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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과학논문을 통해 30년 후인 2050년까지 가축과 동물성식품의 동향을 예측하면
서 미래 동물생명산업 발전 전략으로써 ICT-기반 스마트축산 기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전 세계적으
로 가축사육과 동물성식품 소비는 인구증가,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도시화 및 소득증가에 대한 반응으
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가축 환경, 생산성과 번식효율성을 바꿀 수 있다. 가축생산은 온
실가스 배출 증가, 토지 황폐화, 수질오염, 동물복지 및 인간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생명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융합된 ICT-기반 스마트축산을 활
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동물복지, 동물성식품 영양품질 개선, 동물의 질병예방을 위한 선제
적인 미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동물생명산업은 지속 가능성과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
동화를 통합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IoT와 빅 데이터를 사용하는 지능형 정밀가축사양, ICT-기반 스
마트축산은 동물생명산업의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다. 축사 내부와 외
부의 환경 매개 변수를 정밀하게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ICT-기반 스
마트축산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원격 제어를 위해 센싱 기술을 사용하여 동물의 행동복지 및 사양
관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및 보급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스마트축산, 동물성식품, 정밀가축사양, 기후변화, 동물복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Abstract : This paper reviewed the necessity of 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based smart livestock system as a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animal life industry in the 
future. It also predicted the trends of livestock and animal food until 2050, 30 years later. 
Worldwide, livestock raising and consumption of animal food are rapidly changing in response to 
population growth, aging, reduction of agriculture population, urbanization, and incom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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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can change the environment and livestock’s productivity and reproductive 
efficiencies. Livestock production can lead to incre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land degradation, 
water pollution, animal welfare, and human health problems. To solve these issues, there is a need 
for a preemptive future response strateg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mprove productivity, 
animal welfare, and nutritional quality of animal foods, and prevent animal diseases using 
ICT-based smart livestock system fused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various aspects of the 
animal life industry. The animal life industry of the future needs to integrate automation to 
improve sustainability and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digital age, intelligent precision animal 
feeding with IoT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ICT-based smart livestock system can collect, 
process, and analyz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 the animal life industry. It is composed of a 
digital system that can precisely remote control environmental parameters inside and outside the 
animal husbandry. The ICT-based smart livestock system can also be used for monitoring animal 
behavior and welfare, and feeding management of livestock using sensing technology for remote 
control through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s. It can be helpful in the collection, storage, 
retrieval, and dissemination of a wide range of information that farmers need. It can provide new 
information services to farmers.

Keywords : Smart livestock system, animal food, precision animal feeding, climate change, animal 
welf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ig data 

1. 서 론

  차세대를 위해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구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인구증가와 동
물성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할 때 현명한 
식량생산 방식이 필요하다[1-3]. 예측 가능한 인
구증가, 지속적인 도시화, 소득증가 및 생활방식
의 변화는 적어도 향후 30년 동안 가축과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요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동물성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대한 핵심 기회일 수 있다, 동물생명산업
에서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 생산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안화 대안, 가축
이 제공하는 식량공급과 환경보존 물품 및 서비
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적응 전략을 포함하여 이러
한 영향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4]. 
  인간에게 육류, 계란, 우유 등 동물성식품을 제
공해주는 동물생명산업은 지구 표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소 1조 4천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중요한 글로벌 자산이다[5-7]. 가축은 생산 
유형, 생태학, 사회적 및 경제적 맥락에 따라 생
산자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주요 영양적, 경제적 
및 환경적 혜택을 준다[8,9]. 전 세계 동물성식품
의 생산량은 1963년부터 현재까지 8천만 톤에서 

3억 톤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인구와 소득증가로 
인해 2015년 3억 3,400만 톤에서 2050년 4억 
9,800만 톤으로 2/3 증가할 것이다[10-12].2050
년까지 늘어난 세계 인구는 오늘날보다 2/3 더 
많은 동물성식품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육류, 계
란, 유제품 소비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각각 
73, 64, 58% 증가할 것이다[3,13]. 
  토지, 물 부족, 지속적인 지구온난화 및 빈번하
고 급격한 기후변화, 경작지 및 화석 탄소원과 
같은 자원에 대한 경쟁 심화는 동물생명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인구증가와 
식량-가축사료의 경쟁 증가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동물생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 생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14-16].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위험은 식량안보와 관련
하여 가축생산에 크게 의존하는 세계 인구 집단
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17-19]. 
동물생명산업 시스템은 사양관리, 환경관리, 동물
복지 불량 및 기후변화로 인해 전반적인 가축의 
성장능력, 생산성, 동물성식품의 품질이 낮고 온
실가스 특히 전 세계 CO2 배출량의 15%를 차지
하는 배출 강도 및 동물의 질병 발생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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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1]. 모든 농업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동물
생명산업은 기후 및 기타 환경변화의 영향을 크
게 받을 것이다. 미래에 기후-스마트축산 시스템
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2,17,18]. 스마트축산 기술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가축생산과 동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22-25].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동물생명산업의 미래 지
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화, 인구증가와 고령
화, 식량과 물 부족, 고품질 동물성식품의 소비, 
기후변화와 환경, 동물복지와 가축질병 등 현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융복합과 같은 미래 메가트렌드 
(megatrend)와 동물생명산업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26-30].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를 이용한 지능형 정밀가축사양, ICT-기반 
스마트축산 기술(이하 스마트축산)은 공급 및 먹
이사슬 전반에 걸친 정보에 대한 수요가 디지털 
농업의 발전과 그 확산의 주요 동인인 ICT 융합
으로 인간과 동물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미래 
동물생명산업의 신기술이다[31,32]. 스마트축산은 
가축의 성장능력 및 생산성 감소를 해결하고 온
실가스 배출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
이다[30,33]. 일반적인 자동화 장치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연결한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
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축사 내외부의 환
경과 가축 활동을 원격 모니터링하여 생산성, 유
통, 지역생활에 적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34-41].
  스마트축산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수요 증가, 
농촌노동력 감소와 생산비용 증가, 기후변화, 동
물복지, 고품질 동물성식품 제공, 그리고 얼리어
답터 (early adaptor)인 젊은 층을 가축생산에 통
합하여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생명산업의 지
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14,18,28,42,43]. 
  기후변화 및 인간의 동물성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축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동물생명산업 분야 과학
자의 과제 중 하나로써, 연구자와 학자들은 세계 
인구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해 30년 후까지 전 세계 가축 및 동물성식품의 
수요 동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선제 대응할 필

요가 있다. 
  본 논문은 여러 과학논문으로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가축과 동물성식품의 소비 동향을 예측
하면서 미래 동물생명산업 발전 전략으로써 스마
트축산 응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 동물생명산업의 미래 예측

2.1. 인구 증가와 동물성식품 소비

  인구증가는 식량 및 동물성식품 수요의 중요한 
동인이며 2050년 총 인구는 현재보다 34% 증가
한 92억이 될 것이다. 지속적이고 급속한 인구증
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동물성식품 수요를 이끌
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식
량안보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2,20]. 
전 세계적으로 600억 마리 이상의 가축이 육류, 
계란, 우유 등 동물성식품 생산을 위해 사육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 축산인
구는 2050년까지 예상 인구의 10배 이상인 
1,000억을 초과할 수 있다[44].
  동물성식품의 글로벌 생산은 지난 수십 년 동
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확장되었다. 개
발도상국에서 특히 부각되었던 동물성식품의 이
러한 소비 증가는 주로 인구증가, 도시화 및 소
득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5,20,45]. 동물성식품
의 소비를 이끄는 도시화는 가속화되어 2050년에
는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도시화(현재 49%) 
될 것이다[45].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은 2001년 2
억 톤에서 2050년 4억7천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우유 생산량은 5억8천만 톤에서 1,043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11,45]. 육류에 대한 연간 수요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인당 6-23 kg 증가
하고 2005-2030년과 2030-2050년 세계 동물생
명산업의 성장률은 각각 1.4%, 0.9%로 예측할 
수 있다[46].

2.2. 동물성식품 생산과 소비 동향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고기, 우유, 계
란을 더 많이 먹음으로써 식이의 다양성과 영양
소의 균형을 개선하기 시작한다. 2050년도에 지
속 가능한 식량생산은 현재 식량생산 기술과 소
비 습관에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인간
의 영양에서 동물성식품의 주요 기능은 단백질과 
에너지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2050년까지 오늘날보다 2/3 더 



4   박상오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244 -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소비할 것이다. 실제로, 유
엔 식량 농업기구 (FAO)는 2050년까지 육류, 우
유 및 계란에 대한 수요가 6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0,11,47]. FAO는 2050년에 가금육
의 2.3배, 다른 동물성식품의 1.4-1.8 배가 2010
년보다 소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2,6]. 전 세
계적으로 하루 공급되는 칼로리는 2010년부터 
2050년까지 2,712에서 3,226으로 증가할 것이다
[48]. 동물성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칼로
리의 약 17%, 선진국에서는 20.3%를 공급해준다
[6].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33%, 
선진국에서는 47.8%로 추정되는 단백질 소비에 
대한 동물성식품의 기여도일 것으로 볼 수 있다
[49,50]. 
  육류의 생산과 소비 동향으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0% 증가
하여 3배 증가했다.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290% 증가했으며 양과 염소 고기 200%, 쇠
고기와 버팔로 고기 180%, 가금류 고기는 700%
까지 증가했다[47]. 우유 생산 및 소비 동향은 급
속한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우유에 대한 수요는 
2003년 소비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였다. 동물 당 우유 생산량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더 높다. 연간 평균 우유 생산량은 
젖소 당 각각 1.3톤과 5.0톤이었다.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은 2050년에 180% 증가할 것이다[47]. 연
간 1인당 육류와 우유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인
구증가로 예측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수요는 
소득증가로 인해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다. 
동물성식품의 전체 소비량에서 선진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큰 성장이 
예측된다. 2030년에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인당 
연간 14-20 kg이고 우유는 1인당 40-60 kg로 
예측하였다[2,6,10,11].
  가금육 및 계란 생산과 소비 동향은 2009년과 
2012년에 세계 가금류 생산량은 9190만 톤에서 
1억 400만 톤으로 증가했다. 가금육 생산에서, 
닭고기는 약 87.4%, 칠면조 6.6%, 오리 4.2% 및 
거위 2.7%를 차지하였다[51]. 가금육에 대한 수
요는 인구증가, 동물복지 및 도시화 증가로 인해 
2050년에 121% 증가할 것이다[6]. 마찬가지로, 
현재 전 세계 평균 계란 소비량은 약 8.57 kg/인
/년이다. 계란의 경우 2030년에는 소비가 개발도
상국에서는 6.5 kg에서 8.9 kg, 선진국에서는 
13.5 kg에서 13.8 kg으로 증가하고, 계란 소비는 
2050년까지 4천만 톤으로 64% 증가할 것이다. 

2050년에는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계란 1조 9000억 개가 예측된다. 현재 수준의 생
산성에서는 108억 마리의 암탉이 필요하다. 그러
나 닭 한 마리당 생산성이 매년 조류 한 마리당 
276개로 증가한다면 68억 마리의 암탉으로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52].

2.3. 동물성식품 가격, 사료수요 및 물 소비 예측

  동물성식품의 가격 동향으로는 상기 기술한 모
든 요소를 결합하면 동물성식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OECD와 FAO 예측에 따르면 가
금육 및 소고기의 평균 가격은 공급 제한, 사료
비용 증가 및 수요 증가와 함께 1997-2006년보
다 2010-2019년 동안 실질 기준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평균 유제품 가격은 1997-2006
년에 비해 2010-2019년에 16-45% 상승할 것으
로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동물성식품의 가격 상승
은 205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53]. 
  동물생명산업은 가축사료 생산(초지 80%, 사료
작물 20%)을 위해서 전 세계 농지(49 Mkm2)의 
3분의 2 (34 Mkm2)를 차지하는 한편 농작물 면
적(15.2 Mkm2)의 1/4 (3.5 Mkm2)은 동물사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7]. 가축사료 수요 동향을 
살펴보면, 가축생산은 직접 방목 또는 간접적으로 
사료 및 사료곡물의 소비를 통해 토지를 가장 많
이 사용한다[54]. 인간의 식량과 가축사료를 위해 
세계는 향후 수십 년 동안 50% 증가한 매년 10
억 톤의 추가적인 곡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가의 상당 부분은 동물사료에 사용될 
것이다[11]. 가축사료는 전 세계 식용작물 수확으
로 생산되는 식량 에너지의 거의 43%를 소비하
고 이 비율은 2050년까지 48–55% 증가한 5억 
2천만 톤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인 산업방식으
로 1 kg의 식용 육류를 생산하려면 쇠고기의 경
우 사료 20 kg, 돼지고기 7.3 kg, 닭고기는 사료 
4.5 kg가 필요하다[11,55-57]. 평균적으로, 1 kg
의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려면 가축은 거의 6 
kg 식물성단백질을 섭취한다[58]. 연구자들은 전 
세계 사료수요는 2000년에 비해 2050년까지 거
의 두 배 (1.8-2.3 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5]. 가축의 영양소 활용은 사료, 사양방법과 수
준, 동물의 성장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축
의 먹이사슬에서 영양소의 효율 증가할 수 있는 
전략은 사료에서 동물성식품으로 영양소의 전이
능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환경 속으로 영양소의 
배설을 줄이는 것이다. 스마트축산은 미래 동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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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사료자원과 
사양 전략으로 응용할 수 있다[8]. 
  가축의 물 소비 동향으로 세계 경제는 2011년
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육류, 우유, 계란을 포함한 가축생산
은 전 세계 농업 GDP의 40%를 차지하고 13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소득을 공급하며 세계 수
자원, 물의 1/3을 사용할 것이다[59-61]. 2025년
까지, 전 세계 인구의 64%가 현재 38%와 비교
할 때 물이 부족한 분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62]. 
앞으로 가축 수가 증가하면 특히 가축 사료생산
에서 물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물 1입방미터는 북미 초원의 경우 약 0.5 kg으로
부터 일부 열 시스템에서는 약 5 kg의 사료를 생
산할 수 있다[63]. 세계 평균으로써, 1 kg의 쇠고
기 생산을 위해 거의 15,500 리터의 물이 소비된
다[64]. 작물 찌꺼기와 부산물의 활용 증가, 사료
자원의 공간적 및 시간적 분배 관리와 같이 수자
원을 보존하기 위한 수요와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용성을 더 잘 맞추기 위해 전 세계 가축에 대
한 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진입 포인트
가 존재한다[12, 63]. 

3. 기후변화와 동물생명산업

  기후변화는 동물생명산업의 지속 가능한 가축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가
축 생산시스템에서 그러한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64]. 기
온 상승은 기후모델을 구동하는 데 사용된 미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한 1.8-4℃ 
범위의 하한에서 전 세계 식량생산은 실제로 증
가할 수 있지만 이 범위 이상에서는 아마도 감소
할 수 있다[65]. 열 스트레스, 가뭄 및 홍수의 빈
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물 및 가축 생산
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17,65]. 예를 
들어, 2050년에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 일부에서 
식량 및 농업생산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킬 것
이다. 기후변화는 물과 가축사료의 이용성을 감소
시키고 동물의 기생충과 질병을 증가시킬 수 있
다[17,20]. 가축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
소 측면에서 동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양방식의 개선, 즉 스마트축산을 이용할 

수 있다[8].

3.1. 온실가스 배출

  동물생명산업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 일 년에 71억 톤CO2-eq.을 
차지하고 있다[5]. 전 세계적으로 동물생명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인위적 배출량의 14.5%
를 차지하고[66] 육우와 젖소가 각각 41%와 
21%를 예측했다[5, 67].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 증가가 계속되면 2100년에 배출량은 139기가 
톤에 도달하고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
다 4.5℃ 높을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지구 온
난화의 위협을 인식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12]. 가축을 포함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은 배출
원 및 가축 활동에 대한 토지전환 비율에 따라서 
25-32%로 예측하였다[17,68]. Steinfeld 등 [5]은 
가축 활동이 전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는 토지이용에 기인한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CO2), 장내발효로 인한 메탄 
(methane, CH4), 분뇨관리에서 발생하는 아산화
질소 (nitrous oxide, N2O)이다[5].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다른 온실가스보다 
복사 강제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59,69]. 대
기 중 탄소의 연간 첨가량은 45억-65억 톤이다. 
가축은 전 세계 인위적 CO2 배출량의 15%를 차
지하고 농업시스템이 점점 더 집약화 되고 산업
화됨에 따라 CO2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5]. 
  메탄은 CO2와 마찬가지로 기후에 긍정적인 복
사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메탄 배출 감소는 
CH4가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환경적으로 모두 필요하다. 동물영양학적으
로 CH4 배출 증가는 사료에너지의 손실로 볼 수 
있다[70]. 메탄의 지구 온난화 잠재력은 대기에서 
훨씬 더 짧지만 100년 동안 CO2의 21배이다
[71]. 가축은 장내발효 및 분뇨를 통해 전 세계 
인위적 메탄 배출량의 35-40%를 차지하며 이는 
농업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한다[5,49]. 2050
년까지 예상되는 장내 메탄 배출량은 120 
kg×109 kg이고 평균 그 성장율은 0.90%이다
[72]. Herrero 등 [73]에 의한 최근 예측은 아프
리카에서 소, 염소 및 양의 메탄 배출량은 가축 
수가 증가하면서 2000년에 연간 약 780만 톤의 
메탄에서 2030년까지 연간 1,100만 톤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았다. 장내 메탄 배출량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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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안락함을 포함하여 농장관리 관행과 축군 
및 사양 실행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
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크다[74]. 비유 중인 
젖소가 다른 동물에 비해 더 많은 CH4를 배출한
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화율이 높은 개량 조
사료를 먹이면 CH4 배출량이 줄어들고 농가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69]. 사료소화율이 
10% 증가하면 우유 또는 육류 생산 1 k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8]. EU는 현재 농장 부문의 메탄 배출 수준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장려하고 있지만 산업 배
출 지침 내에 가축을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EU 내에는 약 9천만 마리의 소
(cattle)가 있으며 이들은 전체적으로 EU 암모니
아 배출량의 약 41%와 메탄 배출량의 2%를 차
지한다. 사료섭취 수준, 사료의 조성, 사료 품질, 
에너지 소비, 동물 크기, 성장률, 생산 수준 및 
환경 매개변수 등 많은 요인이 반추동물의 CH4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75]. 젖소에게 동일한 섭취
량으로 동일한 사료를 공급할 때도 CH4 배출량
은 젖소 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 농장의 메탄 생산을 모델링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76,77]. 
  아산화질소는 세 번째로 중요한 온실가스로써 
강력하고 수명이 긴 가스(지구 온난화 잠재력은 
100년 기간 동안의 CO2 보다 310배 더 크다)이
다[71]. 분뇨는 그것이 목초지에 퍼지지 않고 질
소가 침출되는 목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비례적
으로 더 많은 량의 N2O를 방출한다[78]. 가축분
뇨에서 발생하는 N2O 배출량은 동물산업 부문에
서 발생하는 다른 N2O 배출량보다 훨씬 높으며 
이러한 배출량은 혼합작물-축산시스템이 지배적
이다[5]. 향후 질소비료의 사용 증가와 가축분뇨 
생산 증가로 인해 농업용 N2O 배출량은 2030년
까지 35-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79].
   
3.2. 기후변화, 가축생산성, 동물복지 및 질병 
  스마트축산을 이용한 미래 동물생명산업은 가
축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점
을 실현함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속 가
능한 생산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69,80]. 기후 
스마트농업, 특히 스마트축산의 목표는 세계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고 그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42,43,69].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하여 가치사슬 
(valuable chain)에 속한 기업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치사슬 및 탄
소가격 책정에서 데이터 추적 및 보고를 통해 배
출 감소의 가치를 평가할  있다. 탄소 인증서의 
가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비용의 증가는 기
업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기후 스마트농업, 특히 동물생명산업 분야
에서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후변
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12,69,81- 
83]. 특히 가금산업 분야에서 스마트축산의 응용
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닭
이 동물행동복지 피해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
을 수 있는 관행 가금농장 시스템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19,22,69,85].
  기후변화는 가축생산성과 관련한 사료와 물, 
유전학, 육종, 동물행동복지, 동물건강 및 동물의 
질병에 기후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축의 유전자 
적응반응은 더 많은 제약환경에서 강화 및 관리
되는 시스템으로부터 적응시스템까지 다양할 것
이다[17,49]. 사료와 물은 인구증가, 경제개발 및 
기후변화의 영향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래의 전 
세계 물 가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축생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가장 명확하고 중요
한 영향 중 하나는 사료자원의 변화를 통해 매개
된다. 간접적이지만 사료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가
축 생산성, 방목지의 수송능력, 생태계의 완충능
력 및 지속 가능성, 곡물가격, 사료거래, 사료공
급 옵션 변경, 온실가스 배출 및 방목관리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기후는 인간과 동
물의 건강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6,87]. 기후변화는 기온, 강수량, 극심한 
기상 현상의 규모가 결합된 결과로써 동물의 건
강과 행동복지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준다. 열 
스트레스는 강도와 기간에 따라 대사장애, 산화 
스트레스 및 질병감염과 사망을 유발하는 면역억
제에 의하여 가축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88-91].
  전 세계적으로 가축의 질병은 생산성에서 20%
의 손실을 초래한다. 미래의 전염병 상황은 현재
와 다를 것이며 기후 변동성의 변화, 인구 통계
학적 변화 및 전염병 퇴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많은 변화를 반영할 것이다[92]. 세계 
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에 따르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 1,500개 전염병 가운데 3분의 2가 동물과 사
람을 교차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92].
  문자메시지 (short message service, SMS)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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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풀뿌리 수준의 자원 봉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실시간 대응이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 
FAO가 개발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시범 운영한 조
류독감 (avian influenza, AI) 경보 시스템은 치명
적인 조류 바이러스 (H5N1)의 발생을 추적하기 
위해 모바일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원격감
지 및 ICT는 천연자원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가
축의 추적 가능성은 또한 동물의 질병을 보다 효
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 지역 및 국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2].

4. 스마트축산
  
  ICT 기술은 효율성, 최대 효과 및 생산성 향상
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향후 30년, 세계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로써 가축과 동물성식품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을 예측하였다. 동물생
명산업에서 가축의 생산성, 경제적 요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
은 엄청난 도전이다[[2,93-95].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증가, 동물복지, 동물의 질병 및 고품질 
동물성식품, 안전한 가공 및 마케팅은 가축을 키
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이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측면에서 
ICT 기술의 융합으로 지능화된 새로운 스마트축
산이 동물생명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시대, 스마트축산은 기후변화
와 관련한 가축과 동물성식품 생산의 영향을 크
게 줄임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러한 전략적 기반 구축을 극대화할 수 있다
[1,12,33,42,75]. 

4.1. 디지털 모델로써 스마트 축산

  빅 데이터는 동물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동물생명산업의 관행을 따
르고 원격 서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
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해준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및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ML) 알고리즘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석, 
예측 및 농가에게 알릴 수 있다. 따라서 동물생
명산업에서 센서, 빅 데이터, 고급 AI 및 ML 알
고리즘이 함께 사용되어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30,32,75]. 스마트축산을 통해 동물생명산업
이 디지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화는 
농업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
을 제공해준다. 동물생명산업에서 ICT 기술을 구
현하고 최근 스마트 네트워크 객체와 IoT를 사용
함으로써 사물, 사람, 동물이 데이터 네트워크 교
환의 일부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
다. 원격 또는 웨어러블 센서를 스마트 알고리즘
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동물의 스트레스, 건강상
태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광범위한 동물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2,30,96,97]. 몇 가
지 기술 향상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디지털 시
대가 진화했다.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로는 AI, 
ML, 사이버 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 CPS), IoT, 웹 기반 거래 플랫폼인 블록
체인 기술 (blockchain technology), 감지기술 
(sensing technology), ICT, 빅 데이터 분석 (big 
data analytics),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투명한 공급 망 (transparent supply 
chains), 드론 (drone)이 있으며, 스마트축산은 이
러한 신기술의 융복합으로 구성되었다[2,32,98, 
99].  
  축산 농가는 웹을 사용하고, 이메일로 업무 관
련 뉴스레터를 받고, 축사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
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문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100,101].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이
용한 스마트축산은 IoT, 빅 데이터 및 예측 분석
과 같은 데이터 기반 운영모델의 접근 방식으로 
정밀가축사양 (precision livestock feeding, PLF) 
기술을 실제로 활용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전자적
인 재생산을 뛰어 넘는다. 패턴 인식, 탄력적인 
네트워크 및 자체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센서 모
니터링과 원격제어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35-38,102-104]. 
  IoT 기술은 가축의 생물학적 정보와 IoT 센서
를 통해 얻은 환경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 농장
에서 멀리 떨어진 농가에게 연결함으로써 가축관
리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가축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육체노동 및 
인건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40,105, 
106]. IoT는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농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레
임 워크의 약속이며 결코 인터넷 자체와 분리되
어 처리할 수 없다[95,107-109]. 미래의 인터넷
은 농업을 포함한 임의의 도메인 내에서 다양한 
일련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원활하게 통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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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and-held reader and electronic ear tag for pigs, and sensor with built-in GPS 
capability, antenna, a battery and housing in ear worn tags convenient for cows 

(Hoste et al., 2017; Koon, 2018).  

있는 메커니즘으로 진화할 수 있다. IoT는 스마
트축산 자체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지만 미래
의 인터넷과 함께 사용하면 스마트축산이 비즈니
스 솔루션 및 농업 가치사슬에서 활성 노드 
(active nodes)가 되도록 하는 차세대 축사 관리
정보시스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95,97,110-113].
  IoT와 센서를 이용하는 가축생산관리 정보시스
템의 고효율 도구로써 경영정보시스템 (manage- 
ment information system, MIS)를 양돈 산업에 
적용하여 양축가의 휴대용 장치로써 동물의 전자
식별에 의한 개체번호를 읽고 각 동물의 성장능
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온 측
정 센서와 무선 프로토콜을 결합한 센서유닛을 
젖소의 몸 안에 삽입하여 임신을 도우고 주파수 
식별 태그를 사용하여 가축의 실시간 위치와 이
동을 추적 관리하여 가축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은 농가에게 동물
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젖소가 
아프면 자주 움직이거나 규칙적인 식습관을 고수
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은 동물이 허용되지 않
는 영역으로 방황하는 경우를 모니터링 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범 세계위치결정체계(global 
positioning signal, GPS)기능이 내장된 센서, 안

테나, 배터리 및 하우징이 젖소가 착용하기 편리
한 귀 태그에 통합되어 있어 쉽게 젖소의 건강상
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Fig. 1)[102-104,114, 
115].     
  디지털 동물 모니터링으로써 웨어러블과 같은 
디지털 장치가 소 (cattle)의 모니터링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데이터 솔루션은 이를 추적
하는 동시에 개별 젖소에 대한 동물건강, 비유 
또는 번식개량을 위한 실시간 정보의 활용을 가
능하게 하였다[3,12,75,104].
  일반적으로 로봇과 드론을 통해 실현되는 모바
일 감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3,116]. 무선 
센서 네트워크 (wireless sensor networks, WSN)
는 주변 환경 매개 변수 및 영양섭취를 포함한 
여러 동물 매개 변수를 관리하는 지상 기반 및 
동물장착 센서를 모두 통합하고 있다[117]. 
Gonza´lez 등 [104]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
공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WSN 실행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이는 동물행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축군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4.2. 지속 가능성 스마트축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은 오늘날 주요 글로벌 
과제 중 하나이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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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a precision grazing system (Laca, 2009).

따르면, 선진국의 육류 소비는 평준화되었지만 개
발도상국에서는 인간의 식단에서 동물성식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118,119]. 동물성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의 
압력과 함께 수반되는 사용 가능한 경작지의 감
소는 스마트축산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더
욱이 세계는 계속해서 풍요로워지고 있으며 동물
생명산업을 위한 노동력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
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동물생명산업의 자
동화 및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문을 열어 결
과적으로 스마트축산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3,33].
  동물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축산식품의 공급과 
소비라는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소비 측면
에서 동물성식품 소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선진
국의 많은 사람들이 최적의 건강을 위해 권장되
는 수준을 넘어서는 동물성식품의 소비로 인한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및 당뇨병에 시달리는 반면,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동물성식품의 
소비가 매우 적다.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와 임산
부에게 몇 가지 건강 관련 문제를 유발한다. 중
국 및 인도와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비만 또
한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동물성식품의 
소비 증가와 선진국의 감소는 사료자원을 포함하
여 자원이 부족한 투입물을 절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
다. 이러한 노력과 연계한 스마트축산의 응용은 
동물생명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3,8,120,121].

  PLF는 동물의 모니터링, 통제, 추적을 통해 얻
은 지속적인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PLF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가축을 모니터링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IoT를 이용한 지능형 정밀가축
사양, ICT-기반 스마트축산이다[34,97]. PLF는 
센싱 기술, 빅데이터, 이미지 분석과 GPS를 이용
하여 동물건강과 동물행동복지, 생산성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완전 자동모니터링 및 개
선을 목표로 한다. PLF는 스마트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사육하고 있
는 동물의 환경과 사육관리를 제어해준다. PLF에
서 도구와 센서는 지속적으로 동물의 건강, 생산
성 및 환경 부하 분야에서 가축의 핵심 성장능력 
지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한다. 운영은 농가들이 
공급 망 전반에서 수집된 정보를 수의사, 도축장, 
육류가공 업체 및 동물사료 생산업체와 같은 관
련 이해 관계자와 공유하면 더욱 개선할 수 있다
[30,33,96,99]. 소의 정밀방목사양에서 특정 동물
의 GPS 및 행동 또는 생리적인 센서가 부착된 
마스터 고리(상자)는 근거리 송신기(원)가 장착된 
근처 동물로부터 정보를 수신한다. 마스터 고리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전산 및 의사 결정지원
센터 (큰 점선 화살표)로 보내고, 일련의 공급기 
(feeder)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어 신호와 동물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시청각 자극을 차례로 전송한
다 (Fig. 2). PLF, 스마트축산은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기반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
적인 동물생명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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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yber-physical management cycle of smart farming enhanced by cloud-based event 
and data management (Wolfert et al., 2017; https://www.a2zpressrelease.com/agriculture/ 

precision-livestock-farming-market-professional-survey-report-2019/).

한다. 스마트축산은 클라우드 기반-다양한 유형
의 센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센싱 및 모니터링,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스마트 
분석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제어 프로세스로 구
성된 IoT 시스템이다 (Fig. 3)[12,19,32,106]. 무
선 연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 지능 및 빅 데이
터를 통해 인터넷 및 장치 간 연결 시스템으로 
구성된 IoT는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입력을 기반으로 능동적으
로 행동할 수 있는 장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40,122].

4.3. 동물스트레스와 스마트축산  
  가축을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은 동물의 
생리적 및 행동적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동물스트레스와 고통의 증가, 동물의 건강과 
질병문제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0,122-124]. 스마트축산은 환경 문제를 줄이면
서 가축생산성, 농장 수입 및 동물 스트레스와 
고통, 동물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114,125,126]. 
  스마트축산은 농가에게 적절한 조기 경고를 제
공하여 수의학적 문제의 심각성과 기간을 완화하
고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물스트레스
와 고통, 동물의 건강과 질병 및 생산성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의 모니터링은 동물스트레스

와 고통을 완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
다. 정밀가축사양, 스마트축산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3,30,33].
  동물스트레스와 고통, 동물의 건강 악화와 질
병은 가축의 생산효율성을 33%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동물생명산업 시스템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물스트레스와 고통, 
동물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축
군 내에서 빠르고 광범위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12,30,33]. 빅 데이터와 IoT를 이용
한 지능형 정밀가축사양, ICT-기반-스마트가금 
시스템(이하 스마트가금 시스템)은 브로일러와 산
란계의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우수한 사양관리를 
통해 가금생산성, 닭고기와 계란의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스마트가금 시스템은 관행시스템과 
비교할 때 환경 및 사양관리 센서와 함께 스마트 
폰을 사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사양관리 
시스템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동물 스트레스와 
고통, 행동복지 지표인 사료섭취, 물 마시기, 몸 
관리, 서 있기, 누워있기, 걷기, 그리고 계란 생산
성과 계란품질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19,85,127-129].  
  스마트축산은 축사 내 외부 환경 및 사양관리
에 사용되는 다양한 센서가 컴퓨터와 스마트 폰 
연결을 이용해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에 의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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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CT-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smart poultry system (Zammit and Park, 2020.

수한 환경과 사양관리가 가능하므로 동물스트레
스와 고통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19,24,25,126]. 환경이 열악한 경우 소화계, 호
흡기, 행동 패턴의 변화로 동물스트레스와 고통, 
동물의 건강 및 양계 생산성 및 난제품의 품질저
하가 나타날 수 있다[84,123,130,131]. 브로일러
의 성장에 나쁜 환경은 다리 손상, 사료전환율 
증가, 동물스트레스와 고통 증가, 사망률 증가와 
같은 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관행 양계
장 시스템은 스마트양계에 비해 환경 및 사양관
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장 통제가 불
충분할 수 있다. 결국, 브로일러 성장에 나쁜 환
경 조건, 동물스트레스와 고통 증가는 동물행동복
지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다[84,124,130].
  ICT를 통해 동물로부터 더 많은 성장능력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메
라와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체중 또
는 소리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축산시설의 자료로써 기후, 대기의 품질, 환기 모
니터링 및 드론 사용을 통해 동물의 건강을 증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2,3,12,40].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동물스트레스와 고통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동물복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브랜드 소유자는 동물스트레스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센서 모니터링 및 품질보증에 점점 더 집중
하고 있다. 연결된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브랜드 
소유자는 농장에서 동물스트레스와 고통 및 가축
을 더 잘 추적할 수 있으므로 공급 망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다[3,12,30].

4.4. 스마트축산의 운영원리

  스마트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 사
양관리,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한 스마트센서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스마트
축산은 축사의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각 개체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제어 및 사양관리를 수행
한다. 개체별 관리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행동패턴의 분석으로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
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 및 비
용 감소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
응, 동물복지, 식품안전 등 사회․환경적으로 중요
한 분야에 대한 스마트축산을 응용할 필요가 있
다[2,30,32]. 
  스마트가금 시스템은 가금농장 내 외부의 온
도, 습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관리 센서, 사료 빈, 음수, 환기 팬, 히터, 냉
각 패드 컨트롤러를 이용한 환경안전 모니터링 
센서, 로드 셀을 통한 사료 공급 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센서, 음수 섭취량을 확인하는 음
수 측정 및 수압 모니터링 센서, 사료전환율과 
정상 체중, 시장 출하체중을 측정하기 위한 업무 
관리 장치,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이용한 원격제
어 장치로 구성되었다 (Fig. 4)[19,24,25]. 전송된 
데이터는 수신기로 수신한 다음 마이크로 컨트롤
러를 통해 GPS로 전송된다. 데이터는 웹 페이지
에 저장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스마트 센싱 
플랫폼을 사용하여 가금농장의 사육환경과 사료
관리에 대한 변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9,24,25].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많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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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eaning robot and intelligent technology smart farming cow milking machines
             (Hoste et al., 2017).

Fig. 6. Drones that are equipped with thermal imaging cameras for tracking cattle 
               (https://animalcare.folio3.com/drones-in-agriculture/amp/).

서 기후변화 관련 스마트축산을 활용하여 가금생
산성 및 동물행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25,41,130].  
  환경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온도와 습도, 이산
화탄소, 암모니아가스 등의 환경센서로써 내외부 
환경상태를 정밀 모니터링 하고 자동으로 환기 
관련한 장치를 제어하여 줌으로써 적절한 축사환
경을 유지해준다[32,40]. 
  사양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화된 음수관리, 
자동급여, 사료빈 관리 센서, 자동로봇(분뇨 제거
로봇, 스마트 착유기을 이용한다 (Fig. 5). 체온을 

비롯한 생체신호 (vital sign)와 동물의 활동을 포
함한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가축의 건강, 발정, 임
신, 분만과 관련한 번식 제어, 스트레스, 생산성 
등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한다[3,132-134]. 경영
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사양관리, 체중측정, 계란
선별기를 포함한 생산, 경영, 출하관리에 필요한 
CCTV, DVR등 영상정치와 PC, 모니터와 등 경
영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3]. 또한, 생체정
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무인드론 
(Fig. 6) 등을 통해 가축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적정 성장 모델구축 및 로봇을 이용한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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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실현을 위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3,30,32,99].

4.5. 스마트축산의 혜택

  스마트축산은 계절,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시로 가축의 건강, 사양관리, 환경 상태 및 동
물행동복지를 자동화된 센싱 시스템으로 모니터
링 할 수 있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축사환
경과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원격 자동제어 
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및 동물복지 증진에
도 기여할 수 있다[19,24,25,33,41]. 생산비 절감, 
고품질 동물성식품 생산, 분뇨악취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 축사환경의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인한 질병 전파 매개체 유입 차단으로 가축질병
(예: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AI) 예방 및 물
류비 절감을 비롯한 유통부문, 원산지 표시로 인
한 식품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3,12,30].
  스마트팜 도구는 로봇 공학, 매핑 및 지리학 
기술, 의사결정 및 통계 프로세스를 포함한 새로
운 수준의 기술을 동물생명산업에 도입하기 시작
하였다. 스마트축산은 센서, 데이터 분석, 원격제
어 및 위치 기술의 발전을 통합하고 있지만 이러
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른 여러 요인이 있다. 기술혁신은 
생산패턴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 
사이를 구별할 수 있다. 농업, 특히 동물생명산업 
분야에서 현재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환경, 클라우
드 컴퓨팅 사용은 새로운 기술 경제의 패러다임
이 될 수 있다[95,135,136]. 미래에 스마트축산은 
기후변화 대응, 가축 생산성과 동물성식품의 품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물건강과 동물행동복지 관
련한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데 사
용되어야하며 이는 농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인간
에게는 고품질식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24,25,27,41].
 

5. 결 론

  본 리뷰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문제 해결방안
으로써 미래 동물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와 IoT를 이용한 지능형 정밀가축사양, ICT-기
반 스마트축산 기술의 응용 전략을 기술하였다. 
30년 후, 2050년까지 인구증가와 식량문제, 기후

변화와 동물생명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
였고 스마트축산의 응용기술을 제시했다. 미래 동
물생명산업에 대한 예측으로써 인구증가와 동물
성식품 소비, 동물성식품 생산과 소비 동향, 동물
성식품 가격, 사료수요 및 물 소비를 예측하였고 
스마트축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생명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관련하
여 스마트축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동물의 생
산성, 동물스트레스, 동물의 건강과 질병 문제를 
다루었다. 디지털 모델로써 스마트축산에 의한 동
물행동복지와 스마트축산, 스마트축산의 운영원
리, 스마트축산의 혜택을 제시하여 동물생명산업
의 지속 가능성을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빅데
이터와 IoT를 이용한 지능형 정밀가축사양, 
ICT-기반 스마트축산 기술은 미래 동물생명산업
의 지속 가능성과 동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동물사양시스템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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