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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며 기술의 진보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진보된 기술은 제품, 집, 도시, 산업 등에 스며들면서 기존 산업과 공
간, 그리고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축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축산 분야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접목되어 기존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장치를 넘어 영상 및 발성음 등
으로 가축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가축 상태 정보와 기존 ICT 장치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빠르게 발전할 양돈
분야 디지털축산 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디지털축산의 정의
최근 축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디지털축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
다. 이 새로운 용어들은 기존에 자주 사용되던 축산 스마트팜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스마트팜은 똑똑한 농장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똑똑한 정도는 기
술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스마
트팜’이란 농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적용하여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급이, 환경

(그림 1) 스마트팜과 디지털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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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축사를 의미한다.
반면에 디지털축산은 생산, 유통, 소비 등 축산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집, 저장, 관리, 결합, 분석 및 공유하여 의사결정 지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팜처럼 적용 범위가 축사에 한정되지 않고 축산 전 범위
에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축산 중 축사에 적용되
는 기술은 스마트팜에 접목되어 계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다양한 의
사결정 지원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2. 국내 기술 수준 및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팜 기술은 선진
국 대비 약 75% 수준으로 4.8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과수, 시설원
예, 축산을 포함한 스마트팜 장비의 국산화율은 약 63%이며, 축산의 경우는 약 56%
수준으로 국산 비중이 시설원예, 과수 대비 조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표 1) 스마트팜 기술 수준 격차 및 연구역량 비교
기술 수준, 격차

연구역량 단계

수준(%)

격차(년)

그룹

기초

응용·개발

연구개발
활동경향

EU

100

0.0

최고

탁월

탁월

상승

미국

90.0

1.0

선도

우수

우수

상승

일본

82.5

3.0

추격

우수

우수

상승

한국

75.5

4.8

추격

보통

보통

상승

중국

67.5

6.0

후발

보통

보통

급상승

국가

※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년)

(표 2) 스마트팜 H/W·S/W 국산/외산 비중
구분

국산

과수

123(65.1%)

66(34.9%)

189(100%)

시설원예

693(67.2%)

338(32.8%)

1,031(100%)

축산

406(56.5%)

313(43.5%)

719(100%)

합계

1,222(63.0%)

717(37.0%)

1,939(100%)

※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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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계

▲ 모돈자동급이기

▲ 군사식자동급이기

▲ 출하돈선별기

▲ 환경제어기

▲ 사료빈관리기

▲ 음수관리기
(그림 2) 양돈 스마트팜 장치 예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외 스마트팜 가자재 기술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양돈 분야의 경우 대표적인 스마트팜 장치인 자동급이기, 출하돈선별기, 환경제어기
등 자동화 장치는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하여 선진국과 경쟁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그림 2), 디지털축산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기술에서는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디지털축산의 수준을 평가해 보면, 대부분의 스마트팜 자동
화 장치는 국산화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그 장치로부터 데이터도 일부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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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디지털축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 상태 모니터링 기술과 데이
터를 복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 기술은 아직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3. 해외 기술 동향 및 사례
축산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일찍
이 정밀축산(PLF : Precision Livestock
Farming) 프로젝트를 통해 가축의 생체반응
(Bio-response) 정보를 활용한 동물복지 및
개체 정밀관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다양

▲ 영상 촬영장치

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최근 영상 및 발성음
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고, 일부
기술은 상용화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그
중 양돈농가에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대표적인
장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영상기반으로 비육돈의 체중
을 측정하는 장치이다(그림 3). 체중은 비육
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지만 상시 측정

▲ 3D 영상처리

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부
터 영상을 통한 체중 측정 기술개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3D 카메라, 딥러닝 등
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상용화 제품
이 출시되고 있다. 체중 상시 모니터링 장치
는 비육돈의 성장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하
게 사양관리 및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대표적인 영상기반 체중측정 장

▲ 사용자 프로그램

치로는 Weight-Detect(PLF-Agritech),

(그림 3) 영상기반
비육돈 체중측정 장치 예시(eYeGrow)

eYeGrow(Fancom), Pigwei(Ymaging),

OptiScan, GroStat, WUGGL 등이 있으며, 상용화 제품의 오차는 1.5kg 이내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돼지 기침소리 모니터링 장치이다. 호흡기 질병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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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
이다. 기침소리 모니터링 장치
는 기침소리 횟수를 계산하여 알
▲ SoundTalks

림을 제공함으로써 농장 관리자
가 호흡기 질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표적인 상
용화된 돼지 기침소리 모니터링
장치는 Soundtalks와 Cough
Index Calculator(Boehringer
Ingelheim)가 있다. Soundtalks
는 돈사 내부에 설치하여 상시 모
니터링하는 형태이고, C o u g h
Index Calculator는 모바일 폰으

▲ Cough Index Calculator
(그림 4) 돼지 기침소리 모니터링 기술 예시

로 사용 가능한 앱(App) 형태이다
(그림 4).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
술 등을 접목하여 기침소리 모니터

링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와 기침소리로 어떤 질병인지를 구분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
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농가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의 경우 앞서 소개한 영상기반 체중측정 장치나 기침소리 모니터링 장치뿐 아
니라 돼지의 행동패턴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개발하였고, 이러한 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가축의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
이다. 이러한 가축의 체중, 행동, 건강 상태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도 농가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 가능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자동화 장치로부터 수집되는
급이량, 음수량, 환경정보 등의 정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술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축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가축의 상태

문의사항

를 모니터링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하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글쓴이 e-mail : jbkimj@korea.kr

는 기술개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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