b
c

Fabrication of Specimen

feed

rollingrolling

feed

Plates made by 
horizontal orientation

a b

Plates made by 
vertical orientation

Build Orientation: (a) 
horizontal build 

orientation; (b) vertical 
build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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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haannkk  yyoouu      
PPrreesseenntteerr::  CChhaanngg  SSeeoopp SShhi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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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dominates the index, with Germany and Finland taking silver and bronze in 2019.

INNOVATION AN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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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spectrum

X-RAY
1 nm

ULTRA-VIOLET
100 nm

VISIBLE
400-750 nm

INFRARED

MICROVAWE
3 mm-20 cm

RADIO
10 m-30 Km

FARMIDSWIR(NIR)
Wavelength(nm)                  750-2500 2500-25000 25000-300000

+ Raman spectroscopic 
technique

Karl Norris

Interaction of radiation and matter

Light

Reflectance
- Infrared, visible

Photoluminescence
- Fluorescence

Transmission
- Infrared, visible 

Scattering
- Raman scattering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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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pectral imaging

 Each pixel contains a continuous spectrum that is used to identify the 
condition of the plant or fruit

Spatial + Spectral
Information

Advantage & limitation

 The technique that can obtain the chemical and physical information 
for entire area is required.

No information Acquire whole 
surfa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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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le/NIR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EMCCD 
camera

Imaging
Spectrograph

Spectral

Sensing Module

Slit

Diffraction
Grating

Spatial

EMCCD 
camera

C-mount
Object Lens

Sample

Linear Travel 
Translation Stage

Halogen Line Lights
(400-1700nm)

7/100

Hyperspectral imaging

Camera

Imaging
Spectrograph

Spectral

Sensing Module

Slit

Diffraction
Grating

Spatial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Provide spectra and image information of                                                       
objects simultaneously

 Spectrum range: 400 nm ~ 1000 nm (EMCCD), 1000 nm ~ 2500 nm (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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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Camera

Imaging Spectrograph

Two Long-pass Filter

Manual XYZ Translation Stage

Manual Rotation Stage

Beamsplitter

Moving Direction

Available Laser Line

785 nm Line Laser System

Motorized Positioning Stage

Ball & Socket mounting Stage

Lens

785 nm Clean-up Filter

Raman hyper-system

9

SWIR (Shortwave infrared) HIS

MCT
camera

Imaging
Spectrograph

Spectral

Sensing Module

Slit

Diffraction
Grating

Spatial

HgCdTe
Array sensor

HS-SWIR
Object Lens

Linear Travel 
Translation Stage

Halogen Line Lights
(1000-2500 nm)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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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 Development of real-time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 Online fecal contamination detection 

using line-scan imaging
• Methods

- Vis/NIR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 Simple band ratio algorithm

• Results
- The speed of line-scan imaging for fecal 

contaminants detection met the current 
industry requirement of 140 birds/min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Vis/NIR/Fluo
Reflectance

SWIR 
Reflectance 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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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 Development of smart oven

(Rapid & nondestructive prediction of chemical components of cooked foods)
• Methods

- Chemical imaging using hyperspectral imager with Chemometrics
- Fat & moisture measurements

• Results
- Fat & moisture distributions were well matched with the prediction.

• Objective
- To develop simple algorithm for rapid detection of pear bruise

• Methods
- Finding the best band pair using NIR hyperspectral image (1000 nm to 1700 nm)

• Results
- Detect early-stage (1day) bruises that were not visible to the eye.
- Simple two-band ratio of NIR images showed good potential for pear bruis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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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 To measure TVB-N content (key factor of meat freshness) in pork meat

• Methods
- The fluorescence characteristics of the meat surface are closely related to 

the freshness of the meat
- Fluorescence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LED based light source module)

• Results
- Fluorescence imaging technique has good potential for the prediction of 

TVB-N content in pork 

• Objective
- Rapid adulterant detection using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 Methods
- Melamine, Urea, Sudan dye, and BPO
- Advanced chemometric methods (PLS, LS-SVM, CNN modeling)

• Results
- SWIR hyperspectral imaging technique has potential for adulterant detection 

for powdered foods.
- Detection limit : < 100 ppm (Tolerance limit : 20 ppm)

1941 / 2012 nm

0.32% Melamine in milk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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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 To develop a whole-surface inspection system for fresh-cut agri-food 

• Methods
- Transition belts, conveyor and spectral imager
- For whole-surface imaging, two conveyors with tandem traveling in opposite 

directions were installed
• Results

- The detection accuracy for fecal contaminants on spinach was 92% using a 
spectral band-ratio imaging

(1:1, 72 cm/s)

• Objective
- Rapid inspection technique for detecting pathogen-infected seeds

• Methods
- Online SWIR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 optimal chemometrics
- Pathogen-infected watermelon seeds

• Results
- Accuracy: 92%, Capacity: 84 days to inspect the entire imported seeds

(Annual amount: 14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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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find the genetic information and to opti
mize breeding through the relationship of 
genetic and spectroscopic information

• Hyperspectral imaging is a high-throughput 
phenotyping method that is highly repeatable 
and offers labor and cost savings compared to 
other analytical tests for physicochemical traits.

• Results

• Materials and Methods

• Objective

• Objective
- Quantitative analysis of crop condition under the elevated levels of CO2

• Methods
- Fluorescence hyperspectral image + Unsupervised learning

• Results
- Physiological status of crops under the changing CO2 level could be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hyperspectral fluorescence Imaging

CO2 level: 400ppm CO2 level: 8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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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병해 진단

• Objective
- To construct the self-propelled aquatic platform for imaging, multi-tier water 

sampling, water quality sensing, and depth profiling in the irrigation ponds

 The difference depth sampling intake has flush 
capability, the sensing equipment includes a 
hyperspectral imaging camera and a 
spectrophotometer to estimate chlorophyll 
concentrations, and a set of water quality sensors at 
the intake location to measure pH, dissolved oxygen,  
temperatur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It is autonomous (can move setting position) and 
automatic water sampling with different depth

•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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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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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scan

Problem is…

Light source

Focus

High price

Model development

Kim, M. S., Chao, K., Chan, D. E., Jun, W., Lefcourt, A. M., Delwiche, S. R., ... & Lee, K. (2011). Line-scan hyperspectral imaging platform for 
agro-food safety and quality evaluation: System enhancement and characterization. Transactions of the ASABE, 54(2), 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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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imaging

FutureCurrent

2D imaging

Visible imaging

Operating 
system(windows, Linux)

Simple algorithm

3D imaging

• Spectral / Depth

Non-Visible imaging

Embedded / Mobile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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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imaging

3D imaging



54  2020 추계 학술대회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Deep learning

1D

2D

3D

3D imaging

full width at half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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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 Identify the performance of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method to hyperspectral 

image for food quality and safety

• Methods • Results
- The proposed 3D deep CNN has been demonstrated to provide 

good classification performance under the condition of limited 
training samples by using proper architecture and powerful 
regularization.

- Extracting feature using pre-trained network would be good 
solution to hyperspectral image data.

- Development of software for deep learning

- Construct the architecture of custom deep 
learning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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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background (2) 1. Introduction

Rice transplanter in Korea

• The percentage of farmers are sharply decreasing and most of the farmers are 65 years old or over 

(Roh et al., 2013)

• Therefore, advanced technology should be introduced for increasing work efficiency 

< Farmer aging trend and prospects in Korea>

Research background (1) 1. Introduction

Rice transplanter in Korea

• Mechanized transplanters are losing their popularity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due to the 

technological gap with developed countries like USA, Japan and so on.

Category Kubota Yanmar Daedong Kukje

Electro-hydraulic 
proportional 

valve
√ √ X X

Automation 
device √ √ X X

< Export of domestic rice transplanter (KAMIC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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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of research 1. Introduc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for a rice 

transplanter based on working loa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Development of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for a transplanter

Analysis of the axle load to plant rice seedlings

ü Developed the simulation model of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for a rice transplanter
ü Development of control algorithm for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ü The analysis of the axle torque to plant rice seedling at different planting depth

ü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based on working loads at 
different planting depth

Research background (3) 1. Introduction

Disadvantages of mechanical transplanter

• Lifting arm of mechanical transplanter is operated by On-Off valve

• There are 2 cases due to mechanized transplanter

- Press the soil due to higher displacement

- Push down the soil, and tilt the seedlings 

< Pressed the soil> < Pushed the soil>



Abu Ayub Siddique / Analysis of the planting pressure of a rice transplanter for different gear selections 61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 The main components of the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are (1) Hydraulic pump (2) 

Hydraulic cylinder (3) Proportional valve

< Components of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

Simulation Model 2. Materials and 
methods

02.

Materials and Methods

2020 K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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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Model 2. Materials and 
methods

Simulation model of rice transplanter transmission

< Simulation model of a rice transplanter>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 In this model, there is a float which controls the height from float to the soil surface

• Accumulator is used which helps to control flow 

<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Lifting control sensor

Simulation Model 2.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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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oils

Hydraulic oils used to determine PID coefficients

• The specifications of the hydraulic oils used in this study

• The PID coefficients were determined for changing the viscosity of the hydraulic oils because the flow 

rate depends on oil viscosity

2. Materials and 
methods

Items
Parameters

VG 32 VG 46 VG 68

Brand (model) Kixx (RD HD)

Density kg/L @ 15 ℃ 0.855 0.860 0.866

Kinematic viscosity (mm2/s) @ 40 ℃ 32 46.2 67.4

Kinematic viscosity (mm2/s) @ 100 ℃ 114 112 109

Viscosity index 114 112 109

Pour point (℃) −39 −36 −27

Flash point (℃) 221 232 235

Control Algorithm

PID control algorithm for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 Control algorithm was designed based on the viscosity and temperature of the hydraulic oil

< PID control algorithm for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2.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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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esults and Discussion

2020 KSPA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of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 The supplied pressure, which is the required pressure to plant the rice seedlings were measured at 

the planting distances of 26, 35, 43, and 80 cm for the gear stages of 1.3 and 1.7 m/s

• The required power and torque were  also analyzed 

2. 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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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le torque

The axle torque at various planting depth

• It was found that the axle torques were increasing with increasing of planting depth

• However, the axle torques were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gear stages

< The axle torque at different planting depth to plant rice seedlings (a) 1.7 m/s and (b) 1.3 m/s>

3. Results and 
discussion

PID coefficients

Coefficients

• The PID coefficients were determined at the rated rotational speed 2650 rpm

• The coefficients of the control algorithm satisfied the boundary conditions

3. Results and 
discussion

PID coefficients
Max. Overshoot 

(%)

Settling Time1 

(s)

Steady-State Error 

(%)

(Kp = 15, Ti = 10.75, and Td = 0.43) 19.90 0.90 0
1The settling time was set within the range of 5% of the fi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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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required

The required pressure to plant the seedlings at low depth

• It was observed that the required pressures were the same at each planting distance for both gear 

stages

< The required pressure at low planting depth: (a) 1.7 m/s and (b) 1.3 m/s>

3. Results and 
discussion

Axle torque

The axle torque at various planting depth

• The minimum and maximum torques were 715.02 Nm at low depth and 1166.99 Nm at high depth 

for 1.3 m/s, respectively

• The minimum and maximum torques were 546.78 Nm at low depth and 892.41 Nm at high depth 

for 1.7 m/s, respectively

3. Results and 
discussion

Parameters Torque (Nm) at 1.7 m/s Torque (Nm) at 1.3 m/s

Planting depth Low Medium High Low Medium High

Max 594.94 743.68 892.41 777.99 972.4984 1166.99

Min 546.78 683.48 820.17 715.02 893.78 1072.53

Avg. ± Std. 580.92±10.85 726.15±13.56 871.38±16.27 759.67±14.18 949.58±17.13 1139.5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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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required

The required pressure to plant the seedlings at high depth

• It was observed that the required pressures were the same at each planting distance for both gear 

stages

3. Results and 
discussion

< The required pressure at high planting depth: (a) 1.7 m/s and (b) 1.3 m/s>

Pressure required

The required pressure to plant the seedlings at medium depth

• It was observed that the required pressures were the same at each planting distance for both gear 

stages

3. Results and 
discussion

< The required pressure at medium planting depth: (a) 1.7 m/s and (b) 1.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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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ID coefficients were satisfied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control methodology

• Generally, the required pressure will be different with respect to gear stages

•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them because:

• Rice seedlings are required to plant at the same planting depth and the proportional valve supplied 

pressure maintain the planting depth

• The supplied pressures were sufficiently controlled by the PID control algorithm 

3. Results and 
discussion

Pressure required

Performance evaluation of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the required pressures at the 

same planting depth for both gear stages for each planting distances

3. Results and 
discussion

Pressure required

Low depth
Parameters Pressure (bar) at 1.7 m/s Pressure (bar) at 1.3 m/s

Planting distance (cm) 26 35 43 80 26 35 43 80

Max 10.10 10.10 10.12 10.10 10.00 10.00 10.01 10.00

Avg. ± Std. Dev. 7.81±4.01 7.85±4.02 7.87±4.02 7.93±4.05 7.73±3.97 7.77±3.98 7.80±3.99 7.86±4.01
Medium depth

Max 11.38 11.38 11.36 11.37 11.27 11.26 11.24 11.26

Avg. ± Std. Dev. 8.75±4.48 8.79±4.50 8.83±4.52 8.90±4.55 8.66±4.43 8.71±4.45 8.74±4.47 8.81±4.51
High depth

Max 13.09 13.08 13.06 13.08 12.96 12.95 12.93 12.95

Avg. ± Std. Dev. 10.06±5.1510.11±5.1710.15±5.2010.24±5.24 9.96±5.10 10.01±5.1210.05±5.1410.14±5.18



Abu Ayub Siddique / Analysis of the planting pressure of a rice transplanter for different gear selections 69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Conclusion 4. Conclusion

2

4

1

3

Conclusion

0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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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nalysis of the Planting Pressure of a Rice Transplanter for Different Gear Selections
Md Abu Ayub Siddique1, Yong-Joo Kim1,2*

1Department of Biosystems Machine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2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e System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Yong-Joo Kim (babina@cnu.ac.kr)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nting pressures during planting rice seedlings at different working load 
conditions for selecting a suitable gear stage and a constant planting depth for rice seedlings. In this study, there are 
four levels of planting distances (26, 35, 43, and 80 cm) and three planting depths (low, medium, and high) for 1.3 and 
1.7 m/s gear stages. The axle loads and required planting pressure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It was observed that the 
axle torques were increasing with the increasing of planting depths for both gear stages. It means the axle torques were 
directly proportional to planting depths for both gear stages.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required planting pressures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lanting distances. It was found that there has a high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ear stages and planting depth.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lanting pressures were directly proportional to both gear 
stages and planting depth.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of a rice transplanter could not 
guarantee a constant planting depth as the supplied pressures were variable. It indicates that a control algorithm is 
needed to ensure a constant planting depth. In the future, a control algorithm will be developed for the automatic depth 
control system of a rice transplanter to improve the comprehensive performance and efficiency.

Key Words : Transplanter, Load analysis, Gear stage, Planting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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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q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crop cultivation is directly related on 

indoor environmental variables.

q Indoor environmental monitoring is complex and essential to improve 

crop cultivation practices in smart greenhouses. 

q Sensor selection is critical to:

§ target detection in any sensor networks,

§ environmental variables monitoring, 

§ Energy consumption,

§ communication cost.

Necessity of survey and selection of sensors

Contents

v Necessity of survey of sensors used in smart greenhous
es

v Working principles of sensors in greenhouses
v Types of sensors 

-Temperature sensor 
-Humidity sensor 
-Soil moisture sensor 
-Carbon dioxide sensor 
-Light intensity sensor 
-Solar radiation sensor 
-Wind direction sensor 
-Wind speed sensor

qIntroduction 

q Materials and Methods 

q Results and Discussion 

q Conclusion

v Selection of suitable sensors based on range, accuracy and respon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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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q Thermocouples
v A junction between two wires of different metals
v Measuring temperature range up to 2300°C

v Cheap, high accuracy, minimal  long-term drift 

and fast response time

q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v Built of a pure material wire

v Resistance increases with temperature

v Good stability and repeatability at (-200 ~850)°°C

v Linear, wide temperature range

v More accurate than thermocouples

v Low cost than thermistor and semiconductor

Survey of the temperature sensors

q To survey the sensors used in smart greenhouses.

q To select the sensors based on the working principles, measuring range, 

response time, accuracy, power input, power output, and signal type.

Introduction

Survey

Selection

Global markets 

Journal papers

Principles

Measuring range

Response time

Accuracy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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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q Capacitive humidity sensor (CHS)
v A thin film of polymer or metal oxide substrate

between

two conductive electrodes

v The dielectric constant related to the %RH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v Non-linear voltage output within temperature

(-40 ~200) °°C range

v Wide RH range, high accuracy, small size, and low 

cost

v Limited sensing distance and sensor interface

q Resistive humidity sensor (CHS)
v Consists of noble metal electrodes on a substrate 

v Their resistance changes inversely with humidity

v Operate with reverse bias

v Low cost, nearly linear voltage output, high 

accuracy, wide RH range

v Low operating temperature and condensation tolerance

Survey of the Humidity sensors

Materials and Methods

q Thermistor
v Semiconductor materials with a resistivity

v An analogue output voltage related to temperature

v High sensitivity, low cost, and good stability

v Non-linear resistance-temperature characteristics

v Self-heating

v Limited temperature operating range

q Integrated Circuit temperature sensor
v Formed on thin wafers of silicon

v Operate with reverse bias

v Low cost, excellent linearity and easy-to-read output

v Limited temperature range, self-heating, fragile and 
less accurate than other types

Survey of the temperature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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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q Non-Dispersive Infrared (NDIR) sensor
v Composed of an infrared source, a light, an 

interference filter, and an infrared detector

v High speed, real-time sensing, low power 

consumption, and need calibration 

v Expensive, high tolerance, and small size

q Electrochemical CO2 sensor
v Consists of a solid electrolyte between two 

electrodes

v Monitors the changes in EMF  generated between 

two electrodes

v Accurate, cheap, real-time sensing, high 

tolerance, and small size

v Requires a significant amount of power 

Survey of the carbon dioxide sensors

Materials and Methods

q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FDR) soil m
oisture sensor

v Difference between the output wave and the return

wave frequency 

v High accuracy, faster response time compared to TDR

v Inexpensive but need to be calibrated for the type of soil

q Time Domain Reflectometry (FDR) 
soil moisture sensor

v Measure how long it takes the pulse to come back

v Not used in high saline soil with high bulk electrical 

conductivity 

v High accuracy, fast response time 

v calibration can be tedious, difficult and expensive

Survey of the soil moisture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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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q Quantum sensor 
vMeasures the Photosynthesis Photon Flux Density

vHigh sensitivity, high accuracy, fast response, 

excellent linearity, small size, and expensive

vCan use in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q Solar radiation sensor (Pyranometer)
vSolar radiation flux density within 0 to 1500 (W/m2) 

range

vHigh accuracy, fast response time, excellent linearity, 

and good stability

vBulky and expensiveq Solar radiation sensor (PAR)
v Measures the photosynthesis light level 

v 400 to 700 nm range for plants in photosynthesis 

v Moderate accuracy, can measure 0-100% relative

humidity and submerge in water to electronics box

Survey of the light sensors

Materials and Methods

q Photometric sensor
v Measures visible radiation as seen by eye

v High sensitivity, good stability, fast response 

time

v Real-time sensing, and low power consumption

v Low temperature dependency, excellent 
linearity, 

small size, and expensive

v Measure indoor lighting conditionsq Light Dependent Resistor sensor
v A Phototransistor encased in resin or plastic or 

a metal shell

v Measures visible light as seen by eye

v Cheap, fast response, linear output, small size

v Measure indoor lighting conditions

Survey of the light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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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q Propeller type wind speed sensor 
v Installed in the front of a wind vane

v Rotates in the direction of the wind

v Speed is proportional to the wind speed

q Cup type wind  speed sensor  
v Adopts a structure similar to sliding rheostat

v Wind direction indicator rotates, the sliding 

rheostat rotates 

v High accuracy and sensitivity, rapid time

response, low speed
q Photoelectric wind direction sensor
v Based on the principle of photoelectric signal 

conversion

v Operate high excess gain, uniform effective

beam, reliable detection, no “dead zone”

Survey of the wind  speed sensors

Materials and Methods

q Electromagnetic wind direction sensor  
v Based on electromagnetic principle

v Uses gyroscope chip or electronic compass 

v Good indicator of wind direction

v Very narrow band
q Resistance wind direction sensor  
v Adopts a structure similar to sliding rheostat

v Wind direction indicator rotates, the sliding 

rheostat rotates 

v High accuracy and sensitivity, rapid time response, 

low speed

q Photoelectric wind direction sensor
v Based on the principle of photoelectric signal conversion

v Operate high excess gain, uniform effective beam, 

reliable detection, no “dead zone”

Survey of the wind direction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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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q BH1750fvi light intensity sensor
v Measuring range: 0~65,535lx

v Response time: 0.018s

v Accuracy: ±20%

q EC-5 soil moisture sensor 
v Measuring range: 0.1~0.4VWC

v Response time: <0.75s

v Accuracy: ±5%

q 7911 wind speed and direction sensor 
v Measuring range (speed): 0.5~89 m/s

v Response time: 8s

v Accuracy: ±5%

v Measuring range (direction): 0°~360°

Selection of sensors

Results and Discussion 

q AM2315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
or
v Measuring range (temperature): -40~80 °C
v Response time (temperature): <5s
v Accuracy (temperature): ±2%
v Measuring range (humidity): 0~100%
v Response time (humidity): <5s
v Accuracy (humidity): ±2%q LP02-TR solar radiation sensor 
v Measuring range: 0~2000W/m2

v Response time: 18s
v Accuracy: ±10%

q SH300DS carbon dioxide sensor 
v Measuring range: 0~100%
v Response time: <30s
v Accuracy: ±3%

Selection of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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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q The sensors were surveyed based on working principles, journal papers 

and global markets.

q Sensors were selected as: 

v AM2315 Temperature sensor &humidity sensor

v LP02-TR solar radiation sensor

v SH300DS carbon dioxide sensor

v BH1750fvi light intensity sensor

v EC-5 soil moisture sensor

v 7911 wind speed and direction sensor

q The application of sensors for environmental control in greenhouses

could be developed and would be crucial for greenhouse cultivation with
proper benefits and ease of use.



82  2020 추계 학술대회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2020 추계 학술대회 83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초록

센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스마트 온실의 센서 조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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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and selection of sensors used in smart greenhouses for developing sensor hardware 
interface
Sandah Wing1, Milon Chowdhury1,2, Khine Myat Swe1, Sun-Ok Chung1,2*

1Department of Agricultural Machiner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Daejeon,34-134, Korea
2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al Systems,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정선옥 (sochung@cnu.ac.kr)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rop cultivation is mainly related to climate variables to achieve better results in smart greenhouses.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survey and select sensors used in smart greenhouses for developing sensor 
hardware interface easily. Therefore, the selection of sensors which measure temperature, humidity, light intensity, 
solar radiation,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soil moisture, wind direction and speed are crucial to detect in any sensor 
networks with low energy consumption, and communication cost. A long survey has been conducted for selecting the 
needed sensors considering their principles and specifications. The principles of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thermocouple and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for temperature sensor, the resistive type and capacitive type for 
humidity sensors, semiconductor for light intensity sensor, thermoelectric detection for solar radiation sensor, Non-
dispersive Infrared and electrochemical for CO2 sensors, frequency and time domain reflectometry for soil water 
content sensor, potentiometer and hall effect for wind speed, resistance type for wind direction sensor were surveyed.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 AM2315 and HT01DV, BH1750fvi light intensity sensor, LP02 TR solar radiation 
sensor, SH300DS carbon dioxide sensor, EC-5 soil moisture sensor, and 7911 wind speed and direction sensor are 
selected comparing principles and specifications.

Key Words : Smart greenhouses, crop cultivation, sensors, survey and selection, senso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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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4.2m 너비 4 열 트랙터 장착 무 수집기의 전력 요구 사항
카인 미얏트 시1, 나피울 이슬람1, 밀런초두리1,2, 레자 나심1, 이상희3, 현종점3, 정다운4, 정선옥1,2*

1충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기계공학과, 2충남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4현대농기계

Power requirement of a 4.2 m wide four-row tractor-mounted radish collector
Khine Myat Swe1, Md Nafiul Islam1, Milon Chowdhury1,2, Md Nasim Reza1, Sang- Hee Lee3, Hyeon-Jong Jum3, Da-Un Jung4, Sun-
Ok Chung1,2*

1Department of Agricultural Machiner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Daejeon,34-134, Korea
2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al Systems,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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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yundai Agricultural Machinery Co. Ltd., Iksan, 570-360,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정선옥 (sochung@cnu.ac.kr)

ABSTRACT
Mechanization of radish production process i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to improve mechanization ratio of dryland 
crop production.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select appropriate sizes of motor and tractor and suggest the design 
guidelines of the machine. The radish collector part consists of collecting conveyor and transfer conveyor, driven by 
sprocket chain type hydraulic motors. Stem cutting motor was installed at the end of the collecting conveyor. After 
operation of trimming process, radishes were collected into polypropylene bag and moved to final destination. Finally, 
stem cutting conveyor was folded by DC driven winch motor into vertical position. Torque measurement of stem 
cutting and transfer conveyor motor shafts were conducted under different rotational speeds and forward speeds of 
74hp tractor engine three replications each. Results of various power were determined when the design variables of 
conveyors, stem cutting motor, rolling resistance and drawbar pull were reshaped. The maximum values of winch 
falling or raising DC power, hydraulic power for stem cutting conveyor, transfer conveyor, and stem cutting motor were 
2.80, 0.24, 0.22 and 0.64 kW, respectively. The highest and lowest drawbar power of tractor showed 0.06 and 0.03 kW 
respectively, under the sandy (soft) and hard soil conditions. Results of divergent power depended on design parameters 
of the components. This research was very useful for manufacturers to save the material cost by selecting the appropriate 
sizes of motors and tractor.

Key Words : Dryland crops, radish collector, power requirement, drawbar pulling power, moto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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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자가추진 양파이식기의 이식 메커니즘에 대한 키네마틱 분석
카말 라술1, 모하마드 알리1, 나피울 이슬람1, 밀론 초두리1,2, 임승진3정선옥1,2*

1충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기계공학과, 2충남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3동양물산주식회사

Kinematic analysis of transplanting mechanism for a self-propelled onion transplanter
Kamal Rasool1, Mohammod Ali1, Md. Nafiul Islam1, Milon Chowdhury1,2, Seung-Jin Lim3, Sun-Ok Chung1,2*

1Dept. of Agricultural Machinery Engineer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jon 34134, Korea
2Dept. of Smart Agricultural System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jeon 34134, Korea 
3Tongyang Moolsan CO., LTD. Gongju,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정선옥(sochung@cnu.ac.kr)

ABSTRACT
The manual transplantation of onion seedling is a cumbersome process and due to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old 
farmers in South Korea, the demand of the onion transplanter is consistently increasing. Seedling transplanting 
mechanism is the key component of onion transplanter. Therefore, kinematic analysis of transplanting mechanism is 
helpful to determine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the impl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kinematic models and simulation analysis of pushing type picking and rotary planting mechanisms. 
Mathematical models of pushing type picking mechanism and gear driven rotary planting mechanism were derived 
and their motions were simulated using commercial softwar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link combination was done 
by conducting five numbers of trials for each mechanism with different lengths of link bars. The simulated velocities 
and accelerations of the picking mechanism in the ‘X’ and ‘Y’ directions for appropriate link combination were found 
as 0.3 m/sec, 0.5 m/sec, 3.9 m/sec2, 1.6 m/sec2 respectively. The magnitude linear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the rotary 
planting mechanism for at 60 rpm for appropriate link combination were measured as 0.9 m/sec 5.5 m/sec2 respectively. 
Transplanting rate rates were found as 60 seedlings/min for 13 cm of planting interval. whereas, rotational and the 
forward speed of the mechanism were considered as 60 rpm and 0.13 m/sec. 

Key Words : Kinematic analysis, picking mechanism, onion seedling, rotary plan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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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q Main power source for agricultural field operations

q Agricultural machinery for big, and small-sized field 

q Management cost, aging of agriculture, orchard area 

q High transmission efficiency, minimum power loss

q Electric tracked vehicle is an alternative option  

q Simulation is necessary before design a gear reducer for 

power transmission system of any machine 
q Effect of the gear modules, ratio, teeth number and face width

q To provide suggestions to design a gear reducer

3

2

q Background
l Importance of utility vehicle
l Driving power analysis

q Testing Methods 
l Power transmission system
l Modeling and simulation 

q Results and Discussions 
l Effects of the variables 
l 3D surface map and bar graph

Presentation 

q Conclusions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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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1)Sprocket; (2) front road wheel; (3) joint bar; (4) fixing shaft;
(5) rear road wheel (6) support; (7) track belt; (8) driving direction;

(9) utility vehicle body

q Schematic of the track and wheels of the vehicle

5

Materials and Methods
Vehicle specification and design considerations  

Item Specification
Vehicle size (length ×× width ×× height) (mm) 948 × 970 × 899

Empty vehicle weight (kg) 544.6 
Battery capacity (V) 12 

Motor power, W @ Speed (rpm) 1000 @ 3400
Sprocket diameter (mm) 7 

Idler wheel diameter (mm) 20 
Sprocket to front road wheel distance (mm) 237.5 

Item Specification  
Gear type Bevel gear

Gear module (mm) 3.2, 2.7, 2.2
Gear material SM45C

Gear teeth number Up to 100
Tensile strength (MPa) 640
Elastic modulus (GPa) 207
Yield Strength (MPa) 370

Gear ratio 1:7
Poisson’s ratio 0.3

Face width (mm) 15, 25
Shaft length and diameter (mm) 165, and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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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transmission model and gear housing 

• Churning losses
• Windage losses
• Rolling friction losses
• Sliding friction losses

Gear losses

• Rolling friction losses
• Sliding friction losses

Bearing losses

Shaft 
losses

Modelling using Kisssoft

Isometric view

Gear box housing

7

Materials and Methods 

Modeling of power transmission system 

Materials and Method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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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gear transmission performance 
Results and Discussion

§ 15 mm thickness 
minimum loss, and 
maximum efficiency
§ 25 mm thickness
Maximum loss, and 
Minimum efficiency
§ 2.7 mm module
4% difference 
§ 3.2 mm module 
maximum efficiency
99.92%
§ 2.2 mm module 
Maximum power loss
0.056 kW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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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odule: 3.2 Module: 2.7 Module: 2.2 

Module: 3.2 Module: 2.7 Module: 2.2 

Results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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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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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q Software-based analysis of the power transmission gears

q Big-sized gear ratio with maximum teeth numbers showed better 

transmission efficiency

q Gear thickness influenced transmission system

q Gearbox depended on a variety of factors

q Torque values influenced the overall efficiency

q Maximum and minimum efficiency recorded 99.94% with 99.85 %, 

respectively for maximum gear ratio.

q Further simulation with field test and validation are necessary for 

design the power transmission syste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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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저전력 전기 유틸리티 차량용 베벨 기어 감속기 설계
모하마드 알리1, 나심 레자1,2, 카말 라술1, 나피울 이슬람1, 키라가 샤픽2, 정선옥1,2*

1충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기계공학과, 2충남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Design a Bevel Gear Reducer for Low Powered Electric Utility Vehicle
Mohammod Ali1, Md Nasim Reza1,2, Kamal Rasool1, Md. Nafiul Islam1, Kiraga Shafik2, Sun-Ok Chung1,2*

1Dept. of Agricultural Machine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jon 34134, Korea
2Dept. of Smart Agricultural System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정선옥(sochung@cnu.ac.kr)

ABSTRACT
Gear reducers are used to manage the transmission outcomes and motion of the agricultural machines. A simulation 
technique can be significant prior to design a gearbox for power transmission of low powered utility vehicle. Therefore, 
the study aimed to model and simulate the effects of the gear ratios and face width for the power transmission system. 
The three-dimensional models of a 2.2, 2.7, and 3.2 mm bevel gear modules were designed by SM45C steel material, 
through the commercial software. The power transmission loss and efficiency were calculated, varying the gear ratios, 
gear teeth face width, and the predicted torque values ensuing the input and output power transmission. The number 
of gear teeth was generated based on the gear ratio of 1:3, 1:5, 1:7, 1:9, 1:11, and 1:13 with a face width of 15, and 25 mm, 
respectively. Up to 15 Nm torque was applied to observe the power transmission efficiency for the designed gear reducer. 
The maximum gear ratio showed higher efficiency with lower power loss compared to the other designed gears. The 
maximum power transmission efficiency was calculated as 99.95 % with a fixed 15 Nm torque. Contrariwise, the 
minimum of 15 mm face width of the designed gear produced comparatively lower transmission efficiency and loss. 
The overall result showed a 10 mm face width of the gear module could reduce 4% of power losses. The simulated 
results exhibit in this study would propose to design a gear reducer for small-sized agricultural utility vehicles.

Key Words : Gear reducer, gearbox, bevel gear, power efficiency, agricultura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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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종자유동검출을 위한 비접촉식 감지기술 비교연구
샤피크 키라가1, 초두리 밀런1,2, 레자 나심1,2, 정선옥1,2*

1충남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2충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기계공학과

Comparative study of non-contact sensing techniques for seed flow detection through a seed 
tube
Kiraga Shafik1, Milon Chowdhury1,2, Md Nasim Reza1,2, Sun-Ok Chung1,2*

1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al Systems,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2Department of Agricultural Machinery Engineering, Graduate School,Chungnam National University,Daejeon,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정선옥(sochung@cnu.ac.kr)

ABSTRACT
This study presented sensing techniques for detecting seed flow in the seed tube of precision seeders to compare 
monitoring accuracy of different sensors. To monitor seed flow, photo-detectors were considered, which included 
infrared(IR), laser diode(LD) and fiber-optic(FO) sensor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for radish and cabbage seeds on 
a laboratory test bench for roller, disk, Earth-way and punch seeders. Sensors were mounted on a seed tube of each 
seeder and accuracy calculated as a function of seed count after and before detection expressed as a percentage. Seeds 
were manually counted before each experiment and automatically counted during detection through an algorithm in 
the sensors’s micro-controller .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600,900 and 1200 rpm. Results showed that FO 
sensors provided most accuracy (>75%) across all seeders for both seed types. All detectors showed increasing missing 
percentage pattern as plate speed was increased, most notable with infrared sensors (43%)  for disk seeders. The high 
accuracy of FO was found to be as a result of full light illumination of the whole seed tube, enabling detection of all 
seeds through the tube. IR and LD sensors with one beam from the emitter had low accuracy due to failure to detect 
overlapping seeds. It was observed that the monitoring accuracy can be improved through the use of various light 
emitters across the seed tube.

Key Words : Photodetector,Cabbage,Radish,Monitoring accuracy, Precision s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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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가사용되는전주기동안구동되며,높은감속비로인하여다른기어대비부하가크게작용함.

[Tractortransmission] [SpiralBevelGear]

스파이럴베벨기어 11..서서론론

• 스파이럴베벨기어는구동피니언기어와링기어로구성되어있으며,직각으로교차하고있는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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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MICO (Korea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Cooperative) and KSAM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2019

• 국내트랙터대당작업면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2018년에는약 21ha로나타남.

§ 전세계농업기계시장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트랙터의연평균성장률은약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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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쌍에서출력토크는입력토크와기어비및효율에의해간단하게계산될수있음.

토크추정

• 스파이럴베벨기어토크는엔진토크또는구동륜견인력기반계산식을이용하여예측될수있으나,이는각한계로
인하여정확한예측이어려움.

𝑇𝑇!: Engine torque
𝑇𝑇": Spiral bevel gear torque
𝑇𝑇#$: right wheel torque
𝑇𝑇%$: left wheel torque
𝐹𝐹#$: right wheel force
𝐹𝐹%$: left wheel force
𝑟𝑟$: wheel radius
G: Gear ratio
η: Efficiency

𝑇𝑇!

𝑇𝑇"

𝑇𝑇#$

𝑇𝑇%$

𝑟𝑟$
𝐹𝐹#$

𝐹𝐹%$

1. 엔진토크기반토크분석

2. 구동륜견인력기반

Equation: 𝑇𝑇"=𝑇𝑇!×𝐺𝐺×η
한계: 유압, 냉각팬, 에어컨컴프레셔등부대장
치에대한손실이고려되지않음.

Equation: 𝑇𝑇"= (𝐹𝐹#$×𝑟𝑟$ + 𝐹𝐹%$×𝑟𝑟$) /(𝐺𝐺×η)

한계: 휠슬립, 타이어처짐, 하중전이등을고려
하기어려움.

E/G

TM

Clutch

11..서서론론

§ 토크는트랙터의동적특성을나타내며,트랙터설계및피로수명예측등에사용될수있음.

부하토크특성

[Torqueprofilebyplowtillage]

• 토크계측을위해서복잡한시스템과고가의센서등이요구됨.

[Torquemeasurementsystem]

11..서서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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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랙터 농작업 부하 계측 시스템 개발 및 부하 데이터 수집1

1 견인력예측모델기반이론적스파이럴베벨기어토크예측모델개발2

1 트랙터스파이럴베벨기어의토크예측모델검증및성능비교3

11..서서론론연구목표

트랙터농작업토크특성은스파이럴베벨기어의최적설계및피로수명예측등에활용될수있음.토크데

이터는일반적으로토크센서를이용하여측정되지만,토크센서의높은단가로인해토크데이터를추정할
수있는방법이요구됨.본연구에서는토크센서를대체할수있는트랙터변속기스파이럴베벨기어의토크
예측모델을개발하고검증함.

§ 이때까지수행된대부분의연구는토크예측보다는견인성능(견인력등)에초점을두고수행됨.

Elwaleed et al. (2006)

Kumar et al. (2017)

ASABE Standard
D497.4 (1999)

•
•

•

•

•

•
•

•
•

토크추정관련문헌연구 11..서서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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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pecification

Length x Width x Height (mm) 4,225 x 2,140 x 2,830

Weight (N) 39,093

Engine
Rated power(kW) 78 @2300 rpm

Max. torque(Nm) 430 @1400 rpm

Transmission

Forward/Reverse 32/32

High/Low 2

Driving shift gear C,L,M,H

Range shift gear 1, 2, 3, 4 (Synchronizer)

Tire
Front 13.6-24 8PR

Rear 18.4-34 10PR

[Agricultural tractor(S07, TYM)]

[Tractor specification]

§ 본 연구에서는 78 kW급 농업용 트랙터 (S07, TYM, Gongju, Korea)를 사용함.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농업용트랙터

[Engine map of tractor (S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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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작업기는8련플라우 (WJSP-8,Woongjin Machine,Korea)를사용함.

Item Specification

Length(mm) 2,800

Width(mm) 2,150

Height(mm) 1,250

Weight(kg) 790

Power(kW) 66~88

[Plow specification]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필드실험조건

• 기어단수는M3shiftlow(7.09km/h)로설정하였으며,엔진속도는 2,510rpm(Fullthrottle)로설정함.
• 경심은선정된필드의소유주(농민)가추천한약 15~20cm의수준에서수행함.

§ 트랙터 부하 계측 시스템은 차축 토크미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주요 파트로 구성됨.

1. GPS 3. Torquemeter 6. DAQ2. Proximity sensor 4. Potentiometer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트랙터부하계측시스템

5. 6-component load cell

2

3

4

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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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럴베벨기어제원

§ 본 연구의 시험조건은 M3 Low단 조건으로, 맞물리는 기어의 제원은 다음과 같음.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 슬립률,스파이럴베벨기어토크및속도,동력전달효율등주요분석방법은다음과같음.

s = 1 −
V&
𝑉𝑉'

×100(%)
𝑆𝑆()* =

𝑆𝑆+, + 𝑆𝑆++
2

𝐺𝐺(+ 𝑇𝑇()* = 𝑇𝑇+, + 𝑇𝑇++
-

*!"./!"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CV =
𝑆𝑆𝑆𝑆

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

데이터분석방법

Slip ratio Speed of spiral bevel gear Torque of spiral bevel gear

Power transmission efficiency Tractive efficiency Coefficient of variation (CV)

where s is the slip ratio (%), V! is the actual 
travel speed (km/h), and V" is theoretical speed 
(km/h). 

where 𝑆𝑆#$% is the speed of spiral bevel gear 
(rpm), 𝑆𝑆&' is the speed of rear left wheel (rpm), 
𝑆𝑆&& is the speed of rear right wheel (rpm), and 
𝐺𝐺#& is the gear ratio between spiral bevel gear 
and rear wheel.

where 𝑇𝑇#$% is the torque of spiral bevel gear 
(Nm), 𝑇𝑇&' is the torque of rear left wheel (Nm), 
𝑇𝑇&& is the torque of rear right wheel (Nm), 𝐺𝐺#&
is the gear ratio between spiral bevel gear and 
rear wheel, and η#& is the efficiency between 
spiral bevel gear and rear wheel.

where CV i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𝑆𝑆𝑆𝑆 is the standard deviation. 

𝜂𝜂0 =
𝑃𝑃$
𝑃𝑃0𝜂𝜂1 =

𝑃𝑃!
𝑃𝑃$

𝑃𝑃 =
2𝜋𝜋𝑇𝑇𝑇𝑇
60,000

where 𝜂𝜂( is the power transmission efficiency, 
𝑃𝑃) is the engine power (kW), 𝑃𝑃* is the wheel 
power (kW), 𝑃𝑃 is the power (kW), 𝑇𝑇 is the 
torque (Nm), and 𝑁𝑁 is the rotational speed 
(rpm).

where 𝜂𝜂+ is the tractive efficiency, 𝑃𝑃+ is the 
traction power (kW), and 𝐹𝐹 is the traction force 
(kN).

𝑃𝑃0 =
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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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토크추정모델은기존견인력예측모델에서세가지변수를추가로고려하여개발됨.

이론적토크추정모델의컨셉설계

트랙터관점모델
(Wismer and Luth and Brixius)

작업기관점모델
(ASABE standard)

Wheel slip ratio, Tractor weight, 
tire specification

Implement parameter, width, 
tillage depth, tillage speed

견인력예측모델 추가로고려된변수

3. 타이어처짐

트랙터무게및하중에의한타이어처짐발생

2. 하중전이

후방작업기에의한견인력이변동됨에따라, 
후륜에하중전이가발생

1. 하부링크각도를고려한작업기견인력

트랙터와작업기는 3점히치로연결되며, 작업
시트랙터-작업기가이루는각도가변경됨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 개발된이론적모델의성능평가를위해레퍼런스모델은무게,엔진토크,기존견인력모델이사용됨.

where 𝑇𝑇! are the torques of the rear axles (Nm), 𝑊𝑊 is the 
weights of the total tractor (N), 𝜇𝜇 is the traction coefficient, 
𝜔𝜔! are the weight distributions of the rear axles (%), and 𝑟𝑟!
are the rolling radius of the rear tires (m).

where 𝑇𝑇" is the engine-rated torque (Nm), 𝜂𝜂# is the power 
transmission efficiency from the engine to the wheels, and 
𝐺𝐺"! are the gear ratios from engine to rear axle.

레퍼런스모델기반토크추정모델

1. Weight-based model

𝑇𝑇# = 𝑊𝑊×𝜔𝜔#×𝜇𝜇×𝑟𝑟# 𝑇𝑇# = 𝑇𝑇!×𝜂𝜂1×𝜔𝜔#×𝐺𝐺!#

2. Engine torque-based model 3.ModelbyWismerandLuth

4.ModelbyBrixius 5.ModelbyASABEStandard

where 𝐹𝐹! are the traction forces of the rear wheels (N), 𝑊𝑊!
is the rear weight (N), 𝐶𝐶! is the numeric equations of the rear 
wheels, 𝑠𝑠 is the slip ratios (%), 𝐶𝐶𝐶𝐶 is the cone index (kPa), 𝑏𝑏!
are the widths of the rear tires (m), and 𝑑𝑑! are the overall 
diameters of the rear tires (m).

𝐹𝐹#
𝑊𝑊#

= 0.75 1 − 𝑒𝑒7'.481"

𝐶𝐶# =
𝐶𝐶𝐶𝐶𝑏𝑏#𝑑𝑑#
𝑊𝑊#

𝑇𝑇# = 𝐹𝐹#𝑟𝑟#

where 𝐵𝐵! are the mobility numbers of the rear wheels, 𝛿𝛿! are the deflections of the rear tires 
(m), and ℎ! are the section heights of the rear tires (m).

𝑇𝑇# =
𝐹𝐹9𝜔𝜔#𝑟𝑟#
𝜂𝜂0

𝐹𝐹#
𝑊𝑊#

= 0.88 1 − 𝑒𝑒7'.-)1 1 − 𝑒𝑒7:.;"1 + 0.04

𝐵𝐵# =
𝐶𝐶𝐶𝐶𝑏𝑏#𝑑𝑑#
𝑊𝑊#

1 + 5𝛿𝛿#/ℎ#
1 + 3𝑏𝑏#/𝑑𝑑#

𝑇𝑇# = 𝐹𝐹#𝑟𝑟#

𝐹𝐹9 = 𝐹𝐹< 𝐴𝐴 + 𝐵𝐵 𝑣𝑣 + 𝐶𝐶 𝑣𝑣= 𝑤𝑤𝐷𝐷1

where 𝐹𝐹$ is the traction force by the implement (N), 𝐹𝐹% is the soil texture 
adjustment parameter (1 for fine soil, 0.7 for medium soil and 0.45 for coarse-
textured soil), 𝐴𝐴, 𝐵𝐵 and 𝐶𝐶 are implement parameters (e.g., moldboard plow = A: 
652, B: 0 and C: 5.1), 𝑤𝑤 is the implement width (m), 𝐷𝐷# is the tillage depth (cm), 
and 𝜂𝜂& is tractive efficiency from the wheel to the drawbar (%).

s = 8>?101
@1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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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BE모델을적용하기위해하부링크각도를계산하고,수평력으로변환함.

하부링크각도를고려한견인력

Tractor hitch pivot

Lower link (𝑫𝑫𝒍𝒍 )

𝐹𝐹9 = 𝐹𝐹< 𝐴𝐴 + 𝐵𝐵 𝑣𝑣 + 𝐶𝐶 𝑣𝑣= 𝑤𝑤𝐷𝐷1

Driving direction

𝑫𝑫𝒕𝒕

𝜶𝜶

𝑭𝑭𝒂𝒂

𝑭𝑭𝒊𝒊

𝜹𝜹𝒓𝒓

𝐹𝐹B = 𝐹𝐹9 cos 𝛼𝛼

𝒉𝒉𝒅𝒅

𝒉𝒉𝒍𝒍

ℎ+ − 𝛿𝛿, − (ℎ- − 𝐷𝐷()

𝛼𝛼 = 𝑠𝑠𝑠𝑠𝑠𝑠7-
(ℎ0 − 𝛿𝛿# − (ℎ% − 𝐷𝐷1)

𝐷𝐷%
where 𝛼𝛼 is the tillage angle (°), ℎ+ is the drawbar
height (m), and 𝐷𝐷- is the length of the lower link (m).

Horizontal-direction traction force (𝑭𝑭𝒊𝒊)

Traction force by ASABE Standard Lower link angle

Ground

Soil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 트랙터-작업기조합에서힘의평형은다음과같은수식으로나타낼수있음.

• 1.타이어에의한견인력,2.타이어운동저항,3.후방작업기에의한견인력

힘의평형분석

𝐹𝐹A + 𝐹𝐹# −𝑀𝑀𝑀𝑀A −𝑀𝑀𝑀𝑀# − 𝐹𝐹B = 0
where 𝑀𝑀𝑀𝑀A and 𝑀𝑀𝑀𝑀# are the motion resistance (MR) of the front and rear axles (N), respectively, and
𝐹𝐹B is the traction force implemented considering the tillage angle (N).

L

Ground
Soil

𝒓𝒓𝒇𝒇
𝒓𝒓𝒓𝒓

𝜹𝜹𝒓𝒓

𝒉𝒉𝒅𝒅

𝜶𝜶

𝑭𝑭𝒂𝒂
𝑫𝑫𝒍𝒍

𝑭𝑭𝒊𝒊

𝑫𝑫𝒕𝒕
𝑭𝑭𝒇𝒇 𝑭𝑭𝒓𝒓

𝑻𝑻𝒇𝒇

𝑻𝑻𝒓𝒓

𝑴𝑴𝑴𝑴𝒇𝒇 𝑴𝑴𝑴𝑴𝒓𝒓

𝜹𝜹𝒇𝒇 𝒉𝒉𝒍𝒍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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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처짐은팽창압력과접촉압력이같다라는전제하에다음과같이계산됨.

타이어처짐

Ground

Soil

Dynamic radius
(𝑟𝑟#)

Contact length (𝑙𝑙)
Contact pressure, @:1

=%?

𝑃𝑃$ = @:1
=%?

-> 𝑙𝑙= @:1
=?P;

Inflation pressure, 𝑃𝑃$ (N/m2)

𝑟𝑟= = 𝑙𝑙= + (𝑟𝑟Q − 𝛿𝛿#)=

Tire deflection (𝛿𝛿#)

𝛿𝛿#=𝑟𝑟Q#- 𝑟𝑟#= −
@:1

=P<1?

=

Pythagorean theorem

Pressure equilibrium

𝑙𝑙 = Contact length (m)
𝑟𝑟&# = No-load radius of the rear tire (m)
𝛿𝛿 = Tire deflection (m)
𝑃𝑃$# = Inflation pressure of the rear tire (N/m2)
𝑊𝑊'# = Rear axle weight (N)
𝑏𝑏 = Rear tire width (m)

Center point

A

A: Length between center point and ground.

Force (N)
Area (m2)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 예측모델에서는후방부착작업기의견인작업으로인해후륜으로하중이부가되는하중전이를고려함.

하중전이

where 𝐿𝐿 is the wheelbase (m).

𝑊𝑊1# = 𝑊𝑊# +
(K97L1MN:)

,
(𝐹𝐹9 𝑐𝑐𝑐𝑐𝑐𝑐 𝛼𝛼)

Front axle load (𝑊𝑊A) 
reduced

Rear axle load (𝑊𝑊#) 
increased

Traction load
Driving direction

L 

Ground
Soil

𝑭𝑭𝒂𝒂

𝑭𝑭𝒊𝒊

𝒉𝒉𝒅𝒅
𝜹𝜹𝒓𝒓 𝑫𝑫𝒕𝒕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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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토크추정모델의성능은R2,MAPE,RMSE,RD를이용하여평가됨.

토크추정모델의성능평가지표

𝑅𝑅= = ∑>? @
> ? A )(Y> 7 Y= 7 ∑> ? @

> ? A )(Y> 7ZY>
∑>?@

>?A Y>7Y=

𝑀𝑀𝑀𝑀𝑀𝑀𝑀𝑀 = -
Q
∑Q[-Q Y>7ZY>

Y>
×100(%)

𝑅𝑅𝑀𝑀𝑅𝑅𝑀𝑀 = ∑>?@
B Y>7ZY> C

Q

𝑅𝑅𝑅𝑅 = +\(]
Y>=DE

×100(%)

*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RD: Relative deviation

where 𝑛𝑛 is the number of data, 𝑦𝑦( is the mean actual axle torque, 𝑦𝑦) is the measured value, ,𝑦𝑦) is the predicted value, and 𝑦𝑦)(*+ is 
the average measured value.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 토크추정모델은힘의평형을기반으로운동저항,작업기견인력,추가된세가지변수를고려하여개발.

이론적토크추정모델개발

후륜에작용하는힘분석

𝐹𝐹# = 𝑀𝑀𝑀𝑀# + 𝐹𝐹B𝜔𝜔# = 𝑊𝑊1#
1
𝐵𝐵#

+ 0.04 +
0.5×𝑠𝑠#

𝐵𝐵#
+ 𝐹𝐹B𝜔𝜔#

𝐹𝐹B = 𝐹𝐹9 cos 𝑠𝑠𝑠𝑠𝑠𝑠7-
(ℎ0 − 𝛿𝛿# − (ℎ% − 𝐷𝐷1)

𝐷𝐷%

𝑊𝑊1# = 𝑊𝑊# +
(ℎ0 − 𝛿𝛿1# + 𝐷𝐷1)

𝐿𝐿 (𝐹𝐹9 𝑐𝑐𝑐𝑐𝑠𝑠 𝛼𝛼)

1. 하부링크각도를고려한견인력

2. 하중전이3. 타이어처짐

𝛿𝛿#=𝑟𝑟Q#- 𝑟𝑟#= −
@:1

=P<1?

=

𝑇𝑇# = 𝐹𝐹# 𝑟𝑟Q# − 𝛿𝛿1# = 𝑀𝑀𝑀𝑀# + 𝐹𝐹B𝜔𝜔# 𝑟𝑟Q# − 𝛿𝛿#

𝑇𝑇# = 𝑀𝑀𝑀𝑀# +
2= RST U V1

W:
𝑟𝑟Q# − 𝛿𝛿#

개발된이론적토크예측모델

𝑀𝑀𝑀𝑀# = 𝑊𝑊1#
1
𝐵𝐵#

+ 0.04 +
0.5×𝑠𝑠#

𝐵𝐵#

운동저항

22..재재료료및및방방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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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결과및고찰

2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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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E: 10.36%
RMSE: 82.4 Nm
RD: 14.52%

§ 개발된이론적모델은계측된스파이럴베벨기어의토크변화를가장잘설명하는것으로나타남.

33..결결과과및및고고찰찰이론적토크추정모델평가(1)

§ 일부변수(경심,슬립률,스파이럴베벨기어토크)는 9%이상의높은변동계수를보임.

33..결결과과및및고고찰찰데이터분석

Item Avg.± Std. CV (%)

Tillage depth (cm) 15.2 ± 2.3 15.07

Travel speed (km/h) 6.12 ± 0.31 5.02

Slip ratio (%) 13.8 ± 2.5 18.23

Spiral bevel gear torque (Nm) 634 ± 59 9.28

Spiral bevel gear speed (rpm) 561 ± 14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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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론

2 0 2 0

33..결결과과및및고고찰찰

§ 개발된이론적모델은3.32%의오차를보여다른모델들과비교하여가장우수한예측성능을보임.

R2 MAPE (%) RMSE (Nm)  RD (%) 

Referenced 
model

Tractor weight - 11.19 79.9 11.50

Engine rated torque - 10.36 82.4 14.52

Wismer and Luth (1973) 0.702 16.60 110.4 20.83

Brixius (1987) 0.695 18.71 122.0 23.52

ASABE (1999) 0.762 7.70 57.1 8.30

Developed theoretical model 0.771 3.32 25.05 3.89

이론적토크추정모델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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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본연구는트랙터변속기스파이럴베벨기어토크예측모델을개발하고검증하기위해수행됨.

• 트랙터부하계측시스템을개발하고플라우경운시험을통해데이터를수집함

• 구름저항및작업기견인시요구되는견인력모델을수정하여이론적토크예측모델을개발함

• 개발된이론적예측모델은선행연구에서제안된토양추진력모델및작업기견인시요구되는견인력에대한모델
등과의성능비교를통해평가됨

• 개발된스파이럴베벨기어토크예측모델은 3.32%오차를보였으며,7.70~18.71%의오차를보이는선행연구와
비교할때,계측된토크를가장잘설명하는것으로나타남

=>향후,다양한작업기,작업단수조건에서의검증을필요하며,다양한변수들을통해모델의개선이필요할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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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트랙터 변속기 스파이럴 베벨기어의 토크 예측 모델 개발 및 검증
김완수1, 최창현2, 김용주1,3

¹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3충남대학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orque Prediction Model of Tractor Transmission Spiral 
Bevel Gear
Wan-Soo Kim1, Chang-Hyun Choi2, Yong-Joo Kim1,3

1Dep. of Biosystems Machine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2Dep. of Bio-Mechatronics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16419, Korea
3Dep. of Smart Agriculture System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김용주(babina@cnu.ac.kr)

ABSTRACT
농업용 트랙터에 사용되는 스파이럴 베벨기어는 높은 감속 기어비를 갖고 있으며, 변속기 내 기어 중 가장 높은 토크가 작용한다. 
또한, 기어 단수에 따라서 사용비율이 정해지는 다른 기어와 달리 트랙터가 구동되는 전 주기 동안에 구동되기 때문에 변속기 설계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간주된다. 스파이럴 베벨기어의 설계 최적화 및 수명 평가 등을 위해서는 필드 작업 시 발생하는 토
크 데이터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토크 계측을 위하여 고가의 토크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
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트랙터 변속기용 스파이럴 베벨기어의 토크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토크 예측 모델은 기
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토양 추진력 및 견인력 예측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부링크의 각도, 하중전이, 타이어 변형과 같은 세 가
지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토크 예측 모델은 1. 트랙터 무게 기반 모델, 2. 트랙터 정격 토크 기반 모델, 3. 
Wismer and Luth (1973), 4. Brixius (1987), 5. ASABE standard D497.4 (1999)와 같은 다섯 개의 레퍼런스 모델들과 비교를 통
해 평가되었다. 개발된 예측 모델은 결정계수 0.771, 절대상대오차 3.32%, 평균 제곱근 편차 25.05 Nm로 나타났으며, 이는 
7.70~18.71%의 절대상대오차 범위를 갖는 레퍼런스 모델과 비교할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 검증을 수행하고, 모델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Key Words : 농업용 트랙터, 스파이럴 베벨기어, 토크 예측, 견인력 모델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제조기반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생산시스템)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62546, 트랙터용 농작업 부하 DB 구축 및 동력 전달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정밀농업과학기술
Precision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구두발표 세션2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Fall Conference
Copyright 2020 ©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축산용 완전혼합 발효사료(TMF)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우승민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20 추계 학술대회

www.precisionag.or.kr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Simulation Scheduling Optimization

축산용 완전혼합 발효사료(TMF)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경북대학교 : 우 승 민



154  2020 추계 학술대회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목차 - Introduction

CC  OO  NN  TT  EE  NN  TT  SS

1. 연 구 의 배 경 및 필 요 성

2. 연 구 목 적

3. 연 구 방 법

4. 연 구 결 과

5.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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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사료 특징

u 생산량 변동이 심하여 수량적인 면에서 안정적 공급 어려움

u 생산지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운반, 수집 어려움

u 수분함량이 높아 단시간 내에 부패하여 장기간 저장 어려움

종류 수분함량(%) 종류 수분함량(%)

전분박 90.6 맥주박 74.3

감자박 83.7 비지 79.3

장유박 86.5 사과주스박 81.6

소주박 94.5 배추부산물 89.0～94.5

밀감주스박 81.5 토마토주스박 69.5

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경제적인 사료비 절감요인

u 축산 경영비(가축비 제외) 중 사료비가 80% 차지

u 축산사료 구성요소 : 농후사료, 조사료, 부산물사료

축산사료 구성요소 세부 구성요소 비고

농후사료 • 배합사료, 곡류, 강피류 등 구입비용 대부분 수입사료

조사료 • 볏짚, 목초, 알팔파큐브 등 구입비용 조사료생산 정책 활성화

부산물사료 • 맥주박, 대두박 등 농식품부산물 구입비용 국내자원 활용방법 연구 다수

사료비

기타

l 최소의 비용으로 부산물사료 구입과 가공이 필요하며,

l 부산물원료 활용시설 필요

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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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사료 이용방법

선행연구 (발효저장)

u 톤백, 플라스틱 용기 400~700kg 부산물사료 발효저장

u 부산물사료조제시 노동력 투자시간 과대

u 계절별 발효기간 및 발효상태 불규칙

u생산성 저하로 TMR 플랜트 용도로 부적합

6

l TMR 플랜트에 적합하도록 발효저장 공정의 합리적 설계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부산물사료 저장방법

u 저장공간 : 톤백 또는 콘크리트 칸막이에 벌크저장

u 저장시 곰팡이가 피거나 다즙성 사료는 즙액이 흘러나옴

u 사료손실 : 평균 20∼40% 이상

l 부산물 사료의 변질(부패)을 방지할 수 있고,

l 부산물 사료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l 부산물 처리하는 방법 필요

Ø 건조화(영양분 손실, 고에너지소요)

Ø 발효화(저장성, 안전성, 사료효율 향상)

5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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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시스템의 변화를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 확인해 보는

것.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시스템의 수행도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할 수 있음.

존재하는 시스템에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

였을 때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음.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 공장신축의 경우 설비계획에 따라 제품설계, 공정설계, 용량설계를 거쳐

Layout  설계로 이어짐.

• 적정용량의 단위기계를 적용하여 기계효율이 높은 경제성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함.

단위 기계 용량설계의 필요성

TMR 플랜트에서

축산 사료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산물사료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낙농,한우 단지별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부산물사료 발효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단위기계
용량산정 시뮬레이션이 요구됨

7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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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2. 연 구 목 적 11

Tack-time 및
단위기계용량 선정

Layout을 설계

시스템입안 및
기본사양 정립

시뮬레이션을 통한
단위기계 효율분석

제안된 sequence로
변경

Sequence 제안

최적의 시스템 구축

2. 연 구 목 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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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u 화성낙농영농조합법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온석길 129-9)

13

시뮬레이션 적용 실증사이트

3. 연 구 방 법

3. 연 구 방 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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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5

Flow sheet

조사료농후사료혼합기

살균기

압착기

3. 연 구 방 법

연 구 방 법 14

Layout

부산물발효
시스템 적용장소

조사료

농후사료 부산물사료

3. 연 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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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연 구 방 법

변수설정

Machine MPT                              
(min)

Con.V
NO.

MTT                                      
(min)

Wet storage bin ㅡ 1. 1

Dry storage bin ㅡ 2. 1

Mixing 15 3. 3

Sterilization 15 4. 3

l 평균처리시간(Mean processing time) : 1 Batch 의 재료를 처리하는 시간

l 평균이동시간(Mean transfer time) : 1 Batch 의 재료가 현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되는 시간

No. 1 2 3

Batch (Ton) 5 6 7

Water Control (Min) 10 20 30

3. 연 구 방 법

3. 연 구 방 법 16연 구 방 법

제약조건

•화성 TMR 공장의 최대 생산량은 일 100톤 규모임

•TMR의 조성비는 조사료 23 %, 농후사료 34 % 부산물 및 기타 첨가제 43%로 구성되어 있음

•부산물사료 발효조건 구명의 선행 연구 결과 최소 3일의 발효기간이 필요함

•상기 조건에 따라 50톤 규모의 부산물 발효저장조 3기를 설치하도록 설계

•하루 작업시간인 8시간안에 부산물 50톤의 투입이 완료 되어야 함.

•스팀살균은 121도 에서 15분간 이뤄져야함.

•습식과 건식 부산물 사료의 비율 8:2.

부산물 발효저장조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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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구 결 과

19

18연 구 방 법

ARENA v14.00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개발

l Create 유닛으로 Entity 1,2 생성

l Assign 유닛으로 속성부여

(습사료_건사료)

l Batch로 묵은후 Assign 유닛으로 속성

부여 (배합 부산물_함수율80%)

l 수분조절 공정 후 Assign 유닛으로 속성

부여 (수분조절 부산물_함수율 50%)

3. 연 구 방 법

l 1일 8시간 365일 시뮬레이션 (단위시간:분, 고장 및 기타 지연요인없음)

l 정규분포함수를 사용하고 평균값의 ±𝟓𝟓%의 표준편차 구간을 지정

l 1 Batch로 공정진행



우승민 / 축산용 완전혼합 발효사료(TMF)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163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21연 구 결 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4. 연 구 결 과

20연 구 결 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 Batch                                
(M.C. 80%)         

Mix &                       
Steam Sterilization

Water Control                  
by Compression  Weight After    

Compression        
(M.C. 50%) 

Production

Scheduled Utilization

Capacity    
(Ton/h)

Time          
(min)

Capacity                  
(Ton/h)

Time                    
(min) Mix Steam Steriliz

ation Water Control      

5 Ton 20 15

30 10

2 Ton

50 78.13 78.13 91.24

15 20 42.2 79.13 78.13 74.44

10 30 28 78.13 78.13 52.12

6 Ton 24 15

36 10

2.4 Ton

60 78.13 78.13 91.24

18 20 50.64 79.13 78.13 74.44

12 30 33.6 78.13 78.13 52.12

7 Ton 28 15

42 10

2.8 Ton

70 78.13 78.13 91.24

21 20 59.08 79.13 78.13 74.44

14 30 39.2 78.13 78.13 52.12

4. 연 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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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 후 계 획 23향후계획

l 발효저장조 3기를 적용한 복합 모델의 시뮬레이션 개발.

l 추가 되는 단위기계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최적 기계용량 설정.

l OptQuest for Arena 기능을 활용한 변수설정.

l 가시적 효과를 위한 애니메이션 활용.

5. 향 후 계 획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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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완전혼합 발효사료(TMF)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우승민*, 두윰우예다니엘, 하유신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 연구센터

Simulation for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of Total Mixed Fermented Feed (TMF) 
for Livestock Products
Seungmin Woo*, Uyeh Daniel Dooyum, Yushin Ha

Upland-Field Machinery Research Cen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우승민 E-mail: Kooger7571@knu.ac.kr

ABSTRACT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방안으로 식품부산물이나 농산부산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영양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부산물사료는 수분 함량이 60~80%의 고수분 상태이고 단백질 등의 높은 영양소를 함유한 유기물로서 
원료의 저장 과정중 산패나 변질, 부패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부산물사료의 가치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몇 일간의 혐기 발효 
공정을 거쳐 사료로 제조하지만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계절별 온도제어 발효기간 및 발효상태가 불규칙하여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축산용 완전혼합 발효사료(TMF)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선행 단계의 연구로서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TMR 플랜트에서 부산물 발효저장 단위기계의 최적화된 기계용량을 산정하였다.  
최적화를 위한 개발 모델의 시뮬레이션은 ARENA V14.0(Rockwell Automation Inc., Pittsburgh, USA)을 이용하였다. 모델 개
발에 사용된 기본적인 가정은 50 ton 규모의 발효 저장부의 발효기간이 3일인 것을 감안하여 전처리 공정인 살균 및 수분조절 압
착공정과 발효 후 포장 공정의 기계 가동율 점검을 위하여 총 4일의 시뮬레이션 플레이 시간인 96시간을 기준으로 100회 반복 수
행하였다. 단위시간은 분으로 가정하였으며. 기계의 고장 및 기타의 지연 요인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사용되는 분포함수는 일괄적
으로 정규분포인 NORM 함수를 사용하고 표준편차는 평균값의 5%로 가정하였다. 최적실험계획법을 바탕으로 변수 범위를 좁혀
가며 반복 시뮬레이션한 결과 스팀살균, 프리믹스공정의 경우 20 ton/h 의 기계용량에서 78%의 기계 가동률로 분석되었으며 압착
수분조절절 장치의 경우 30 ton/h 기계용량에서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 Words : TMF, ARENA, 부산물사료, 시뮬레이션, 단위기계 용량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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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 연구배경

• 잡초는 논, 밭 등 경작지에서 작물의 양분 흡수를 방해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잡초 제거 방법에는 화학적·물리적 제초방법 사용

- 화학적 제초 방법 :

친환경 제품 수요 급증에 따른 유기농 시장규모 증가

제초제 살포가 잡초 제거에 효과는 있지만, 환경오염 피해 증가, 제초제 중독 사망사고

증가

- 물리적 제초 방법 :

예초기, 트랙터 부착형 제초기 등을 이용하지만,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농업인 여성화에 따른 작업 어려움 증가

서론

CONTENTS
재료및방법

결과및고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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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 연구목적

• 밭농업용 기계는 반복되는 작업이 진행될 때 작업 시간의 증가에 따라 사용수명이 감

소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작품으로 제작한 소형 중경제초기 구동 부품의 설계 인자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1.서론

§ 필요성

• 최근 한 · 중 FTA등 농산물 개방화로 밭작물 수급의 중요성 증가

• 우리나라 밭작물 재배 면적 731,052 ha(`13) → 751,796 ha(`17) 증가

• 밭작물 제초작업의 기계화율은 증가하였지만, 고령 여성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

초기의 기계화율은 낮음

작물
기계화율(%)

2015 2017

콩 5 10

고추 2.6 4.7

마늘 7.7 14.4

감자 3 0.9

배추 4.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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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회전축 제초날

- 두께
5mm,6mm,7mm

- 재질 :SM45C

- 외경
10mm,15mm,20mm

- 재질 : SS400

- 두께
1.5mm,2mm,2.5mm

- 재질 : SS400

2.재료및방법

§ 구동부품의설계인자별안전성분석

• 기어, 회전축 : RecurDyn 이용하여 응력 분석

• 제초날 : ANSYS 이용하여 응력 분석

2.재료및방법

§ 실험장치구성및토크측정

• 시작품의 시뮬레이션 입력 변수값 산정을 위해 후단 제초날 축에 축방향으로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 무선 데이터 수집을 위한 무선 송신 장치 부착

• 최대 작업속도(1.83 m/s)로 20 m, 3번 반복 토크 측정



김준희 / 소형 중경제초기 설계 인자별 분석 171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기어 회전축 제초날

- 두께
5mm:650.80MPa
6mm:508.41MPa
7mm:221.65Mpa

- SM45C 허용응력 :343MPa

- 외경
10mm:253.61MPa
15mm:102.87MPa
20mm:50.86Mpa

- SS400 허용응력 :235MPa

- 두께
1.5mm:241.63MPa
2mm:167.22MPa
2.5mm:124.77Mpa

- SS400 허용응력 :235Mpa

3.결과및고찰

§ 구동부품의설계인자별안전성분석결과

• 토크 측정시험에서 측정된 최대 토크 51.35 N·m 적용

3.결과및고찰

§ 토크측정결과

공회전 미잡초구역 잡초구역

- 최대 0.94N·m
- 평균 31.55N·m
- 최대 51.35N·m

- 평균 31.58N·m
- 최대 42.27N·m



172  2020 추계 학술대회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감사합니다.

4.결론

§ 소형중경제초기개발을위하여구동부품의안전성확보를위한실증시험및시뮬

레이션을수행하였음

§ 토크측정결과

-공회전:0.94N·m

-미잡초구역:평균31.55N·m,최대51.35N·m

-잡초구역:평균31.58N·m,최대42.27N·m

§ 기어두께6mm이하일때허용응력초과

§ 회전축외경이10mm이하일때허용응력초과

§ 제초날두께1.5mm이하일때허용응력초과



2020 추계 학술대회 173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초록

소형 중경제초기 설계 인자별 분석
김준희, 김영수, 홍동혁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Analysis by Design Factor of Weeding Cultivator
Junhee Kim, Yeongsu Kim, Donghyuck Hong

Department of Bio Industrial Machinery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Corresponding Author : 홍동혁(bear00112@knu.ac.kr)

ABSTRACT
잡초는 논·밭 등 경작지에서 작물의 양분 흡수를 방해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제초방법과 물리적 제초방법이 있다. 화학적 제초방법에는 제초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친환경 식
품을 많이 찾고 있어 세계 유기농 시장규모는 2016년 897억달러에서 2017년 970억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초제를 사용함으로
써 생기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제초제 살포가 잡초 제거 및 작물 수확량 증가의 효과를 주지만 제초제 사용에 따른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000년 924명, 2005년 2,160명으로 제초제 중독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제초제가 작물 및 사
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제초방법보다 물리적 제초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물리적 제초방법에는 예초기, 트랙
터용 제초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농촌인력의 감소,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많은 힘을 요구하는 작업, 불
편한 작업 자세 등 물리적 제초 작업의 어려움이 있어 고령 여성 농업인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 중경제초기의 개발을 위해 주요 구동부품의 안전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동부품의 안전성 분석을 위해 회전축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여 실증시험을 진행하였다. 계측된 토크값을 이용하여 기어와 회전축은 리커다인, 제초날은 앤시스를 이
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험결과 기어의 두께는 6 mm이하, 회전축의 외경은 10 mm이하, 제초날의 두께는 1.5 mm이
하로 설계하였을 경우 소재의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중경제초기, 시뮬레이션, 여성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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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커피박 폐기비용 생산가능 오일

12만 2천톤/년 31억원 1만8300톤(커피박의 15%)

자료 : 환경부, 2016

* 커피박(커피찌꺼기) 배출량

연구배경 (커피박)

서론
연구배경 (바이오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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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디젤 보급 실적 및 계획

자료 : 한국 바이오디젤협회, 2010

• 원유가격의 급등, 화석연료에 의한 환경오염
→ 신재생 에너지

• 식물성 유지이용 바이오디젤 ↔ 식량작물가격

* 폐식물성 유지이용 : 폐식용유, 커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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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u 초음파를 이용한 에스테르 교환 반응에 의한 식물성 유지로부터 바이오디젤 제조(Chung and 
Park, 2010).

• 에스테르화 교환반응에서 초음파를 조사한 결과 반응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
• 초음파를 이용한 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바이오디젤은 원료유지보다 산가가 30% 저하

u 초음파조사가 폐식용유의 에스테르화반응에 미치는 영향(Kwack and Kim, 2014).

• 촉매 사용 대신 초음파에너지를 조사하였을때 일반공정보다 BD수율 2.4% 포인트, FAME함량 1.3% 포인
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음파에너지가 촉매를 대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연구사(초음파 조사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연
구)

산가가 높은 커피박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제조공정에 초음파를 조사하면 산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커피박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에 있어서 초음파 에너지의 촉매대체 가능성이 나타남

서론

u 커피찌꺼기에서 추출한 오일의 에스테르화 공정 반응 최적화(Lee Je-Jong, 2014)

• 산촉매에 의해 전처리한 커피유를 촉매, 메탄올 몰비에 따른 에스테르화 반응을 최적화

u 바이오 디젤 생산을 위한 커피박의 직접 에스테르 교환반응(Yang Liu et al, 2017).

• 오일 추출 및 에스테르화 단계 없이 커피박에서 직접 에스테르화
• 이소프로필알콜과 산촉매를 혼합해서 속슬렛 장치를 이용해 반응

연구사(커피박 바이오디젤 연구)

전처리 공정으로 인한 과도한 폐수가 발생하여 환경오염문제가 대두

에스테르화 교환반응에서 산촉매의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폐수가 발생

전처리 공정 추가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

직접에스테르화 과정에서 장시간의 반응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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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Fatty acid Formular Molecular weight Structure Composition(%)

Palmitic acid C16H32O2 256.42 16:0 33.9

Stearic acid C18H36O2 284.48 18:0 7.3

Oleic acid C18H34O2 282.45 18:1 8.3

Linoleic acid C18H32O2 280.45 18:2 45.0

Linolenic acid C18H30O2 278.43 18:3 1.5

Arachidicacid C20H40O2 312.53 20:0 2.5

Gadoleic acid C20H38O2 310.51 20:1 0.4

Behenic acid C22H44O2 340.59 22:0 0.6

Table 1. Fatty Acid Profile of coffee oil (Vardon et al., 2013). 

• 커피박(커피찌꺼기) : 커피전문점에서 수거

→  커피박 건조 후 착유를 통한 커피오일 추출

Fig. 1. Spent coffee ground

연구목적

서론

u 커피박 이용 바이오디젤 제조공정의 간소화를 위해 초음파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

• 생산 공정의 감축 및 비용절감

• 전처리 공정의 생략으로 인한 폐수저감효과

• 초음파에너지의 사용으로 에스테르화 반응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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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오일 추출(착유에 의한 추출)

S(%)= s2s1
×100

S : 오일의 함량
s1 : 커피박의 중량
s2 : 추출된 오일의 중량

• 착유조건 : 착유온도 160 ℃, 

압착강도 600㎏f/

㎠

* 오일의 함량

Fig. 3. Oil press (BDF-200M, Shinjin-Grab 
Industry, Korea)

재료 및 방법
함수율 측정(Moisture Measurement ANSI/ASAE S358.3)

𝑀𝑀𝐶𝐶(%)=m1!m2
m1

×100

MC : 습량기준 시료 함수율
m1 : 건조 전 시료
m2 : 건조 후 시료

• 일반적인 함수율 측정 : 온도 103℃, 시간 24 h

• 성분변화 우려 시 함수율 측정 : 온도 55 ℃, 시간 72 h

* 함수율 측정식

Fig. 2. Mechanical oven (WOF-50, Daihan Scientif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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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커피 오일
전처리 되지 않은

커피오일
초음파 조사

글리세롤 + 바이오디젤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바이오디젤과 글리세롤 생성

에스테르화 교환반응

일반공정(교반)

or

Triglyceride  +  Alcohol         Glycerol  +  Biodiesel

재료 및 방법
산가 및 FFA 함량 측정 (한국표준규격 KS H ISO 660)

AV= !.#$$× &'( ×)
*

AV : Acid value (산가)
FFA : Free Fatty Acid (자유지방산)
a : 0.1N KOH용액 소비량 (본 실험)
b : 0.1N KOH용액 소비량 (공 실험)
F : 0.1N KOH용액 역가 (Factor:1000)
S : 실험에 사용된 시료 양

용매 : 에테르+에탄올(2:1,100ml)
지시약 : 1% 페놀프탈레인
적정용액 : 0.1 N KOH
측정용액 : 커피오일

FFA (%)=AV× +,+
!#.$

× $--
$---



김영수 / 커피박 오일의 에스테르화 반응에서 초음파에너지 조사의 효과 분석 181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재료 및 방법

• 반응조건 : 온도 55℃, 교반속도 250rpm, 시간1h

Contents Variable

Catalyst KOH, NaOH

Catalyst (wt%) 1.0, 1.25, 1.5, 1.75, 2.0

Mole ratio (mol) 3, 5, 7, 9, 11

교반에 의한 에스테르화 교환반응

Table 3. Test variables affecting performance of biodiesel

재료 및 방법
초음파 에너지 조사

Specification Values

Power Output (W) 750

Frequency (㎑) 20

Probe tip diameter (㎜) 13

Probe length (㎜) 136

Processing capability (㎖) 10 ~ 250

Probe type Solid

Amplitude (㎛) 124

Table 2. Specification of ultrasonic generator used in the experiment

• 초음파 분산기(VCX750, Sonics&Materials Inc, US)

Fig. 4. Ultrasonic i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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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글리세롤 + 바이오디젤

에스테르화반응을 통해
생성된 글리세롤과

바이오디젤

분리

글리세롤과
바이오디젤 분리

수세

초 순수를 이용하여
미 반응물 및 불순물 제거

바이오디젤

가열을 통해 잔류 수분제거

에스테르화 반응 후처리 공정

재료 및 방법

• 반응조건 : 온도 55 ℃

초음파에너지 조사에 의한 에스테르화 교환반응

Contents Variable

Ultrasonic Irradiation 

Power (%, Amplitude:124㎛)
20, 35, 50, 65, 80

Time (min) 5, 10, 20, 30, 40, 50, 60

Mole ratio (mol) 3, 5, 7, 9, 11

Catalyst (wt%) 1.0, 1.25, 1.5, 1.75, 2.0

Table 4. Test variables affecting performance of biodie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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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ΣA : C14:0 ~ C24:1 까지 피크의 총면적
AEI : Methyl heptadecanoate (ISTD)의 면적
CEI : Methyl heptadecanoate (ISTD)의 농도 (mg/ml)
VEI : 혼합에 사용 된 Methyl heptadecanoate (ISTD)의 부피 (ml)
m :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양 (mg)
AI : Linolenic acid Methyl ester (C18 :3)의 피크면적

FAME Content = 
∑" #"!"

"!"
× $!" ×&!"

'
×100

LAME Content = ""
∑" #"!"

×100

BD Yield = "'()*+ (, -.+/01 23+.4 [6]
"'()*+ (, 891 [6]

×100

바이오디젤 품질평가 (한국공업규격 KS H ISO 5508)

• BD수율

• FAME : Fatty Acid Methyl Ester, LAME : Linolenic Acid Methyl Ester

FAME Content : 96.5 % 이상, LAME함량 : 12 % 이하

• 품질 규격기준

재료 및 방법
바이오디젤 품질평가

Fig. 5. Gascromatography (Agilent, GC 6850, USA) Fig. 6. GC analysis of the biodiesel produced frome the spent coffee grounds

• FAME : Fatty Acid Methyl Ester, LAME : Linolenic Acid Methyl 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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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함수율 및 흡수율

• 커피박 초기함수율 : 평균 61%
• 건조후 흡수율 : 최대 5.5%

Fig. 7. Effect of Dry Temperature on Dry Time Fig. 8. Effect of storage time on Moisture ratio

재료 및 방법
바이오디젤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한국석유관리원 의
뢰)

Table 5. Standards for the quality and test method of the biodiesel

• 주요물성인 발열량, 황분, 잔류탄소분, 회분, 산화안정도, 필터막힘점 등을 분석

Specification Unit Quality Standard Standards of test

Sulfur content mg/kg < 10 KS M 2027

Carbon residue wt% < 0.1 KS M ISO 10370

Calorific value MJ/kg - KS M 20５７

Flash point ℃ 120 < KS M 2719

Ash content (m/m)% < 0.01 KS M ISO 6245

Water content (m/m)% < 0.05 KS M 0010

Density 15℃, kg/m3 860 ∼ 900 KS M ISO 12185

Kinematic viscosity
40℃,

mm2/s
1.9 ∼ 5.0 KS M ISO 3104

Oxidation stability 110℃,h 6 < EN 14112

Cold flower 

plugging point(CFPP)
℃ < 0 KS M 2411

Cetanenumber - 47 < ASTM D6890-16

Content of Fatty Acid Methyl Ester Volume% 96.5 <
KS M 2413, 

EN 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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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바이오디젤 품질평가 (일반적인 교반 공정, KOH)

• FAME 함량이 최대 87.8 %로 바이오디젤 품질 규격 기준(FAME 함량 96.5 %)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

Fig. 10. Effect of oil / methanol mole ratio on the BD yieldFig. 9. Effect of oil / methanol mole ratio on the FAME content

결과 및 고찰
유지의 화학적 특성

Fig. 8. Spent coffee ground oil

Table 6. Chemical properties  of oil

Type of oil
Acid Value

(mgKOH/g)
Free Fatty Acid(%)

Refind cooking oil 0.327 0.16

Waste cooking oil 1.4~3.73 0.7~1.86

Refind coffee oil 1.21 0.6

coffee oil 6.3~8.5 3.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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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ic Irradiation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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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Yield

결과 및 고찰
초음파에너지 조사 (초음파세기)

Contents Conditions

Time (min) 60 min

Mole ratio (mol) 7 mol

Catalyst (wt %) 1.5 wt %

• 초음파 조사 세기가 20%에서 50%로 증가함에 따라 FAME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조사세기 50% 이후 FAME 함량 86~87%대를 유지.

•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BD 수율이 점차 증가하여 조사세기 80 %에서 BD 수율 71 wt%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에 조사세기 80%가 생산공정에 적합.

Table 7. Conditions reaction

Fig. 13. Effect of Ultrasonic irradiation power on FAME content and BD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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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 FAME 함량이 최대 92.1 %로 바이오디젤 품질 규격 기준(FAME 함량 96.5 %)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

바이오디젤 품질평가 (일반적인 교반 공정, NaOH)

Fig. 12. Effect of oil / methanol mole ratio on the BD yieldFig. 11. Effect of oil / methanol mole ratio on the FAM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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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e ratio of methanol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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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초음파에너지 조사 (메탄올 몰수)

Contents Conditions

Ultrasonic Irradiation Power (%) 80 %

Time (min) 30 min

Catalyst (wt %) 1.5 wt %

• FAME 함량의 경우 3몰에서 88.8%, 7몰에서 87.4% 를 보이며 이후 86 %대를 유지.
• BD 수율의 경우 3몰에서 7몰까지 25 wt%포인트 증가 후 감소하였기에 오일 / 메탄올 몰비

1:7이 생산공정에 적합.

Table 9. Conditions reaction

Fig. 15. Effect of mole ratio oil / methanol on FAME content and BD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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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초음파에너지 조사 (조사시간)

Contents Conditions

Ultrasonic Irradiation Power (%) 80 %

Mole ratio (mol) 7 mol

Catalyst (wt %) 1.5 wt %

• 조사시간 10분에서 FAME 함량 91.76%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 점차 감소.
• BD 수율의 경우 30분에서 76 wt%대의 수율을 보였기에 반응시간 30분이 생산공정에 적합.

Table 8. Conditions reaction

Fig. 14. Effect of Ultrasonic irradiation time on FAME content and BD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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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바이오디젤의 물리화학적 특성

Table 11. Physical and chemical assessment of diesel and biodiesel

Specification Unit
Biodiesel

Quality Standard

Diesel

Quality Standard

Coffee Oil

Biodiesel

Sulfur content mg/kg < 10 < 10 8

Carbon residue wt% < 0.1 < 0.15 0.13

Calorific value MJ/kg - 45 39.58

Flash point ℃ 120 < 40 < 172

Ash content (m/m)% < 0.01 < 0.02 0.005

Water content (m/m)% < 0.05 < 0.02 0.015

Density 15℃, kg/m3 860 ~ 900 815 ~ 835 892.1

Kinematic viscosity 40℃, mm2/s 1.9 ∼ 5.0 1.9 ~ 5.5 5.273

Oxidation stability 110℃, h 6 < - 6.6

Cold flower plugging point(CFPP) ℃ < 0 < -18 -2

Cetanenumber - - 52 < 48

Content of Fatty Acid 

Methyl Ester
Volume% 96.5 < - 96.6

• 대부분의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였고, 잔류탄소분과 동점도의 경우 품질기준 미달.

■ 바이오디젤 기준 만족
■ 디젤 기준 만족
■ 두 기준 모두 만족

Catalyst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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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Yield

결과 및 고찰
초음파에너지 조사 (촉매량)

Contents Conditions

Ultrasonic Irradiation Power (%) 80 %

Time (min) 30 min

Mole ratio (mol) 7 mol

• 촉매량 1.25 wt%에서 FAME 함량 96.6 %, BD수율 74 wt%로 가장 높은 전환율을 보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

Table 10. Conditions reaction

Fig. 16. Effect of catalyst concentration on FAME content and BD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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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기존 공정(교반 및 열을 이용한 공정)에서 FAME 함량이 KOH촉매의 경우 최대 87.8%, NaOH의
경우 최대 92.1%로 바이오디젤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함.

• 초음파에너지를 조사한 에스테르화 반응에서 초음파 조사세기 80%, 촉매(KOH) 1.25 wt%, 오
일/메탄올 몰비 1:7, 반응시간 30분, 온도 55 ℃에서 FAME 함량 96.6%로 기존 공정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하여 바이오디젤 품질기준(FAME 함량 96.5%)에 만족.

• 초음파에너지를 조사한 BD 수율의 경우 74 wt%로 기존 공정에 비해 17.8 wt%포인트 증가.

• LAME 함량은 기존공정과 초음파에너지를 조사한 경우 2.7% ~ 3.2%로 나타남.

•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한 최적 조건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품질기준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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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커피박 오일의 에스테르화 반응에서 초음파에너지 조사의 효과 분석
김영수, 김준희, 강석호, 홍동혁*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A simulation  Model for Capacity Design of a Manufacturing Process for pellet developed 
from spent coffee grounds
Yeong Su Kim, Junhee Kim, Seokho Kang, Seungmin Woo, Donghyuck Hong*

Department of Bio Industrial Machinery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Corresponding Author : 홍동혁(bear0011@knu.ac.kr)

ABSTRACT
  산업화로 인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온실
가스 감축에 합의하고 각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오디젤이 석유 기반 경유 대체 수
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석연료 중 운송연료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식물성 기름
은 식자원과 경쟁하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생산에 더 많은 단가를 발생시킨다. 이 중 폐재료인 커피박은 기존 식물성 원재료 대신 품
질이 좋은 원재료다. 커피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유리 지방산이 많아 기름을 정화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바이오디젤로 가공
할 수 있다. 공정 시간, 비용 및 폐수 처리가 사용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박 오일의 에스테르화 문제를, 트
랜스에스터화를 통해 해결했다. 이는 조사 진폭, 초음파 시간, 촉매 및 메탄올의 사용량을 통해 수행되었다. 초음파를 이용한 에스
테르화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경우 기존 공정 대비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이 4.5% 포인트 상승해 만족했다. 초음파 조사 진폭
은 99.2㎛, 반응 시간은 30분, 메탄올에 대한 몰 레이트는 1:7, 촉매(KOH) 1.25wt%에서 96.6%로 나타났다. 초음파 조사의 에스테
르화 시 BD 수율은 74 wt%로 기존 공정보다 17.8 wt% 높았다. 초음파 조사에 의한 에스테르화의 최적 조건 하에서 생성된 바이
오디젤의 이화학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성질은 품질 기준을 만족했다.

Key Words : 바이오디젤, 에스테르화, 초음파에너지, 커피박, 트랜스에스테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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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서론

• 목재와달리소규모로수집해야하며,다량의수분으로인해제조공정단가가높음.

• 펠릿제조기계의공정분석을통해제조상의경제성연구가필요(Sang-Woon Yong et al., 2017).

• 새로운 제조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설비계획 절차에 따라 제품설계, 공정설계, 용량설계를

거쳐 레이아웃 설계로 이어지게 됨

• 용량설계는 공장에 설치할 기계의 적정 대수를 결정하고, 각 공정 사이의 제공품을

예측하여 저장장소의 적정 면적 및 설비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A. Watanapa and W.

Wiyaratn, 2018).

서론
연구배경

u 00..22%%의의커커피피를를추추출출하하기기위위해해버버려려지지는는9999..88%%의의커커피피박박,,늘늘어어나나는는비비용용

• 1잔의아메리카노에들어가는커피원두는약14g(약 0.2%),나머지99.8%찌꺼기는버려짐

• 2017년 약 13만톤의커피박이발생, 최근 5년간배출된커피박은 57만톤에달함(연평균약 11만

톤의커피박이발생), 이는경차(960㎏) 135,416대에해당할정도의엄청난무게로,매년커피소비

의증가로인해경제적·환경적비용또한급속도로증가(환경부2018)

•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환경부)에근거하면폐기물1톤당1,030천원의처리비용이발생.이

를커피박발생량으로계산했을시약1,339억원의처리비용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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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Fig. 1. Block diagram of coffee pellet system.

• K 사에서제공한도면을바탕으로공정을분석하였으며, 단위기계의용량을산정

연구목적

서론

u커피펠릿 제조 시설의 용량을 검증함과 동시에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

•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인 펠릿으로 제조하기 위한 공장 설비의용량별시뮬레이션분석.

• 분석된공정설비의요구단가및경제성분석을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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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Table 1. Cost of SCG Transportation

운송료

Classification (ton)
transportation 

cost (won)

waiting time

(h)

additional cost

(won)

Total Transportation Costs 

(won)

transportation cost per ton

(won/ton)

1 150,000 0 0 150,000 150,000

1.4 170,000 0.5 10,000 180,000 128,571

2.5 230,000 1.5 30,000 260,000 104,000

3.5 250,000 2.5 50,000 300,000 85,714

5 300,000 4 80,000 380,000 76,000

8 330,000 7 140,000 470,000 58,750

11 370,000 10 200,000 570,000 51,818

• 청주의커피음료제조사 L 사에서함수율 60%의커피박을수송료만지급하여원료를공급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Fig. 2. System simulation by Using Arena (V15.0) Fig. 3. Pellet molding machine capacity control

• 시뮬레이션모델링은ARENA V15.0(Rockwell Automation Inc., Pittsburgh, USA)을이용하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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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투자비용

Investment Amount (won)

Land purchase 135,900,000

Construction cost 133,200,000

Machine purchase 163,600,000

Electricity purchase 49,611,000

Utility 34,315,000

Total 516,626,000

Table 3. Capital investment for the model plant of SCG pellet system (Unit: won)

u투자비용은기계설비, 토목건축설비, 전기시설비, 대지구입비, 기타비용으로분석
• 기계설비비용은시뮬레이션을통하여선정한기계형식과용량을바탕
• 토목·건축비는일반적으로농산물보관창고와같은건축물과토목공사설계비산정기준을적용
• 수·변전공사비용과전기공사비용은한국전력공사에서고시한단가 86,000원/kW와 70,000원/㎡을적용
• 토지비용은전국의광역시를제외한기타비목지의표준공시지가 226,500원/㎡을기준

재료 및 방법

Machine and system Required power, kW Price, won

Pellet machine 56.5 69,000,000

Quantitative feeder

32

9,500,000

Raw material input hopper 9,500,000

hopper under conveyor 9,500,000

Sloping conveyor & interprocess hopper 11,000,000

cooling & cooling system 4,600,000

control panel 26,000,000

Tonback Hopper and Gate Meter 8,500,000

Separator 16,000,000

Total 88.5 163,600,000

Table 2. Cost of system and machine with their capacity

제조 공정별 용량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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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경제성 분석

• 개발된 커피박 펠릿 생산시스템의 모델 플랜트가 실제로 설치되어 운영한 후

이용비용에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

• 이를 위하여 이용형태별로 시스템의 투자비용과 이용비용으로 나누어 경제성

분석을 하였으며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산출

재료 및 방법
모델 플랜트 이용시 변동비용

VC: Variable cost (won/year)
H: Annual machine hours (hour/year)
L: hourly labor wage (won/hour)
E: cost of electricity (won/hour)

VC = H L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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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가동률 및 생산량 분석 (700 kg/h)

Process
Operating rate

(%)

Processing time

(min)

Total production capacity

(kg)

Raw material input hopper 100 600

3,240

Dryer 98 588

Quantitative feeder 81 486

Conditioner 97 582

Pellet molding machine 96 576

Cooler 66 396

Meter 44 264

Packing machine 65 390

Table 5. Machine operation rate and total output at 700 kg/h capacity of pellet molding 

결과 및 고찰
가동률 및 생산량 분석 (350 kg/h)

Process
Operating rate

(%)

Processing time

(min)

Total production capacity

(kg)

Raw material input hopper 100 600

1,650

Dryer 98 588

Quantitative feeder 81 486

Conditioner 96 576

Pellet molding machine 96 576

Cooler 33 198

Meter 21 126

Packing machine 33 198

Table 4. Machine operation rate and total output at 350 kg/h capacity of pellet mold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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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연간 이용비용

Item Amount

Fixed cost

Depreciation 6,778,629

Interest 8,180,000

Repair 16,118,330

Electric (contact) 49,611,000

Insurance 516,626

Sub total 81,204,585

Variable cost

Labor 24,292,800

Electric (used) 25,902,180

Cost of SCG 99,490,560

Sub total 149,685,540

Total cost (won) 230,890,125

Table 7. Operating cost for the 3.2 ton/day model plant system (Unit: won)

결과 및 고찰
가동률 및 생산량 분석 (1000 kg/h)

Table 6. Machine operation rate and total output at 700 kg/h capacity of pellet molding machine

Process
Operating rate

(%)

Processing time

(min)

Total production capacity 

(kg)

Raw material input hopper 100 600

4,650

Dryer 98 588

Quantitative feeder 81 486

Conditioner 96 576

Pellet molding machine 96 576

Cooler 94 564

Meter 63 378

Packing machine 93 558



김영수 / 커피 펠릿 제조공정 용량설계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199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결론

• 기계 용량별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된 여러 조건 중 펠릿 성형기 용량 1000

kg/h에서 가동률이 대체로 우수

• 펠릿 성형기 용량 1000 kg/h에서커피 펠릿 총생산량은 약 4.5 ton/day으로 분석됨

• 기계 활용도에 따른 펠릿 제작 용량을 비례하여 산출된 손익분기점은 51개월로

나타남(일 생산량 3.2 ton기준)

• 내구연한을 종합에서 기간이 가장 짧은 기계류의 내구연한이 8년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손익분기점이 4년 3개월인 것은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

결과 및 고찰
손익 분기점

Fig. 7. Break-even point for the 3.2 ton/day model

• SCG pellet 생산비용을분석한결과생산용량
별투자비용은같게나타남

• 초기투자비용은약 5.1억원
• 연간이용비용은내구연한을 20 ∼ 30년으로설
정하였을때 2.3억원

• 생산용량 3.2 ton/day의생산된커피펠릿의단
가를 500원/kg으로하였을때투자비용대비손
익분기점은약 51개월로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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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커피박 펠릿 제조공정 용량설계 시뮬레이션 모델
김영수, 김준희, 강석호, 우승민, 홍동혁*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A simulation  Model for Capacity Design of a Manufacturing Process for pellet developed 
from spent coffee grounds
Yeong Su Kim, Junhee Kim, Seokho Kang, Seungmin Woo, Donghyuck Hong*

Department of Bio Industrial Machinery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Corresponding Author : 홍동혁(bear0011@knu.ac.kr)

ABSTRACT
  커피를 목재와 같은 펠릿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목재와 달리 소규모로 수집해야 하며, 다량의 수분
으로 제조공정 단가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펠릿제조기계의 공정분석을 통해 제조상의 경제성 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제조 공
장을 신축하는 경우 설비계획 절차에 따라 제품설계, 공정설계, 용량설계를 거쳐 레이아웃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용량설계는 공
장에 설치할 기계의 적정 대수를 결정하고, 각 공정 사이의 제공품을 예측하여 저장장소의 적정 면적 및 설비 비용을 결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커피 펠릿 공정 설비를 거쳐 커피 추출 후 기계 가동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용량별 시뮬레이션을 하였
다. 기계 용량별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된 여러 조건 중 펠릿 성형기 용량 1000 kg/h에서 가동률이 대체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커
피 펠릿 총생산량은 약 4.5 ton/day으로 분석되었으며 후처리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에 80 ~ 90%로 제시된 조건 중 기계 활용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커피 음료 제조사에서 커피 제조 후 발생 되는 커피박을 공급을 받아 커피 펠릿이 제작되
는 과정을 분석하여 손익분기점을 산출하였다. 일 생산량 3.2 ton 기준에 따라 공정 설비에 따른 설비 비용, 커피박 공급을 위한 운
송 비용, 인건비 및 전기 비용과 그 외 기타비용에 제작된 펠릿 단가를 500원/kg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때 기계 활용도에 따른 펠릿 
제작 용량을 비례하여 산출된 손익분기점은 51개월로 나타났다. 내구연한을 종합에서 기간이 가장 짧은 기계류의 내구연한이 8년
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손익분기점이 4년 3개월인 것은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펠릿의 
생산량과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였으므로 공장의 실증 가동을 통해 분석내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Key Words : Capacity, Energy, Spent coffee ground, Pellet, Pla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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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 B ISO 12118-1, 농업용 위치인식 및 유도장치에 대한 시험 절차 —

제1부: 위성기반 위치인식장치의 동적 시험

3. ISO 18497, Agricultural machinery and tractors — Saf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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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콤바인 성능 및 안전성평가 시험방법 개발)으로 수행중인 과제임

Introduction

Material

methods

Conclusion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자동주행, 로봇, 스마트팜, 드론 등

첨단기술이 농업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종사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46.6 % 비율이다.

이런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있다.

그중 자동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농업기계는 2020년 이앙기를

시작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주행 농업기계에 필수요소인 정확도 정밀도를

시험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연구하였다.

위치인식장치(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RTK : 정확도 1 ㎝, 응답속도 5 Hz, 속도정확도 0.1 m/s

위치인식장치 신호보정용 지상국(GNSS Sensor)

- 위성신호 : GPS L1+L2, QZSS L1+L2, GLONASS G1+G2

시험경로(주행시험장) : 구배없이 평탄한, 위성신호 방해물이

없는 90미터 이상의 직진의 경로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자동주행 농업기계 생산업계와 협의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 자동주행 농업기계 검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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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 고령화 추이> <자동주행 이앙기>

시험조건

- 주행시험은 야외시험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수행한다.

- A-B라인 설정 또는 시험 주행 전에 수동으로 설정한다. 

- 비상시 정지를 위한 조작 이외에 시험 중 조작은 허용하지 않는다.

- 속도는 신청자가 제시한 값으로 한다.

직진경로 추종 시험

- 시험전 협의된 주행 경로와 속도 값을 설정한다.

- 정지상태에서 시작점을 출발하여 종료지점까지 자율주행모드로

이동하며 이동 시 공시기의 주행정보를 기록한다.

- 주행은 4번을 실시하며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오차 평균을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직진경로 추종 오차 평가 기준

- 직진 자율주행의 최대 주행 오차는 0.25 m 이하일 것

- 직진 자율주행의 평균 주행 오차는 0.20 m 이하일 것

- 직진 자율주행의 속도 오차는 제시값의 ±15 % 이내일 것

<위치오차 산출방법> <속도오차 산출방법>

여기서 E𝑎𝑎𝑎𝑎𝑎𝑎 : 자동주행 오차 평균

x,𝑦𝑦 : 자동주행 대상기대의 위성좌표

A,𝐵𝐵,𝐶𝐶 : A-B라인 각항 계수

n : 획득 위성좌표 개수

V𝑎𝑎𝑎𝑎𝑎𝑎 : 자동주행 오차 평균

𝑉𝑉 : 자동주행 속도 제시값

V𝑒𝑒 : A-B라인 각항 계수

: 두 지점사이의 시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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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자동주행 농업기계 시험방법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김은국, 백선욱, 임지섭, 김영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농업본부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sting Code and Standards for Agricultural Machinery 
Equipped with an Automatic Driving Device
Eun Kuk Kim, Baek Sun Wook, Ji-Seob Lim, Young-Tae Kim

Agri. Machinery Certification Team, Foundation of Agri. Tech. Commercialization & Transfer, Iksa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김영태(kyt75@efact.or.kr)

ABSTRACT
최근 4차 산업협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자동주행, 로봇, 스마트팜, 드론 등 첨단기술이 농업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
다. 우리나라 농업종사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46.6 % 비
율이다. 이런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자
동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농업기계는 2020년 이앙기를 시작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주행 농업기계의 직진 자율주행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및 시험방법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또한 직진경로 추종 오차 평가 기준은 자동주행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계획하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
하여 설정 하였다. 추가 연구를 통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에 각각 적용 가능한 개별 시험방법 및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향후 자동주행 농업기계의 국내 제조사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기준을 강화의 기반 연구이며 추가 연
구를 통해 장애물회피, 경로이탈시 경고, 위선신호 수신실패 시 비상정지 등 안전성 시험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Key Words : 자동주행 농업기계, 자동주행 트랙터, 자동주행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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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무인기 영상을 활용한 단년도 콩 생육 추정 모델 개발
김태양, 유찬석*, 강예성, 장시형, 박준우, 강경석

경상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Estimation of vegetation growth model for soybean using multi-spectral image acquired by 
Unmanned Aerial Vehicle
Tae-Yang Kim, Chan-Seok Rye, Ye-Seong Kang, Si-Hyoung Jang, Jun-Woo Park, Kyung-Suk Kang

 1Department of Bio-system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유찬석(ryucs@gnu.ac.kr)

ABSTRACT
본 연구는 원격탐사 플랫폼 중 하나인 회전익 무인기에 탑재된 다중분광 센서를 이용하여 콩의 생육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에 위치한 실험 포장(35°30'07.8"N 128°43'16.2"E)에서 회전익 무인기(Matrice 200 v2)에 다중분광 센서
(Altum)를 탑재하여 2020년 7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6차례 영상을 취득하였다. 취득된 각각의 다중분광 개별 영상은 하나
의 영상으로 방사보정과 기하보정인 전처리과정을 통하여 접합한 후(Pix4d mapper pro), 영상처리를 통해 배경을 분리하고 콩 캐
노피 영역의 반사값을 추출하였다. (ENVI 5.3) 추출된 반사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식생지수(NDVI, GNDVI, NDRE, RRVI, GRVI, 
RERIV)와 콩 생육 데이터(생체중, 건물중, 엽면적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생육 추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추정 모델은 
정확도(R2)와 정밀도(RMSE)로 평가하였다.(SPSS Statistics 24) 생체중 추정 모델 결과 생식생장기로 전환하면서 NDVI, GNDVI, 
NDRE 값이 포화되어 추정 모델의 정확도 및 정밀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단순비율로 계산된 식생지수에서 높은 정확도 및 정밀도
가 나타났다.  그중 NIR와 Green로 산출된 GRVI를 이용한 생체중 추정 모델의 정확도 및 정밀도는 각각 0.820, 212.51g/m²로 가
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건물중 추정 모델에서도 생체중 추정 모델과 동일하게 GRVI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0.832) 및 정밀도
(57.86g/m²)가 나타났다. 반면 엽면적 지수 추정 모델 결과에서 NIR와 Red edge로 산출된 NDRE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0.844) 및 
정밀도(0.32 m²/m²)가 나타났다. 콩 생육 시기별 생체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NIR와 Green으로 산출된 GRVI를 이용하였을 때 가
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 수확량 및 품질 추정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분광 스펙트럼, 식생지수, 생육추정모델, 콩,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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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s

Results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고급화, 다양화될수록, 색깔, 크기

등 외관품위 뿐만 아니라 당도와 산도 등 내부품질까지 규격화된

고품질의 농산물이 요구되고 있음

비파괴선별기술의 핵심은 분광기술로 광검출부(센서)와 광원부(광원, 

광량 등)구성 및 수집된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한 검량선(선별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음

→ 선별 과일의 크기, 피사체(과일)와 광원의 거리, 광검출부인 센서

위치 등 검출부 구성에 따라 정확도가 차이가 있음

(선별모델) 전처리(데이터가공)를 통한 외부 오차를 줄이는 방법 및

다양한 모델(PLS, MLR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모델개발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치 구성부(광검출부, 광원부 등)의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현재, 장치 구성부에 따른 선별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해 현재 설치된 선별시스템의

장비부 구성을 확인하여 선별 품질의 특성에 미치는 인자를 구명하고

차후 개발된 선별기에 적용 가능한 평가 방법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전국 비파괴선별시스템이 설치된 APC 및 영농조합의 사과, 배 선별기에

대해 장치 구성부의 구성 특성 및 검정 결과를 통해 인자 확인

- 사과 96개소 + 배 34 개소

※ `2017~2019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산물선별기 검정 결과

기존에 설치된 사과 및 배 선별기는 투과식 선별기가 대부분임

검출부 위치 따라 광원부와 과일(피사체) 간의 거리 및 광원의 세기가

달라지는 형태임

하지만, 이송장치(트레이, 캐리어, 컵방식)에 따라선 광원부와 과일

(피사체) 간의 거리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이송장치 별 검정 결과 당도의 경우 3가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중량의 경우는 처리속도가 가장 느린 프리트레이가 오차가 가장 적은것

으로 나타났음

당도의 경우는 이송장치와 처리속도에 따른 최적의 스펙트럼 데이터

계측을 통해 선별 모델을 개발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임

선별시스템의 장비부는 검출부의 위치 및 광원부와 과일(피사체) 간의

거리, 광원의 세기에 따라 선별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뿐만 아니라, 선별방식(당도 및 중량)과 처리속도도 선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추가적으로, 광원부, 검출부, 과일(피사체) 간의 거리 및 처리속도에 따른

선별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자동조절장치가 적용된 선별기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로 확인된 인자를

통해 평가방법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합계 프리트레이 과일컵 캐리어

130 75 45 10

Reference

검출부
Sensor

광원부

검출부
Sensor

광원부

광원부
검출부

Sensor

광원부 및 검출부 센서의 구성

검정결과(오차) 프리트레이 과일컵 캐리어

당도(Brix) 0.49 0.49 0.49

중량(%) 0.55 0.73 0.69

이송장치 별 검정 결과

A사 B사 C사

5~10cm 15~20 cm 16~18 cm

제조사별 광원부와 과일(피사체) 간의 거리

※ 광원의 세기는 100 W ~ 800 W로 다양함

Conclusion

김영태, 2009, 『VIS/NIR 투과 분광기술을 이용한 토마토 내부품질 및

신선도 비파괴 평가 시스템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계 연보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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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과일 측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자동조절장치가 적용된 선별시스템 평가방법 개발
김영태1, 안치국1*, 임지섭1, 모창연2

1농업기술실용화재단, 2강원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 for sorting system applied to automati controller for 
advance fruit measuring technology
Young-Tae Kim1, Chi-Kook Ahn1, Ji-Seob Lim1, Chang-Yeun Mo2

1The Foundation of Agri, Tech,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457, Pyeongdong-ro, Iksan-si, J eollabuk-do,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G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안치국(ahnck@efact.or.kr)

ABSTRACT
최근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될수록 색깔, 크기 등 외관 품위 뿐만 아니라 당도와 산도 등 내부 품질까지 
규격화된 고품질 농산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를 설치하고 비파괴선별시스템을 이용
하여 과일에 대한 선별을 시행하고 있다. 비파괴 선별기술의 핵심은 분광기술로 광검출부(센서)와 광원부(광원, 광량 등)구성 및 수
집된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한 검량선(선별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모델개발의 성능을 높이는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치 구성부(광검출부, 광원부 등)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장치 구성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선별기 개발 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해 현재 설치된 선별시스템의 장비부 구성을 확인하여 선별 품질의 특성에 미
치는 인자를 구명하고 차후 개발된 선별기에 적용 가능한 평가 방법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국 APC 및 영농조합에 설치된 사과(96개소), 배(34개소) 선별시스템을 대상으로 장치 구성부의 구성특성 및 검정결
과를 통해 선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였다. 설치된 비파괴 선별시스템은 이송방식 별 검정결과 프리트레이(75개소)의 경
우 당도 0.49 °Brix, 중량 0.55 %, 과일컵(45개소)은 당도 0.49 °Brix, 중량 0.73 %이였으며, 캐리어(10 개소)는 당도 0.49 °Brix, 중
량 0.69 %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설치 업체 중 70%이상을 차지한 3사의 광원부와 과일(피사체) 간의 거리는 A사 5~10 cm, B사 15~20 cm, C사 16~18 
cm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 검출부의 위치 및 광원부와 과일(피사체) 간의 거리, 광원에 세기에 따라 선별특성과 연관성이 있
다고 판단되며, 선별방식(당도 및 중량)과 처리속도 또한 선별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광원부, 검출
부, 과일(피사체) 간의 거리 및 처리속도에 따른 선별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자동조절장치가 적용된 선별기를 평가하기 위
해 본 연구로 확인된 인자를 통해 평가방법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Key Words : 비파괴선별시스템, 자동조절장치, 검정방법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2020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320031-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정밀농업과학기술
Precision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구두발표 세션3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Fall Conference
Copyright 2020 ©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arly detection of strawberry wilt disease (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 using hyperspectral imaging

진효정
Dept. of Horticulture Research, Gyeongnam ARES

2020 추계 학술대회

www.precisionag.or.kr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Early Detection of Strawberry Wilt Disease (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 Using Hyperspectral Imaging

Hyo Jeong Jin1*, Seok Han Yoon1, Uil Kim1, Yeon Hyeon Hwang1, Young Ho Jang2,Chan SeoK Ryu3
1Dept. of Horticulture Research, Gyeongnam ARES, Jinju, 52733, Korea

2Gyeongnam Agricultural Research & Extention Services, Jinju, 52733, Korea
3Dept. of Agro-System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Institut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JinJu

52828, Korea



220  2020 추계 학술대회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 Introduction

v초분광 카메라

- 가시광선 영역(400~700nm)과 근적외선영역(700~1000nm) 파장대의 수백개의

구역(밴드)로 나누어 물체에 복사되는 특정 파장을 감지

- 작물 수분 스트레스, 과수의 생육 상태 확인을 통한 수확량 및 수확 시기 예측, 

농작물의 질병 분석 등에 사용됨

* RGB 영상데이터는 가시광 역역의 3개 파장대만 존재하여 작물의 병해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광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ü 병해는 작물의 수수확확량량 및 품품질질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진단을 위해서

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적 방제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함

ü 작물의의 신신속속··비비파파괴괴적적인인 품질 계측 방법인 초분광 영상과 분분광광 특특성성을을 이이

용용한한 병병해해충충 진진단단 기기술술 개개발발이이 필필요요함함

\ Introduction

v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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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s and Methods

v 재재료료 및및 방방법법

- 시험장소 : 경남농업기술원 온실

- 시험품종 : 딸기 (설향) 

- 처리내용 : 시들음병 (1×106conidia/ml, 50ml/주), 무처리

- 영상 촬영 기간 : 2020. 5. 29. ~ 7. 3.

- 스펙트럼 범위 : 400-1000nm

- 스팩트럼 밴드 : 224 band

영영상상입입력력 광광 및및 암암전전류류 보보정정 관관심심영영역역 추추출출 <촬촬영영 광광경경>

\ Introduction

v 딸기 시들음병 (Fusarium oxyporum f. sp. fragariae)

ü 병원성 곰팡이 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에 의해 발생하는

토토양양 전전염염성성 병해

ü 뿌리가 갈변되며 신엽이 황록색이 되거나 짝엽을 형성하여 식물체의

고사를 일으킴

ü 고고온온 다다습습, 건건조조한 환경조건에서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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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v 연연구구 결결과과

-- 생생육육특특성성

조조사사일일 구구분분 초초장장 엽엽장장 엽엽폭폭 분분지지수수 엽엽수수

2020. 6. 2.
무처리 45.8b 15.6b 11.5a 2.6b 10.4c

처리구 46.7ab 16.3ab 12.0a 3.2ab 11.2c

2020. 6. 8.
무처리 46.6ab 16.7ab 11.7a 2.8ab 11.6c

처리구 47.8a 16.9a 12.2a 3.6a 12.3bc

2020. 6. 15.
무처리 46.9ab 16.7ab 11.7a 3.1ab 15.4ab

처리구 47.8a 16.9a 12.2a 3.6a 16.8a

2020. 6. 22.
무처리 46.9ab 16.9a 11.8a 3.5a 17.6a

처리구 47.8a 17.2a 12.3a 3.6a 16.8a

촬영기간 동안 초장, 엽장 등의 생육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음

-- 생생육육광광경경((22002200.. 66.. 2277..))

<<무무처처리리구구>> <<처처리리구구>>

\ Results
-- 촬촬영영기기간간 처처리리구구 생생육육광광경경

66월월 88일일 66월월 1155일일 66월월 2222일일 66월월 2277일일66월월 22일일

촬영 29일째에 육안으로 시들음병이 관찰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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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s

ü 처리구과 무처리구의 초분광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촬영 21일째 (시들음병이

육안으로 관찰되기 9일전) 732nm 이상의 비율값에서 파장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ü 본 연구를 통해 특정 파장의 초분광 영상이 딸기의 시들음병 반응에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ü 추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병징을 나타내는 병해에 대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처처리리간간의의 반반사사값값 변변화화((22002200.. 66.. 1199..))

WWaavveelleennggtthh

((nnmm))
771155  773322  774455  777733  880000  882288  885566  888811  990088  993399  997700  

TT--tteesstt 00..009977 00..004499 00..002255 00..002244 00..003344 00..003377 00..004488 00..003344 00..001144 00..002211 00..000066

\ Results

시들음병이 육안으로 나타나기 9일전부터 732nm 이상의 비율값에서
처리구와 무처리구 파장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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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추계 학술대회 225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초록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딸기 시들음병(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 조기 진단
진효정1*, 윤석한1, 김우일1, 황연현1, 장영호2, 유찬석3

1경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2경남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3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전공

Early Detection of Strawberry Wilt Disease (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 Using 
Hyperspectral Imaging
Hyo Jeong Jin1*, Seok Han Yoon1, Uil Kim1, Yeon Hyeon Hwang1, Young Ho Jang2,Chan SeoK Ryu3

1Dept. of Horticulture Research, Gyeongnam ARES, Jinju, 52733, Korea
2Gyeongnam Agricultural Research & Extention Services, Jinju, 52733, Korea
3Dept. of Agro-System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Institut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JinJu 52828,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진효정 T.055-254-1434  E-mail: gywjd0915@korea.kr

ABSTRACT
딸기 시들음병은 병원성 곰팡이 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 전염성 병해로 뿌리가 갈변되며 신
엽이 황록색이 되거나 짝엽을 형성하여 식물체의 고사를 일으킨다. 최근에는 딸기 시들음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
만 시들음병 진단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적 방제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물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 중 신속·비파괴적 품질 계측 방법인 초분광(400nm-1000nm) 영상기술을 이용하여 딸기 시들음병 반
응을 측정하고자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딸기 ‘설향’ 품종을 대상으로 육묘 후 정식시 뿌리에 상처를 준 후 시들음병 포자현탁액을 포트당 50ml씩 토양에 관주 
접종 처리를 하여 초분광 영상을 35일 동안 측정하였다.
시들음병 처리구과 무처리구의 초분광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촬영 21일째에 732nm 이상의 비율값에서 파장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시들음병이 육안으로 관찰되기 9일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정 파장의 초분광 영상이 딸기의 
시들음병 반응에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병징을 나타내는 병해에 대해 추가적인 실험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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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광지역 옥수수 공간정보 구축 및 재배면적 추출 프로그램
김현진, 김종전, 양정훈, 남선민

주식회사 공간정보

Development of corn cultivation area estimation program and 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using UAV-based sensing technology
Kim Hyun Jin, Kim Jong Jeon, Yang Jeong Hun, Nam Sun Min

Geospatial Infomation

Corresponding Author : 김현진(gpskorea@daum.net)

ABSTRACT
농업관측의 대부분을 표본조사, 재배의향조사,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추정하고 있어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기, 
분광복사계 등 고도의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비접촉방법을 통한 옥수수 재배지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관측사업의 수급
조절 효과 증대를 위한 광지역 밭작물 재배면적 추정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적 수급정책 및 합리적 영농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를 진행했다. 소규모 지역이 아닌 광지역(1개면 30㎢)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모색했고 그 결과 풋옥수수는 충청북도 괴
산군 감물면, 사일리지 옥수수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부사간척지 일원을 선정했다. 투입 장비는 소형 무인기인 고정익 SenseFly 
eBee Plus와 투입센서는 RGB센서-S.O.D.A, 다중분광센서-Sequoia를 장착했다. 촬영조건은 RGB 5cm/px, SQ 10cm/px로 촬영
하여 원시데이터 획득 및 영상제작, 촬영시기와 동일하게 생육조사 및 재배필지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를 DB구축하였다. 2019년
도부터 2020년도까지 각 지역을 1년에 3회씩 촬영했으며 총 비행횟수는 159회, 획득영상은 RGB-16,909매, SQ-227,606매를 획득
했다. 획득 자료는 QGIS기반 재배면적 산출식 도출을 위해 협동 연구기관인 충북대학교에 전달하였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 진행
단계중에 있으며 PC기반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구동을 목표로 광지역 촬영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를 업로드 하기위한 속도적인 측
면을 고려하여 성과 업로드 방안을 설계했으며 도색화, 시각화, 신속화 등 기존 QGIS 기능과 차별성을 두고 개발중에 있다. 지역별 
특성과 양질의 영상제작을 위한 광지역 옥수수 재배면적 무인기 운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촬영조건 및 영상 검수 방안을 제시했다.

Key Words : 원격탐사, 재배면적추출프로그램, 공간정보 구축, 주제도 연계, 촬영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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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3

스마트 팜 도입 시 문제점

설비하중증가!!!

• 기존온실에없던각종장비및센서들추가

• 각종장비유선연결로인한불편함발생, 크기증대

• 농촌인구감소및고령화심화,  경지면적감소

• 이러한농촌문제해결안으로스마트팜이주목

을받는중

Introduction

2

국내 농촌 경제 주요 변화

Source –국내외스마트농업
산업동향보고서

Source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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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5

IoT를이용한원격모니터링및제어시스템개발

• 원격제어를통해온실내타겟온도값추종성능확인

• 원격모니터링을통해온실상태확인

Objectives

Introduction

4

해결방안 - IoT

• 무선통신을통해센서와제어부간의유선부담을감소

• 인터넷통신을이용해원격모니터링및제어수행가능

IoT(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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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7

구동기 제원
구성 요소 사진 제원 구성 요소 사진 제원

외부

기상대

Vantage Pro2(Davis Instruments, U.S.A)

-외부 온도 측정 범위:-40~65℃

분해능: 0.1℃

정밀도: 0.5℃

-외부 습도 측정 범위: 0~100%

분해능:1%

정밀도: 3%RH

-일사량 측정 범위: 0~1800W/m2

분해능: 1W/m2

정밀도: 5%

측천창

개폐

모터

키퍼KOS4060(부성시스템, KR)

전압: DC24V

소비전력: 48W

허용전류: 2.5A

회전수: 4rpm

내부

환경

센서

SH-VT260(소하테크, KR)

-내부 온도 측정 범위: -25~85.0℃

정밀도: ±0.3%

응답시간: 5~30sec

-내부 습도 측정 범위: 0~99.9%RH

정밀도: ±2%RH

응답시간: 8sec

-CO2 측정 범위: 0~3000ppm

정밀도: Full Scale의 ±2%, 측정값의 ±3%

작동온도: -10~50℃

작동습도: 0~99.5%RH

메인

컨트롤

컴퓨터

보드

Jetson Nano(NVIDIA, US)

-CPU: Quad-core ARM A57 @1.43GHz

-Memory: 4GB 64-bit

-Power: 5V 3A/ 5W/ 10W

-Networking: Gigabit Ethernet

-GPIO: 40-pin GPIO header(무선 환경을

위해 추가로 USB 포트에블루투스 동글

제품 사용)

환기

팬

전압: AC220V

소비전력: 200W
센서노드

Raspberry pi(Raspberry pi, UK)

-CPU: Quad-core ARM A53 @1.4GHz

-Memory: 1GB 64-bit

-Power: 5V 3A

-Networking: Gigabit Ethernet, Wifi

-GPIO: 40-pin GPIO header

Materials and methods

6

Node-red

• Node-red: 사물인터넷와이어링을위한시각화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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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9

IoT 시스템

• 센서노드를통해각종센서데이터들을통합
• Cloud서버에데이터송신
• 무선으로연결된 PC나모바일로모니터링및제어수행

Cloud서버

Materials and methods

8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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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11

설계 제작 된 온실

Materials and methods

10

냉난방 제어기

• 냉방을 위한 환기 제어 온도 설정
• 타겟 온도 밴드: 23℃~26℃
• 천창: 22℃(닫힘)~25℃(열림), 측창: 23℃(닫힘)~26℃(열림)
• 환기 팬: 30℃<타겟온도 (On), 30℃>타겟온도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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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12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PC에서접속하여원격으로확인한온실상태(좌)
• 설치된카메라와모바일환경에서원격으로확인한온실(우)

온실원격모니터링시스템 GUI
원격모니터링카메라 모바일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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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사물인터넷 기반의 온실 환경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이윤홍1, 김학진1*, 조우재2

¹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2글로벌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ling system using Internet of Things for greenhouse 
environment
Yoon-Hong Yi1, Hak-Jin Kim1*, Woo-Jae Cho2

1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2Global Smart Farm Division for Educating Innovative Human Resources

Corresponding Author : 김학진(kimhj69@snu.ac.kr)

ABSTRACT
Creating the optimal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greenhouse is imperative to produce maximum crop yield. 
However, to obtain the desired environmental conditions, many sensors and actuators are required and most of the 
current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s are wired. It makes several drawbacks such as wiring heavy-duty, large upfront 
investment, inconvenient post-maintenance, an increase of system complexity, etc. The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can allow a huge number of sensors or actuators to be interconnected and controllable on the internet, 
thereby allowing more efficient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greenhouse environment. In this paper, a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ling system using IoT technology were suggested. The system can collect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inside the greenhouse and the temperature, humidity, solar radiation, direction of the wind, and wind speed 
outside the greenhouse from the sensor nodes. Then, the collected data would be transferred to the Cloud of the IBM 
Bluemix.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environmental control algorithm of the system would control the side windows 
and fans in the greenhouse to maintain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at the optimum levels. Furthermore, the system 
could allow growers to recognize the temporal variations in the greenhouse environments and control the actuators 
anywhere, anytime. The system can make it convenient to manag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greenhouse, 
thereby allowing effective crop production.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 Remote monitoring, Remote control, Greenhouse environm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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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두둑 감지 및 추종 시스템 개발 
윤창호1,2, 김학진1,2*, 전찬우1, 강민석1, 이원석3

¹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융합전공 글로벌 스마트팜전공, 3플로리다대학교 
농생물공학과 

Stereovision-Based Ridge-Furrow Detection and Tracking for Auto-Guided Seeding
Changho Yun1,2, Hak-Jin Kim1,2*, Chan-Woo Jeon1, Min-Suk Gang1, Won-Suk Lee3

1Department of Biosystems and Biomateroals Engineering, Bio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Global Smart Farm Convergence Major,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3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 USA

Corresponding Author : 김학진(kimhj69@snu.ac.kr)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얻은 3차원 정보를 이용하여 두둑의 높낮이 특성으로 두둑과 고랑을 구분하고 자율주행 트
랙터의 주행 기준선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두둑 추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환경에 적용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두둑 표면의 깊이 이미지가 밭의 거친 표면과 트랙터의 거동에 의해 나타나는 카메라와 지면의 상
대적인 변화값을 Contour 라인의 기울기 정보를 통해 예측하고, 이를 얻어진 깊이 데이터에 반영한다. 보정된 깊이 이미지는 
v-disparity 방법과 Otsu’s Thresholding을 통해 최종적으로 두둑과 고랑을 구분하고 각 Segmentation에 대한 두둑의 중앙값들
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주행 기준선을 추출한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두둑 환경에서 취득한 
영상 데이터를 토대로 이미지 검출률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둑 검출율 분석 결과 평균 94.2%의 정확도를 보였다. 자율주행 플랫폼
으로 개조된 승용 관리기에 스테레오 카메라를 장착하여 두둑 추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GPS-RTK를 통해 사람이 주행한 결과
에 개발된 두둑 추종 시스템의 추종 성능을 비교한 결과 4.05cm의 측위 오차 보였다.

Key Words : 스테레오 카메라, 자율주행, 두둑, 이미지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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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Lycopene 1.4배 Beta-carotene 2배 Quercetin 11배 Rutin 20배

흑토마토 블랙체인지 흑토마토 성분 분석표

연구배경및목적

흑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 항산화 물질 등의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높음

숙도가 진행될수록 영양성분 및 단맛이 증가 →  흑토마토의 품질을 결정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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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aterials and methods

공시재료

Ripeness Stage Definition

Stage 1
There is definite break of color from dark green to orange 

or brown on 10% or less of the tomato surface.

Stage 2
Brown or dark brown color shows on over 10% but not more 

than 50% of the tomato surface.

Stage 3
Dark brown or dark red color shows on over 50% but dark 

red color covers not more than 90% of the tomato surface.

Stage 4 Dark red color shows on over 90% of the tomato surface.

품종 : 블랙체인지

4단계의 숙도 단계로 분류

재배 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

총 340개 (1단계 40개, 2 ~ 4단계 각 100개) 본 연구의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 설정 기준

01 Introduction

USDA 토마토 컬러 차트 예시유통과정 중 흑토마토의 숙도 발달 예시

연구배경및목적

흑토마토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도 단계 분류 작업 필요

육안 관찰에 의한 분류 작업은 작업자에 따라 분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동화 기술 필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수확 후 흑토마토 숙도 단계를 정확하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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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aterials and methods

영상획득

조도 조건 : 2780lx, 1240lx, 570lx

해상도 : 4,912 × 3,264 pixels

촬영 방향 : 4면 (상, 하, 좌, 우)

총 4,080장의 영상 획득 (JPEG)

조도 분류 활동 조도 범위[lx]

G 최종 분류, 단순 검사 300 - 400 - 600

H 색상 등급 분류, 보통 검사 600 - 1,000 - 1,500

I 정밀 검사 1,500 - 2,000 - 3,000

* 출처 : KS 조도 기준 (KS A 3011)

Stage 1 : 0 ~ 10% Stage 2 : 10 ~ 50%

Stage 3 : 50 ~ 90% Stage 4 : 90 ~ 100%

숙도 단계별 흑토마토 촬영 영상

02 Materials and methods

영상수집용머신비전시스템구축

(b) Photo

숙도 단계별 흑토마토 영상 수집용 머신 비전 시스템

(a) 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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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aterials and methods

흑토마토숙도단계분류를위한딥러닝알고리즘

YOLO를 사용한 객체 탐지 YOLOv4 기반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 모델의 구조

실제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 작업 수행 시 한 영상에 여러 개체가 포함될 수 있음

흑토마토 개체의 위치와 숙도 단계를 함께 추정할 수 있는 최신 one-stage 방식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인 YOLOv4를 사용

02 Materials and methods

데이터셋구성및학습데이터라벨링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Ripeness Stage

Data Sets

Training Set Test Set Total

Stage 1 128 32 160

Stage 2 320 80 400

Stage 3 320 80 400

Stage 4 320 80 400

Total 1,088 272 1,360

각 조도 조건별(2780lx, 1240lx, 580lx) 학습 및 테스트용 데이터 구성

§ Training Set : 숙도 단계별로 임의의 영상 80% 선택

§ Test Set : 숙도 단계별로 임의의 영상 20%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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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esults and analysis

YOLOv4 기반흑토마토숙도단계분류모델의학습성능

YOLOv4 흑토마토 숙도 분류 모델의
Training Loss Curve

YOLOv4 기반 흑토마토 탐지 및 숙도 단계 분류 결과
(a) Stage 1, (b) Stage 2, (c) Stage 3, (d) Stage 4  

02 Materials and methods

YOLOv4 기반흑토마토숙도단계분류

Device Model

CPU Intel(R) Core(TM) i9-10900F @ 5.2GHz

RAM DDR4-2666 32GB

GPU NVIDIA GeForce(R) RTX 2070 Super(TM) @ 8GB

OS Ubuntu 18.04 LTS 64bit

딥러닝 서버 PC의 주요 하드웨어 환경 YOLOv4 숙도 단계 분류 모델의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

Input Size 608 × 608

Batch 64

Subdivisions 16

Learning Rate 0.0013

Classes 4

Training Step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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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esults and analysis

조도조건의영향분석

1

숙도 단계 분류 결과 예시 조도 조건별 학습 모델의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 성능

조도조건이일정한환경

Illumination Precision (%) Recall (%) F1 Score Accuracy (%)

2,780lx 100.00 100.00 100.00 100.00

1,240lx 100.00 100.00 100.00 100.00

570lx 99.69 99.69 99.69 99.63

Training Set : 각 조도 조건별 학습용 데이터셋(각 1,088장)

Test Set : 각 조도 조건별 테스트용 데이터셋(각 272장)

𝑭𝑭𝑭𝑭 𝑺𝑺𝑺𝑺𝑺𝑺𝑺𝑺𝑺𝑺 = 𝟐𝟐×
𝑷𝑷𝑺𝑺𝑺𝑺𝑺𝑺𝑷𝑷𝑷𝑷𝑷𝑷𝑺𝑺𝑷𝑷×𝑹𝑹𝑺𝑺𝑺𝑺𝑹𝑹𝑹𝑹𝑹𝑹
𝑷𝑷𝑺𝑺𝑺𝑺𝑺𝑺𝑷𝑷𝑷𝑷𝑷𝑷𝑺𝑺𝑷𝑷 + 𝑹𝑹𝑺𝑺𝑺𝑺𝑹𝑹𝑹𝑹𝑹𝑹

𝑹𝑹𝑺𝑺𝑺𝑺𝑹𝑹𝑹𝑹𝑹𝑹 =
𝑻𝑻𝑷𝑷

𝑻𝑻𝑷𝑷 + 𝑭𝑭𝑭𝑭

03 Results and analysis

흑토마토숙도단계분류성능평가

§ True Positive(TP) : 실제 Tru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 (정답)

§ False Positive(FP) : 실제 Fals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 (오답)

§ True Negative(TP) :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 (오답)

§ False Positive(TP) : 실제 Fals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 (정답)
Confusion matrix

𝑷𝑷𝑺𝑺𝑺𝑺𝑺𝑺𝑷𝑷𝑷𝑷𝑷𝑷𝑺𝑺𝑷𝑷 =
𝑻𝑻𝑷𝑷

𝑻𝑻𝑷𝑷 + 𝑭𝑭𝑷𝑷

𝑨𝑨𝑺𝑺𝑺𝑺𝑨𝑨𝑺𝑺𝑹𝑹𝑺𝑺𝑨𝑨 =
𝑻𝑻𝑷𝑷 + 𝑻𝑻𝑭𝑭

𝑻𝑻𝑷𝑷 + 𝑭𝑭𝑭𝑭 + 𝑭𝑭𝑷𝑷 + 𝑻𝑻𝑭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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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esults and analysis

조도조건의영향분석

3 2780lx, 1240lx, 570lx 조도조건의혼합데이터셋구성

Illumination

Data Sets

Training Set Test Set Total

2,780lx 1,088 272 1,360

1,240lx 1,088 272 1,360

570lx 1,088 272 1,360

Total 3,264 816 4,080

2780lx, 1240lx, 570lx 조도 조건 혼합 데이터셋 구성

Index Value (%)

Precision 100.00

Recall 100.00

F1 Score 100.00

Accuracy 100.00

숙도 단계 분류 성능

각 조도 조건별로 숙도 단계를 고려해 전체 데이터셋(4,080장)에서 임의의 80%를 학습용 데이터셋, 20%를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구성

03 Results and analysis

조도조건의영향분석

2 조도조건이변화하는환경

Training Set : 각 조도 조건별 학습용 데이터셋(각 1,088장)

Test Set : 다른 조도 조건의 테스트용 데이터셋(각 544장)

Training Set Test Set Precision (%) Recall (%) F1 Score (%) Accuracy (%)

2,780lx
(1088 images)

1,240lx (272 Images)

580lx (272 Images)
94.25 89.69 91.85 92.28

1,240lx
(1088 images)

2,780lx (272 Images)

580lx (272 Images)
94.83 92.89 93.84 93.57

570lx
(1088 images)

2,780lx (272 Images)

1,240lx (272 Images)
92.00 93.91 92.93 92.83

조도 조건별 학습 모델의 조도 변화 적응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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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esults and analysis

데이터학습량의영향분석

Training Step Precision (%) Recall (%) F1 Score Accuracy (%)

1,000 83.93 79.32 81.56 77.70

2,000 94.36 92.71 93.53 92.89

3,000 97.32 96.82 97.07 96.81

4,000 98.04 97.76 97.90 97.55

5,000 97.14 96.51 96.82 96.45

6,000 96.81 95.99 96.40 95.83

7,000 98.06 97.92 97.99 97.55

8,000 97.43 97.03 97.23 96.69

데이터 학습 횟수에 따른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 성능

0.777

0.9289

0.9681 0.9755
0.9645 0.9583

0.9755
0.9669

0.75

0.8

0.85

0.9

0.95

1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Ac
cu

ra
cy

Training Step

Training Set : 2780lx, 1240lx, 570lx 조도 조건 혼합 데이터셋의 Train Set의 50%(1,632장)

Test Set : 2780lx, 1240lx, 570lx 조도 조건 혼합 데이터셋의 전체 Test Set(816장)

03 Results and analysis

학습데이터셋크기의영향분석

Training Set Size Precision (%) Recall (%) F1 Score Accuracy (%)

408 images 92.48 89.48 90.96 89.83

816 Images 93.70 92.14 92.91 92.03

1,224 images 94.40 92.50 93.44 92.65

1,632 Images 97.43 97.03 97.23 96.69

2,040 images 99.90 99.74 99.82 99.88

2,448 Images 99.90 99.74 99.82 99.88

2,856 images 100.00 100.00 100.00 100.00

3,264 Images 100.00 100.00 100.00 100.00

Training Set : 2780lx, 1240lx, 580lx 혼합 데이터셋의 Train Set(3,264장)에서 조도 조건 및 숙도 단계를 고려해 영상을
임의로 선택하여 새로운 Train Set 구성

Test Set : 2780lx, 1240lx, 580lx 혼합 데이터셋의 전체 Test Set(816장)

학습 데이터셋 크기에 따른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 성능

0.8983

0.9203
0.9265

0.9669

0.9988 0.9988 1 1

0.85

0.9

0.95

1

408 816 1,224 1,632 2,040 2,448 2,856 3,264

Ac
cu

ra
cy

Training Se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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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onclusion and Future Work

1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수확 작업 중 조도 조건

이 변화하는 하우스 내에서 생육 중인 (소비
및 유통을 고려한) 적정 숙도 단계의 흑토마

토만을 선별 및 자동 수확하는 자동 수확 로

봇개발연구에적용가능할것으로예상됨

Future Work

2 이를위해고가의고화질 DSLR카메라대신
AI 분야에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해상도의
카메라를사용하여촬영영상해상도차이에

따른 숙도 단계 분류 성능 평가 및 분석에 대

한추가실험이필요함

04 Conclusion and Future Work

1 영상수집용머신비전시스템을통해흑토마토숙도단계분류딥러닝모델의효율적인학습및테스트를

위한대규모흑토마토영상데이터셋을수집하였음

결론

3 조도조건별숙도단계분류수행결과조도의세기와상관없이동일한조도조건에서는최대 100.00%의높

은분류정확도를나타내었으나, 다른조도조건에서는비교적낮은분류성능을나타냄

4 570lx ~ 2,780lx 사이의조도조건에서촬영한 1,632장이상의흑토마토영상데이터셋을 3,000번이상학습
한결과해당조도범위내에서조도조건의변화와상관없이 95.00% 이상의높은분류정확도를나타냄

2 빠른흑토마토개체탐지및숙도단계분류를위해최신 one-stage 객체탐지알고리즘인 YOLOv4을사용
하였으며, 조도조건, 학습데이터셋크기, 학습량에따른분류성능을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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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278  2020 추계 학술대회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초록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를 위한 딥러닝 기술기반 머신 비전 시스템
조양현, 최영수*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Machine Vision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Black Tomato Ripeness Stage using Deep Learning 
Technique
Yang-Hyun Cho, Young-Soo Choi*

Department of Rural & Biosystems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61186,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최영수 E-mail: y-choi@chonnam.ac.kr

ABSTRACT
흑토마토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 비타민,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기능성 고품질 토마토로 주목받고 있다. 숙도는 흑토
마토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서 정확한 분류를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패 과실을 최소
화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 수집용 머신 비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획득한 숙도 단계별 흑토마토 영상과 YOLOv4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습한 딥러닝 모델에 대하여 조도 조건, 학습 데이터셋 크
기, 학습량에 따른 숙도 단계 분류 성능을 평가 및 분석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4단계의 숙도 단계 설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블랙체
인지’ 품종 흑토마토 340개를 570lx, 1,240lx, 2,780lx 조도 조건에서 시료 1개당 상, 하, 좌, 우 4면을 촬영한 총 4,080장의 영상을 사
용하였다. 조도 조건의 영향 분석을 위해 각 조도 조건별 학습 모델에 대하여 동일한 조도 조건의 영상을 테스트한 결과 조도의 세
기와 상관없이 각각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각 조도 조건별 학습 모델에 대해 다른 조도 조건의 영상을 테스트한 
결과 비교적 낮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다. 조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숙도 단계 분류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각 조도 조건의 영상을 함께 혼합하여 학습한 결과 해당 조도 범위에서 조도 조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높은 정확도로 숙도 단계를 분
류하였다. 학습 데이터셋의 크기 및 학습량의 영향 분석 결과 조도 조건 혼합 학습 모델 기준 1,632장 이상의 영상을 3,000번 이상 
학습한 결과 95.00% 이상의 높은 숙도 단계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Key Words : 흑토마토, 숙도 단계 분류, 머신 비전, 딥러닝, YOLO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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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기계 정식용 식부장치가 식부공간에 미치는 영향
이덕현, 이준현, 김현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The Effect of the planted acreage Equipment on the Dietary Space in the Mechanical System
Deog-Hyun Lee, Jun Hyeon Lee, Hyeon Tae Kim*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mart Farm), Jinju 52828,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김현태(bioani@gnu.ac.kr) 

ABSTRACT
 현재 한국 농촌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
고 있다. 우리나라 논 농업기계의 기계화율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게 되어가고 있지만 밭 농업기계의 기계화율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50퍼센트 대의 기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종, 정식에 대한 기계화율은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 하는걸 볼 수 있
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파종. 정식기계의 개발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실험은 기계 정식용 식부장치가 식부공간 형상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기계 정식 대차를 이용하여 전방 식부장치를 탈착하여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원통
형, 볼록형, 오목형 전방 식부장치를 이용하여 식부공간 형상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식부공간 형상은 원통형 전방 식부장치를 사
용할 때 가장 우수하였고 원통형 전방 식부장치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실험을 실시하여 크기에 따라 식부율이 차이를 보였으니 크
게 우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물의 식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방 식부장치의 모양과 크기가 아닌 다
른 요소를 실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Key Words : 식부장치, 식부공간, 식부율, 기계 정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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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초분광 영상기반 봄감자 염해 사전 예측
박준우1, 유찬석1*, 강예성1, 장시형1, 강경석1, 김태양1, 전새롬2

¹경상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²주식회사 호티젠

Advance prediction for Spring Potato (Solanum tuberosum) under Salinity Stress using 
Decision Tree on Hyperspectral Imagery
Jun-Woo Park1, Chan-Seok Rye1, Ye-Seong Kang1, Si-Hyoung Jang1, Kyung-Suk Kang1, Tae-Yang Kim1, Sae-Rom Jun2

1Department of Bio-system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²Hortizen Co. Ltd, Jinju, Korea

Corresponding Author : 유찬석(ryucs@gnu.ac.kr)

ABSTRACT
국립식량과학원 유리온실에서 봄감자의 영양생장기 (VP), 괴경형성기 (RFP)와 괴경비대기 (RGP)에 매일 오전 10시에 정상관수, 
염관수 (염해) 및 미관수 (한해) 처리하였으며 약 2 시간 후인 정오에 영상을 취득하였다. 초분광 이미지는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5.5 nm로 취득하였으며, 다중분광센서 개발을 위해 FWHM을 10 nm, 25 nm와 50 nm로 각각 평준화하
였다. 광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평활화을 실시하였으며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각 생육단계별 유의한 파장대역을 선정하고 
분류정확도 중 Overall accuracy (OA)와 kappa coefficient (KC)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VP와 RGP는 FWHM 25nm에서 각각 
OA : 80.7 %, KC : 58.9 % 과 OA : 70.5 %, KC : 39.5 %로 선정되었으나 생장기에서 형성기로 넘어가는 RFP 에서 FWHM 10nm
의 분류 정확도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OA : 85.2 %, KC : 71.7 %) 생육단계별 최적의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사전예측을 실시
한 결과, VP에서는 7일차부터 KC : 58.9%인 10일차 분류정확도와 유사하게 산출되었으며 TFP는 5일차부터 KC : 71.7%인 10일
차 분류정확도 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하지만 TGP는 모든기간에서도 KC가 50% 미만으로 산출되어 사전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연구에는 생육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전예측 가능성을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ey Words : 분광 스펙트럼, 분류 정확도, 염해 스트레스, 봄감자,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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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화상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전염에 의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상병
예찰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u 본 연구는 회전익 드론에 A6300 RGB 카메라를 장착하여 취득한 영상으로 기존 U-net
이 아닌 개선된 Su-net을 통해 분석함

연구 목적

김현정1 강태환2 

충북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¹, 공주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²

u U-net 학습결과는 화상병 감염 과수 영상 가운데 64장이 화상병 감염으로 인식하였고,
16장은 비감염으로 인식하여 예측율은 80.0%로 나타남

u SU-net 학습결과는 화상병 감염 과수 영상 80장 중 70장이 화상병 감염으로 인식하였고,
10장은 비감염으로 인식하여 예측율은 87.5%로 나타남

u 화상병 분석 알고리즘 개선

u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2776)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사사

U-net 학습결과

U-net을 이용한 RGB 
영상 분석 알고리즘

SU-net을 이용한 RGB 
영상 분석 알고리즘

딥러닝 SU-net학습과정

예찰 통합 시스템
탑재 프로그램 개요

u 예찰 통합 시스템 탑재 프로그램 개요 및 사용방법

모델선택 메인화면

평가시작평가종료

①상단 메뉴는 화상병 학습
과 평가를 수행하는 항목과
화상병 학습 모델을 관리하
는 항목으로 구성됨
② 좌측메뉴는 다향한 학습
모델을 생성
③ 작업화면은 작업 설정
및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임

SU-net 학습결과

Confusion Matrix
Prediction

Total Prediction 
Ratio(%)Infection Noninfection

U-net
Infection 64 16 80 80.0

Noninfection 1 19 20 95.0

SU-net
Infection 70 10 80 87.5

Noninfection 1 19 20 95.0

기존 U-net과 SU-net 학습방법에 의한 화상병
모사가지 학습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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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et을 이용한 배 화상병 예찰 연구
김현정1, 강태환*2

¹충북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2공주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Study on Fire Blight Forecasting Using Separable SU-net
H.J. Kim¹, T.H. Kang*2

1Dept. of Biosystems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2Major in Bio-Industry Mechanical Engineering, Kong ju National University, Yesan, Korea 

Corresponding Author : 강태환(lamokth@kongju.ac.kr)

ABSTRACT
화상병(火傷病, Fire blight)은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생기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병원균인 Erwinia amylovora에 의해 
발생하고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에서 최초로 화상병이 발생하였다. 또한, 2020년 현재까지 새로운 지역
으로 전염되고 있으며 강한 전염성으로 인하여 감염시 2일 이내에 확진여부가 판정되고, 판정 직후 발병된 과수를 중심으로 100 m 
반경의 과수를 매몰하기 때문에 화상병 발병과수의 충분한 영상취득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전염에 의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상병 예찰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화상병 발병 과수에서 
회전익 드론에 A6300 RGB 카메라를 장착하여 고도 10~12m 상공에서 영상을 취득하였다. 취득된 영상의 공간분해능은 6,000 
pixel × 4,000 pixel 이었다. 화상병 검출을 위한 SU-net 구조는 Image input layer, Convolution layer, Batch normal layer, 
ReLU layer, Max Pooling Layer, Transpose Convolution layer 및 Sigmoid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화상병 영상 검출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Batch normal layer를 적용하였고, depthwize_conv 결과에 pointwise filter(가중치, 스칼라)를 곱한 
후 (1x1 convolution) 다른 필터의 연산 결과와 Sum하는 방법으로 사과 화상병 영상을 분석하였다. 기존 U-net 학습결과는 화상
병 감염 과수 영상 가운데 64장이 화상병 감염으로 인식하였고, 16장은 비감염으로 인식하여 예측율은 80.0%로 나타났다. SU-net 
학습결과는 화상병 감염 과수 영상 80장 중 70장이 화상병 감염으로 인식하였고, 10장은 비감염으로 인식하여 예측율은 87.5%로 
나타났다. 비감염과수 영상 20장의 테스트 결과 19장이 비감염으로 인식하였고, 1장은 감염으로 인식되어 예측율이 95.0%로 나타
났으며 개선된 SU-net 학습 알고리즘이 기존의 U-net 학습 알고리즘보다 화상병 예측이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능이 향상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화상병 예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화상병, 회전익 드론, 예찰, 기계학습,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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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서론

대기오염물질배출원분류체계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CO, NOx, SOx, TSP, PM, VOC, NH3)을 산정하고 있음

• 전체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RV, 이륜차)과 비도로 이동오염원(철도, 선박,

항공, 농업기계, 건설기계)은 각각 약 16%,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출량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기계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선박, 건설기계에 이어 약 4.7%의 배출량 현황을 나타냄

[ `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대∙중분류 (출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연구배경 서론

배기가스규제현황

• 건설 ∙ 농업기계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 유럽 등의 배출 허용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년 현재 미국은 Tier4 Final, 유럽은 Stage V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은 `15년부터 건설 ∙ 농업기계에 대해서 미국의 Tier 4 Final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세계 디젤 엔진 배기가스 규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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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서론

배기가스배출량관련연구동향

Han et al.
(2012)

• Emission Regulations and Technology Trends on Off-highway Vehicles / Equipments

• 비도로용 상용차량 및 장비의 배기규제에 따른 세계 및 국내 주요 국내 건설기계 업체의 대응 기술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엔진의
연소기술 강화, 후처리장치 성능 개선과 같은 대응 기술 등을 비교하였음

Lee
(2010)

• Study on Methodology of Emission Factors Development for Vehicles based on On-Road
Measurements

•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다양한 교통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산정하였으며, 도로상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 측정 결과를 현행 배출계수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여 현행 배출계수가 실제 도로상의 자동차 배출량 예측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Kim et al 
(2014)

Lee and Lee
(2016)

• Estimation of Ship Emissions and Environmental Costs : focusing on Port of Busan

• 선박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조치와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대형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가스 배출량과 연간 환경비용을
계산하였음

연구필요성 서론

국가고유배출계수개발

• 배출원분류는유럽 배출원분류체계인 기반으로국내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중이며 국내 배출량 통계는 배출량 산정 시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유럽 나 미국 에서

개발한배출계수를일부적용하고있음

• 현재국내농업기계의배기가스배출통계는 에서제공하는방법론에의존하여산정되고있음

SNAPP97 배출원분류 우리나라배출원분류

코드 대분류명 코드 대분류명

01 Combustion in energy and transformation industries 01 에너지산업연소

02 Non-industrial combustion plants 02 비산업연소

03 Combus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03 제조업연소

04 Production process 04 생산공정

05 Extraction and distribution of fossil fuels and geothermal energy 05 에너지수송및저장

06 Solvent and other product use 06 에너지수송및저장

07 Road transport 07 유기용제사용

08 Other mobile sources and machinery 08 도로이동오염원

09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09 비도로이동오염원

10 Agriculture 10 농업

11 Other sources and sinks 11 기타면오염원

12 비산먼지

13 생물성연소

[ SNAP 배출원 분류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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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및방법
계측용트랙터

필드테스트

배기가스배출량계산식

추계학술대회 농작업에따른 78 kW급농업용트랙터배기가스배출량분석

연구목표 서론

최종목표 농작업에따른 급농업용트랙터배기가스배출량분석

배기가스(SOx, NH3) 배출량 분석

농작업 시 연료 소모량을 이용한 배기가스 배출량 산출

농업용 트랙터 부하 계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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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이용한엔진부하및연료소모량데이터측정

[ 트랙터 부하 모니터링 시스템 ]

재료및방법부하 모니터링시스템

계측용트랙터

트랙터제원

• 본 연구에서는 78 kW급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농작업에 따른 부하 및 연료 소모량을 계측하였음

Item Specification

Length  × Width × Height (mm) 4,225 × 2,140 × 2,830

Weight (kg) 3,985

Engine Rated power (kW) 78 @2,300 rpm

Transmission
Type Manual

Forward / Reverse 32 / 32

Tire
Front 13.6-24 8PR

Rear 18.4-34 10PR

재료및방법

[ TYM, S07,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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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peration Gear setting PTO speed Engine speed

Plow tillage
M3 Low (7.09 km/h)

-

2,500 rpm
M2 High (6.01 km/h)

Rotary tillage
L3 High (2.83 km/h)

PTO 1
(540 rpm)

L3 Low (2.38 km/h)

작업조건및시험방법

재료및방법

• 필드 테스트는 각각 작업 단수 2개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엔진 회전속도는 2,500 rpm(Full throttle)에서

수행하였음

• 작업 패턴은 C-type으로 전진→선회→전진의 순서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회전 시 작업기를 상승시키고 전진 시 다시

작업기를 하강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음

필드 테스트

30 m

10
0 

m

Working

Turning & moving

[ 필드 테스트 주행 방법 ][ 필드 테스트 작업 조건 ]

필드테스트

포장시험지및작업기

• 전라북도 부안군 죽림길 52-29에 위치한 논에서 수행하였으며, 필드 크기는 100 m × 400 m의 동일한 필드에서

수행하였음

• 필드 테스트는 대표적인 경운 작업인 쟁기 및 로타리 작업을 수행하였음(농업기계연감, 2019)

• 트랙터 구동은 견인력이 높은 4륜 구동 모드로 실시하였으며, 시험은 작업 경심을 17 cm로 설정하였으며, 작업 부하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음

재료및방법

[ 작업기 제원 ][ 필드 테스트 작업 사진 ]

Item Plow Rotary

Company Woongin Co. Ltd. Celli Co., Ltd.

Model WJSP-8 E260

Length × Width × Heigh
(mm)

2,800 × 2,150 × 1,250 860 × 2,760 × 700

Weight (kg) 79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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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및고찰
엔진토크및연료소모량

배기가스배출량

및통계분석

추계학술대회 농작업에따른 78 kW급농업용트랙터배기가스배출량분석

배기가스배출량이론

재료및방법

• 배기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해 농작업 시 계측된 연료 소모량을 이용하였음

• SOx 배출량 계산식에서 경유 비중은 0.825 kg/m3을 이용하였으며, 연료 중 황함량은 0.1%, 황함량을 황산화물로

전환하기 위한 계수는 0.02로 계산하였음(NIER, 2013)

• NH3 배출량에 대한 계산을 위해 US EPA에서 제시한 트랙터 계수 0.11 값을 이용하였음(U.S. EPA, 1994)

배기가스배출량계산식

[ NH3 배출량 계산식 ]

𝐸𝐸𝑆𝑆𝑆𝑆𝑆 = 𝐹𝐹𝐹𝐹 × 𝑆𝑆𝑆𝑆 × 𝑆𝑆𝐹𝐹 × 𝐹𝐹𝐹𝐹 (1)

Where, 𝐸𝐸𝑆𝑆𝑆𝑆𝑆𝑆 = emission of SOx (g/h)

𝐹𝐹𝐹𝐹 = Fuel consumption (L/h)

𝑆𝑆𝑆𝑆 = Fuel specific gravity (kg/m3)

𝑆𝑆𝐹𝐹 = Sulphur content in fuel (%)

𝐹𝐹𝐹𝐹 = Conversion factor from sulfur content into sulfur oxide

Where, 𝐸𝐸𝑁𝑁𝑁𝑁3 = Emission of NH3 (g/h)

𝐸𝐸𝐹𝐹 = US EPA factor (kg/kL)

𝐸𝐸𝑁𝑁𝑁𝑁3 = 𝐹𝐹𝐹𝐹 × 𝐸𝐸𝐹𝐹 (2)

[ SOx 배출량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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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배출량

• 배기가스 배출량은 M3 Low > M2 High > L3 High > L3 Low 순으로 나타남

• SOx 및 NH3 배출량은 쟁기 작업에서 로타리 작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료 소모량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량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결과 및고찰결과 데이터

Plow

Plow

Rotary

Rotary

엔진토크및연료소모량

결과및고찰

• 엔진 토크 및 연료 소모량은 비슷한 개형으로 나타났으며, 로타리 작업은 쟁기 작업보다 큰 변동 하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엔진 토크 및 연료 소모량은 모두 쟁기 작업에서 로타리 작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 속도가 빠를수록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이는

엔진 토크가 높게 발생할수록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과 데이터

Plow

Plow

Rotary

Ro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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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쟁기 작업에서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모두 M2 High 단에서 M3 Low 단보다 분포 경향에 넓게 나타났으며, 두 작업 단수에서 모두

배기가스 배출량은 각각의 평균값 이하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로타리 작업의 경우, 배기가스 배출량은 모두 L3 High

단에서 L3 Low 단보다 분포 경향이 넓게 나타났으며, L3 High 단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은 평균값 이하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으며,

L3 Low 단은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SOx와 NH3 배출량은 로타리 작업에서 쟁기 작업 보다 더 분산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로타리 작업에서 쟁기 작업보다 더 큰 변동

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연료 소모량 값의 변동 폭도 넓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결과 데이터 결과및고찰

통계분석

• 엔진 토크와 배기가스 배출량은 모두 작업 속도가 빠를수록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이는 엔진 토크가 높게 발생할수록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면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t-test 분석 결과, 농작업 및 단수별 엔진 토크, 연료 소모량, 배기가스 배출량은 유의 수준 p<0.0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음

결과 데이터

Gear stage
Engine torque

(Nm)

Fuel consumption

(L/h)

Emission (g/h)

SOx NH3

M3 Low 244.7±134.7*a 15.3±8.2a 0.252±0.136a 1.686±0.907a

M2 High 211.1±110.0b 14.5±7.6b 0.240±0.127b 1.601±0.846b

L3 High 185.6±102.1c 13.1±7.0c 0.217±0.115c 1.448±0.771c

L3 Low 161.3±67.7d 12.1±4.6d 0.200±0.077d 1.333±0.514d

*Average ± standard deviation

a, b: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결과및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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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추계학술대회 농작업에따른 78 kW급농업용트랙터배기가스배출량분석

엔진토크에따른배기가스배출량상관관계분석

• 쟁기 작업 시, M3 Low 단은 M2 High 단 보다 엔진 토크가 15.9% 높게 나타났으며, SOx 및 NH3 배출량은 각각 5.0%, 5.3% 높게 나타남

• 로타리 작업의 경우 L3 High 단은 L3 Low 단보다 엔진 토크가 7.5% 높게 나타났으며, SOx 및 NH3 배출량은 각각 4.9%, 5.0%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쟁기 작업에서의 작업 단수 간 엔진 토크 차이는 약 15%로 로타리 작업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배기가스 배출량의 차이는 약 5%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남

결과 데이터 결과및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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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비를이용한필드테스트

• 향후 연구에서는 Horiba 社 이동형 배기가스 계측 장비(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PEMS)을 부착하여 CO, CO2, Nox, CH4,

PM 등 보다 많은 배기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 트랙터 웨이트에 PEMS 장비 결합을 위해 지그를 제작하고 부착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필드 테스트를 통해 계측을 실시할 예정임

향후 연구

사사
•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509802202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결론

주요결과

• 본 연구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농업기계의 배출 계수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대표적인 농업기계인 트랙터를

대상으로 쟁기 및 로타리 작업을 실시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고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78 kW급 농업용 트랙터에 실시간 부하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료 소모량을

측정하였음

2. 배기가스 배출량 산출식을 이용하여 계측한 연료 소모량을 배기가스(SOx, NH3)로 계산하였음

3. 필드 테스트 결과, 엔진 토크와 연료 소모량은 유사한 개형으로 나타났으며, 작업 속도가 빠를수록 연료

소모량이 높게 나타남. 이는 작업 속도가 빠를수록 높은 작업 부하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엔진에서 보다 높은

토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4. 또한, 엔진 토크는 쟁기 작업에서 로타리 작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 속도가 빠를수록 높게 나타남. SOx

및 NH3 배출량은 연료 소모량이 증가함에 따라 쟁기 작업에서 로타리 작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로타리

작업에서 쟁기 작업 보다 더 분산된 경향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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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농작업에 따른 78 kW급 농업용 트랙터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한 연구
백승민1, 문석표2, 김용주1,2,*

¹충남대학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2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A study on emissions for 78 kW class agricultural tractor according to agricultural operations
Seung Min Baek1, Seok Pyo Moon2, Yong Joo Kim1,2,*

¹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e System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2Department of Biosystems Machine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김용주(babina@cn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missions of SOx and NH3 for a 78 kW class agricultural 
tractor during agricultural operations.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was constructed for measuring the load data. The 
field test was conducted during plow and rotary tillage. The working conditions were selected with the transmission 
gears in M3 Low and M2 High for the plow tillage and L3 High and L3 Low for the rotary tillage. The engine torque and 
fuel consumption were measured using communication, and the emissions of SOx and NH3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fuel consumption. As a result of the field tests, the engine torque was higher for the plow tillage than for the rotary 
tillage. As the gear stage was increased, the engine torque became higher. The emissions of SOx and NH3 were higher 
for the plow tillage than for the rotary tillage because the fuel consumption increased. Moreover, the emissions of SOx 
and NH3 tended to be more distributed for the rotary tillage than for the plow tillage. To develop an emission factor for 
agricultural machinery, it is important to measure reliable emission data during agricultural operations. In a future 
study, we will collect various emission data using a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PEMS) during agricultural 
operations

Key Words : agricultural tractor, engine, emission, SOx,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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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쟁기 작업시 다목적 농작업 기계 변속기 강도 분석
문석표1, 백승민2, 김용주1,2,*

¹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충남대학교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Strength analysis of multi-purpose agricultural implement machinery according to plow 
operation
Seok Pyo Moon1, Seung Min Baek2, Yong Joo Kim1,2,*

1Department of Biosystem Machinery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2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e System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김용주(babina@cnu.ac.kr)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 농작업기계 변속기의 최적설계를 위해 농작업시 변속기 기어쌍의 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목적 농작
업 기계는 95 kW급으로 강도 분석을 위해 쟁기 작업시 엔진 부하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엔진 부하는 CAN 통신을 통해 계측되었
다. 쟁기 작업은 농작물 생산을 위한 전주기 과정 중 가장 높은 작업 부하가 발생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약 25%의 작업시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쟁기 작업 단수는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도인 
5-7 km/h를 기준으로 약 5.89 km/h인 저속 4단으로 선정하였다. 쟁기 작업을 통해 계측된 엔진 부하 데이터는 누적 손상법 계산 
방법을 통해 하나의 부하 조건인 등가 부하로 계산되었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강도 분석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발되었
으며, 다목적 농작업기계의 부변속부와 후차축부에 대해 개발되었다. 변속기 기어쌍 강도분석은 ISO 기준을 통해 응력 계산과 안
전율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엔진 부하 계측 및 등가 부하 계산 결과 엔진 토크 및 회전속도는 각각 197.0 Nm, 2,092.2 rpm으로 계
산되었다. 등가 토크와 회전속도는 주변속부 기어비를 계산해 333.9 Nm, 1,234.4 rpm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입력되었다. 강도 
분석 결과 부변속부의 굽힘 안전율과 접촉 안전율은 0.99-5.14, 0.65-0.94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후차축부의 굽힘 안전율과 접촉 안
전율은 0.85-1.77, 0.28-1.31의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목적 농작업기계 변속기 최적설계에 활용 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다목적 농작업기계, 쟁기 작업, 등가 부하,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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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67 kW 급 트랙터의 간척지 작업 시 견인 성능에 관한 연구
이남규1, 김남혁2, 김용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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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raction Performance of 67 kW Class Tractor in Reclaim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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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e Systems,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김용주(babina@cnu.ac.kr)

ABSTRACT
트랙터의 견인 성능은 토양조건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간척지 토양은 점토 내 공극이 작고 배수 상태가 불량하므로 습지인 경
우가 대다수이다. 간척지와 같이 토양 수분이 높은 토양에서는 트랙터 농작업 시 침하 및 슬립이 크게 발생하여 견인 성능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간척지에서 농작업 시 트랙터의 견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어 조건에 따라 간척지에서 쟁기 경운 
작업 시 트랙터의 견인 성능을 분석하였다. 농작업 시 부하를 계측하기 위해 근접 센서, 차축 토크 미터, 육분력계, GPS 및 DAQ를 
이용하여 부하 계측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필드시험은 김제 새만금 간척지에서 수행했으며, 작업 단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이
랑 쟁기 작업 시 자주 사용하는 단수인 B3 (7.06 km/h)로 선정하였다. 트랙터의 견인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슬립률, 견인 동력, 차
축 동력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견인 효율을 분석하였다. 슬립률 분석 결과, 기존 트랙터는 작업 구간에서 약 20~45%로 나타났으
며, 간척지 트랙터에서는 약 15~20%로 나타나 기존 트랙터는 작업 성능이 간척지 트랙터에 비해 낮았다. 견인 동력은 기존 트랙터
에 비해 간척지 트랙터에서 동일한 엔진 사용대비 약 10~15 hp 더 크게 출력이 발생하였다. 견인 효율은 기존 트랙터에서 평균 약 
66.6%로 나타났으며, 간척지 트랙터에서는 평균 약 72.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척지 트랙터는 기존 트랙터 대비 견인 효율이 약 
6.2% 증가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간척지 환경에 적합한 트랙터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간척지, 견인 성능, 트랙터, 견인 효율, 쟁기 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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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시장 1. 서론

국내 콤바인 시장 동향

[국내 콤바인 시장 동향]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2018년까지 약 74,700대가

보급되었음.

• 3조 이하 및 4조 콤바인의 국내 보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5조 이상의 콤바인은 2012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연도 3조이하 4조 5조이상

2014 16,549 41,442 17,979

2015 16,047 41,744 21,170

2016 15,204 39,905 22,240

2017 14,274 38,971 23,767

2018 13,313 37,244 24,143

출처 : 농업기계연감 (2019)

콤바인 1. 서론

콤바인

[자탈형 콤바인]

• 작물을 지면으로부터 예취해 정열과 반송을 하고 이삭 부분만을 탈곡 장치로 투입하여 탈곡을 수행하는

형식의 자주식 콤바인을 말함.

• 벼의 특성에 맞게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며, 작물의 이삭부분만 탈곡부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소요 동력이

적고 선별능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자탈형콤바인 > < 보통형콤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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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1. 서론

연구 목표

[시뮬레이터 연구 목표]

• 탈곡통 회전속도에 따른 3번 반복 시험 실시 – 탈곡된 곡립 및 미탈립된 곡립을 이용한 탈곡 효율 측정

• 탈곡통 회전속도별 결과 고찰 및 원인 파악

• 탈곡 효율 결과에 따른 결과 분석 및 향후 탈곡통 길이 및 급치 배열 등 구조적인 설계 인자에 활용할 계획

선행연구 1. 서론

콤바인 연구 동향

[콤바인 연구 동향]

• 최근 5조 이상 콤바인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탈곡 장치의 설계요인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탈곡효율을 기반으로 탈곡성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저자 연구내용

Seo (2006)

• 공급률 및 탈곡통 길이 증대에 따른 탈곡성능 및 탈곡효율 분석

• 분석된 결과를 설계인자로 활용하여 최적의 탈곡통 속도 및 피드체인 속도 구

명

Cho et al (2010)

• 탈곡 능률을 유지하면서 탈곡 급치에 의한 콩의 충격력을 완화시켜 콩의 탈곡

손상을 줄일수 있는 탈곡기 개발

• 탈곡통 및 탈곡 급치의 형태, 급치 배열 등 기존 탈곡기를 고려하여 설계 및 시

험 실시



이준호 / 탈곡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탈곡 성능 평가 343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탈곡부 시뮬레이터 2. 재료 및 방법

탈곡부 시뮬레이터 제원

[탈곡부 시뮬레이터]

•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탈곡부 시뮬레이터는 6조 콤바인(DXM110G, Daedong Industrial company, Korea)의

탈곡부를 벤치마킹하여 제작되었으며 기존 피드체인(1.3 m/s) 및 탈곡통 회전속도(507 rpm)를 고려하여

제작되었음.

• 피드체인 및 탈곡통 회전속도 조절에 따른 시험이 가능하며 향후 탈곡부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피드체인 속도는 1.3 m/s, 탈곡통 회전속도를 450, 500, 550 rpm으로 선정하여 탈곡효율을

측정하였음.  

< 탈곡부시뮬레이터 >

02.

재료 및 방법

2020 추계 정밀농업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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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량

벼 샘플 수분함량

[벼 샘플 수분함량 측정]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벼 샘플에 대한 수분함량을 측정을 실시함.

• 수분함량 측정 방법으로 오븐법을 사용하였으며, 10g 4개 샘플에 대해 135℃에서 24시간 건조 실시함.

• 수분함량 측정 결과 샘플 순서대로 각각 25.1%, 22.2%, 25.1%, 26.6%를 나타내었음.

< 시료샘플제작 > < 오븐을이용한건조>

2. 재료 및 방법

시험 샘플

시험 샘플 제작

[벼 시험 샘플]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벼 시험 샘플은 6조 콤바인의 폭 (1.8m)와 공급속도(1.9m/s)를 고려한 공급유량을

계산하여 제작되었으며, 제작 전 무게 측정을 실시함.

• 균일한 곡물 투입을 위하여 일정한 폭으로 시험 샘플을 제작함.

< 벼채취 > < 벼시험샘플제작>

2. 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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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결과 및 고찰

2020 추계 정밀농업학회 학술대회

탈곡 효율 측정

[중량차를 이용한 탈곡 효율 측정]

• 탈곡부 시뮬레이터의 탈곡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탈곡 전〮후 무게를 측정함

• 샘플의 무게, 탈곡된 곡립 및 미탈곡된 곡립의 무게를 측정하여 곡립에 대한 탈곡 효율을 측정함

탈곡 효율 측정

< 탈곡시험 > < 탈곡된곡립> < 미탈곡된곡립>

2. 재료 및 방법



346  2020 추계 학술대회

Korean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 2020 Conference

탈곡부 시뮬레이터 시험 결과 3. 결과 및 고찰

탈곡부 탈곡 효율 분석 결과

[탈곡통 회전속도에 따른 탈곡 효율 측정]

• 기존 탈곡통 회전속도보다 낮은 450 rpm에서는 90%이하의 낮은 성능을 보였으며, 500, 550 rpm 에서는

90%이상의 높은 효율을 보였음.

• 탈곡통 회전속도가 낮아질수록 탈곡치가 곡립을 타격하는 타격량이 줄어들어 이는 미탈곡된 곡립의 양을

증가시켜 탈곡부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콤바인 실작업에서는 벼가 수평방향으로 탈곡부로 투입되지만 시뮬레이터 시험에서는 벼가 수직방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방법에 따른 탈곡 차이가 있는것으로 분석됨.

탈곡부 시뮬레이터 시험 결과 3. 결과 및 고찰

탈곡부 탈곡 효율 분석 결과

450 rpm 500 rpm 550 rpm

1st 2nd 3nd 1st 2nd 3nd 1st 2nd 3nd
샘플무게

(kg) 5.54 6.16 6.16 6.73 5.74 6.41 6.77 6.29 6.44

탈곡된 곡물
(kg) 1.2 1.54 1.46 1.35 1.47 1.66 1.64 1.66 1.8

미탈곡된 곡물
(kg) 0.15 0.31 0.44 0.09 0.15 0.12 0.04 0.12 0.1

탈곡 효율
(%) 88.89 83.24 76.84 93.75 90.74 93.26 97.62 93.26 94.74

[탈곡통 회전속도에 따른 탈곡 효율 측정]

• 탈곡통 회전속도에 따라 3번 반복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탈곡된 곡물 및 미탈곡된 곡물의 중량차를

이용하여 탈곡 효율을 계산하였음.

• 시험 결과, 정격 회전속도보다 낮은 450 rpm에서는 76 ~ 88%의 낮은 효율을 보였으며, 500, 550 

rpm에서는 90 ~ 97%로 높은 효율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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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연구 결과

연구 요약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자탈형 콤바인의 탈곡부를 벤치마킹한 탈곡부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탈곡 시험을 수행하였음.

• 기존 콤바인의 피드체인 및 탈곡통 정격 속도를 고려하여 탈곡통 회전속도 450, 500, 550 rpm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탈곡통 회전속도에 대해 3번 반복 시험을 실시하였음.

• 탈곡된 곡립량 및 미탈곡된 곡립량의 중량차를 이용하여 탈곡효율을 계산하였으며, 450 rpm에서는 평균

82.3 %, 500 rpm과 550 rpm은 각각 93.1, 94.5 %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 기존 탈곡부의 탈곡통 회전속도 이하로 탈곡시 미타격량이 증가하여 효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격속도와 유사하거나 높은 탈곡통 회전속도에서는 93% 이상의 높은 효율을 보였음.

• 그러나 탈곡된 곡립 중 검불 및 파손립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할 시 측정된 효율보다 낮은

효율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설계 요인 최적화시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탈곡통 구조 변경 및 탈곡 배열 수정 등 탈곡부 설계 요인에

대한 연구에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 됨.

04.

결론

2020 추계 정밀농업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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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연구계획

향후 연구계획

[탈곡부 급치 설계 변경]

•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값을 기반으로 탈곡통 급치 배열 및 설계 인자 변경 필요

• 탈곡부 시뮬레이터 시험 계획 보완 필요 (벼 샘플 폭 및 공급유량, 공급 속도)  

• 탈곡부 곡물 투입시 탈곡통 부하 및 RPM 추가 측정 – 탈곡 효율 인자 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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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탈곡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탈곡 성능 평가
이준호1, 김완수2, 백승민1, 강영선3, 이대현2, 김용주1,2*

¹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2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3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reshing using Threshing Part Simulater
Jun-Ho Lee1, Wan-Soo Kim2, Seung-Min Baek1, Young-Sun Kang3, Dae-Hyeon Lee2, Yong-Joo Kim1,2*

1Department of Smart agricultural System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2Department of Biosystems Mechanic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3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김용주(babina@cnu.ac.kr)

ABSTRACT
자탈형 콤바인은 벼에 특성에 맞게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며 작물의 이삭부분만 탈곡부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소요 동력이 적고 선
별능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생산, 판매되고 있는 콤바인은 4조형이 제일 많지만 근래에 5조 이상 콤바인도 생산되
고 있어 대형콤바인 탈곡 성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6조 콤바인 탈곡부를 기반으로 제작된 탈곡
통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탈곡통 회전속도에 따른 탈곡효율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터는 대동공업 6조 콤바인을 기반으로 제작
하였으며, 벼 샘플은 6조 콤바인의 폭(1.8 m) 및 작업속도(1.9 m/s)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시험조건은에서 피드체인 속도는 1.3 
m/s로 고정하였으며 탈곡통 회전속도는 6조 콤바인 탈곡통 회전속도 507 rpm를 고려하여 450, 500, 550 rpm에 따라 3번 반복시
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450 rpm에서 탈곡 효율은 82.35%, 500, 550 rpm에서는 각각 93.4%, 94.5%로 나타났다. 6조 콤바인
의 탈곡통 정격 회전속도인 507 rpm보다 낮은 회전속도에서는 비교적 낮은 효율을 보였으며, 500, 550 rpm에서는 높은 효율을 보
였다. 이는 탈곡통 회전속도가 낮아질수록 미타격되는 곡립의 양이 많아져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탈곡통 설
계 인자 변경 및 탈곡효율 인자 분석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콤바인, 탈곡부, 탈곡 효율, 탈곡 손실, 탈곡통 회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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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전기구동 트랙터의 견인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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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raction Performance of Electric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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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 김용주(babina@cnu.ac.kr)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nd verify the traction performance of electric tractor by traction test in asphalt 
condition. To analyze the traction performance, the data of torque, rotational speed of electric motors and travel speed 
of electric tractor were measured and during the traction test, and traction force, tractive efficiency (TE), dynamic ratio 
(DR) were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s, specifications of electric tractor and measured data. As a result, the TE for left 
and right axle of electric tractor was in the range of 0.70-0.95, 0.70-0.96, respectively in the slip condition of 0.15. The DR 
for left and right axle of electric tractor was in the range of 0-0.30, 0-0.15, respectively. The TE were similar to the traction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tractor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y. On the other hand, the DR had a constant 
valu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 motor. In the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trol algorithm 
for increasing traction (output torque) according to slip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 motor.

Key Words : Electric tractor, Traction test, Tractive efficiency, Dynamic ratio, Tra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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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yaw of agricultural tractor cabin during plow tillag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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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율주행 트랙터의 제어 시스템은 엔진 제어기, 3점히치 제어기 및 조향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주행 트랙터의 작업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제어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향 제어기의 경우 차량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
이기 때문에 관련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트랙터의 시뮬레이션 모
델 개발이 필요하며, 동적 거동을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작업 환경은 비정형 환경이기 때문에 관련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작업간에 데이터 계측을 수행하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동 조향 제어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수행되었으며, 이랑쟁기 작업 간에 트랙터의 동역학적 거동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트랙터
의 동적거동을 계측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점에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를 설치하였다. 이랑쟁기 작업 간 계측시험은 B2 
(5.95 km/h)단과 A4 (3.66 km/h)단에서 수행되었다. 계측 결과 B2 단수에서 Yaw 값의 최대, 최소, 평균값 및 표준편차는 각각 0.1°, 
-7.9°, -5.07°, 1.64로 나타났으며, A4 단수에서 Yaw 값의 최대, 최소, 평균값 및 표준편차는 각각 1.3°, -5.5°, -2.49°, 1.52로 나타났다. 
B2 단수에서의 최대, 평균값 및 표준편차가 각각 2.4°, 2.48°, 0.12만큼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슬립이 발생하
기 때문에 Yaw 값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반복시험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자동 조향 제어기 모델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Key Words : agricultural tractor, engine, emission, SOx,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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