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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축산 산업은 가축의 질병 감염 문제에 매우 민

감하며, 특히 소, 돼지, 닭 등의 가축들은 공동 축

사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염병에 감염된 경우에

는 그 피해 규모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게 된다. 

2011년 2월을 기 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생

산액 감소율은 2010년과 비교하여, 낙농 8.37%, 한

육우 3.90%, 양돈 31.98%에 이르며, 이를 기반으

로 산업 연  분석을 수행한 결과, 낙농, 한육우, 

양돈 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국민 경제 반에 미

친  효과는 생산 유발 감소액 4조 93억 원, 부

가 가치 감소액 9,550억 원, 고용 감소 효과 47,813

명에 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수치는 구

제역 발병에 의한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련 

산업에 작용한 것으로서, 국내 총 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0.1%에 해당하는 

것이다[5]. 한 이러한 질병 감염에 의한 피해를 

이기 해 생산자들은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고, 이는 생산비 증가와 국민 건강 이라는 

부작용을 래하게 된다[7].

이러한 축산 산업의 실 속에서, 다양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지속 으로 발 함에 따라 

축산 장의 객체( ：가축)  환경( ：축사) 등

에 한 상시 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고, 

축산 산업은 유비쿼터스 기술의 축산 장 용에 

한 지속 인 니즈를 가지게 되었다. 김동  등

[3]은 IT 융합을 기존의 다른 산업들이 정보 기술

을 통하여 결합, 통합, 컨버 스(Convergence)  

퓨 (Fusion)화 되는 것으로 범 하게 정의하면

서, IT 융합 산업을 통해 생산성을 극 화하고, 새

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축 

생산성 향상을 한 유비쿼터스 통합 모니터링 시

스템’은 IT 융합의 표 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단한다.

기존에도 축산 환경에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유

비쿼터스 기술을 용하고자 했던 연구들은 존재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축사 환경을 모니터

링 하기 한 시스템 연구[2, 8, 10, 12, 13, 14]와 

가축의 생리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한 시스템 

연구[1, 4, 6, 9, 11]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기존 연

구들의 부분은 축사 환경의 모니터링과 가축의 

생리  상태의 모니터링을 분리하여 근하 는

데, 이러한 근은 실제 축산 환경에서 큰 한계

을 갖는다. 를 들어, 염병 발생 시에 가축의 

생리  상태에 한 모니터링 정보와 축사 환경에 

한 모니터링 정보가 함께 연동되어 처리되어야 

신속하고 극 인 처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은 분리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응이 어려운 것이다. 특히, 

가축 원격 진료에서는 단순한 가축의 생리  상태

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축사 환경에 한 정보

가 함께 제공되어야 더욱 효과 인 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랫폼을 

기반으로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가축 모니

터링 시스템,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 사양 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가축 생산성 향상을 한 

유비쿼터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 생산성 향상을 한 유비

쿼터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안을 해 먼

 제안하고자 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련

된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가축 련 유비쿼터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반 해야 할 고려 사항들을 검

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축 생

산성 향상을 한 유비쿼터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

템을 설계하고, 설계된 시스템의 로토타입을 구

함으로써,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   

실 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축산 산업 분야에 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도

입은 생산성의 향상, 운  비용의 감 등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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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수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크게 축사 환

경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연구와 가축의 생리  

상태 자체에 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2.1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기존 

연구

Frost et al.[10]은 축사 모니터링을 한 일반

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 다. 제

안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의 센서  가

축 행동 모델 련 데이터베이스, 먹이 수 과 같

은 가축 사양 모델 련 데이터베이스, 기후 모델 

련 데이터베이스, 질병 련 데이터베이스 등으

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를 해석 루틴

(Interpretation Routine)에서 분석한 후에, 특정 분

야의 지  활동과 경험을 통해 축 된 규칙이 

장되어 있는 지식 베이스를 통하여 리자가 수행

해야 할 과업을 추천하거나 시스템이 직  제어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Hwang and Yoe[12]은 체계 이고 과학 인 돼

지 사육을 해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용한 돈

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 로토타입을 구

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축사 련 정보의 수

집  환경 조 을 한 물리  계층(Physical La-

yer)과 데이터베이스로서 돈사의 정보를 활용하는 

간 계층(Middle Layer), 그리고 응용 계층(Ap-

plication Layer)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원격에서 

돈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동으

로 돈사의 설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환경 정보와 

시각 정보를 함께 수집하기 해 무선 네트워크와 

CCTV를 함께 설치하게 된다. 돈사의 설비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사육 환경 설정 값에 기반하여 자동

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리자에게 SMS 

(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해 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 이 연구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을 기

반으로 로토타입을 구 하 는데, 이 과정에서 

축사 내의 환경 센서가 암모니아와 습기 때문에 

부식하는 경우가 발생한 , 센싱 주기를 짧게 설

정함에 따라 센서 배터리 수명에 문제가 발생한 

 등은 본 연구에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

계  구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Kwong et al.[13]은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 특히 소를 상으로 하는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술  주의 사항

을 제시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의 몸에 가 흡수

될 수 있고, 이는 의 성능 약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해 통신 하드

웨어는 동물의 몸에 의한 의 성능 약화를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센서 노드의 메모리 부족을 지 하면서, 견

고한 루  로토콜이 요구됨을 제시한다. 그리고 

소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망 

구성(Network Topology)과 루  경로 배열은 동

물의 이동에 응하여 지속 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의 이동성의 향을 최 한 일 

수 있는 ‘IRP’(Implicit Routing Protocol)이라는 

로토콜을 제안한다.

Pan and Yang[14]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해를 미칠 수 있음을 지

하면서, 축사의 악취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제

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 자 코’(e-nose)라는 

환경 센서를 통해 측정된 악취 데이터가 무선 네

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듬이 수

행되는 분석 모듈로 달되고, 이곳에서 데이터가 

분석되어, 실시간으로 축사의 악취를 모니터링하

게 된다.

곽동호 등[2]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축사 내의 온/습도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최 의 

환경을 유지하기 해 축사 내에 설치된 환경 조

 장치인 안개 분무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에서 각 

센서 노드가 측정한 온도  습도 데이터는 제어

기의 싱크 노드로 송되고, 제어기가 수집된 데

이터를 분석하여 안개 분무기를 구동시키게 된다. 

한 제어기는 수집한 데이터를 서버로 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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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이를 PC를 통해 리자에게 제공하게 되

는데, 리자는 제어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설정 정보는 제어기로 달된다.

황정환 등[8]은 돼지 축사에 유비쿼터스 센서 네

트워크를 설치하여 최 의 생육 조건을 조성하기 

한 유비쿼터스 돈사 통합 리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조도, 습도, 온도, 암모니아 

가스 등 돼지의 생육 환경에 향을 미치는 요소

를 측정하는 센서와 CCTV를 돼지 축사의 내․외

부에 설치하여,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축사 내․외부의 환경 정보

를 찰할 수 있는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축

사의 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축사 상 모

니터링 서비스, 환경 기  값을 활용하여 축사 시

설을 자동 제어하거나 리자에 의해 축사 시설을 

수동 제어할 수 있는 축사 시설 제어 서비스, 축사

에 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알려주는 

험 상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2 가축의 생리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기존 연구

강윤희 등[1]은 돼지의 체온과 산성도 변화를 측

정하여, 돼지의 임신 가능 여부를 별하고, 필요 

시에 해당 정보를 리자( ：농가)에게 알려주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동물 자원 리 

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돼지의 체

내에 삽입이 가능한 센서 노드와 축사 내에 설치

하는 싱크 노드, 그리고 리자를 한 클라이언트 

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데, 센서 노드와 싱크 노

드 사이의 통신은 IEEE 802.15.4 ZigBee 통신 로

토콜이 활용되고, 측정된 데이터는 수집 환경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며, 리자의 편의성을 

해 리자가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통해 구성 환

경을 제어하고 라우징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장희태, 이병문[6]은 가축이 염성 질병에 감염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통 인 특성  하나가 

체온 상승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가축의 체온 변

화를 상시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축 발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에

서 가축의 체온을 물리 으로 하여 측정하지 

않고, 외선 방식의 비  체온 측정기를 이용

하는데, 이는 물리 인 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가축의 체온을 측정할 경우, 가축이 체온 측정기

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고, 가축에게 스트 스를 

가하게 되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제안 시스템에서 측정된 체온 데이터는 

질병 감염 유무를 단하는 모듈로 달되는데, 

질병 감염이 의심되는 체온 데이터가 감지되면, 

이상 체온의 정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질병 정

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 가능 질병 목록이 생

성된다.

서정택 등[4]은 발정기의 암소의 특징을 반 하

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암소의 발정

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여기서 

발정기 암소의 특징이란 발정기 시작 시의 암소는 

보통 때의 암소보다 걸음걸이가 4배 이상으로 늘

어나고, 소가 다른 소의 등에 올라타는 행 인 ‘승

가’를 허용하는 횟수 한 발정기 후기일수록 증

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가

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소의 활동량을 악하고, 

활동량이 증가하면 리자에게 발정 감지에 한 

1차 경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소의 미근부

(꼬리 )에 부착된 압력 센서를 동작시켜, 측정된 

데이터를 서버로 송하게 되고, 서버는 최종 발

정 유무에 한 정보를 리자에게 달하게 된다.

한 이 밖에도 가축의 종류별로 다른 송신기를 

이용하여 가축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원격 측

정 시스템을 제안한 연구[9]나 암소의 생리  상채 

제어를 한 실시간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11]을 

제안한 연구도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축사의 환경과 가

축의 생리  상태를 분리하여 모니터링하는 방식

이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축산 환경에서 축사

의 환경과 가축의 생리  상태는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이 상호 연동되어 처리



가축 생산성 향상을 한 유비쿼터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79

 [그림 1] 통합 제 시스템과 운용 리 시스템의 계도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사 환경 모니

터링 시스템과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이 상호 연동

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의사와의 원격 진료가 병

행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시스템의 설계

3.1 통합 제 시스템  운용 리 서비스

가축 생산성 향상을 한 세부 응용 시스템인 ‘축

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 ‘사양 리 시스템’은 데

이터 리  활용의 효과성과 효율성 담보를 

해 통합 랫폼 기반으로 운 되어야 한다. 즉, 통

합 랫폼은 통합 제 시스템으로서, 각각의 응

용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  리하며, 

이러한 정보들이 서로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환경 요소 정보는 

환경 리 자동 제어 역으로 통합 제 시스템

의 축사 환경 모니터링 모듈과 연계되고, 가축 모

니터링 시스템의 체온 정보, 음향 정보 등은 이상 

징후 감지, 생체 정보 측정 역으로 구분되어 각

각 이상 징후 감지 모듈, 생체 정보 분석 모듈로 

연계되며, 통합 제 시스템의 가축 모니터링 모

듈로 통합 연계된다.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과 사

양 리 시스템 역시 각각 원격 진료 모듈과 사양 

리 모듈로 연계된다. 한 이러한 통합 제 시

스템은 이해 계자( ：축사 리자, 수의사, 

련 공기  등)들이 용이하게 근할 수 있도록 운

용 리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은 통합 제 시스템과 운용 리 시스템의 계

도를 정리한 것이다.

3.2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축사 내의 환경 

요소를 지속 으로 측정하여 축사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서 노드(하드웨어)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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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소 트웨어)로 구성된다.

3.2.1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서 하드웨어의 

설계

항온 동물인 가축은 일정 체온이 유지되어야 생

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 환경의 향

에 민감하기 때문에 열 환경의 조 에 따라 생산

량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열 환경 요소들을 

하게 조 하는 것이 생산성을 극 화시키기 

한 주요 방법  하나이다.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

서 하드웨어는 축사 내의 환경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 온/습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를 포

함하는 센서 노드를 의미하며, 그 구체 인 요구 

사항은 <표 1>과 같고, [그림 2]는 그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축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 노드 
요구 사항

분야 내용

원 12V DC 어 터 입력 원

MCU CC2530 One Chip

무선 통신 ZigBee

USB to Serial CP2102

인터페이스

∘ 원 on/off 스 치, 12V DC 

원 커넥터

∘App. 버튼, MCU 기화 버튼

∘응용 LED 연결, USB Serial 

Connector

 [그림 2]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 노드 
블록도

3.2.2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서 소 트웨어의 

설계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센서 노드는 Zig 

Bee 통신을 통해 수신기와 연결되고, 수신기는 이

더넷을 통해 서버와 연결되어 축사 내의 환경 요소

에 한 데이터가 지속 으로 수집되는데, [그림 3]

은 센서 노드, 수신기, 서버 사이의 메시지 시 스를 

나타낸 것으로서, 센서 노드는 가장 먼  RF 통신

을 해 CC2530을 기화하고, 각 센서를 기화한 

후에 각 센서로부터 환경 요소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후 수집된 데이터는 수신기를 통해 서버

로 달되어 장된다.

 [그림 3]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메시지 
시 스

이 때, 센서 노드와 수신기 사이의 ZigBee 데이

터 로토콜은 <표 2>의 내용을 따르게 된다.

3.3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축의 체온과 이상 소

음 등을 측정하여 가축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축 모니터링 센

서 노드와 센서 펌웨어로 구성된다.

3.3.1 가축 모니터링 센서 하드웨어의 설계

가축 모니터링 센서 하드웨어는 가축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 체온 센서 노드와 이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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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센서 노드와 
수신기 사이의 ZigBee 통신 로토콜

구 분
데이터 

크기(Byte)
설명

Source 

Address
4

장치( ：센서, 게이트 

웨이 등) ID

Network 

Address
4 RF 네트워크 사용 ID

Destination 

Address
4

장치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목 지의 주소

Sequence 1
RF를 통해 송하는 

데이터 시 스

Command 1 서버 확인 명령(0X30)

Data 

Length
1

센싱 데이터 크기 

(4～6Byte)

CRC 1
RF 송 시, 손실  

잘못된 데이터 확인

음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 센서 노드를 의미하며, 

그 구체 인 요구 사항은 <표 3>과 같고, [그림 4]

와 [그림 5]는 그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 노드 요구 
사항

분야
내용

체온 센서 노드 음향 센서 노드

원
3.6V DC 어 터 

입력 원

12V DC 어 터 

입력 원

MCU CC2530 One Chip CC2530 One Chip

무선 통신 ZigBee ZigBee

USB to 

Serial
CP2102 CP2102

인터

페이스

∘ 원 on/off 스 치, 

3.6V DC 원 

커넥터, 배터리 

모니터링

∘App. 버튼, MCU 

기화 버튼

∘응용 LED 연결, 

USB Serial 

Connector

∘ 원 on/off 스 치, 

12V DC 원 

커넥터

∘App. 버튼, MCU 

기화 버튼

∘응용 LED 연결, 

USB Serial 

Connector

[그림 4]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온도 센서 노드 
블록도

[그림 5]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음향 센서 노드 
블록도

3.3.2 가축 모니터링 센서 소 트웨어의 설계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체온 센서 노드와 음

향 센서 노드는 ZigBee 통신을 통해 수신기와 연

결되고, 수신기는 이더넷을 통해 서버와 연결되어 

축사 내의 환경 요소에 한 데이터가 지속 으로 

수집된다. 이 때, 센서 노드, 수신기, 서버 사이의 

메시지 시 스는 [그림 3]과 동일하고, 센서 노드

와 수신기 사이의 ZigBee 데이터 로토콜 한 

<표 2>의 내용과 동일하다.

3.4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의 설계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원

격 화 기능  데이터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원

격의 수의사가 가축의 상태를 용이하게 문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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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 소 트웨어의 

설계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 소 트웨어는 리자의 

경우 스마트폰 기반, 수의사의 경우 PC 기반으로 설

계되며, 그 구체 인 로세스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의 메시지 시 스

3.5 사양 리 시스템의 설계

사양 리 시스템과 련하여 국내에서는 2011

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농림수산 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 평가원의 주  하에 ‘스마트 쇠고기 이

력 시스템 구축 사업’이 수행되었다. 이 구축 사업은 

축사 환경 상 바코드 태그가 분뇨나 오물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기존에 바코드 태그를 소 귀에 부착하여 바

코드 리더로 인식하여 가축의 이력을 리하던 시스

템을 UHF 역의 RFID(Radio Frequency IDen-

tification) 태그로 환하는 시범 사업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활용

하여, 특정 가축의 정보를 등록 는 확인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 이 확산됨에 

따라 리자가 고가의 RFID 장비( ：RFID 리더)

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력 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5.1 사양 리 시스템 소 트웨어의 설계

사양 리 시스템 소 트웨어는 스마트폰을 기

반으로 하여, NFC 태그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특

정 가축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구체 인 로세스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사양 리 시스템의 스마트폰 동작 
시나리오

4. 시스템의 구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가축 생산성 향상을 

한 유비쿼터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   

실 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로토타입

을 구 하고, 이를 장에 용하 다.

4.1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여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서 노드와 센서 펌웨어를 구 하 다.

4.1.1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서 하드웨어의 

구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서 하드웨어는 축사 내의 

환경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 온/습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를 포함하는 센서 노드를 의미하

며, [그림 8]은 구 된 센서 노드의 실제 모습이다.

 [그림 8]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 노드 
구

TCP/IP 소켓 클라이언트 설정

진료 요청 reg : call

진료 요청 reg : yes

실시간 상/음성 화

TCP/IP 소켓 클라이언트 설정

상 세션 생성

데이터 입력

상 세션 생성

진료 요청 팝업(수락/거  버튼)

수신한 데이터 화면 출력

수의사(PC)리자(스마트폰)

[시작]
스마트폰으로

NFC 태그 터치

가축 정보
입력 화면 출력

등록 가축?

가축 정보
수정 화면 출력

장된 가축 
정보 화면 출력

가축 정보 
수정?

[종료]

가축 정보 
등록?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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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온/습도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 활용을 
한 코드

온/습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void Sht1xInit(void)
{
  Delay_mSec(1);
  SCK_PORT();
  SCK_0();
WRITE_DATA_PORT();
  DATA_1();
  WriteStatusReg(0);
} // 온습도 센서 기화

#define HAL_BOARD_INIT() 
{ 
  uint16 i; 
 
  SLEEPCMD & = ～OSC_PD; /* 
turn on 16MHz RC and 32MHz 
XOSC */ 

while (!(SLEEPSTA and 
XOSC_STB));
/* wait for 32MHz XOSC stable */ 
asm (“NOP”);
/* chip bug workaround */
 
  for (i = 0; i < 504; i++) asm 
(“NOP”); /* Require 63us delay for 
all revs */
CLKCONCMD = 
(CLKCONCMD_32MHZ | 
OSC_32KHZ); 
/* Select 32MHz XOSC and the 
source for 32K clock */
while (CLKCONSTA != 
(CLKCONCMD_32MHZ | 
OSC_32KHZ)); 
/* Wait for the change to be 
effective */ 
  SLEEPCMD |= OSC_PD; /* turn 
off 16MHz RC */ 
 
 /* Turn on cache prefetch mode */ 
 PREFETCH_ENABLE(); 
 
  LED1_DDR |= LED1_BV; 
  HAL_TURN_OFF_LED1(); 
 
  LED2_DDR |= LED2_BV; 
  HAL_TURN_OFF_LED2();
 
  /* configure tristates */ 
  P0INP |= PUSH3_BV; 
  P1INP |= PUSH2_BV | 
PUSH4_BV; 
}
#endif

4.1.2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서 소 트웨어의 

구

축사 환경 모니터링 센서 소 트웨어는 [그림 2]

에서 제시한 메시지 시 스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

게 되며, <표 4>는 이를 해 CC2530 하드웨어 

기화를 한 코드, <표 5>는 온/습도 센서와 이

산화탄소 센서 활용을 한 코드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CC2530 하드웨어 기화를 한 코드

void SEM_Router_Init (byte task_id)
{
 halUARTCfg_t uartConfig;
 halUARTCfg_t uartConfig_noise;

 Router_TaskID = task_id;
 Router_NwkState = DEV_INIT;
 Router_TransID = 0;

 // Device hardware initialization can be added here or 
in main() (Zmain.c).
 // If the hardware is application specific-add it here.
 // If the hardware is other parts of the device add it in 
main().

 Router_DstAddr.addrMode = 
(afAddrMode_t)AddrNotPresent;
 Router_DstAddr.endPoint = 0;
 Router_DstAddr.addr.shortAddr = 0;

 // Fill out the endpoint description.
 Router_epDesc.endPoint = ROUTER_ENDPOINT;
 Router_epDesc.task_id = &Router_TaskID;
 Router_epDesc.simpleDesc
 = (SimpleDescriptionFormat_t *)&Router_SimpleDesc;
 Router_epDesc.latencyReq = noLatencyReqs;

 // Register the endpoint description with the AF
 afRegister (&Router_epDesc);

4.2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여 가축 모니터링 

센서 노드와 센서 펌웨어를 구 하 다.

4.2.1 가축 모니터링 센서 하드웨어의 구

가축 모니터링 센서 하드웨어는 가축의 체온을 측

정할 수 있는 센서인 체온 센서와 이상 소음을 측정

할 수 있는 음향 센서를 포함하는 센서 노드를 의미

하며, [그림 9]는 구 된 센서 노드의 실제 모습이다. [그림 9]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 노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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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가축 모니터링 센서 소 트웨어의 구

가축 모니터링 센서 소 트웨어 역시 [그림 3]에

서 제시한 메시지 시 스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이 때, CC2530 하드웨어 기화를 한 코드

와 체온 센서  음향 센서 활용을 한 코드는 <표 

4>, <표 5>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4.3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가축 모니

터링 시스템의 센서 합성 테스트

본 연구에서 구 된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센서 노드들의 합성 

테스트를 해 건국 학교 동물생명과학 학 내의 

실험실, 건국 학교 동물생명과학 학 충주 실습 목

장, 경기도 이천의 유원 농장에 센서 노드를 설치

하 다. 로토타입에서는 통합 랫폼 신에 로

컬 서버로 데이터를 축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

하 고, 공유기를 통해 스마트폰과 PC에서 축

된 데이터에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0]은 

로토타입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11]은 로토타입 시스템의 실제 설치 모습이다.

[그림 10] 로토타입 시스템 개요도

로토타입 시스템에서는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

스템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 획득을 

해 임시 로그 서버를 구축하 고, 각 센서 노드 별 

데이터 일이 일일 단 로 장된다. [그림 12]는 

건국 학교 동물생명과학 학 내의 실험실에 설치

된 센서 노드들의 데이터 정보이며, 이 정보들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로토타입 시스템 설치 모습

[그림 12] 건국 학교 실험실의 로컬 서버 페이지

4.4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의 구

4.4.1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 소 트웨어의 

구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은 농장 리자는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수의사는 PC를 기반으로 서로 화

상 화를 통해 문진을 할 수 있도록 구 되었다. 

본 연구 과정  농장 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장 리자는 질병 감염의 노출 가능성 때문에 

비록 수의사라 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이 리하는 

가축에 근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은 가

축물의 1차 진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장 리

자와 수의사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13]은 구 된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  수의사용 PC 소 트웨어의 

UI(User Interface) 일부를 제시한 것이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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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는 농장 리자용 스마트폰 소 트웨어의 UI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13] 수의사용 PC 소 트웨어 UI

[그림 14] 농장 리자용 스마트폰 소 트웨어 UI

4.5 사양 리 시스템의 구

4.5.1 사양 리 시스템 소 트웨어의 구

본 연구에서 구 된 사양 리 시스템 소 트웨

어는 NFC 모듈과 안드로이드 2.3 OS 진 드 

이상을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구

되었다. 기존에는 일반 사용자의 휴  화에 NFC 

모듈과 같은 RFID 계열의 리더가 탑재되지 않았

기 때문에 농장 리자는 사양 리를 해 고가

의 RFID 리더 장비를 별도로 구매해야만 했다. 그

러나 NFC 모듈이 스마트폰에 탑재됨에 따라 NFC 

태그를 통하여 사양 리 시스템의 비용을 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NFC의 경우에는 인식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치 인식 등에 활용하

는 것은 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리자

들은 자신의 목 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 요소

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5]는 사양 리 

시스템 소 트웨어의 UI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15] 사양 리 시스템 스마트폰 소 트웨어 UI

5. 결  론

본 연구는 축산 산업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니즈와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의 발 이 만나는 

지 에서 축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가축 모니

터링 시스템, 가축 원격 진료 시스템, 사양 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가축 생산성 향상을 한 

유비쿼터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 고, 

로토타입을 구 하여 장에 설치 테스트함으로

써, 본 제안 시스템의 구   실 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

여 축산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향을 

받는 가축 행동에 한 찰을 통해 가축의 생산

성 하  질병 감염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  

달성을 하여 축산 장의 데이터가 이음매 없이 

리 시스템에 장되고 리될 수 있는 통합 시

스템의 구 , 선도 인 정보 기술과 수의학 등의 다

양한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이

해 계자 사이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

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이러

한 구체  실천 과제들을 수행하기 해 가장 먼

 이루어져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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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여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기

술을 새로운 분야에 목시켜 IT 융합을 일으킴으

로써,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련 

분야 연구의 석을 제공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  상의 제한 등으로 인해 가축 모니

터링 시스템에서 체온이나 이상 소음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한 가축의 행동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도 해당 부분이 제외되었다는 , 사양 리 시스

템에 치 리가 제외되었다는 , 통합 랫폼

의 구 이 미흡했다는  등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재에

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지속 으로 보

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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