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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방목형 축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인비행체 기반의 자동항법과 근거리무선통신망 기술, 자동이착륙 

시스템을 및 개체관리 운영 앱을 통하여 스마트팜 구현에 목적이 있다.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 ICT 융합 기술을 접목

한 방목 목장 관리 시스템은 방목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우수품질을 생산하는 인프라 조성과 FTA에 대응하는 축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기술로 농가에 보급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lement smart farm using automatic navigation, short - rang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technology, and automatic take - off and landing system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grazing farm management. The grazing pasture management system that integrates ICT fusion technology for the activation of the 
mountain ecological livestock produc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of the grazing livestock, 
the infrastructure to produce the excellent quality,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livestock industry in response to the FTA.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areer force through the supply to the farm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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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고 있다. 4차 산

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

명을 말한다. 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Vig Data), 로봇(Robot), 드론(Dron)등의 최첨단 IT기

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융합되어 사회전반이 빠르게 변화해

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러한 4차 산업의 특징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

넷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방대

한 양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단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이

다[1].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결과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는 ICT기술이 융합된 

스타트팜을 보급 및 확대하고, 소셜미디어와 공공데이터를 통

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가공한 자료를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축산·식품 분야에 ICT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농식품 ICT 융복합촉진 사업, 농
업정보이용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2]-[3].

 이에 따라, 최첨단 ICT 기술이 농축산업에 도입되고 기술개

발로 인한 시스템 개발이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동물 축사관리, 동물 수정교배 일정관리, 개체현황관리 등의 동

물관리시스템 그리고 온실관리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의 

ICT융복합 시스템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4]. 제주특별자치도

에서도 자연 산지를 최대한 활용해 동물 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

육과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산지 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최신의 ICT 

융합기술이 접목된 방목형 산지생태 축산의 효율적인 운영관

리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기존 축산분야의  

ICT 기술은 축사 내에서 동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개발

이 되어 왔으나 산지생태축산 즉, 방목형 가축생산 기반의 최첨

단 기술 개발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방목형 목장

Fig. 1. A Stock Farm

그림 2. 드론을 이용한 목장 관리

Fig. 2. Farm management with drones

Ⅱ.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목장관리 시스템  

본 논문의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면양과 말 등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산지생태축산 목장의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목장 관

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스마트팜(smart farm) 구현에 있다. 광활

한 목장을 사람이 관리하기 어려워 무인비행체의 자동항법 장

치를 고안하여 일정한 시간과 관리자가 지정한 경로를 비행하

며[5]-[6] 근거리 통신망(비콘)[7]-[8]을 이용해 취득된 데이터

를 통해  목장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무인비행체의 

자율 비행에 의해 가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를  취

득하고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현재 목장의 가축 상태를 제공함

으로써 목장관리의 최적 판단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목장 

관리 시스템은 무인비행체의 자율비행 시스템과  자동이착륙 

시스템[9]-[12],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개체 추적 시스템과 모

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체의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2-1 자율비행 및 자동 이착륙 시스템 개발 

1)  무인비행체 자율비행

무인비행체 비행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자가 

지정한 위치를 경유하여 자율비행을 수행한다. 그림에서과 같

이 지도상에서 관리자가 위치, 고도 속도 등을 지정하면 무인비

행체는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그림 3에서와 같이 로그파일을 통

해 관리자가 지정한 위치로 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가 지정한 경로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정확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드론에 장착된 GPS 수신기에 대한 신뢰도 테스

트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3. 드론 자율비행 경로 지정

Fig. 3. Autonomous flight path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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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특정지점에 대한 GPS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GPS 절대 

좌표 값 측정

➁ 절대 좌표 값 측정 위치에 드론을 놓고 드론에 장착된 

GPS 수신기를 통해 들어오는 GPS 값 측정

➂ ➀과➁에서 측정된 GPS 좌표(위도,경도)를 거리 값(m)
으로 환산하여 거리 오차 계산

➃ ➀~➂ 과정을 위치를 달리하여 10회 반복 계산하여 평

균 거리 오차 계산

그림 4. GPS 오차 측정

Fig. 4. GPS Error Measurement

위 과정을 거쳐 드론에 장착된 GPS  평균 오차를 추정하였

다.  표 1은 관리자가 지정한 waypoint 11곳을 자율 비행하여 얻

은 GPS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정한 waypoint로
부터 근접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표 1. 경로 지정 자율비행 결과 

Table. 1. Routed Autonomous Flight Results

Index Point

Waypoint

고도 
최대

근접(m)

드론 GPS

위도 경도 위도 경도

Launch 0 33.44628500 126.48709100 294.73 0.30 33.44628320 126.48709350  

Waypoint 1 33.44638500  126.48735700  15 5.77 33.44633340  126.48736330  

Waypoint 2 33.44634400  126.48746300  20 0.37 33.44634130  126.48746530  

Waypoint 3 33.44623200  126.48767700  25 0.34 33.44622890  126.48767690  

Waypoint 4 33.44607900  126.48787000  30 0.23 33.44607990  126.48786740  

Waypoint 5 33.44595600  126.48761300  40 0.43 33.44595980  126.48761380  

Waypoint 6 33.44549300  126.48817100  40 0.48 33.44549030  126.48816690  

Waypoint 7 33.44535900  126.48795600  40 0.36 33.44536160  126.48795390  

Waypoint 8 33.44531000  126.48737700  40 0.27 33.44531260  126.48737700  

Waypoint 9 33.44545700  126.48770900  40 0.33 33.44545490  126.48770650  

Waypoint 10 33.44587800  126.48715100  40 0.37 33.44588020  126.48715400  

Waypoint 11 33.44612400  126.48739800  30 0.27 33.44612520  126.48740050  

Landing 12 33.44627800  126.48709700  20 0.43 33.44627960  126.48710120  

2) 무인비행체  자동 이착륙

그림 5. 적외선 감지 센서

Fig. 5. IR LOCK Sensor 

무인비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무인비행체는 출

발지점으로 돌아오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GPS 오차에 

따라서 출발지점으로부터 수 m 이상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 5.에서와 같이 무인비행

체에 IR LOCK 센서을 장착하여 착륙 시 착륙지점을 정확하게 

유도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야간 비행에도 정확

한 착륙을 유도하여 안전한  비행을 통한 데이터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림 6.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자동 착륙 

Fig. 6. Automatic landing with IR LOCK Sensor   

본 실험에서는 이륙 지점 2m 반경 내에 착륙을 목표로 설

정하였으며 총 10회에 걸쳐 테스트 결과 1m 이내에 모두 착륙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목장관리 시스템 

1) 근거리 통신망(비콘)을 이용한 원격 개체 관리 시스템

방목형 목장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시설관리 시간을 줄이

고 관찰 범위 영역을 확대 및 가축의 분포 및 추적관리를 통해 

가축의 이탈 및 이상 징후에 따른 신속한 대처는 매우 중요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목장관리 시스템은 그림. 7에서 같이 

근거리 무선 통신 비콘을 이용하여 개체의 총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체의 이력 

관리 등에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비콘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는 무선통신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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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격 개체 관리 시스템     
Fig. 7. Remote Object Management System

그림.7은 근거리 통신망(비콘)을 이용한 원격 개체 관리 시

스템의 개요도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➀  Mobile – Device 간 통신

➁  Bluetooth Scanner 송수신 

➂  GPS 송수신 및 위도경도 좌표 변환 

➃  Bluetooth scanner 지상 송수신 거리  

➄  항공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비콘은 각 개체 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며 드론에 장착

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수신기를 통하여 인식 번호를 스캔하

게 된다. 

 

그림 8. 근거리 통신(비콘) 수신기    
Fig. 8. Local Area Communication (beacon) Receiver

그림.8은 withrobot Lab.에서 기능 제한 없이 프리웨어로 제

공하는 통신테스트 프로그램[13]으로 비콘과 수신기의 정상작

동 유무를 테스트 하였다.

 

그림 9. 근거리 통신(비콘) 테스트   

Fig. 9. Local Area Communication (beacon) Test

그림.9는 빌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신 및 신호

등이 혼재하는 공간 내에서 정상작동 유무를 테스트 하고 비콘

의 위치를 지도상에 GPS 정보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2) 모바일 앱을 통한 목장 관리 운영 시스템 

드론의 자율 비행을 통해 취득된 개체 별 데이터는 목장관

리 운영 앱을 통해  관리 운영하게 된다.
 목장관리 운영 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➀ 데이터 관리 기능

취득된 개체별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앱체서 자체 보관

하고 이를 원하는 일자별로 정렬시켜주는 기능

그림 10. 목장 관리 운영 앱 – 데이터 관리 기능     

Fig. 10. Farm Management Application-Data Management 
Function

➁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한 데이터 관리 기능

각 개체별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며 그 외에 부가 정보

를 목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 기능으로 관리자는 실시

간으로 각 개체의 의치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1. 목장 관리 운영 앱 – 지도 표시 기능     

Fig. 11. Farm Management Application-Map Displa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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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개체 별 이력 관리 기능

추적을 통해 식별된 개체의 이력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

는 기능으로 개체의 성별, 나이, 예방 접종 유무 등 확인

을 통해 목장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2. 목장 관리 운영 앱 – 이력 관리 기능     

Fig. 12. Farm Management Application-Livestock 
Traceablity Function

Ⅲ. 결  론

본 논문은 드론에 장착된 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하여 방목된 

가축 개체의 이동경로 추적, 총량 계산, 분포도 결과를 도출 및 

분석하여 앱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목

적이 있다.  광활한 목장을 사람이 관리하기 어려워 무인비행체

의 자동항법 장치를 고안하여 일정한 시간과 관리자가 지정한 

경로를 비행하며 근거리 통신망(비콘)을 이용해 취득된 데이터

를 통해  목장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최근 농축산 ICT 기술에 대한 관심과 축산 농가의 기술개발

로 인한 인프라가 조성됨으로써 FTA에 대응하고 축산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낙농 선진국에 스마트팜 시스템

에 대한 사업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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