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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몇 년간 우리나라는 축산 ICT 통합플랫폼 구축, 표준화라는 단어로 정부사업 과제
를 통해 기업체, 학교와 연계하여 통합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축산업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공학계열 출신의 전문가가
부족해서인지 많은 프로젝트에서 기획과 설계가 되는 반면,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내 다양한 분야의 축산 ICT 설비업체들의 협업이 동시에 이
루어져야 축산에서의 ICT 설비 통합플랫폼 표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은 통신공학을 전공하였기에 본고에서는 표준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인
지에 대해 통신과 비교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2. 표준화 통합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
첫 번째, ICT 설비를 국내 농가에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목적에 맞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업체를 바라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포유모돈 자동급
이기, 군사급이기의 경우 A업체의 설비가 기능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선정하
여 설치하고, 돈사 내 환경(온도, 습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관리기는 A업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B업체의 설비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B업체의 설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A, B업체의 설비를 관리
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한 다를 것이고 시스템 제어 포인트도 다를 것
이므로, 결국 농가에서는 2개의 프로그램을 왔다갔다하며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 설비업체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하드웨어
(컴퓨터 등)를 각 업체에서 제공한
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1개의 하드
웨어가 아닌 2개의 하드웨어를 관
리하고 다루어야 한다. 이는 A/S
유지·보수 측면에서 1대의 컴퓨
터에서 2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
였을 때 어느 업체의 설비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정확하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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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축산 ICT 플랫폼 하드웨어 표준 모식도(좌), 데이터 조회 및 연계분석(우)

수 없으며, 원격 프로그램을 통한 시스템 유지·보수 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보
안), 동시 접속에 대한 충돌현상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2021년 빅데이터, AI 기반의 솔루션, 머신러닝, 정보기반 자동 제어 등
미래기반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축산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빅데이터는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
가 하나로 모여 연계분석이 이루어져야 빅데이터라 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
보분석, 제어 기술이 가능한 통합 인프라 플랫폼 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료
섭취량과 환경정보인 온도, 습도 등을 동시에 하나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성적이 좋
은 시점의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그 시점의 환경과 사료 섭취량을 유지하기 위한 노
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한 개 농가에서 다양한 업체의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연계분석 및
제어가 가능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축산 ICT 항목별 통합 프로그램 구축 및 하
드웨어 표준화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축산 ICT 표준화와 통신 표준화 비교
축산 ICT 표준화를 위해 많은 기업체와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
재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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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업체 동의 하에 데이터를 전달받아 오는 방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의받은 업체의 데이터만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장에서 통합분석을 할 경우 게이트웨이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설
비 제어명령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다시 설비업체의 프로그
램을 다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취합을 위한 게이
트웨이와 분석 프로그램을 먼저 확보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드웨어 표
준화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통신 표준화를 예로 들어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Telecommuni
cation Technology Association)에서는 국내 통신 사업자, 산업체, 학계, 연구기
관 등의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국내외 정보 통신 분야의 최신 기술 및 표준
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급하고 활용하게 한다. 또한 정보
통신 관련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표준화에
대한 학회를 진행하여 매년 업데이트된 표준방침을 공지한다.
대표적으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휴대폰의 경우 LTE, Wi-Fi, Bluetooth 등
다양한 통신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SK, LG, KT 등 어느 업체
의 휴대폰과도 호환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사용하던 휴대

(그림 2) TTA 주요 표준화 분야 <발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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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ICT 설비도 데이터의 전송과
종합 연계분석 방법, 하드웨어 제어를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처럼
하나의 중심체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하드웨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유럽을 앞서 나가는 축산 ICT
선발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TTA 표준화 주요 활동과 재개정 절차 <발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폰을 해외에 가서 해외 로밍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
대폰을 구매하여 국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 업체별 호환이 가능한 이유는 매년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map, 전송 방식, 주파수 대역 활용에 대하여 기관과 학
교에서 최종적인 표준이 완성되어 있고,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표준에 따르고 있
기 때문이다.
축산 ICT 설비도 데이터의 전송과 종합 연계분석 방법, 하드웨어 제어를 통합으
로 관리할 수 있는 미래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처럼
하나의 중심체에서(ICT 설비 업체, 연구소, 학교 등) 매년 미팅을 통해 최적의 표
준안을 만들고, 단계별로 하드웨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유럽을 앞서 나가는 축
산 ICT 선발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글쓴이 e-mail : changhyo.lee@c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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