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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순 바코드 는 포장 내용물 단 의 이력추 , 농 식품의 장 창고나 배송차량의 일부 정보 추 , 직감에 

의한 원격 환경 조정 등을 통해 농 식품의 해인자를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선택

인 정보수집  불충분한 정보량, 실과 수집 시  간 시간차에 따른 정보 왜곡의 문제   각 유통 기업의 자

체 독립 인 정보망으로 인하여 생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총체 인 해인자 차단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농 

식품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주기상의 주요 유통 거 , 소비지까지 정형, 반 정형, 비정형의 다양하고 규모의 농 

식품 유통 정보를 이용하여, 해인자 발생의 실시간 상황이나 측, 추 을 통하여, 해인자  차단과 방을 

한 농 식품의 해인자 신속 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빅 데이터 클러스터 기반,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인자 상황인지, 해인자 발생 측, 해인자 발생지 추  분석을 통해 해인자를 차단하고 

을 측하며, 그 결과를 가시화하여 신속하게 해인자를 리 할 수 있도록 한다.

Key Words : Big data, Harmful material, Agri-food, Rapid management, Hadoop 

ABSTRACT

There were the attempts to prevent the spread of harmful materials of the agri-food through the record 

tracking of the products with the bar code, the partial information tracking of the agri-food storage and the 

delivery vehicle, or the control of the temperature by intuition. However, there were many problems in the 

attempts because of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the information distortion and the independent information 

network of each distribution company.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 spread over the life-cycle of the 

agri-food using the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we propose the mechanism mainly to do context awareness, 

predict, and track the harmful materials of agri-food using big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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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식품 해인자 검출은 식품 공정에 의해 시료에서 

검출까지 1~3일 이상, 수 일정도 소요되며 검출과

정에서 배양에 의한 증균 과정이 약 12~48시간 정도 

부분의 시간을 차지하여 신속한 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 해인자 발생의 실시간 

상황이나 측 등이 어려워 해인자가 발생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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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이후 을 신속히 차단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 단순 바코드 는 포장 내용물 단 의 이력추 , 

농 식품의 장 창고나 배송차량의 일부 정보 추 , 

직감에 의한 환경 원격 조정 등을 통해 해인자를 차

단하여 소비자를 보호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로

써, 농 식품 배송차량 (DTG (Digital Tacho Graph) 

가 장착됨) 에 부착되어 있는 GPS  온도센서를 이

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을 단편 으로 

측함으로써 단지 험 구간에 한 정보를 리자와 

운 자에게 경고  개선 조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선택  정보수집  불충분

한 정보량, 실과 수집 시  간 시간차에 따른 정보 

왜곡의 문제   각 유통 기업의 자체 독립 인 정보

망으로 인하여 생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총체 인 

해인자 차단이 어렵다.  

최근 농 식품의 품질제고를 한 신선유지를 해 

유통과정과 기간을 단축시키는 추세에 있어, 농 식품

의 해인자 ( 해 미생물 ( : 살모 라), 해 독소 

( : 아 라톡신) 등)의 신속한 검출은 그 요성이 더 

강조 되고 있다. 이를 해서는 해인자 검출 시간을 

히 축소시킴으로서 실시간으로 해인자에 한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농 식품 해인자 검출 장비의 

발 으로 근래에는 검출 시간을 실시간 수 으로 단

축시킬 수 있는 ( 장에서 2시간 내 해인자를 검출) 

장비들이 개발 되고 있다. 이러한 해인자 검출 장비

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규모 농 식품 유통정보를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해인자를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

호하기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한) 해인자 신속

리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속한 농 식품 해인

자 리를 하여, 농 식품의 생산지로부터 소비자까

지의 총체 인 감시와 이를 한 농 식품의 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요구 된다.  

즉, 정확한 실시간 해인자 발생 측을 해서는 

이러한 검출 정보나 배송 량뿐 만 아니라 과거에서 

재 시 까지의 이력 데이터 기반, 해인자 패턴이나 

재의 배송 환경 (온도, 습도 등), 그리고 소셜 네트

워크에서 회자되고 있는 실시간 정보 등, 다양한 정보

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농 식품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주

기상의 주요 유통 거 , 소비지까지 정형, 반 정형, 비

정형의 다양하고, 규모의 농 식품 유통 정보를 이용

하여, 농 식품의 해인자의 신속한 리를 한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실시간으로 농 식품 해인

자 상황인지, 해인자 발생 측, 해인자 발생지 

추 을 통해 해인자를 차단하고 을 측하며, 

그 결과를 가시화하여 신속하게 해인자를 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해, 농 식품의  주

기 상에 도출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수집의 연구가 

선행 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

인지, 측, 추  분석이 수행 되었다. 이러한 규모 

데이터는 큰 데이터를 효율 으로 근하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병렬 컴퓨  방법이 렴한 비

용과 효율 인 처리방법으로 많이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1],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Big Data) 

하둡 클러스터를 통한 정보수집, 장과 분석을 수행

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농 식품의 해인자의 신속한 리를 한 체 인 

임워크 (framework)를 기술하고, III에서는 농 식

품 해인자 신속 리를 한 분석 시 요구되는 다양

한 해인자 정보에 해서 언 하고, IV에서는 농 식

품 해인자 상황인지, 측, 추  분석 기법  실험

에 해서 설명한다. V에서는 분석된 결과들의 가시

화에 하여 기술하며, VI장에서는 해인자 신속

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을 요약 한다.

Ⅱ. 해인자 신속 리 임워크

최근, 인터넷 연결과 그로 인해 도출되는 데이터를 

통해 커다란 가치 창출을 얻기 하여 빅 데이터 기술

에 심이 집 되고 있으며, 빅 데이터 원리들을 구

하려고 한다
[2]. 빅 데이터는 일반 으로 데이터 규모

가 크고,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를 통해 훌륭한 

가치 창조  요한 측 분석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4V (Volume, Variety, Velocity, Value) 로 정의 되고 

있다. 하둡 (Hadoop) 이라는 생태계 (Eco-system)를 

기반으로 수행되며, 정형, 반 정형, 비정형의 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의 복 분산, 분산된 네트

워크 클러스터에서 병렬로 처리하여 단시간  가치 

있는 정보의 추출이라는 기술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한 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 스테이지를 동 으로 

한 메모리로 이동시키는 방법
[3]들이 제안되고 있

어 규모 데이터라 하더라도 스토리지의 빠른 근 

(access) 시간과 은  에 지 소비로 신속한 해인

자 리가 용이하다.   

그림 1 은 농 식품의 신속한 해인자 리를 한 

체 임워크로써,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농 

식품 주기 (Life Cycle) 상의 해인자 실시간 신속

리 시스템으로, 생산지, 장고, 가공업체,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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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인자 신속 리 임워크 
Fig. 1. Framework for the rapid management against harmful materials of agri-products

표 1. 분석을 한 해인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the harmful materials of 
agri-products for the analysis

매처, 소비지에 이르는 유통의  구간을 상으로 

한다. 

신속한 해인자 리를 해서는 우선, 생산지부

터 소비지까지 해인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뒤 이를 하둡 기반의 분산 일에 장한다. 이러한 

정보를 모두 활용, 분석을 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의 원천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측 모형을 개발한다. 

분산 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거 과 물품 배송 량에 

한 표 화를 수행하거나 지표들 (features) 간의 상

계 분석, 이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인자 패턴

분석을 통한 상황, 측, 추  결과를 도출 한다. 이를 

해 빅 데이터 기반의 정보 장, 분석이 하둡 생태

시스템 (Hadoop Ecosystem)에 의해 수행된다. 하둡

은 분산 일 시스템 (distribution file system) 과 분

산 컴퓨 을 한 맵리듀스 (MapReduce)를 포함하여 

개발된 분산병렬처리 시스템이다
[4]

. 즉, 다양한 정보

는 하둡의 생태시스템 (수집을 한 Flume[5], Sqoop 

등)에 의해 수집되며, 장 시스템 (HDFS, HBase 등) 

에 의해 분산 장되며, 수집된 정보들은 R이나 

Map/Reduce의 분석 엔진을 통해 분석 된다. 분석된 

결과는 해인자 신속 리 시스템의 모니터링에 의해 

가시화 된다.

Ⅲ. 해인자 정보 수집

농 식품의 해인자 신속 리를 해 분석에 사용

되는 수집정보는 유통 과정에서의 주요 거  (유통단

계) 들에서 실시간으로 검출 장비에 의한 직 지표 

( 해인자 검출 장비에 의해 직  검출된 검출정보) 

와 농 식품의 체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간 지표 

(검출 장비에 의한 정보가 아닌 온도, 습도, SNS 등의 

해인자 분석 시 도움이 되는 정보) 정보로 나 다. 

표 1 에서는  농 식품 해인자 상황인지, 측, 추  

분석에 이용되는 다양한 수집정보를 정리하 다. 이러

한 데이터는 해인자 검출장비, 배송차량, 온도 유지 

설비 등의 센서 노드로부터 수집 되는 시스템 빅 데이

터와 SNS, 웹 로그 (VOC, 사용자 불만 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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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인자 발생 측 분석 모형 실행 code 
Fig. 2. Source code to implement the model of the 
prediction of the harmful material   

 

그림 3. 해인자 발생 측 모형의 ROC  
Fig. 3.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hart for the 
prediction of the harmful material outbreak

뉴스와 같은 소셜 빅 데이터, 그리고 기상청 날씨, 농

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같은 공공 기 에서 제

공해주는 휴먼 빅 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정보와 비 실시간

으로 수집되는 정보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직 지표

와 간 지표들로 나  수 있다. 검출 장비와 DTG 정

보는 API (Application Protocol Interface) 를 통하여 

연계되며, 기상청 데이터는 API 는 Web Crawling

을 통하여 수집한다. 한 해인자의 리스크 로

일과 SNS 단문은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사

이트를 통하여 수집하도록 하며, 가공된 데이터는 핵

심 단어를 사용한 Web Crawling 방식으로 수집하는 

안 뉴스와 같은 형태이다.

Ⅳ. 해인자 분석

앞 장에 기술된 빅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해인

자의 신속한 리를 해서는 생산지, 유통, 소비지까

지 주기 추 을 통해 해인자 차단  해인자 발

생 험도 측을 한 실시간 해인자 발생 측, 

해인자 확산 측, 해인자 발생지 추 , 해인자 

발생 상황인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각 에서

는 각각의 분석 기법에 하여 기술한다.

4.1 해인자 측

해인자 측에는 실시간으로 검출장비에 의해 검

출되어 이미 발생된 해인자의 확산 지역을 측하

는 확산 측과 아직 해인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

만 향후 해인자가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발생 

측이 있다. 

4.1.1 해인자 발생 측

해인자 발생과 련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측하되 상 성이 있는 거 을 통한 해인자 발생

을 추정하 다. 이산 형 반응변수 (discrete response 

variable) 인 해인자 발생에 한 모델링으로써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해인자 발생

여부가 0,1 로 binary이며 발생할 확률은 p이며, 설명

변수는 거 , 시각, 해인자, 온도 등이 설명 변수로 

사용되었다 (식품안  사건사고와 기후 요소와의 

련성 분석 결과, 강수량 (0.48) 과 음의 상 계를, 

그리고 최 기온 (0.45) 과는 양의 상 계
[6]가 있어, 

온도는 설명변수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 설명변

수의 계수는 해인자 발생에 각 설명변수가 미치는 

향의 크기를 나타낸다.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본 모형은 (1) 과 같이 주어진다.

    ×  × ⋯ × (1)

이 경우 p 의 로짓(logit)은 

   


이다 (p 의 추정량이 언제나 0

과 1사이가 될 수 있는 함수로의 변형). 그리고 사건 

발생 확률인 p 의 추정은  



와 같다. 

여기에서  


 ×  × ⋯ ×


  ×  × ⋯ ×

 이다.

거 단 의 실험 검출 정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

의 하둡 생태 체계의 R
[7,8] 기반 해인자 발생을 추정 

하도록 그림 2 와 같이 구 하 다. 

에서 도출된 해인자 발생 확률 p를 기반으로 

분석 모형의 타당도 (validity)의 정확도 (accuracy)를 

산출하기 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ROC Curve)를 사용하 다. 그림 3의 x축은 

비 해인자 오 측 율 (False Positive Rate), y 축은 

해인자 정 검출 율 (True Positive Rate)을 나타내

며, 이는 실제 해인자가 아닌 경우를 해인자로 

측하는 비율 비 실제 해인자를 해인자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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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인자 확산 측 그래   
Fig. 4. Graph for the prediction of the harmful material 
diffusion 












  
  
  

     










  
  
  

그림 5. 품목 기 인 경우, V: 품목, similarity: 각 거 별 
유사도 수치
Fig. 5. Food item based case, V: Food item, similarity:  
similarity value for each distribution base

하는 비율의 변화를 찰할 수 있는데, 모형이 데이터

를 분석하여 해인자로 잘 측할수록 해인자 정 

검출 율이 높아지지만 반 로 비 해인자를 해인

자로 측하는 오류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모형이 되기 해서는 높은 해인자 정 검출 율과 낮

은 비 해인자 오 측 율을 가져야한다. 실험 결과의 

ROC 차트는 그림 3과 같으며, 본 실험은 비교  ROC 

커 가 그래 가 좌측 상단으로 치우침으로써 비교  

좋은 해인자 발생 측 모형임을 알 수 있다. 

4.1.2 해인자 확산 측

해인자 확산 지역을 측하는 것은 검출된 해

인자를 기반으로 해당 해인자의 이 상되는 

지역을 측하여, 측된 지역에서 해인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4.2 의 해인자 발생지 추 에

서의 거  단  검출데이터 기반, 거  간 유사도를 

이용하며, Link Prediction을 수행하 다. 측된 네트

워크에서 노드 간 연결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결을 측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 유사도는 이 에 구한 품목으로 부터 얻어지는 거

 간 계 는 Jaccard Similarity를 사용한다. 

Jaccard Similarity 는 두 상이 서로 공통된 항목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측정 하는데, 식 (2) 에서 거   

A, B 에 해 거 -품목으로 구성되어 분석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

(2)

Link Prediction 수행은 그래  기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의 그래 와 유사도 그래 의 차이를 

바탕으로 Link를 측한다. 즉, 기존 거  간 배송

계 는 품목 유사도를 바탕으로, 한 그래 를 구축하

고, 이 그래 로 부터 각 거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여 

그래  구축한다. 두 그래 의 차이로 연 도가 높은 

거 들의 계를 찾으며 이 계를 다시 그래 로 구축

하며 그 결과가 Link Prediction의 결과로 도출 된다.

그림 4는 농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8개 거 에 

한 Link Prediction을 통한 해인자 확산 측의 결

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실제 신속 리 시스템

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 지도로 맵핑되어 확산지

역을 용이하게 악 할 수 있다. 

4.2 해인자 발생지 추

해인자 발생지 추 은 배송되는 식품 품목에서 

검출된 해인자에 한 원래의 발생지를 알아내기 

한 추  기능으로서 거  간 계 기반 Clustering 

과 Graph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각 거 들 사이의 

계를 도출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재 검출된 거

에 한 이 의 배송지 거  정보를 도출하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 다.

해인자 발생 추 은 해인자 발생 거  A와 직

 련이 없는 거  B의 정보를 분석하여 검출 데이

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거  B에 경보를 주는 기능으

로서 단일 품목을 기 으로 하는 Food chain의 경우

에도 푸드 체인의 복잡성과 DTG에서 수집되는 데이

터 시 의 불일치 해결이 필요하며, 어떤 유통회사에 

상 없이 통합 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식품을 배송하는 각 거  사이의 계를 나

타내는 거리 산출과 거  사이의 계를 분석하고 그

래 로 표 하기 하여 거 과 품목 사이의 테이블 

형식을 사용하 다. 이러한 테이블에 표시되는 품목에 

한 유사도 계산 방식은 품목을 기 으로 하는 경우 

(그림 5), 거 별로 거의 모든 품목을 취 하므로 거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 지만 각 품목에 한 

사용 빈도, 즉 배송회수를 기 으로 하게 되면 (그림 

6) 유사도는 1보다 작은 값이 되지만 배송회수×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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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품목별 vs 거 별 표 화 기  
Fig. 7. Food item vs distribution base standardization 












  
  
  

    










  
  
  

그림 6. 배송횟수 기 인 경우, V: 배송횟수, similarity: 각 
거 별 유사도 수치
Fig. 6. Number of shipping based case, V: Number of 
shipping, similarity: similarity value for each distribution 
base

그림 9. 해인자 발생 건수 트 드 시각화   
Fig. 9. Graph of the number of harmful material 
outbreak 

도 (similarity)를 하면 유사도 값에 한 수치는 얻을 

수 있지만 배송 건수에 한 민감도가 무 크다.

와 같이 배송횟수를 기 으로 하는 경우 건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횟수가 많은 거 과 은 거

과의 편차를 제거하는 표 화 작업을 하 다. 이 경우 

품목별 표 화와 거 별 표 화 에서 연구개발 수

집된 거  데이터가 불충분하므로 거 별 표 화를 

추진하 다 (그림 7).         

이어 임의로 설정한 서로 다른 K개 군집으로 클러

스터링을 반복 수행하 으며 (본 논문에서는 K-means

를 사용하 으며, K-means는 임의의 기 값에서 정

해진 수렴 값에 수렴할 때까지 추정, 최 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심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9]. 자료 수집 

 가공 단계에서 시간 , 공간 으로 동기화 된 데이

터는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 어지는데, 일반 으로 n

개의 데이터를 k(≥2)개의 클러스터로 나 다면 

O(kn)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비교하여 최 의 클러스터를 찾기는 어렵다
[10].) 2개 

거 이 동일한 클러스터에 들어간 횟수는 심각도로 

사용하 다. 한 와 같이 생성된 거 -품목 행렬을 

바탕으로 거 -거  사이의 계 행렬을 생성하여 

Graph mining에 사용하 다. 이와 같이 생성된 그래

의 degree  centrality 근 성과 betweenness 계산

을 하 다.

그림 8 과 같이 왼쪽의 행렬은 5개 거 의 발생지 

추 의 계를 나타내는 를 나타낸 것이며, 맨 오른

쪽의 그래 는 앞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

과의 거 간의 추  계 도를 나타낸다. 화살표 계

의 거 은 해인자가 발생한 경우 그 계를 검토하

면 추 지를 용이하게  악 할 수 있다. 

그림 8. Graph mining을 한 Adjacency matrix 생성  
분석 그래
Fig. 8. Matrix for graph mining and the result graph 

  

4.3 해인자 발생 패턴

해인자 발생 패턴 분석은 발생된 해인자의 이

력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 시기와 지역 패턴을 분석하

는 것으로서 기본 으로 시계열 패턴 분석 모델을 사용

하 으며, 정확성 제고를 하여 공공 기 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 Association Rule (AR)을 용하 다.

해인자 발생 패턴은 발생 정보를 시간 기 으로 

정리하여 시계열 패턴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계열 패

턴 정보를 거 /계 /시간 역 (오 , 오후, 야간) 제품

류/동일지역 배송여부/배송단계정보 등으로 범주화하

여 품목화 시킨 후에 발생 패턴을 분석하 다. 다수의 

거래 내역 모두에 포함된 품목의 찰에 의한 규칙을 

발견하기 하여 모든 데이터를 범주 형이라고 가정

하여 모든 규칙을 찾는 방식의 AR을 통하여 의미 있

는 패턴 마이닝 (pattern mining)을 수행하 다. 이러

한 AR의 기 으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사용하

다.

그림 9는 해인자 발생 패턴의 시계열 그래 로써 

시간 (월 단 ) 별, 해인자 발생 건수 (건)로, 시계열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15-06 Vol.40 No.06

1172

그림 10. 해인자 발생 패턴, Association Rule  결과의 
시각화
Fig. 10. Graph of the number of harmful material 
outbreak 

그림 11. 해인자 측  상황 결과 가시화 화면
Fig. 11.Visualization of the result of the harmful 
material prediction and conditions

모형에 의해 측된 해인자 건수 (빨간색)와 실제 

발생 건수 ( 란색)를 나타낸다. 

한 그림 10은 AR을 통한 패턴 마이닝으로 

Support는 체 데이터 에서 해당 해인자 련 

패턴이 발생하는 확률, Confidence는 해인자 발생 

패턴의 조건부 확률 ( 해인자 발생에 한 검출내역

에서, 어떤 항목 x가 발생했을 때, y가 추가로 발생할 

조건부 확률), Lift 는 해인자 발생 패턴 내 항목 간 

련 정도 (검출내역에서 x를 고려한 y의 발생확률을 

x를 고려하지 않은 y의 발생확률로 나  것으로)를 

나타낸다.   

4.4 해인자 발생 상황

해 인자 발생 황은 지역별 당일의 식품 해 

인자 발생 건수와 해인자 검출 내역에 한 상세 정

보를 주기 으로 ( : 4시간 내) 제공한다. 일일 황

에 한 해인자 발견과 분포를 나타내기 한 것으

로, 해인자 검출장비의 검출 내역과 텍스트의 처리

를 통하여 발생 상황에 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써, Text-based documents을 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을 용 하 다. 처리할 자료의 상이 되는 문서(안

뉴스/리스크 로 일 등)를 식별할 수 있는 용어를 

추출 하고, 단순한 빈도 기반의 고빈도 용어의 추출보

다 다른 가 치를 용해 용어를 추출하고, 리스크 

로 일이나 안 뉴스 각각을 하나의 문서로 가정하고, 

이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용어와의 계를 행렬로 정

리한 Document Term Matrix를 생성했다.  단순 빈도 

신 식별력이 우수한 용어 선택을 해 역 문헌 빈도

를 용 하 다. 

Ⅴ. 해인자 분석 결과 가시화

앞 장에 서술된 빅 데이터 수집  해인자 상황

인지, 측, 추  분석을 수행 후, 그 결과 들은 시스

템 운용자, 농 식품 사용자들을 하여 실시간으로 가

시화 하여야 한다. 가시화를 해 내부 하둡 클러스터 

서버에 의한 가시화가 이루어지거나, 원거리의 통합 

리 시스템과의 RESTful API 연동을 통하여, 하둡 

클러스터 독립 운용  타 시스템 상호 운용이 용이 

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서버를 통한 하둡 클러스터의 

load  작업 내용, 장애 정보 감시, 하둡 클러스터들

의 고 신뢰의 자원 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림 11 은 실시간으로 해인자의 상황이나 각 

종 분석 결과를 모니터링 화면에 가시화 하는 화면을 

보여 다. 앞장에서 분석 된 결과들은 지도상의 치

에 각각 맵핑되어 도시되며, 안 뉴스나 SNS 등을 

통한 Text mining 결과 한 가시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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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농 식품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주

기상의 주요 유통 거 , 소비지까지 정형, 반 정형, 비

정형의 다양하고, 규모의 농 식품 유통 정보를 이용

하여, 농 식품의 해인자의 신속한 리를 한 방법

을 제안하 다.  

정확한 실시간 해인자 발생 측, 추 을 해 검

출 정보나 배송 량뿐 만 아니라 과거에서 재 시 까

지의 이력 데이터 수집  그 데이터 기반, 해인자 

패턴이나 재의 배송 환경 (온도, 습도),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회자되고 있는 실시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 (Big Data) 하둡 클러스터 

상에서 분석을 수행 하 으며, 클러스터내에는 실시간

으로 정보를 송하는 메카니즘이 추가되어, 결과를 

가시화 하 다. 

이는 기존의 선택 인 정보수집  불충분한 정보

량, 실과 수집 시  간 시간차에 따른 정보 왜곡의 

문제   각 유통 기업의 자체 독립 인 정보망으로 

인하여 생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총체 인 해인

자 차단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해인자를 신속 리 

할 수 있으며, 어떤 유통회사에 상 없이 통합 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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