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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돈 ICT 자동 급이기는 설정된 조건에 맞춰 사료 등을 자동 급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정 조건 자체는 사용자
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급이 설정 조건을 제시해 양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모델 
구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급이 데이터, 사양관리 데이터 및 양돈 생산 관리 시스템 등의 성적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양돈 데이터 분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능화된 자동 급이 관리 서비스로 농가의 폐사
율 감소 및 MSY 증가에 일조함으로써 양돈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이로 인해 양돈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 급이 관리, 급이 데이터, 양돈 데이터, 양돈 ICT, 빅데이터

Abstract  The pig ICT automatic feeder is capable of automatically feeding feed, etc. according to the 
set conditions. However,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setting condition itself must depend on the 
user's experience. Therefore, trial and error is caused,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efficiency is 
low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and implement a service model that can 
improve pig productivity by suggesting optimal feeding setting conditions based on data. Therefore, in 
this paper, a pig feeding management service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performance analysis 
program such as the existing feeding data, breeding management data, and pig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we developed a consumer-oriented feed management service model 
that can be efficiently utilized by analyzing pig data.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a service that 
contributes to a decrease in the mortality rate and an increase in the MSY of the farms with the 
intelligent automatic feeding management service, thereby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the pig farms 
and thereby increasing the income of the pig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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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이 점차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유형 및 무

형의 사물과 사람이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네트워크화
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에서 인공지능(AI)의 초지능 로
봇과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상현실(VR)에 기
반한 가상세계를 초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
술들은 다양한 산업들과 융합되고 비즈니스 모델들로 표
출되어 경제적, 사회적 및 윤리적으로 다중의 가치를 창
출하는 초융합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기계, 설비 
등의 자동화, 지능화, 연결화 등을 가져오고 있으며, 시설
농업 측면에서도 스마트팜과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새
로운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스마트 농업 
비즈니스 방식이 도출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
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격으로, 자
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
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이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
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의 스마트팜은 유럽에 비하면 도입단계로 볼 수 
있으며 유럽 등 해외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 대
신 정밀 복합환경제어, 정밀가축사양, 정밀농업 등의 용
어를 사용하여 ICT장비와 데이터 분석 및 장비 자동 제
어로 관리 노동력 감소와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경제성
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1-3].

스마트팜은 기존의 농가 및 시설원예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 산업
화를 위해 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양돈 분야의 규모화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매우 빨리 진행 되고 있으며, ICT를 기반으
로 하는 생산기술이 매우 발달하는 산업으로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4, 5].

축산 분야에 첨단 ICT 접목을 통한 스마트팜 기술의 
축사 등 활용으로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가축 사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돈 등 국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는 분야부
터 우선 적용하여 확산 거점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
마트 축사 보급이 보편화되고 있다[6].

이러한 스마트팜 기술의 축산업 분야 적용은 대형 양
돈 농가 중심으로 자동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설별 양돈 스마트팜에서의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을 통한 환경 관리 및 효율적인 데이터 접근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
한, 양돈 스마트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하여 농가의 빅데
이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
다[7, 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급이 데이터, 사양 관리 
데이터 및 양돈 생산 관리 시스템 등의 성적 분석 프로그
램을 활용한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의 양돈 ICT 자동 급이기는 설정된 조건에 맞
춰 사료 등을 자동 급이가 가능하도록 개발, 적용되고 있
다. 그러나, 설정 조건 자체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효율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사용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결국,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급이 설정 조건을 제시해 양돈 생산성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지능형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양
돈 데이터 기반의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였다. 
최종적으로,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통해 지속적
인 양돈 생산 및 경영 관리 시스템 사용을 위한 고객(양
돈 농가)을 유입시켜 주고, 유입된 고객으로부터 수집, 생
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화된 급이 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한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2. 양돈 ICT 시스템 
2.1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생육환경을 최적 상태로 관리
하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 방식이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관리에 의한 농가의 편이성 향
상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자동화 및 ICT 기술들을 
시설 수준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
분하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농가가 필요에 따라 알맞은 
모델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세대 스마트팜은 식물의 생육시기별 환경요인(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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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CO2 농도) 변화에 따라 생장을 예측하고, 최종적으
로 수확 시기와 수확량을 예측함으로써 시기별 최적 환
경관리와 양분·수분 관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생육모
델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다.

3세대 스마트팜은 1세대의 편이성 향상과 2세대의 생
산성 향상 기술의 토대 위에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해 농작업의 생력
화와 통합제어가 실현된다. 국내 스마트팜 농가의 규모화
와 생력화를 촉진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로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능
형 생육관리 모델 등 선진외국과 차별화 된 기능을 탑재
하고, 안정된 운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
출도 가능하게 된다. 3세대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에 적
합한 저비용 고성능 한국형 스마트팜을 수출해 우리나라
가 농업선진국 및 농업수출국으로서 세계시장에서 지위를 
확보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6].

그러나, 현재까지 보급되고 있는 ICT 기기들은 업체
마다 제품의 규격이 달라 서로 호환되지 않으므로 스마
트팜 농가의 통합관리 및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는 단점
이 있다. 외국 제품에 비해 값싼 국산 제품의 개발보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규격
을 통일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Fig. 1은 연도별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보급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Smart farm distribution by year

해외 스마트팜의 경우,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적극
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자체 개발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
성 향상과 경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팜 시장을 선
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밀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과 회
원국 간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업과 정보통
신기술(ICT) 융합 연구개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EU ICT-AGRI 프로젝트)를 2009년
부터 2017년까지 진행했다. 그 중, 세계 원예산업을 주
도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원예산업 산학협력지구를 조성
해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산·학·연 협업을 이루며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물류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제공했다. 특
히, 네덜란드는 생육 분석 플랫폼, 영상분석 등 데이터 기
반 생산기술과 자동화, 생산·품질 관리, 수출까지 전 과정
에 과학영농을 실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온
실 사업 중 하나로 남은 열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구축
하여 원예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8-10].

한편, 미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한 농업 및 환경 촉진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다. 그 영
향으로 미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크고 첨단기계의 사용이 
활발해졌고, 농산물 생산량과 교역량 측면에서 세계적으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무부를 중심으로 농업 
ICT융합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로 장기적이
고 고위험·고수익(Hish Risk, High Return) 과제를 추
진하고 있다[11, 12].

2.2 양돈 ICT 시스템 
초기의 양돈관리 프로그램들은 주로 번식, 비육 등의 

생산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어미 돼지에 대한 개체관리
와 새끼 돼지를 키우는 비육사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초기의 프로그램들은 개체관리 또는 생산
관리에 치중하여, 농장 전반을 조명하고 분석 진단하는 
경영 관리는 미약하였다. 

90년대 초반 양돈 농가의 생산관리로 시작되었던 농
장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ICT 융복
합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양돈산업에서의 ICT 접목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부족한 편이며, 접목 분야도 축사 
환경관리, 가축 사양관리 등 축산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왔다. 축산업 중 양돈 분야의 경우 전업농의 경우 ICT 적
용 희망 농가 비율이 41%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양돈 분야에서의 ICT 융복합 모델의 적용은 ICT를 활
용한 농장관리의 효율화 및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축사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소
기술별로 RFID, USN, 경영정보시스템의 세 가지 방향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13, 14]. 

먼저, 축사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 
동물복지 등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사육 환경으로 수입 
개방화에 따른 통상 마찰 문제, 어미 돼지 사육 환경의 
열악으로 인한 높은 폐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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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축사 리모
델링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관리자의 직감에 의존한 환
경 제어로 인한 문제, 돈사의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 시간대별, 계절별 환경 변화에 대한 축적된 
환경 데이터 부재로 과학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N 기반의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축사환
경 관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영정보시스템의 경우 
수기로 입력하는 사육일지로 정확한 생산성 분석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장관리 프로그램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관리를 지능화하여 정확한 
생산성 분석 및 거래관리, 농장원가 및 손익 분석, 
HACCP 기준의 농장관리 등을 통합하는 인터넷 기반의 
농장 경영효율화, 양돈사양 관리, 경영 관리가 가능하다
[15, 16].

현재의 양돈 ICT 통합관제 시스템에 저장되는 정보들
은 인터넷 네트워크와 연결된 원격지의 양돈 생산 경영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을 이용할 경우 농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농장의 모
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해진다[17]. Fig. 2.는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양돈 분야의 ICT 시스템의 사례를 나타낸 것
이다.

Fig. 2. Eye Scan’s Piglet ICT(top) and Fancom’s Pig 
cough monitor(under)

최근에는 농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중
앙 전산시스템의 DB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단위의 모니터링과 위험 감지 경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ICT 
융복합 기반 농장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 
축산 부문은 양돈, 양계 등 계열화 및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타 농산물 분야에 비해 자본 축적도가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규모화 및 자동화를 통한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기
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ICT 기술을 적용한 양돈 
스마트팜을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나, 
기기 업체별 데이터의 수집이 표준화되지 않아 그에 따
른 데이터 활용 영농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양돈 급이 데이터들은 PC에 있는 프로
그램에 표준화되지 않은 단순 수치로만 수집되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고 있는 상황이며, 양돈 
농가로부터 제공받는 생산 성적 보고서는 단일 정보로써 
연계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결국,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통한 양돈 생산성 향상 요
인 발굴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차별화
를 위해서는 농가 내 수집되는 데이터의 항목과 활용 가
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분석‧활용기술을 통한 환경 관리 및 효율적인 데이터 접
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데이터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축산 환경과 시설에서는 양돈 시설, 양돈 
시설 설계, 환기 설계 등 사육호수 감소 및 사육두수 증
가와 같은 양돈업의 전업화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ICT 기반 스마트 돈사에서 측정되는 빅데
이터에 대한 항목에 대한 표준화 정의가 농업기술 길잡
이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빅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양돈업과의 현실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양돈 
ICT 자동 급이기는 설정된 조건에 맞춰 사료 등을 자동 
급이가 가능하도록 개발, 적용되고 있으며, 설정 조건 자
체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시행
착오를 유발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급이 데이터, 사양관리 
데이터 및 양돈 생산 관리 시스템 등의 성적 분석 프로그
램을 활용한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급이 설정 조건을 제
시해 양돈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지능형 양돈 급
이 관리 서비스 모델 구현이 가능하다. Fig. 3.은 지능형 
양돈 ICT 서비스 운영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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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telligent piglet ICT operation diagram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에서 데이터 가공 프
로세스는 급이 데이터 및 생산 성적 보고서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융복합 
과정을 진행한다. 데이터 가공에서 수집된 급이 데이터의 
표준화, 수집된 생산 성적 보고서의 DB화, 데이터 분석
을 위한 급이 데이터 및 생산 성적 데이터의 융복합화를 
수행한다. Fig. 4는 데이터 가공 업무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Data processing process flow chart

제안한 서비스 모델을 통해 시기별, 돈방별 급이에 따
른 생산 성적을 분석하여, 최적의 급이 조건을 도출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자동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에 
의존하는 농가에 비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양돈 경영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급이 값을 이용한 제어 및 사양관
리 테이터 값과 양돈 생산관리 시스템의 성적이 융합된 
제어가 가능하며, 잘못된 급이 시기와 양으로 인해 발생
하는 질병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통해, 양돈 
생산 경영 관리 시스템의 생산 성적과 돈사별, 돈방별 급
이 정보의 융합을 통한 분석을 통해 돈사별, 돈방별 최적 
사육 환경 조건에 근거한 데이터 기반의 시설 환기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성적 보고서의 DB화를 통해, 
양돈 경영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양
돈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 결론 
현재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농장에 설치된 장비

들의 각종 데이터들은 장비 자체에 적재되어 한시적 이
용을 위해 확인된 후 대부분 사라져 버리는 실정이며, 당
사의 급이 데이터들도 국내 많은 농가들이 성적 분석 프
로그램으로 사용 중인 양돈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데이
터가 업로드되고 있으나 관리에 필요한 일부 데이터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축산 분야에 첨단 ICT 접목을 통한 축산업 경쟁
력 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팜 확산 사업
이 추진 중이며 확산사업을 통해 ICT를 축사 등에 접목
하여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가축 사육 환
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 및 기술 구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양돈 분야 ICT 시스템의 경우, 설정 
조건 자체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
고, 이로 인해 시행착오를 유발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
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은 계약
된 농가로부터 양돈 사육정보를 포함하는 생산 성적 보
고서를 제공받고 있으나, DB화되어 있지 않은 종이 문서
로써 그에 따른 데이터 분석,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미흡하며 양돈 생산 데이터와 급이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최적 사육 조건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데
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급이 설정 조건을 제시해 양돈 생
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지능형 양돈 급이 관리 서비
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본 논문에서는, 양돈 급
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양돈 생산 및 경영 
관리 시스템 사용을 위한 고객(양돈 농가)을 유입시켜 주
고, 유입된 고객으로부터 수집,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
여 지능화된 급이 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한 양돈 급이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양돈 급이 데이터, 사양(생산, 급이) 관리 
데이터 및 양돈 생산 관리 시스템의 성적 분석 프로그램
을 활용한 분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최종 결과 모
델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 가공을 활용하여, 양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양돈 급이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을 서비스하는 ICT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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