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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사이언스홀(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주요내용
-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재 농촌진흥청과 전국 농업기술원에서 수집
분석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 및 공유를 통해 농업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연구발전 방향성을 탐색하고 추후 연구회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하고자 함.
- (시설채소 데이터) : 시설채소(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등)의 환경 데
이터(온도, 습도 등)을 매 분/시간 단위로 한 작기(보통 2개월에서 10개월)마다
측정된 환경데이터, 생육 데이터(초장, 줄기두께, 잎폭 등을 매주 측정), 품질데
이터(수확량, 무게, 당도, 산도 등 매주 측정)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분석법 논의
- (노지채소 빅데이터) : 가격 민감 채소(양파, 마늘, 배추 등) 정확한 수급 예측이 중요함. 이
를 위한 기상청 환경 데이터, 각 농가에서 수집된 환경 데이터(매분/시간 단위로 측정),
매주 측정한 생육데이터(초장, 줄기두께, 잎폭 등을 매주 측정), 생산량 데이터를 이
용한 농식품 분야 수급 전망 및 데이터 활용 방법 논의
- (이미지 빅데이터) : 작목(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등)별 여러 가지
병해충 종류에 따라 분류/미분류 된 이미지(image) 20,000장에 대한 이미지 분석
법 논의

 참석 및 문의 사항
- 참석 가능하신 분이나 문의사항 연락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나명환 교수 (nmh@jnu.ac.kr , 010-5334-0988)

공동 연구를 위한 농업 빅데이터 설명회 및
심포지엄 개최(안)
일시: 2020년 1월 16일(목) 12시 30분 ~ 1월 17일(금) 12시
장소: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사이언스홀
주제: 미래농업을 위한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방안
2020.01.16.(목)
시간

내용

12:30 ~ 13:00

등록

13:00 ~ 13:10

개회 및 인사말

사회 나명환 교수

개회사 (전남대학교 빅데이터센터장 김민수 교수)
축사 (전남대학교 자연대학장 이황희 교수)
Photo Time
Session I
13:10 ~ 13:40
13:40 ~ 14:10
14:10 ~ 14:40

노지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한 데이터 생성 및 분석
한국 농업의 미래와 스마트농업전문가의 역할
Coffee Break

Session II
15:00 ~ 16:30

좌장 손찬수 연구관
최병옥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철 이사, (주)나래트렌드
김덕현 팀장(전남 농업기술원)
좌장 김민수 교수

시설채소 스마트팜 생산성 제고 방안

유영석(전북도농업기술원)

빅데이터 활용 축산물 수요 및 가격 예측 정보 제공 및 활용

나형철(충북대학교)

TBA (농업빅데이터 활용 방안)

농촌진흥청

Coffee Break
Session III
16:40 ~ 18:10

Session IV
17:00 ~ 18:00

좌장 조완현 교수
시설 오이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

이지은(경북도농업기술원)

경기도 스마트온실 빅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사례

전명희(경기도농업기술원)

강원 스마트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발전전략

노희선(강원도농업기술원)

장소 : 자연대 1호관 124호
농업 빅데이터(시설 채소, 노지 채소, 이미지) 설명 및 연구
나명환(전남대학교)
내용 및 방향 논의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020.01.17.(금)
Session IV

좌장 나명환 교수

09:00 ~ 12:00

농업 빅데이터 연구 및 스마트농업 전문가 사례 포스타 발표
포스터 발표 평가 및 토론

12:0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