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8. 11)

스마트 수직구조 양식장의 원격제어 App 개발

김유환*, 김병 **, 신규재**     

*
(주)네트원

**부산외국어 학교 ICT창의융합학과
*e-mail:yhkim@net1.co.kr

**
e-mail:kyoojae@bufs.ac.kr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Model of IoT-Based 

Smart Farm

Yu-Hwan Kim*, Byeong-Jun Kim**, Kyoo-Jae Shin**

*Corporation Net1
**
Dept of ICT Creative Desig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FS

요       약
 력 발 사들은 해안을 심으로 운 되고 있는데, 이는 발 하는 과정에서 회 기기 터빈과 발 기 

열을 냉각시키기 해 해수를 사용한 후, 발생한 온배수는 해안으로 방출되고 있다. 양식장에는 수온

리를 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열에 지를 공 하는데는 경제 으로 매우 요하다. 따
라서 효율 인 스마트 양식장을 운용하기 해서는 발 소에서 폐수로 방출되는 온배수 에 지원을 

재생에 지로 활용하여 이 열을 장하고 양식수조에 공 하는 온배수 히트펌 의 수온 제어시스템과 

양식수조의 최 화 설계를 하여 새로운 형태의 육상수조 양식구조와 수질과 수온을 제어하는 

IoT(Internet of Things)기반의 스마트 양식장이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제4차 산업 명의 일환으로 세계 으로 스마트 

양식장에 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

장의 운 은 매우 힘든 3D업종으로써 산업 으로 많은 노

동력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에 변화에 따른 수질상태는 한

순간에 양식어에 큰 피해를  수 있기 때문에 순환여과

방식을 이용한 정 한 수질제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발 소 온배수 에 지

를 활용하고 구조물은 수직형 구조를 가지는 아 트 형태

의 스마트 양식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oT기반으

로 온배수를 공 하는 히트펌  제어시스템과 양식수조의 

수질과 수온센서를 탑재하고 최 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 양식제어시스템을 설계한다. 한 스마트 양식장의 

최 화 설계  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 웹 어 리 이션 제어를 기능 앱을 

설계하 다[1][2][3].

2. IoT기반 스마트 양식 시스템 설계

   스마트 뱀장어 양식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4

개 수조 형태의 IoT 기반 스마트 양식장을 설계한다. 양

식어를 사육하는 1층 양식수조(Aquarium 1)와 2층 양식

수조(Aquarium 2), 양식수조의 오염된 고형물을 제거하기 

한 순환 여과장치(RAS)와 여과된 물을 장하고 수온

과 산소를 공 하여 최상의 수질을 생성하는 밸런싱 수조

(Balancing Tank)로 구성된다. 

(그림 1) IoT기반 스마트 양식장의 센서, 온배수 

공 시스템 구성

각 수조에는 수   수질을 계측하는 음 센서, 온도, 

용존산소(DO)  pH 센서와 센서신호 컨디셔 가 설치된

다. 이러한 양식시스템은 도심과 건축물 내부에 설치가 용

이하며, 특히 산간벽지, 사막, 극지 등의 같은 극한 환경

에서도 그 용도에 따라 자연 장 맞춤형으로 설치가 가능

하다. IoT기반 스마트 양식장의 센서, 온배수에 지와 산

소 공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며, 원격제어  모니터링을 

하여 동식 자밸 와 센서 신호컨디셔   마이컴 

제어반이 설계되었다.

3. IoT기반 원격제어  모니터링

   IoT기반의 스마트 양식장은 그림2와 같이 Local 양식

장과 Public 원격제어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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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의 무인자동화를 하여 수조의 수 를 계측하기 

한 음 센서, 수질상태를 계측하기 한 온도, DO, 

pH 센서를 각 수조에 설치하 다. 

(그림 2) 스마트 양식장 제어 데이터 통신 흐름도

이 센서 신호는 OxyGuard의 센서 신호 컨디셔 를 통하

여 아듀이노 마이컴 제어반에 송되며 자체 개발한 

Smart Fisherman 운용 로그램에 의하여 각 수조에 설치

된 펌 와 자밸 를 이용하여 유량제어를 구 한다. 아

듀이노를 이용한 마이컴 제어반은 DIO 입출력 포트,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릴 이가 구성되어 

펌 , 자밸 를 이용하여 유량제어를 수행한다[4]. 한 

원격제어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하여 Raspberry PI를 

용하고 MQTT 로토콜을 이용하여 Broker와 웹 는 

모바일 앱과 연동된다. 로커는 옥시가드 센서에서 라즈

베리 이로 센서 데이터를 받아 서버로 송되고 클라이

언트에서 원격제어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4][5].

4. 실험결과

   제안된 IoT기반 스마트 양식장은 발 소 온배수 에

지를 활용하고 구조물은 수직형 구조를 가지는 아 트 형

태로 그림 3와 같이 스마트 양식장의 산업화 모델을 개발

하 고, IoT 기반으로 온배수를 공 하는 히트펌  제어

시스템과 양식수조의 수질과 수온센서를 탑재하고 최 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 양식제어시스템을 설계하

다.

본 산업화 모델의 연구개발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10

월까지 부산에 치한 한국남부발 에서 IoT기반의 수직 

측형 스마트 양식장 랫폼을 그림3과 같이 구축하고 

히트펌  설계  성능시험평가와 스마트 빌딩 양식장의 

설계, 제작  성능시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마트 양

식장의 양식어종인 뱀장어는 표 1과 같이 최 생육을 

해서 수질을 제어 목표값으로 수질제어르 수행하 다. 최

의 수질환경을 구축하기 하여 그림 3과 같이 수조는 

수직 층형 구조로 컨테이  1층과 2층 구성하고 측면 

육상에 순화여과장치(RAS)가 설치하여 운용시험을 진행

하 다. 

(그림 3) 설계·제작된 IoT기반의 스마트 양식장 랜트

<표 1> 민물 뱀장어 생육환경의 수질 제어 목표 사양

     제어 상 목표값

1 PH 6.5 ∼ 8.5

2
용존산소량(DO) 

[mg/L]
5 이상

3 생육 수온[℃] 25±5

민물 뱀장어을 양식하는데 필요한 생육환경 조건은 표 1

과 같다. 일반 으로 뱀장어는 난류성 어류로써 최 의 생

육 온도는 25 ± 5[℃]이고, pH 6.5∼8.5, 용존산소 

5[mg/L]이상으로 최 화 제어가 필요하다. 발 소에서 방

출되는 수온은 동계에는 13∼15[℃]이고 하계는 25∼35

[℃]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지난 2015 년 8 월부터 2017 년 10 월까지 한

국 남부 발 에 설치된 히트펌   수족  에 지 리 

시스템 설계  성능시험 평가를 수행하 다.

수족  시스템 분석  설계된 스마트 어류양식 시스템에 

한 실험 결과를 수 , 유량, 수온, 용존산소  pH 제어

를 실험 으로 성공 으로 수행하여 설계사양 성능을 만

족하 다. 한 제안된 산업화 랫폼 모델의 성능을 검증

하기 하여 국제 인증시험을 수행하여 인증서를 획득하

다. 한 제안된 뱀장어 양식장의 양식면  200여평에서 

12톤 수처리를 하는 스마트 양식장을 상으로 경제성 분

석을 실시한 결과, 년간 수량 22만톤 수처리를 수행하고 

24시간 온배수 히트펌 를 가동할 시에 730[REC]가 발생

하여 년간 9천여만원 정도의 경제성이 검증되었다. 제안된 

IoT기반의 스마트 양식장은 수직 층형 양식장 구조로 

양식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증 시킬 수 있

으며, 이 산업화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 양식장 

보 과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큰  기 가  된다.

설계된 IoT기반의 스마트 뱀장어 양식장은 그림 4 같이 

웹과 모바일 앱과 연동되어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

하다. 양식수조, 순환여과장치와 밸런싱 탱크의 온배수 열

에 지의 효율 인 리와 스마트 양식장의 최 화 환경

제어를 한 센서 데이터인 력량, 온배수 입출수 온도와 

수질상태의 DO, pH, 온도, 수   밸  각도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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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식장에서 긴 한 상황이 발생되면 원격제어 모드

를 이용하여 웹 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림 4) 웹과 모바일 앱 어 리 이션

그림 5는 스마트 양식 수조의 온도, DO, pH 값을 시험 결

과값이다. 순환여과조(RAS)의 수질제어 성능시험을 수행

한 결과, 하 기에 시험이 수행되어 서은이험 기에는 수

온이 30[℃]를 과한 상텡서 히트펌 에서 공 된 수냉에

지원에 의하여 25∼27[℃] 범 내로 수온이  제어됨을 

확인하 고, 용존 산소량 DO는 6.5[mg/L]에서 8.5[mg/L], 

pH는 6.5∼8.5 범 내로 제어되어 설계사양 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 다. 상기의 성능시험을 통하여 제안된 

IoT기반의 스마트 양식장 시스템의 성능은 설계 사양 조

건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6] 

(그림 5) IoT기반 스마트양식장의 양식수조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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