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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분명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관리를 위한 분산 저장 및 병렬 처리 시스템의
연구 및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산물은 날씨에 따라 품질과
수확량이 바뀌어 가격이 결정되는 날씨에 민감한 품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날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가격이 책정되는
당일의 날씨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정해지는
농산물 경락가격에 당일 날씨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데이터와 도매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정해지는 농산물 경락가격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둡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날씨와 농산물 경락가격의 관계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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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셜 미디어의 성장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삶의 전반에 배치되면서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가 급속히 생성되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고성능의 값비싼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따라서 데이터를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과 함께 데이터 처리와 관리를 위한 분산 저장 및
병렬 처리 시스템의 연구 및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1]. 이와 함께 최근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는 대량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한 병렬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리눅스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이 보다 저렴해진 OS와 소프트웨어, 보다 강력한 성능의 서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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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네트워크 기술의 이점에 기인한다. 빅데이터에 대한 병렬 처리는 기존의 단일 머신
상에서 기존의 DBMS로는 어려웠던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보다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1]. 하둡(hadoop)[2]은 간단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사용하는 컴퓨터의 클러스터에
걸쳐 대량의 데이터 세트의 분산 처리를 허용하는 프레임 워크이다. 하둡 프레임워크는 로컬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각각에 하나의 서버에서 최대 확장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페타바이트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를 클러스터 환경에서 저장하기 위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과 이를 기반으로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맵리듀스(MapReduce) 프레임워크로 구성된다. 하둡 프레임워크는 많은 분야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핵심 기술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에 이용된다.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다양한 응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써 빅데이터의 병렬 처리 성능 향상이
필수적이다[1].
한편 농산물은 날씨에 따라 품질과 수확량이 바뀌어 가격이 결정되는 날씨에 매우 민감한
품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날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져있다. 농산물 가격은 유통 과정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커서 유통 당일의 날씨에 따라
책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정해지는
농산물 경락가격에 당일 날씨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주요 기여하는 기술 목록을 요약한 내용이다.
1) 본 논문에서는 병렬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해 하둡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날씨 데이터와
농산물 경락가격의 상관관계 분석하는 시스템 구현한다.
2) 구현된 하둡 시스템으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의 전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3) 날씨 데이터와 농산물 경락가격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분석 로직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해 하둡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날씨 데이터와
농산물 경락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격이 측정된
해당일의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여 둘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웹 크롤링을 통해 기상 데이터와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한 빅
데이터를 토대로 하둡 시스템을 이용해 기온과 농산물 경락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도와 농산물 경락가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상 날씨에 따른 가격의 평균
가격을 분석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구축에 대해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하며, 3장에서는 시스템 설계에 대해, 4장에서는 시스템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기술하며,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빅데이터가 화두가 되면서, 빅데이터의 응용 및 분석 기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둡은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로 여러
가지 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연구에서는 하둡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광고의 효과를 트위터 상에의 언급도를 측정하는 LiveAD 시스템을 구현하여 광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 연구에서는 1대의 하둡 Master server 와 1대의 Slave server를 이용하여 광고 텍스트
데이터 약 4MB와 트위터의 텍스트 데이터 약 6GB를 분석 데이터로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하둡의 맵리듀스(MapReduce)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4]. [3]연구에서는 배추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들을 밝히고 그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7]연구는
기후 변화 속에서 이상기후 현상과 농업의 피해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가 농업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8] 연구는 농산물의 가격 및 유통량과 관련된 데이터가
원시적으로만 존재한다는 문제점과 정보화 시키는 노력이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막연히
선험적으로만 알고 있던 농산물 유통량과 그 가격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기후변화가 농업과 농산물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연구들은 대부분 환경학이나 생물학, 농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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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학 등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식생분포의 변화나 앞으로의 기후전망,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도 적은 수에 불과하여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5].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들은 경제학, 통계학 또는 정책학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경제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중요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다른 선진국 및 해외 연구소 등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 및 가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식량자원의 고갈 등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해외 연구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기후변화에 따르는 효과에 대한 농업관련 연구가 적지만 오래 전부터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 및 정책적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밀이나
감자와 같이 특정한 작물의 가격이 이상기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해진 작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다른 작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5].
따라서 본 연구는 농산물 경락가격에 기후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기후 요인이 농산물 경락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품종,
기간 및 지역에 따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통계학적, 경제학적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었다.

3. 설계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웹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하둡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다시 웹을 통해 결과 그래프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전체 시스템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정해진 농산물에 따른 실시간 농산물 가격과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 하둡을 이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통한 온도와 농산물 가격의 관계를 분석하는 부분, 분석 결과를 다양한
그래프로 조회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로 나눌 수 있다. 각 기능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웹 서버(Web Server)와 데이터 크롤링(Data Crawling), 결과 조회(Result Inquiry)
그리고 하둡 클러스터(Hadoop Cluster)로 구성된다. 데이터 크롤링과 결과조회는 웹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3.1 절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하둡 클러스터는 데이터베이스와 관계
분석기(Relation Analyzer)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집된 농산물 가격과 날씨 데이터가
합쳐진 형태로 저장되며, 관계 분석기는 관계를 맵과 리듀스를 통해서 분석한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3.2절에서 설명한다. 본 시스템의 구조를 통해 웹 서버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결과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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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 크롤링
형태

분류

텍스트

데이터 명

날짜 데이터

날짜

농산물 정보 데이터

품목, 품종, 규격, 등급

농산물 가격 데이터

평균가, 전일 평균

표 1. 농산물 가격 데이터의 분류

형태

텍스트

분류

데이터 명

날짜 데이터

날짜

날씨 데이터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운량, 일 강수량

표 2. 날씨 데이터의 분류
기상요인에 따른 농산물의 경락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경락가격과
날씨에 대한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크롤링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를 각각 웹 서버를
이용한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다. 먼저 웹 서버에서 원하는 기간과 원하는 농산물 그리고
원하는 지역의 농산물 업체를 선택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산물의 경락가격시세의 품목,
품종, 규격, 등급,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전일 평균, 등락율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진다.
가져온 데이터 중 날짜, 품목, 규격, 등급, 평균가, 전일 평균이 표 1과 같이 분류되어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날짜는 날씨 데이터와 연결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설정한
기간과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낸다.
한편 날씨 데이터는 위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기간과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홈페이지에서
날씨를 파싱하여 텍스트 파일로 만든다. 날씨 데이터는 표 2처럼 분류되어 만들어진다. 웹 서버의
입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싱이 이루어지며 위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친 후 분산 처리를 통해
분석한다.

3.2 분석

표 3. 전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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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농산물 가격의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할 수 있다. 분석에 앞서
온도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5℃까지 변화가 많으므로 5℃씩을 한 구간으로 정하여
분석하였고 농산물의 가격 또한 변화의 폭이 넓어 3000원 단위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6가지의 형태의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는 농산물의 온도 별 평균 가격이다. 두
번째는 농산물의 가격 별 평균 온도이다. 세 번째는 농산물의 가격변화에 따른 온도변화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세 번째의 경우를 온도변화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를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섯 번째는 온도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변화를 양수인 경우와 음수일 때로 한
번에 분석하였다.
표 3은 설계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의 전체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알고리즘에 따른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를 살펴본다. 먼저 실시간 분석 웹 페이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 및 정보를
입력하여 기상청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웹 사이트로부터 날씨 데이터와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를
파싱을 통해 생성한다. 다음으로 하둡 서버에 날씨 데이터와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업로드 하고, 각 입력 값을 입력하여 M/R 모듈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생성된 M/R
모듈에 분석하고자 하는 작업을 제출한다. 이후 분석 웹 페이지에 하둡으로 부터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출력 데이터의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표 4.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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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 이다. 알고리즘은 입력 값으로
날짜와 날짜에 해당하는 농산물 가격, 온도, 전날 가격, 전날 온도를 입력 받는다. 출력 값으로는
그래프로 그려질 분석 형태를 위해 각 분석 마다 X축의 데이터와 Y축의 데이터가 출력된다.
알고리즘의 출력 값은 이후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된다. 분석은 크게 4가지 (온도에 따른
평균가격, 가격에 따른 평균온도, 가격 변화량에 따른 평균 온도 변화량, 온도 변화량에 따른
평균 가격 변화량) 경우로 나뉜다. 또한 가격 변화량에 따른 평균 온도 변화량은 가격 변화량이
양수 일 때와 음수 일 때로 나뉘어 분석된다. 각 경우에 해당하는 분석 함수가 존재하고, 각
함수는 입력데이터에서 분석에 필요한 값을 입력 값으로 한다. 3번째 줄의 case Mean Price by
Temperature 경우 분석을 위해 입력 값으로 가격과 온도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온도 구간에
따라 가격의 평균값이 출력 값으로 출력된다. 나머지 case도 마찬가지로 수행되어 알고리즘의
결과가 분석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된다.

4. 구현
본 시스템의 구현은 데이터 프로파일링, 온도와 농산물 가격의 관계 분석 및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나눠진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4.1 데이터 프로파일링
본 시스템에서 수집할 데이터는 농산물 경락가격과 날씨 데이터가 있다. 두 가지 모두
Jsoup을 활용하여 HTML Parsing을 하며 이는 모두 웹 서버상에서 이루어진다. Jsoup HTML Parser는
웹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DOM 객체로 만들어 주는 자바
라이브러리이다[6]. 두 가지 데이터의 수집의 구현은 아래와 같다. 농산물 경락가격과 날씨
데이터 수집의 구현은 아래와 같다.

4.1.1 온도 데이터 수집
기상청(kma.go.kr)에서 제공하는 날씨 데이터를 Jsoup HTML Parsing을 통해 수집하고 저장한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지역과 날짜에 따른 평균기온, 최고기온 등의 정보를
테이블의 형태로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과 기간을 선택하면 HTML 코드에서 각 선택한
지역과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파싱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이는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을 원할 때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날씨 데이터 수집을 위해
기상청으로부터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평균기온을 수집하였으며 실험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그림 2.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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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 수집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는 농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각 도매시장의 웹사이트에서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egmarket.busan.go.kr)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가격 데이터를 위와 마찬가지로 Jsoup HTML Parsing을 통해
수집하고 저장한다.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시세에는 그림 3과 같이 조회기관과
법인 품목 선택을 통해 다양한 품목과 품종, 규격과 등급에 따른 평균가와 전일 평균, 등락율을
볼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도매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택한 도매시장과
품목에 따라 해당하는 데이터를 파싱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 이는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을
원할 때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1년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농산물
품목을 1년간 월별 경락 가격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된 풋고추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엄궁 도매시장(egmarket.busan.go.kr)에서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였다.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실험에 임하였기에 품목은
풋고추, 규격은 10.0kg, 등급은 특(1등)으로 정하여 실험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그림 3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

4.2 분석
사용자가 웹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위한 Input의 형태로 바꾼 후 분석을 요청하면
5가지의 분석이 맵리듀스(MapReduce)를 통해 이루어진다. Input 파일에는 날짜와 농산물의
가격정보, 날씨정보가 함께 나열되어 있다. 첫 번째, 농산물의 온도 별 평균 가격을 분석하기
위한 맵(Map)과정에서는 구간별 온도를 key로 하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가격을 value로
한다. 리듀스(Reduce)단계에서 value를 합하여 평균을 냄으로써 각 온도 별 평균 가격을 계산한다.
두 번째, 농산물 경락 가격 별 평균 온도를 계산하는 맵리듀스 과정을 아래와 같다. 맵
단계에서는 구간별 가격을 key로 하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온도들을 value로 하고 리듀스
단계에서 value의 평균을 구한다. 세 번째, 농산물의 가격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를 분석하는
맵리듀스 단계는 맵 단계에서 각 구간별 농사물의 가격을 key로 하고 구간에 해당하는 온도들을
value로 하며 리듀스 단계에서 value들의 평균을 구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세 번째의
농산물의 가격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를 온도변화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를 각각 나누어
분석하는 것으로 맵 단계에서의 key는 일치하며, value를 각각 음수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로 한다.
리듀스 단계에서는 value를 합하여 평균을 구한다. 위에서 계산한 값들은 4.3에서 설명할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프로 조회할 수 있다.

4.3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웹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웹 페이지의 메인 화면은 입력데이터를 수집하는 메뉴와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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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는 메뉴로 구성된다. 메인 화면에서 ‘입력데이터 생성하기’를 클릭하면 입력 데이터를
수집하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입력데이터를 수집하는 화면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입력 데이터 생성

그림 5. 결과 그래프 확인

온도데이터와 농산물 가격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원하는 기간과 지역, 도매시장,
품목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생성 버튼을 누르면 각 조건에 맞게 파싱된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진다.
하둡을 통해 분석을 마치면 출력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진다. 분석 결과 그래프
조회하는 메뉴에서 출력 데이터를 넣은 후 결과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조회할 수 있다. 농산물
경락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인을 선택할 수 있고, 기후 요인에 따른 분석 그래프 타입이
존재하여 여러 타입의 그래프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5는 분석 그래프를 조회 가능한 화면이다.

5.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분석 시스템의 구현은 하둡이 설치된 2대의 컴퓨터에서 이루어
진다. 1대는 하둡의 Master server이고, 나머지 1대는 하둡의 Slave server이다. 각 서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운영체제는 Ubuntu 12.04 Server를 이용하였다. 설치된 하둡의 버전은 hadoop-1.0.4
이다.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와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과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그 관계를 분석하는 기능이다. 특히, 본
시스템의 목적은 축적된 농산물 경락가격과 날씨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처리하는데 있다.
날씨 데이터와 농산물 경락가격 데이터의 분석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고, 날씨는 평균기온을 대상으로 하고, 농산물은
풋고추・10.0kg・특(1등)으로 하여 대상으로 하였다. 온도와 농산물 경락가격의 관계 분석은 x,
y축을 달리하여 하둡을 통해 분석되고, 그 결과는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얻어진 출력 텍스트 파일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하둡을 통해 얻은 온도 별 평균가격의 출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온도, 평균가격) | (10,96979), (-5,104766), (5,92494), (10,82472), (15,41404), (20,24432), (25,29988), (30,29386), (35,23268)}.
그림 6은 위의 출력데이터를 사용자 화면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x축은
온도이고, 5도 단위이다. y축은 풋고추의 평균가격이다. 따라서 그래프는 해당 온도 구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영상 10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의 가격이 그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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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것이 한눈에 보인다. 이는 풋고추의 제철이 6월에서 11월이기 때문에
봄과 겨울의 추운 온도에서는 출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
6월~11월에 해당하는 온도에서는 풋고추가 제철을 맞아 출하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6. 풋고추, 온도별 평균가격

그림 7. 풋고추, 가격 별 온도 평균

가격 별 온도평균의 출력 데이터 값은 다음과 같다. {(가격, 평균온도) | (2,20.2), (3,19.9), (4,18.1),
(5,18.0), (6,20.1), (7,7.4), (8,3.0), (9,9.9), (10, -1.9), (11,4.0), (12,4.8), (13,4.0), (14,1.4), (15,5.1), (16,3.0),
(17,8.2), (18,8.9)}. 그림 7의 그래프에서 x축은 풋고추의 평균가격이고 단위는 ‘원’이다. y축은
해당가격일 때의 평균온도이고 단위는 ‘℃’이다. 따라서 그래프는 풋고추의 평균 가격 별
평균온도를 보여준다. x축이 10만원일 때부터, 즉 풋고추의 평균가가 높은 지점에서부터는 y축의
값이 –1.9℃ ~ 8.9℃의 값을 나타내므로 풋고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는 낮은 온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것처럼 풋고추의 제철이 6월~11월이기에 봄과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출하량이 적어 가격이 오른 것임을 보여준다.
가격 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화량은 온도 변화량이 양수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출력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가격 변화량, 온도 변화량_양수) | (-30,0), (-27,4), (-18,3.8), (-15,3.9),
(-12,0.5), (-9,1.2), (-6,1.3), (-3,1.6), (3,1.4), (6,1.2), (9,1.0), (12,2.2), (15,2.0), (18,3.8), (21,1.3), (24,1.4),
(27,4.4), (30,1.5)}. {(가격 변화량, 온도 변화량_음수)| (-27,-3.4), (-21,-1.7), (-18,-0.8), (-15,-2.2), (-12,-2),
(-9,-1.7), (-6,-2.2), (-3,-1.7), (3,-1.8), (6,-1.8), (9,-1.0), (12,-1.4), (18,-3.2), (21,-1.1), (27,-4.3)}. 그림 8은
온도변화가 양수인 경우, 즉 전날 대비 온도가 증가한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9는 온도변화가 음수인 경우, 즉 전날 대비 온도가 감소한 경우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의 x축은 전날 대비 풋고추의 가격변화폭을 나타내고, y축은 전날 대비 온도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림 8에서 x축의 –3000원은 전날 대비 가격이 3000원 감소한 것을 의미하고, y축의
0.5℃는 전날 대비 온도가 0.5℃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래프는 전날 대비 풋고추의
가격변화폭에 따른 전날 대비 온도 변화가 증가한 경우를 나타낸다. x축의 0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보인다. 즉 가격이 감소할 때와 증가할 때, 온도가 증가되는 변화의 형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9의 그래프는 전날 대비 풋고추의 가격변화폭에 따른 전날 대비 온도
변화가 감소한 경우를 나타낸다. 이 또한 좌우가 대칭되는 모습에서 가격이 감소할 때와 증가할
때, 온도가 감소되는 변화가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서 –9000원 ~ +9000원
사이에서 –2.2℃ ~ -1.0℃ 사이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가격변화폭이 적을 때, 온도의
변화량도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9000원 이하의 값과 +9000원 이상일 때는 비교적 높은
3.2℃ ~ 4.3℃ 사이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가격의 변화가 클 때 온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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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풋고추, 가격 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화량(양수)

그림 9. 풋고추, 가격변화량에 따른 온도 변화량(음수)

그림 10. 풋고추, 온도 변화량에 따른 가격 변화량
온도 변화량에 따른 가격 변화량의 출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온도 변화량, 가격 변화량) |
(-9,-11270), (-8,-3605), (-7,1493), (-6,798), (-5,1436), (-4,-2322), (-3,-2794), (-2,-385), (-1,-350), (1,-120),
(2,1906), (3,1179), (4,3655), (5,502), (6,-3231), (7,-2038)}. 그림 10은 온도 변화량에 따른 풋고추의
가격변화폭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x축은 전날 대비 온도 변화량이고, y축은 전날 대비
풋고추의 가격변화폭을 나타낸다. 그림 10는 앞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전날 대비 온도 차이가
클 때 가격변화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x축의 끝 값에서는 극단적인 값을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후의 특성상 하루 만에 온도가 7도 이상 변하는 날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분산 프레임워크인 하둡을 이용하여 Jsoup HTML
Parsing을 통해 수집된 농산물 경락가격과 기상데이터의 관계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은 전체 시스템의 로직과 분석 로직으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전체 시스템 알고리즘은 하둡 프레임워크의 로직을 설명하고 있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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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데이터의 분석 로직을 설명한다.
이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라는 3가지 지표가
있다. 속도의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양 대비 처리 시간으로 측정 가능하다. 기존의 통계학적인
분석방법의 경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처리속도의 증가가 분명했지만 하둡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경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데이터의 양 대비 처리 시간에서 효율적이다. 정확성의
측면에서는 분석된 관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로 알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보면 날씨
데이터의 경우 기상청의 예보가 아닌 실제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농산물 경락가격의
경우에도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데이터의 정확성이 보장된다. 확장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그림 2의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에서 보듯이 평균 기온뿐만 아니라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운량, 일 강수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내용으로
그래프뿐만 아니라 수치를 통해 각 항목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면 기상요인에 따른 농산물
경락가격의 분석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판매자가 시스템을
통해 그날의 기후요인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참고할
수 있는 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J. Park, K. Bok, J. U, “Trend of big-data parallel processing technology”, Journal of Computing Science
and Engineering, Vol.32, No.1, pp.18-26, 2014.01 (in Korean)
[2] Hadoop, [Online], Available: http://hadoop.apache.org
[3] L. Hyunjoung, H. Jinhwan, “A Study on the Effects of Meteorological Factors o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ocused on the distribution of chinese Cabbages”, Distribution Study, Vol.17, No.5,
pp.59-83, 2012 (in Korean)
[4] H. seouyen, “A Design of Analysis System on TV Advertising Effect of Social Networking Using Hadoop”,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ol.14, No.6, 2013.12 (in Korean)
[5] C. EunYoung,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al Production”,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12
[6] Jsoup, [Online], Available: http://jsoup.org
[7] O. In-soo, “A Study on Effect of Agricultural Marketing and Production by Climate Change in Korea”,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13.2
[8] K. Dae Yun,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of Agricultural product:
Focused on Vegetables market in Garak-Agricultural and marine wholesale market”, Myon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alestate & Logistics Management Department of Distribution, 2010.8
[9] A. Mirzabaev, D. Tsegai, “Effects of weather shocks on agricultural commodity prices in Central Asia”,
University of Bonn, 2012.9
[10] W. Jo, “Utilization of Big-data and Data Scientist”, Journal of Computing Science and Engineering, vol.32,
No.1, pp.59-65, 2014.01 (in Korean)
최 지 은
2014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사
2014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석사 과정
<관심분야> 분산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20

KNOM Review, Vol. 17, No. 2
전 영 란
2010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사 과정
<관심분야> 분산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김 윤 희
1991 숙명여자대학교, 전산학과 학사
1996 Syracuse University, 전산학과 석사
2000 Syracuse University, 전산학과 박사
1991 ~ 199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2000 ~ 2001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2001 ~ 2004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조교수
2004 ~ 2009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부교수
2009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관심분야> 그리드/클라우드 컴퓨팅, 워크플로우 제어, 그리드/클라우드 관리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