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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농작업의 자동화를 목 으로 농업용 로 의 연

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농가 작업  가장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과정은 수확 과정으로 타 과정 비 약 

2～3배 소모된다. 농가의 수확물 이송 작업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고 작업  부상의 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송 작업을 농업용 로 을 통해 자동화시키면 안 성 향상과 더불어 생산성을 폭 향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농가 작업 장에 최 화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업용 로 을 제안한다.

ABSTRACT

In order to solve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the agricultural population and an aging population, research on 

agricultural robot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utomating various agricultural tasks. The harvesting 

process is the most labor-intensive process among farm work and this process consumes about 2-3 times more 

compared to other processes. Since the transport of agricultural crops requires the most labor costs and there is a risk 

of injury during the operation, automating the transport operation through an agricultural robot can improve safety and 

significantly improve productivit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agricultural robot that is optimized for farm 

worksites and capable of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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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 , 방제, 이송, 수확, 모니터링, 종, 목, 비료·퇴

비 살포 등의 다양한 농작업의 자동화를 목 으로 농업용 

로 의 개발에 한 요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한 연구가 국내외 으로 활발히 진행 이다[1].

고된 농작업을 효율 으로 신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로  기술의 발달

로 농축산 분야에서도 효율 인 농작업과 고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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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할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로 의 효용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농업용 로 의 잠재 수요가 지속

인 증가추세이다[2].

농업용 로 은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의  과정

에서 스스로 서비스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단하여 

자율 인 동작을 통해 지능화된 작업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농업용 로 은 농가의 작업 

시간, 인력,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여 농가의 이익을 보장

할 수 있어 앞으로 농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농업의 반 인 작업에 걸쳐 농업용 

로 이 개발되고 있다[3].

농 진흥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과수농가 작업은 가지

고르기, 풀베기, 비료와 농약 뿌리기, 수확 등이 있는데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드는 과정은 수확 과정으로 타 과정 

비 노동력 투입 시간이 약 2～3배 소모된다. 과수농가

의 수확 과정은 과실을 따서 라스틱 상자에 넣은 후 

이송하는데 부분 사람이 작업하고 있다. 작업자 1인당 

하루 평균 600kg 수확하는데, 20kg 무게의 라스틱 상자

를 30회 이송해야 한다[4].

재 국내에서 매되는 농업용 이송기기는 부분 차

량 형태로 기식  동력식으로 구분된다. 작업 과정에 

따른 -자동화된 제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부분 

사용자가 승차하는 등 직  조작을 통해 작동시키는 방식

이다[5].

본 논문에서는 농가 수확물 이송과정에 최 화된 자율

주행 농업용 로  시스템을 개발하 다. 수확물 이송작업

은 다른 어떤 과정보다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작

업  부상의 험성도 있기 때문에 본 시스템 장 용

해 작업을 자동화시키면 수확물 이송과정을 생략하여 인

건비 감과 더불어 생산성을 폭 향상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농업용 로 의 몸체  구동부 설계  제작

에 한 내용을, 3장에서는 농업용 로  통합 리시스템

의 설계  개발 구  과정을, 4장에서는 개발된 농업용 

로 에 한 시험평가  장 실증결과에 내한 내용을,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기술한다.

 

Ⅱ. 농업용 로  몸체  구동부 설계  
제작

2.1 로  외형 디자인 설계

국내 과수농가(사과, 감, 귤 등)의 작업환경 이동통로

의 최소폭은 약 100㎝ 정도로 이를 고려하여 농업용 로

의 크기는 100㎝(l)*80㎝(w)*50㎝(h)로 구성하 다. 농가

에서 사용하는 라스틱 사각 상자가 차지하는 면 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최소 10㎏～50㎏ 량의 농산물을 이

송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6].

메인 임은 각형 구조물인 로 일을 조립하여 구

성하고, 상단 임은 곡 후 차체 임의 커버로 구

성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상단 임에 트 이를 설

치하여 운반 상자 설치를 용이하도록 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로  상부는 확정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용도로 변형을 

해 확장모듈의 장착과 탈착에 용이하도록 유니버셜 

랫폼 개념 설계를 진행하고 기본 인 구성은 농가에서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라스틱 사각 상자(550㎜x370㎜320㎜)

를 최 으로 재할 수 있도록 일 형태로 구성하 다.

로 의 이동시 무게 심을 고려하여 체 시스템의 

앙부에 배치되도록 하며 최  50㎏의 량물을 재한 

상태에서 로 의 좌우 15° 각도에서도 복이 없도록 차

체를 낮은 구조로 제작하 다.

컨트롤부는 모듈러 형태로 구성되도록 설계하 으며, 

배터리 장착은 무게 배분  탈착이 용이하도록 양쪽 

앙부에 배치하 다. 로 의 양쪽 하단에 환기구를 배치하

여 배터리  기 의 냉각을 최 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 1은 농업용 로 의 외형 디자인 설계 모델링 데이

터이다.

그림 1. 농업용 로  외형 설계 모델링
Fig. 1 Modeling of agricultural robot exteri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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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  조향, 구동  제동 장치 설계  제작

로 은 차량 형태의 구조로 면 바퀴는 조향을 담당

하고, 후면 바퀴는 모터를 장착하여 구동력을 가질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조향기어로는 고 토크모터를 활용하여 

조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각각 조향 부품의 무게를 

이기 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이  가공으로 경량화

하 다. 비포장 노지 지형을 구동하기 해 차체의 안정

성을 보강하기 하여 조향장치의 완충 설비를 장착하여 

차량의 안정성을 향상했다.

그림 2는 농업용 로  구동부의 조향 장치이다.

그림 2. 농업용 로  조향 장치
Fig. 2 Agricultural robot steering device

그림3은 구동에 사용되는 모터로 48V BLDC 모터를 

사용하여 후면 좌/우측에 독립 으로 장착하고, 허  휠 

좌우를 각각 연결하여 개별 구동하도록 제작하 다. 

BLDC 모터는 우수한 성능과 에 지 효율성을 극 화 하

고, 모터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7].

사용환경에 따라 교체를 통해 성능을 최 화하고 독립

인 구동으로, 드라이버의 손상이나 허  휠이 손상되었

을 때 체 교체가 아닌 손상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 다.

제동 장치는 경량화와 구조의 단순화를 하여 디스크 

이크를 장착하 다. 고 토크의 서보모터를 이용한 와

이어 방식으로 BLDC 허  휠에 장착된 디스크에 마찰로 

정지를 시킨다. 

BLDC 휠에 한 역기 력에 한 드라이버의 

MOSFET 보호와 조작 오류에 의한 발진에 한 안

을 하여 휠의 구동 신호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크를 

작동하도록 하 다.

그림 3. 농업용 로  구동  제동 장치
Fig. 3 Agricultural robot drive and break device

로 의 후면부에는 원 스 치, USB 통신 포트, 

RJ-45 랜 통신 포트, 배터리의 압 표시를 한 LCD를 

장착하 다. 배터리 이스는 차량 몸체 좌우에 설치하

여, 무게 심을 분산하 으며 카트리지 타입으로 슬롯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한 농업용 로 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Category Specification

Size(㎜) 930x700x400

Weight(㎏) 35㎏

Battery Lithium 24V 40AH

Drive Motor DC BLDC Motor 500W x2

Driving Type Rear In Wheel

Steering Type Front Steering

Safety Device E-ABS Break, EMR Switch

Control Mode Remote, Autonomous 

Manual 2.4Ghz Remote Control

표 1. 농업용 로  제원
Table. 1 Specification of agricultura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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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농업용 로 의 외부 구성도이며, 표 2는 농업

용 로 의 부분별 구성표이다.

그림 4. 농업용 로  외부 구성도
Fig. 4 External diagram of agricultural robot

Part No. Part Name

1 LiDAR External I/O Port Case

2 Main Body Cover

3 Main Controller Modular Box

4 Extensions Device Attach Tray

5 Main Body Case

6 Battery Case Cover

7 Steering Device

8 Battery Case

9 500W BLDC 10inch Wheel

10 External Mounting Case

표 2. 농업용 로  외부 구성표
Table. 2 External structure of agricultural robot 

Ⅲ. 농업용 로  통합 리용 시스템 개발

3.1 통합제어 컨트롤러 개발

메인 컨트롤 시스템은 SBC(Single Board Computer)

를 기반으로 로 의 모듈별 제어를 담하는 시스템으로 

32bit 마이컴을 기반으로 개발하 다. RS485, UART, I2C 

등 다양한 통신 기능을 사용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상·하  시스템 간의 계 역할  제어를 담

하는 메인 컨트롤러이다[8].

ADC 수집, DAC를 통한 모터제어, I/O 포트 4개, 릴

이 포트 2개 등 모듈 연계를 한 인터페이스를 설계  

개발하 다. 통신 기능 일체형으로 다수의 제어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원공  장치를 포함하고, 일부 고

용량의 원제어를 고려하여 10A 용량의 릴 이 2개를 

장착 설치하여 타 제어장치와의 손쉬운 연결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 다. 그림 5는 농업용 로  메인 컨트롤러의 

회로 설계도이다.

그림 5. 메인 컨트롤러 회로 설계도
Fig. 5 Circuit schematic of main controller

제어 컨트롤러는 빠른 연산을 하여 ARM 로세서

를 사용하고 자체 원 안정화 장치를 내장하여 고장시 

교체가 용이하도록 구성하 다. 보호용 다이오드  원 

퓨즈와 안정화 회로를 구성하여 불안정한 압 류에도 

안정 인 원을 공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타 제어

부와의 연계를 하여 다수의 통신 포트  다양한 외부 

기기 확장을 고려한 외부 입출력 포트를 내장하고 정확한 

제어 신호를 하여 신호 출력마다 TR을 용하여 제어 

신호의 정확성을 향상하 다. 그림 6은 농업용 로 의 메

인 컨트롤러이다.

 

그림 6. 농업용 로  메인 컨트롤 보드
Fig. 6 Agricultural robot main contr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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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객체 인식  장애물 회피 시스템

농업용 로 은 자율주행을 해 카메라 상  

LiDAR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지 인식  포인트 

데이터를 생성  변환을 통해 객체를 인식해야 한다[9]. 

객체 인식 모델은 SSD(Single Shot Detector)로 실시간 

상처리에 합하고 임베디드 기기에 사용이 가능하도

록 경량화된 Mobilenet 신경망과 SSD를 경량화시킨 

SSDLite를 조합한 SSDLite-Mobilenet-v2를 사용하여 

객체 인식을 구 하 다.

상데이터와 연계하여 LiDAR 센서에서 수집·가공된 

데이터를 통하여 주변 환경정보를 생성하고, LiDAR 포

인트 클라우트 데이터 처리를 통한 방의 주행 공간상에 

한 장애물의 간섭 여부  주행 가능 여부를 별하도

록 구 하 다. 그림 7은 객체 인식  장애물 회피 시스

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7. 객체 인식  장애물 회피 시스템 구성도
Fig. 7 Diagram of object recognition and obstacle 

avoidance systems

Ⅳ. 농업용 로  기능 평가  장 실증

4.1 농작물 이송 장 실증

농가 수확물을 농업용 로 의 짐칸에 재하여 평평한 

일반 노지와 경사각도 15°의 비탈길에서 운반능력을 평

가하 다. 재 물품은 그림 8과 같이 일반 으로 목표하

는 30㎏ 무게의 라스틱 상자와 재 량 최고치의 80

㎏ 무게의 비료 포 , 두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농업용 로 의 주행속도를 3km/h로 설정하고 주행환경

별, 무게별의 각 시험 이스별로 속도를 유지하는지에 

한 시험평가를 진행하 다. 

그림 8. 량에 따른 운반능력 시험
Fig. 8 Test of Carrying capacity according by weight

자율주행을 한 기능 평가는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입

회 평가를 통해 주행 시 필수 으로 작동해야 하는 기능

들인 객체 인식, 상과의 거리 유지하며 주행, 주행  

장애물에 한 회피 반응,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목표

객체 따라가기 기능(Follow me)에 한 평가를 진행하

다. 표 3은 각 시험에 한 결과표이다.

표 3. 농업용 로  시험 평가 결과
Table. 3 Test result of agricultural robot 

Case Test Result

Flat, Slope

(30kg)
continuous 3 km/h speed

Flat, Slope

(80kg)
continuous 3 km/h speed

Object Detection ID, Value labeling

Object Reaction 1.3 ～ 3m evasion

Keep Distance Stop less than 3m

Follow Me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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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은 농가 작업 과정  인력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수확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가능

한 농업용 로 에 한 것이다. 농가 작업 장에 최 화

될 수 있도록 농업용 로 의 몸체  구동부를 설계하고 

안정 인 구동을 한 조향, 제동, 구동 장치를 제작하

다. 농작물 이송 과정의 자동화를 하여 객체 인식 알

고리즘을 용하고 통합컨트롤러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을 구 하 다.

로  장 합도 검증을 해 매실 농가에서 30㎏ 무

게의 수확물을 재하고 구동 속도는 3km/h로 설정하여 

운반능력을 평가하 다. 농가 과수 작업 장 평지, 노지, 

비탈길에서 안정 인 동작 속도를 확인하고 2시간 이상 

작동 시간을 확인하 다. 

단  시간당 생산량으로 환산한 노동생산성은 도입 

과 비교하여 두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상하고, 개별농

가  규모 재배 단지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 로  용

을 통해서 최첨단 ICT 기술을 용하고 생산자원을 최  

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 의 농업 ICT 기술 산업화로 

침체 되어 있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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