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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농업 기술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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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농업은 S/W(작물재배 ․ 생리 ․ 생화학 ․ 토양비료 ․ 작물보호 ․ 기상환경 등)와 H/W(기계공학) 융복합 산업이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발달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딥러닝, 빅데이터, 5G, 레이저, 메카트로닉스 등의 관련기술이 1차 산업 

융복합으로 정밀 ․ 친환경 농업으로 진보하고 있다. 1993년부터 레이저, 메카트로닉스, 무인기, 로봇, 신소재, 정밀화학 R&D
를 통하여 일부 기술은 국내외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AI 로봇의 활용도는 농업분야 파종, 이앙, 양분진단 기반 정밀시

비, 병해충 개체 및 군락예찰 중심 실시간 Spot 방제, 작황 및 기상재해 조사, 광학센서 알고리즘 식별에 의한 고품질 과채류 

수확 및 선별, 토마토 등의 하위엽 제거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스마트 AI 농업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재료 및 방법]
AI 농업기술은 레이저이용 정밀균평작업(1995), 메카트로닉스 무논복토정밀직파기 개발(2000), 디지털질소측정기 개발에 

의한 정밀시비 관리 시스템(2004), 무인헬리콥터이용 병해충방제기술 연구(2005), 농업용 드론 종자 및 입상제제 살포장치개

발(2017), 드론 활용 식물병해충 예찰 연구(2017), 엽색도판(LCC) ․ 엽색도계(SPAD) ․ 디지털질소측정기 기반 광학센서 개

발에 의한 AI 로봇개발(2012~), 생분해필름 및 IT 파종기 개발(2017), 벼 소식재배 기계이앙기술개발(2016~) 등의 기술을 융복

합화 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자율주행 로봇 본체로 AI ․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논 ․ 밭, 과채류의 주요 농작업에 적용하 다.

[결과 및 고찰] 
AI 농업은 작물재배에서 주요 환경요소인 온도, 수분, 산소, 광, 바람 등을 작물 및 재배환경조건별 최적화하는 스마트 농작업 

메카니즘이다. 레이저균평기는 최근 한국의 논밭 환경 적용성 향상 R&D를 통하여 소규모 필지 중심의 국내 농가에 적용한 

결과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이용 논, 밭 이모작 연중 적용성 플랫폼은 레이저균평과 종자철분코팅 기반으로 벼 

직파재배 안정화가 크게 높아졌으며 벼 수확 전 조사료(IRG) 파종작업이 가능하여 파종(벼 ․ 맥류 ․ 사료작물 등)-제초제 살포-
추비-병해충 예찰 및 방제-작황조사 등 연중 이모작 활용성이 크게 증대하 다. 로봇은 디지털질소측정 원리의 광학센싱으로 

양분 및 병해충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논밭 초기 자율주행 로봇 부착 중경 제초작업 가능성으로 물리 ․ 기계적인 제초작

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승용관리기형 자율주행 로봇 개발로 벼 소식재배 주당 1개체 정밀 이앙작업과 과채류 수확 및 하위엽 

제거작업에도 그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저자: Tel. 063-238-9072, E-mail. kh5008@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