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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미국산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증가하면서점차국내산한우의 입지가 줄어들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수적인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축산 한우 농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스마트 축산 한우 분야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 제안하고자한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분석된 최적 생육 데이터를 스마트축산한우농가에게제공함으로써 축산 농가
와빅데이터플랫폼간 데이터연계로보다 정밀한스마트축산 한우농장 경영이 가능할것이며, 부가가치 높은빅데이터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국내산 한우의 입지를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스마트 축사는 다양한 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축사 내·외부 환경을 모니

터링 하고, 제어가가능한 환경관리 ICT 장비를 갖춘 농장으로, CCTV와

같은 영상 데이터와 온도 및 습도와 같은 센싱데이터를 통해 최적 사육

환경을 조절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2].

국내 스마트 축산 분야 중 한우는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자 풍부한 단백

질과 양질의 무기질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로, 최근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19(COVID-19)이 발생하면서 한우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함

에 따라 한우 가격 또한 19년 대비 20년 10월 기준, 약 15.7% 만큼 상승

할 정도로 열기를 띄고 있다[3-4].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대비 1.8% 증가한 54.9%로

늘어나면서 점차 국내산 한우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국내 한우 자급률이

줄어들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축산 한우 농장에

설치된 센서(온도,습도 등) 및 구동기(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 데이터

를농장내에 설치된데이터수집기를통해 스마트팜빅데이터플랫폼에게

전달함으로써 도출되는 최적 생육 데이터로 인한 한우 농장 효율성 증대

와 정밀한농장경영으로국내산 한우의입지를 키우는효과를 가져올것

이다. 본 논문의구성은스마트축산한우분야데이터수집기개요와수집

과정을 설명한 뒤 결론을 통해 마무리 하고자 한다.

Ⅱ. 스마트 축산 한우 분야 데이터 수집기 개요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축산 한우 분야를 운영하는 농가의 자급률을 늘

리고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최적 환경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한 농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스마트 축산 한

우 농장에설치된 데이터수집기는 우사외부에 설치된중계기를 통해각

종정보(영상, 환경, 제어, 생육) 데이터를전달받는다. 본 연구에서사용된

데이터수집기의통신방식은 유무선 통신을 제공하고, 유선통신방식으로

는 RS-485 MODBUS 방식을 사용하며, 무선 통신방식으로는 WiFi,

Zigbee, Ethernet, MQTT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수집기를통해 수집된데이터를스마트팜빅데이터 플랫폼에서통

합 관리 할 수 있도록 JSON 포맷 변환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었다.

Ⅲ. 스마트 축산 한우 분야 데이터 수집 과정

스마트 축산 한우 농장 내부는 그림 1과 같이 어린 송아지, 중 송아지,

큰 송아지, 번식우, 비육우로 구분되며, 설치된 데이터 수집기는중계기를

통해각우사에 설치된센서(온도, 습도, 조도, CO2, NH3, 안전감지)로부터

측정된 생육정보와 내부에 설치된 CCTV와 같은 영상 장비로부터 영상

정보를 전달 받는다.

또한 우사외부에설치된외부기상(기온, 습도, 풍향, 풍속등)센서로부터

측정된 환경정보와 축사 내외부에 설치된 구동기(환경 관리기, 환풍기, 음

수량측정기, 사료자동급이기 등)로부터 발생한 제어정보를 전달받는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기는 수집된 각종 정보(영상, 환경, 제어, 생육)데

이터를 농가에 설치된 생산경영관리시스템에 전달하며 이때 사용되는 통

신은 Ethernet 또는 MQTT 통신방식을사용한다. 생산 경영관리시스템

은 Ethernet 통신을통해 스마트팜빅데이터플랫폼에게 수집된 데이터를

전달하고, 스마트팜빅데이터플랫폼에서는 분석된 데이터를기반으로스

마트 축산 한우 농장 운영에 필요한 최적 환경 제어 정보, 컨설팅, 자가진

단, 출하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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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축산 한우 분야를 운영하는 농가의 품질 향상과

한우자급률향상을위한데이터수집과정을제안하였다. 스마트축산한

우 농장에서 설치된 데이터 수집기로부터 수집된 각종 정보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에게 전달되며, 분석된 최적 생육 데이터를 각 축산 한우

농가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산 농가와 빅데이터 플랫

폼 간 데이터 연계로 보다 정밀한 스마트 축산 한우 농장 경영이 가능할

것이며, 부가가치 높은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국내산 한우의 입지를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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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 축산 한우 분야 데이터 수집과정[6]

Fig. 1. Smart Livestock Korean Beef Data Col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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