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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요약문은 쪽 이내로 작성합니다5 .※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번호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LB0806

50

%
LA1003

30

%
LA1002 20%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
CA0303

10

0%
%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개월2020. 07. 03. - 2021. 07. 02. (12 )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534,0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 400,000 , : 134,000 ,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 : )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 [ ] [√]
기타 위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단계1

해당 시 작성( )

목표

○ 무창형 돈사에서 장기간 년 이상 사용가능한 실시간 환경 데이터(1 )

측정수집 기기 개발 및 산업화·

○ 센서 종류별 청소교정교체 등의 관리주기 기준 및 관리방법 제시· ·

내용

연구 개요 분진과 부식성 가스의 농도가 높은 축사 환경에서( )○

도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과 스마트 축사 운용을 위한 기반기

술 확보와 장기간 년 이상 사용가능한 실시간 환경 데이터(1 )

측정 수집 장치의 개발 및 산업화·

구리 및 금속 부품의 차폐 전극 및 센싱부 노출의 최소화- ,

등 부식성 가스로부터 센서 보호 구조 개발.

센서의 자기 진단기능과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센서의 설치 센서 종류별 청소 교정 교체 등의 축사 환경- , · ·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한 센서 관리 기준

및 방법 제시

개발된 센서를 개소 축사 현장에 설치하고 농가의 운용상- 3

태 실증 테스트

개소 양돈현장의 데이터 수집 분석 외기에 의한 센서 플- 3 ,



- 5 -

러싱 및 교정기술 개발

핵심 기술( )○

강인 센서 센서 하나가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 )

병렬계측 센서에 의해 안정된 환경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는 다중 계측 센서 소자 구조 설계기술 외기에 의한 센서,

플러싱 및 리캘리브레이션 기술 센서 잔존 수명 예측 기술,

보호 구조 축사 내 부식성 가스로부터 센서를 보호하기 위- ( )

한 계측부 최소 노출 흡기부 기능성 선택필터 센서 및 제, ,

어회로의 차폐 및 보호 구조 온습도센서 및 가스센서 분리,

설계 기술

표준 적용 축산 기기 단체 표준- ( ) ICT TTAK KO-10.0979

외기센서 내기센서 스마트팜 국가( ), TTAK KO-10.0980( ),

표준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스마트팜 센서노KS X 3266,

드 통신규격 표준 적용한 계(RS 485 Modbus) KS X 3267

측시스템 설계 기술

자기 진단 센서 데이터와 전기적 신호를 분석해 작동상태- ( ) ,

오차 수준 고장 등을 판단하여 기록하고 오차가 일정범위, ,

를 넘게 되면 센서의 정비 교정 교체 등에 대한 정보를, ,

운영자 또는 제조사에 통보하는 자기 진단관리 기술

단계n

해당 시 작성( )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본 연구과제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발성과를 달성하였다.

ㅇ 분진과 부식성 가스의 농도가 높은 축사 환경에서도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과 스마

트 축사 운용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와 장기간 년 이상 사용가능한 실시간 환경(1 )

데이터 측정 수집 장치의 개발 및 산업화· .

신뢰성 내구성 있는 센서 셀 확보 및 제품화 완료- / .

구리 및 금속 부품의 차폐 전극 및 센싱부 노출의 최소화 등 부식성 가스로부터- ,

센서 보호 구조 개발완료

센서의 자기 진단기능과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의 안정적 수-

집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완료

센서의 설치 센서 종류별 청소 교정 교체 등의 축사 환경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 , · ·

결성 확보를 위한 센서 관리 기준 및 방법 제시

개발된 센서를 개소 축사 현장에 설치하고 농가의 운용상태 실증 테스트- 3

개소 현장의 데이터 수집 분석 외기에 의한 센서 플러싱 및 교정기술 개발- 3 ,

모든 센서에 표준 인터페이스 적용완료- KS X 3266 .

센서노드에 표준 인터페이스 적용완료- KS X 3267 .

및 가스 센서의 추가적인 개발 및 현장적용- H2S C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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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노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제어기 개발 및 현장적용-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활용 내용[ ]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확보o

고분진 고습도 부식성 가스 환경에서 안정적인 센서 구조와 데이터 수집 과정- , ,

의 기술이나 제품을 특허로 출원하여 지식 재산권 확보

신호 처리를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센서용 펌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에 대한 기술은 프로그램 등록 추진

기술 산업화 및 현장 보급o

개발된 기술은 기업의 생산 공정에 반영해 기술을 산업화-

축사 환경관리용 센서의 설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매뉴얼을 영농활- ,

용 자료로 만들어 농민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축산분야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의 효율적 지원o

각 기술별 비용 효율적인 제품 제공으로 정부의 년까지 스마트팜 축사- ‘22 5,750

호를 구축 정책 목표지원

기대 효과[ ]

기술적 측면o

내환경성과 자기진단기능을 가진 축사용 환경 계측시스템은 기존의 세대 스마- 1

트팜의 현장 착근과 세대 및 세대 스마트팜 기술로 고도화2 3

센서 엘레멘트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와 보호구조를 통한 신뢰도 제고 기술은 축-

산 스마트팜 환경 계측센서의 운용과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의 센서 사용방법 에- , MTTF(Mean Time To Failure)

의한 센서의 평균고장수명 예측과 관리 기술 복합상황인식 프로세싱, (Complex

등으로 센싱 장애 환경의 극복과 오류 보정기술 개발은 국산Event Processing)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임

o 경제적 ․산업적 측면

안정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통해 환경조절 의사결정을 함으로 생산성 향상-

과 함께 농가 수익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농업 분야 융합산업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표준화 등을 통해 글로벌- ICT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표준 규격적용과 제품과 기술 활용을 위한 를 완전 공개 공유함으로 스마- API ·

트팜 기업과 농가의 공통적 애로를 경감할 산업적 기반 기술이 될 것임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기탁 건수ㆍ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ㆍ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연구시설 장비ㆍ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장비명ㆍ

규격

모델명( )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

구입처

전화( )

비고

설치장소( )

ZEUS

등록번호

국문핵심어

개 이내(5 )
스마트 축산 환경 계측 센서 보호 센서 내환경성 센서 관리

영문핵심어

개 이내(5 )

Smart

livestock

Env i ronment

measurement

Sensor

protection

Sensor

durability

Sensor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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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배경 축산업에서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고품질의 축산 상품을 최대한으로 생산하기 위해( ) ,○

서는 가축이 사육되는 축사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통해 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 ICT ‘14

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하고 있음,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축산 분야 정책목표 호* : (‘17)790 (‘22) 5,750→

정부 주도의 노력으로 축산 스마트 팜 보급 대상 축종 및 농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

스마트 축사의 가장 핵심인 축사 환경계측 센서의 내환경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

축사에는 축산 분뇨와 유기물 분해에 따른 대체로 종 이상의 악취와 부식성 가스들이· 15

상시 발생하고 있어 축사 내부에 설치된 스마트팜 장비와 센서의 조기 열화와 노후화로,

고장 발생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축사에서 발생하는 금속 부식성 가스< >
황화수소 암모니아 구리와 아연도금에 부식성 나타냄, :√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강철에 부식성, :√
뷰티르산 알루미늄 경금속에 부식성 나타냄: ,√

자료출처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 」

특히 무창형 돈사나 계사에서는 분진이 많고 습도 및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 일반적인 형태·

의 환경측정 온도 습도 암모니아 센서로는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움( , , )

또한 청소 교정 교체 등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없고 센서 교체가 용이하지 않아 축사 내부· · ·

데이터 수집이 어려움

필요성 분진과 부식성 가스의 농도가 높은 축사 환경에서도 장기간 년 이상 사용가능한( ) (2 )○

실시간 환경 데이터 측정 수집 장치의 개발 및 산업화가 시급히 필요·

센서 종류별 청소 교정 교체 등의 관리주기 기준 및 관리방법 제시- · ·

부식성 가스로부터 센서 보호 구조 개발 센서의 자기 진단기능과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

통해 정확한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필요

연구 목표 이 과제에서는 분진과 부식성 가스의 농도가 높은 축사 환경에서도 데이터의 안정( )○

적 수집과 스마트 축사 운용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와 장기간 년 이상 사용가능한 실시간(2 )

환경 데이터 측정 수집 장치의 개발 및 산업화·

구리 및 금속 부품의 차폐 전극 및 센싱부 노출의 최소화 등 부식성 가스로부터 센서 보- ,

호 구조 개발.

센서의 자기 진단기능과 데이터 유효성 검증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센서의 설치 센서 종류별 청소 교정 교체 등의 축사 환경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결성 확보- , · ·

를 위한 센서 관리 기준 및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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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2-1

본 과제를 수행하기위해 세 곳의 공동 연구개발 기관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과

제를 수행하였다 주관기관인 코리아디지털은 축사 환경계측용 센서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에. “ ”

목표를 두었으며 협동인 지능로봇스튜디오는 축사 화경센서 표준 적용 및 센서 관리 매뉴얼1 “

개발 을 하고 참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은 축사용 환경 측정센서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평” “

가 를 목표로 하였다” .

협동 연구기관인 코리아디지탈에서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단계는 아래의 차트와○

같다.

본 과제 연구개발의 진행에 있어 필요로 하는 가스센서의 경우 국내 소재부품 분야의 현재 상-

황에 비추어 그 개발업체가 없는 관계로 신뢰성이 확보된 외산의 가스센서 셀을 구입하여 연

구개발을 진행했으며 이외 온습도 센서의 경우 각각 정전용량타입의 습도소자와 반도체식 온

도소자를 이용하여 일체화된 온습도 센서를 개발하여 과제에 활용하였다.

스마트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온습도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활용하여 신뢰성과 내구성-

을 확보하였으며 내구연수 개선을 위해 습도센서의 경우 병렬센서 엘레먼트 계측기술을 구②

현하였다 내부환경 계측센서의 패키지화를 위해 알미늄 보호케이스를 개별로 만들어 내부. ④

에 센서회로를 실장하였으며 측정성분의 선택적 투과 필터를 위해 미세망 필터를 흡입구에③

설치하였다.

분진 및 고수분에서 견딜 수 있도록 등급 내환경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검교정 및 재검- IP65⑤ ⑥

교정이 가능하도록 재교정 알고리즘을 펌웨어에 구현하여 센서의 재사용성을 내구연한을 연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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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와 외부와의 연동을 위해 노이즈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인 출력보다는 통신출력을- ⑧

사용하였으며 산업용 장거리 출력이 가능한 를 센서내부 펌웨어에 구현RS485 Modbus RTU

하였으다 또한 센서와 상위 노드와의 연동을 위해 표준을 구현하여 센서의 인터. KS X 3266⑨

페이스를 표준화 하였다.

표준적인 구성인 상단의 센서노드를 개발하고 샘플을 제작하여 하단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 ⑩

집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센서와 센서노드단의 통신은 국가표준인 을 센서노드에 구KS X 3267

현하여 타 센서와의 호환성을 가지도록 구현 하였다.

센서노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원격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도- ⑪

록 상위 통합제어기를 제작하였으며 센서 데이터들을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앱을 제작,

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래의 구성과 같이 센서 센서노드 통합제어기로 구성된 세트 제품을 자체 보유한 공장에서- ⑫

양산하여 제품화 하여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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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에서 다양한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 업데이트 하였으며 세트를 축산농가에 실증시험- 3⑬

용으로 설치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화를 위

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협동 연구기관인 지능로봇스튜디오에서는 센서 패키지화 및 보호구조 개발을 위해 지능로봇스○

튜디오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하였다6 .

공동 연구기관인 코리아디지털의 센서 강인 구조 기술을 적용한 센서 일레먼트를 시- ㈜

스템 설계에 적용함 온도센서 스테인리스 봉에 열전도 특성이 우수한 수지로 밀봉:①

처리기술 습도 센서 방수 필터 채택 개의 습도 센서를 병렬계측하고 하, : IP67 , 4 ,②

나가 고장 발생 시 안정된 환경 데이터 확보할 수 있는 다중 계측 센서 엘레멘트 구조,

설계기술

외기에 의한 센서 플러싱 및 리캘리브레이션 기술 센서 잔존 수명 예측 기술,③

단일 계측 센서를 팩키지화하여 축사의 분진과 부식성 가스의 농도가 높은 축사 환경- ,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폐 기술 개발

센서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 계측 시간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부식성 가스와 접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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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극부는 센서 전극이 계측하지 않는 기간 동안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유입해 전극

부를 퍼지함으로 센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축산 기기 단체 표준 외기센서 내기센- ICT TTAK KO-10.0979( ), TTAK KO- 10.0980(

서 스마트팜 국가표준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스마트팜 센서노드 통신규격), KS X 3266,

표준 적용한 계측 기술 개발(RS 485 Modbus) KS X 3267

축사 환경 센서 데이터 유효성 확보와 정확한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을 위해 축사내 센-

서의 설치 센서 종류별 청소 교정 교체 등의 축사 환경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결성 확보, · ·

를 위한 센서 관리 기준 및 방법 매뉴얼 개발

협동연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데이터수집을 위해 하동 소재 양돈농장 육성돈을 활용하여 년 월 일부터 월 일- , 2021 3 18 7 26

까지 돈사 내 발생하는 온도 습도 이슬점 암모니아 센서 값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 , , CO2, O2 ,

결과로 개량된 하우징과 온습도 암모니아센서를 활용한 데이터수집과 분석은 년 월, 2021 6 5

일부터 월 일까지 온도 습도 암모니아 값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되는 센7 12 , , , CO2, O2 .

서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센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고 개량된, ,

하우징과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비교 하였다.

탐색적- 데이터분석을 위하여 환경에서 를 사용하여 파이썬언anaconda jupyter notebook IDE

어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numpy, pandas, matplotlib, seaborn,

을 사용하였다pandas-profiling, scikit-le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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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2-2

신뢰성 있는 가스센서 셀 확보□

센서 셀의 선택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신뢰성 있는 센서 셀의 확보에 있으며 국내 소재산업○

의 여건상 아래와 같이 암모니아 산소 이산화탄소 셀은 해외 업체들을 통해 확보하였다, , .

암모니아 (NH3)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온습도

본 과제의 연구개발을 위해 확보 및 제작한 센서류의 스펙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센서
센서 스펙

Range Type Output 보호등급 적용표준 비 고

NH3 0 ~ 100 ppm 전기화확식 RS485 IP65 KSX 3266 셀수입

CO2 0 ~ 5000 ppm NDIR RS485 IP65 KSX 3266 셀수입

O2 0 ~ 25% 광학식 RS485 IP65 KSX 3266 셀수입

Humidity ~ 99%RH 정전용량 RS485 IP65 KSX 3266 제작

Temperature -40 ~ 60℃ ℃ 반도체식 RS485 IP65 KSX 3266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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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센서 엘레먼트 계측기술 구현□

습도센서의 경우 대기 중의 미세먼지 혹은 수분으로 인한 측정부위의 결로로 인해 잦은 고장○

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과제에서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측정부 센서의 개수를

개로 실장 하였다4 .

온습도 센서 외부보호 백엽상

센서 계측부 보호를 위한 측정성분의 선택적 투과 필터 개발□

본 과제의 핵심개발인 외부 흡기식 센서 패키징 지능로봇스튜디오 의 연구개발에 따라 센서( )○

자체에 고기능성 필터를 따로이 추가하지는 않았으며 아래 그림과같이 기본적인 먼지필터 및,

수분필터를 장착하였다.

미세 먼지 필터 수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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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부 환경 계측센서 패키지화 기술 개발 온습도: CO2, NH3, O2,□

부식에 강한 알미늄을 재질로 센서의 길이에 따른 케이스 하우징을 만들어 센서모듈을 내부에○

삽입하는 형태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센서를 패키징 하였다.

산소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암모니아 센서 온습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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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및 고수분에서 축사용 센서 내환경 기술□

기본적으로 의 내구성을 위해 방습절연코팅제를 사용 하였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진PCB○

필터를 장착하고 수분흡착 필터 등도 장착하여 등급 이상의 방진방수등급을 목표로 하여IP65

개발하였다 에 방습코팅제를 도포하여 부품의 내구성을 증가시켰다. PCB .

분진 필터 설치 수분흡착 필터 설치

검교정 및 재검교정이 가능한 가스센서 모듈 개발.□

재사용성과 재검교정을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재교정포트를○

준비했으며 을 장착하여 센서교정을 위한 정보저장 등으로 활용하였다, 32bit Micom .

센서 모듈 센서 모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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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가스 센서를 착탈이 편리하도록 모듈화 제작□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서브 를 제작하여 셀 모듈과 볼트너트로 조립이 가능하도록 분리하PCB○

여 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스 셀 셀 모듈 서브 를 각각 개별로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을, , PCB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필요시 해당 부품만 교체가 가능토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고 빠.

르게 현장교체를 하도록 하였다.

센서 모듈 착탈식

센서 펌웨어 개발 및 적용 : RS485 Modbus RTU□

각 센서모듈의 내부에는 상단 센서노드 혹은 통신 마이컴에 의해 요청될 수 있도록 사의STM○

마이컴을 베이스로 장착했으며 장거리 유선통신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상단의 표준 통32bit ,

신규격인 프로토콜을 구현하였다RS485 Modbus .

펌웨어RS485 Modbus R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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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표준 적용 : KS X 3266□

센서표준 적용의 단계에서 적용한 국가표준의 개념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국가표준에 따라 통신 커넥트의 규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원형 커넥트로 되어져 있다KS 4pin○

본 과제에서 사용한 모든 센서들의 출력을 통신 출력으로 통일하였으며 통신 커넥트들RS485

을 통일하였다.

적용KS X 3266 원형 커넥트4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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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노드표준 적용 : KS X 3267□

센서노드표준 적용의 단계에서 적용한 국가표준의 개념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각 센서의 값들을 획득하기 위한 상위 인터페이스인 센서노드는 국가표준에 정의되어져 있KS○

으며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축사 표준에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KS

구개발에서는 기존 스마트팜에서 개발되어져 신뢰성이 입증된 센서노드에 축사 센서를 추가

한 펌웨어를 개발하고 업데이트 하여 적용 후 테스트 하였다.

적용KS X 3267 원형 커넥트4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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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 센서의 내구성과 습도센서 고장 등에 대비하여 이슬의 맺힘에 의한 습도센서 오류를○

대비하여 개의 센서를 병렬 설치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백엽상의 위쪽에 팬4 , 80mm DC

을 설치하여 센서의 전원과 동기화시켜 팬을 항상 가동토록 하여 공기 순환이 정체된 상황에

서의 센서오류를 피할 수 있게 설계 및 설치운용 하였다.

그림 백엽상에 설치된 온습도센서와 팬)

또한 본 센서에는 필터 부착으로 실제 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IP87 99.5% .

센서 시험성적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아래와 같다- .

그림 한국 캘랩 주 시험성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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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센서 암모니아센서 산소센서- ,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출입제한으로 인해 공인기관 시험 및 성적서의 신청이 늦어졌으며 아

래와 같이 실용화재단 을 통해 내구 및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후 업데이트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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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용화재단 시험성적서 접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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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 및 테스트□

제품의 현장적용을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천안 풍일농장 하동 바른양,○

돈 남원 다산육종 등 세곳의 농장주 협조를 구하여 설치하고 테스트 하였다, .

천안 풍일농장○

대표 정 용- :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9○○○○ ○

- 농장현황 및 자동화기술 도입과 활용이 높은 농장: AT

풍일농장 돈사 설치 온습도외 종센서 설치4

통합제어기 컨트롤러 통합제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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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바른양돈○

대표 문 주- : ○

경남 하동군 횡천면- -3○○ ○○○○

- 농장현황 국립축산과학원 융합 스마트축산 모델농장: ICT

외부기상대 설치 외부기상대 설치

바른양돈 설치 온습도외 종센서 설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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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다산육종○

대표 박 춘-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25○○○ ○○○

농장현황 사육두수 두의 대규모 양돈장- : 12,000

- 국내 유일의 버크셔품종 돼지 육종농장

통합제어기 컨트롤러 내기 흡입형 통합제어기 설치

다산육종 돈사 설치 온습도외 종센서 설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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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제어기 컨트롤러 통합제어기 설치

외부기상대 설치 외부기상대 설치



- 28 -

축산 환경 계측 센서 팩키지 및 보호 구조 개발□

공동 연구기관인 코리아디지털의 센서 강인 구조 기술을 적용한 센서 일레먼트를 축사의 분○ ㈜

진과 부식성 가스의 농도가 높은 축사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폐 기술을 개발하고,

단일 계측센서들을 동일 가스유로 상에 배치한 센서 팩키지를 개발함

가스 센서 엘레먼트의 전극부를 제외한 회로부를 부식성 가스로부터 완전히 격리 차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센서 팩키지 디바이스를 설계함.

센서 신호의 계측과 신호 처리를 위한 밀폐형 팩키지의 구조와 내부 냉각을 위한 독립형 쿨-

링 시스템을 개발함

축사 내의 공기가 가스흡입 펌프를 통해 흡입구와 설계된 이동 통로 안에서만 센서의 전극-

부 및 광계측부와 접촉하도록 설계함으로 가스에 의한 산화반응 면적과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센서의 측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센서의 전극부에 균질의 가스 측정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가스 조질 장치를 개발 적용함

대부분의 센서는 온도 습도 범위의 환경에서 최고의 측정 성능을 발휘- 20~25 , 40~60%℃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센서의 계측부에 이러한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스 조질 시스템을 개발하여 장착함

가스 입구 전단에 팰티어 소자의 냉각 및 가온부로 구성된 가스 조질부를 통과하면서 흡입-

한 가스의 온도와 습도가 자동조절됨으로 측정가스의 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정밀한 게

측을 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부식성 가스의 결로에 의한 전극부의 부식을 적정한 상대습도 조절에 의해 예방함으로-

전극부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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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환경 계측 센서 팩키지 시제품 제작○

센서 패키지 전면부 사진 차 설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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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패키지 내부 배선도 차 설계(2 )

축산 환경 계측 센서 팩키지 계측 및 제어회로 개발□

설계방향 스마트팜 국가표준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인터페이스로 입력된 전기( ) KS X 3266○

신호를 분석 처리하여 이더넷 포트를 통해 상위 제어기와 직접 연결하거나 스마트팜 센서노, ,

드 통신규격 표준 적용 제어기들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RS 485 Modbus) KS X 3267

발함.

센서노드 제원○

General Specification
CPU Cortex®-M3
Type 32bit
OS Embedded Linux

MEMORY 256k
RAM 48 kByte

Interfaces (KS X 3266) Analog Input 8, Digital I/O 16
Communition Ethernet, RS232, RS485, SPI, I2C
Electrical Power 12.0 ... 24 VDC

센서 PCB Ar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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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센서 내구성 증대 및 측정기술 개발□

센서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 계측 시간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부식성 가스와 접촉하는 전,○

극부는 센서 전극이 계측하지 않는 기간 동안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유입해 전극부를 퍼지함

으로 센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함

축사내 가스 분포와 밀도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축사 센서 팩키지는- ,

분당 리터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진공 펌프를 통해 약 분간 축사 내 공기를 흡입하여1 4 8

축사 내의 가스상태 를 측정하고 분간 외기 공기를 흡입해 전극부를 퍼지(CO2, O2, NH3) , 4

하여 크리닝한 후 약 분간 휴지하는 분을 하나의 주기로 계측 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 18 30

함.

축사내 공기 흡입 펌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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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특성과 계측 정보의 실시간성을 고려하여 센서 노드를 분리 설계○

비교적 부식성 가스 환경에서도 수명이 길고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온도 습도 건습구 계측- , (

방식 센서는 축사 안에 설치하여 실시간 환경 변화를 측정하도록 별도의 센서 노드로 분리)

건습구 방식의 문제점인 습구 물통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 물 보충 및 수위 조절·

기능을 설계에 반영함

부식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가스 센서는 축사 밖에 설치하고 가스 펌프를 통해 축사 내부- ,

공기를 흡입해 측정하고 측정이 끝난 다음에는 유로전환 밸브를 통해 대기중의 신선, 3way

한 공기를 흡입해 측정부에 남아 있는 부식성 가스를 퍼지 함으로 센서 계측부가 부식성 가

스와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 함.



- 33 -

축사 내부의 공기는 가축의 머리 높이 보다 정도의 높이에서 진공 펌프를 통해 흡- 0.5~1m

입하여 먼지센서와 필터를 거쳐 온습도 센서로 구성된 센서 를 지나며 공기 흡, Sub-Node ,

입관을 통해 축사 외부에 설치된 가스 센서 팩키지인 축사 센서 노드로 전달됨.

센서 는 측정한 온도 습도 먼지 농도를 통신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Sub-Node , , KS X 3267

통합 센서 노드로 전송하도록 함.

분 주기의 간헐적 측정에 의한 축사내 환경 모니터링은 온도 상대습도 산소농도- 30 , , , CO2

농도 암모니아 농도 계측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값을 나타내었음, .

다음 그래프는 경남 하동의 농가에 설치한 축사 센서 팩키지의 월 오전 시경의 축사· B 6 9

환경 데이터 임.

축사 내기온은 상대 습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축사 내부의· 28~29 , 74~77% ,℃

공기를 흡입해 측정한 이고 축사 근처 대(CO2) 1550~1640ppm, (NH3) 33~35ppm ,

기 공기 흡입하여 퍼지를 실시한 이후의 센서값은 (CO2) 400~420ppm, (NH3)

대기 공기와 매우 유사한 공기질을 나타내고 있어 퍼지에 의한 전극 크리닝3~5ppm

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산소농도의 경우 축사 내 공기와 대기 공기의 차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20~21%

산소 농도에 의한 전극의 퍼지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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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표준 규격 적용기술 개발□

축산 환경 계측 센서를 위한 국가 표준은 아직 개발 되어 있지 않으나 스마트 온실 환경 계측,○

센서와 대부분 호환이 가능하고 동일한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이 가능함으로 이를 준용하여 센

서와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

축산 기기 단체 표준 외기센서 내기센서 을- ICT TTAK KO-10.0979( ), TTAK KO- 10.0980( )

적용할 수 있는 기기는 표준을 적용하고 스마트팜 국가표준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TTA , KS

스마트팜 센서노드 통신규격 표준 과 호환이 가능하X 3266, (RS 485 Modbus) KS X 3267

도록 기술 개발함.

축사 센서 표준 적용 프로토콜 구성-

에서 샌서 팩키지 및 와 주소 매핑· RS485 MODBUS RTU Sub-Senso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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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프레임 구성· MODBUS RTU

데이터 요청 패킷 구조·

데이터 응답 패킷 구조·

예외 응답 패킷 구조·

프로토콜에 의한 샌서 팩키지 및 의 통신과 데이- RS485 MODBUS RTU Sub-Senso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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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달 방식

센서노드 master task flowchart

센서노드 slave task flowchart

축사 센서 표준 적용 프로토콜 적용 통합 제어기 및 농가 단위 에서 표준 통신 규격에-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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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디바이스 식별 및 인터페이스 메인화면

적용 센서 식별 및 모니터링 메인 회면KS X 3267

센서 팩키지 고저온 시험 데이터 그래프

축사 센서 팩키지 현장 실증 외부흡입형 센서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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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센서 패키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양돈농장 개소에 설치 후 모니터링3○

부식성 가스로부터 차폐되지 않은 기존의 센서와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 지점을 유사한 위치-

에 설치

설치 장소·

전북 남원 다산육종:

충남 천안 풍일농장:

경남 하동 바른양돈:

축사 내부 센서 및 설치 작업Sub-Node

축사 내 센서 현장 설치 후 모습 남원 다산육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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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외부 센서 팩키지 현장 설치 후 가동 모습 남원 다산육종( )

년 월 일부터 설치하여 현재 년 월 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 계측 데이터- 2021 5 8 2021 8 1

도 정상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산소 센서의 농도는 수준으로 외부의 온도 습도 변화· 19%~21% (25~32 ), (45~90%)℃

에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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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센서의 농도는 수준으로 외부의 온도 습도· 9~30ppm (25~32 ), (45~90%)℃

변화에 다소 동기화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온도가 올라 갈수록 암모니아 농도는 높아지,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환기가 불량할 경우 이상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50ppm

축사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온습도와의· 600~2300ppm ,

관계보다 동물의 활동량이나 환기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됨

내부 펌프 모터 교체 이후 센서 데이터는 일정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최근 무더위로 인한 더·

위 대책으로 농장에서의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기존의 암모니아 등의 수치가 상대적으CO2

로 낮게 잡히고 있음 월 일 까지 데이터(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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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계측 센서 팩키지는 현장 실증 사이트의 지속적 운용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적응-

성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 획득 장비로서 산업화를 추진해갈 계획임.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가축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영상 센서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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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 환경 측정센서 시스템의 현장 적응성 평가□

○ 기존 환경관리시스템의 센서값 분석 하동 바른양돈( )

기존환경관리시스템에서 센싱되어 보여주는 데이터 형태는 아래와 같다- .

2021-03-18 00:00:00 4164 19.9 30 0 27.6 72.8 22.1

2021-03-18 00:05:00 4347 19.8 34 0 27.6 75.4 22.8

2021-03-18 00:10:00 4205 19.9 32 0 27.4 71.3 21.7

2021-03-18 00:15:00 4334 19.8 31 0 27.5 72.6 22.0

2021-03-18 00:20:00 4233 19.8 30 0 27.5 70.7 21.5

데이터는 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발생하며 까지 개 데이터 세5 , 2021.3.8.~2021.7.26. 37728

트가 수집되어야 하나 실제는 개 수집되어 세트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 데이터, 36369 , 1359 .

세트 중에서 미 수집된 데이터 값은 없었다.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값은 아래와 같다.

count 36369 36369 36369 36369 36369 36369 36369

mean 2333.66 19.57 2.64 0.22 28.39 75.80 23.53

std 1196.69 14.22 3.50 4.97 1.30 6.73 1.86

min 432.00 19.20 0.00 0.00 24.10 41.20 10.50

25% 1287.00 19.40 1.00 0.00 27.50 71.90 22.30

50% 2065.00 19.50 2.00 0.00 28.20 76.50 23.40

75% 3327.00 19.50 3.00 0.00 28.90 80.70 24.80

max 5651.00 1947.00 80.00 300.00 34.20 91.00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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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서 값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CO2

Quantile statistics

Minimum 432

5-th percentile 813

Q1 1287

Median 2065

Q3 3327

95-th percentile 4527

Maximum 5651

Range 5219

Interquartile range 2040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 deviation 1196.687063

Coef of variation 0.5127946885

Kurtosis -0.8916714226

Mean 2333.657291

MAD 1029.374964

Skewness 0.4924282622

Sum 84872782

Variance 1432059.928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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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②

Quantile statistics

Minimum 19.2

5-th percentile 19.3

Q1 19.4

Median 19.5

Q3 19.5

95-th percentile 19.7

Maximum 1947

Range 1927.8

Interquartile range 0.1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 deviation 14.22379543

Coef of variation 0.7267126876

Kurtosis 18181.97214

Mean 19.57279084

MAD 0.2323466183

Skewness 134.839238

Sum 711842.83

Variance 202.3163566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11)

ammonia③

Quantil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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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statistics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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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④

Quantile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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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ty⑤

Quantile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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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 point⑥

Quantile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Standard deviation 1.857611916

Coef of variation 0.07893595924

Kurtosis 0.5362101415

Mean 23.53315186

MAD 1.47189525

Skewness -0.04508590525

Sum 855877.2

Variance 3.45072203

Histogram with fixed size bins (bins=50)

Minimum 10.5

5-th percentile 20.7

Q1 22.3

Median 23.4

Q3 24.8

95-th percentile 26.7

Maximum 28.8

Range 18.3

Interquartile rang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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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처간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알아보았다.

히트맵에서 와 암모니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온도와 는 부의CO2 , CO2

상관관계를 보이며 온도 습도 이슬점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 .

각 피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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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CO2 .

센서의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게 나타나 실제 환경을 반영한 것인지 센서의 감도가 저하되어, ,

나타난 값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O2 .

거의 안정적으로 내외의 값을 보여주다가 특정시점에 높은 값을 보여 이상치로 보이며 이20% , ,

러한 값의 이유를 파악하고 보정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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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암모니아센서도 센서 처럼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게 나타나 실제 환경을 반영한 것인지CO2 , ,

센서의 감도가 저하되어 나타난 값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온도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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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이슬점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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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된 센서와 하우징 환경관리시스템의 센서 값 분석 하동 바른양돈( )

기존환경관리시스템에서 센싱되어 보여주는 데이터 형태는 아래와 같다- .

데이터는 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발생하며 까지 개 데이터 세1 , 2021.6.5.~2021.7.12. 54720

트가 수집되어야 하나 실제는 개 수집, 54160 되어 세트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 데이터, 560 .

세트 중에서 미수집된 데이터값은 없었다.

2021-06-05 00:00:00 380 20.020000 0.1 22.6 53.799999

2021-06-05 00:01:00 385 20.020000 0.1 22.6 53.900002

2021-06-05 00:02:00 383 20.030001 0.1 22.6 54.000000

2021-06-05 00:03:00 385 20.030001 0.1 22.6 54.099998

2021-06-05 00:04:00 386 20.030001 0.1 22.6 54.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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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의 통계값은 아래와 같다.

센싱된 데이터에서 최소값이 와 암모니아 온도 습도에서 의 값이 나오고 있어 오류로O2 , , 0 ,

판단되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최대값도 에서 나오는 값이 오류값으. CO2, O2

로 판단되어 이부분의 보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데이터에서 소수점 오류로 로. 19.95

표기되어야 할 것이 로 나타난 데이터들이 있었다1995 .

각 센서값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

① CO2

의 값은 암모니아와 매우 높게 상관되어 분석이 제외되었다 상관계수는 였다CO2 . 0.904 .

O2②

Quantile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CO2 O2 ammonia temperature humidity

count 54160 54160 54160 54160 54160

mean 576.967061 19.815127 6.642304 28.699957 75.803344

std 316.363728 11.822104 10.755406 1.840911 9.676703

min 312.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25% 400.000000 19.629999 0.000000 27.799999 73.000000

50% 443.000000 19.740000 0.200000 28.600000 78.099998

75% 584.000000 19.860001 10.600000 29.400000 81.599998

max 2277.000000 1995.000000 78.400002 34.900002 89.900002

Minimum 0

5-th percentile 19.45999908

Q1 19.62999916

Median 19.73999977

Q3 19.86000061

95-th percentile 20.02000046

Maximum 1995

Range 1995

Interquartile range 0.23000145

Standard deviation 11.82210406

Coef of variation 0.5966201445

Kurtosis 27078.0707

Mean 19.81512721

MAD 0.2273268414

Skewness 164.4971789

Sum 1073187.29

Variance 139.76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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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a③

Quantile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Minimum 0

5-th percentile 0

Q1 0

Median 0.200000003

Q3 10.60000038

95-th percentile 31.89999962

Maximum 78.40000153

Range 78.40000153

Interquartile range 10.60000038

Standard deviation 10.75540614

Coef of variation 1.619228159

Kurtosis 1.764069792

Mean 6.642304283

MAD 8.480414759

Skewness 1.651634916

Sum 359747.1999

Variance 115.678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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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④

Quantile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Minimum 0

5-th percentile 27.10000038

Q1 27.79999924

Median 28.60000038

Q3 29.39999962

95-th percentile 31.70000076

Maximum 34.90000153

Range 34.90000153

Interquartile range 1.60000038

Standard deviation 1.840911239

Coef of variation 0.06414334389

Kurtosis 29.87287573

Mean 28.69995743

MAD 1.190639332

Skewness -2.363224579

Sum 1554389.694

Variance 3.388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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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ty⑤

Quantile stat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Minimum 0

5-th percentile 55

Q1 73

Median 78.09999847

Q3 81.59999847

95-th percentile 86.90000153

Maximum 89.90000153

Range 89.90000153

Interquartile range 8.59999847

Standard deviation 9.676703318

Coef of variation 0.1276553622

Kurtosis 3.82017718

Mean 75.80334385

MAD 6.96343598

Skewness -1.633909598

Sum 4105433.3

Variance 93.638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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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처간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알아보았다.

히트맵에서 와 암모니아 간에 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앞서 보여준 온도와CO2 0.9 , CO2

간의 상관관계나 온도 습도간의 상관관계를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각 피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아래와 같다.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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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게 나타나 실제 환경을 반영한 것인지 센서의 감도가 저하되어, ,

나타난 값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O2 .

거의 안정적으로 내외의 값을 보여주다가 특정시점에 높은 값을 보여 이상치로 보이며 이20% , ,

러한 값의 이유를 파악하고 보정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암모니아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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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센서도 센서 처럼 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게 나타나 실제 환경을 반영한 것인지CO2 , ,

센서의 감도가 저하되어 나타난 값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온도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시작시점부터 이상치를 보이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값을 보이고 있다6.5 6.9 .

습도 센서의 조사기간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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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센서도 초기 이상치를 보이다가 이후 안정적인 데이터수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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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별 기존환경관리장치 비교 풍일농장 바른양돈 다산육종( , , )

온도비교①

하동에서 일부 결측치가 보이며 남원에서도 이상치 데이터가 관찰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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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천안이 온도가 낮게 나오며 하동과 남원은 비슷하게 나왔는

데 남원의 온도가 약간 더 높았다, .

습도비교②

습도데이터도 온도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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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

천안< >

남원< >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남원이 습도를 낮게 유지하였으나 변이는 있는 편이었으,

며 하동과 천안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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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비교③

암모니아는 코리아디지탈의 센서들이 한달 내외에 열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남원에서는 개의 이, 2

상치 데이터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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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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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비교④

메탄 센싱값은 에서 한번씩 피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값을 보이는 현장의 원인 확인이 추0 ,

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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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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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CO2⑤

값은 암모니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조사 기간 내 시계열로 관CO2 ,

찰하였을 때 하동과 천안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남원으로 주기성을 보여주었다, .

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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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남원< >

일정 기간을 잘라서 보았을 때 밀폐가 잘 되는 하동이 가장 높게 나오고 남원과 천안은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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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O2⑥

는 로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소수점 오류가 가끔 발생되O2 20% , 2000 ,

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였다.

데이터 값들은 센서의 열화현상이 없이 안정적으로 수집되고 있었다.

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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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남원< >

일정 기간을 잘라서 보았을 때 세그룹 모두 하나의 선으로 보일 정도로 균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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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점 비교⑦

이슬점도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동< >



- 75 -

천안< >

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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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연구수행 결과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1)

축사 내환경 계측센서 표준 규격 패키징□

○ 온습도 센서 개발CO2, NH3, O2,

열악한 돈사 환경에서 장시간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작하고-

제품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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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외부설치 센서 패키징

부식성 축사환경을 고려한 외부 흡기형 센서 패키징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제품화 하였다- .

축사외부센서 패키지 축사외부센서 패키지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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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적용 시제품 축산 농가 개소에 실증3□

제품의 실증을 위해 세트의 제품을 아래 그림과 같이 준비하여 농장에 현장실증 하였다7 .○

풍일농장 천안 바른양돈 하동 다산육종 남원 세곳의 축산농장주의 사전 협조를 얻어( ), ( ), ( )○

월에 걸쳐 설치 운용하였다2021.03 ~ 2021.04 .

세 곳의 실증농가에 설치한 센서의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

풍일농장 센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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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양돈 센서 그래프

다산육종 센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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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곳의 실증농가에 설치한 센서는 매 분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하게 되며- 5

설치일부터 일 까지의 데이터 전송율은 아래의 표로 정리 되어져 있다2021.07.27 .

의 경우 내부 전송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구조로 인해 들어온 개수가 계산상- Micom

시간보다 많을 수 있다)

바른양돈의 경우 내부 농장내부 사정으로 시스템이 정지된 영향으로 인해 전송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풍일농장 센서 데이터 전송율

/

1 2021.03.09 ~ 2021.07.27 40,077 40,135 100.1 %

2 2021.03.09 ~ 2021.07.27 40,077 40,135 100.1 %

3 CO2 2021.03.09 ~ 2021.07.27 40,077 40,135 100.1 %

4 O2 2021.03.09 ~ 2021.07.27 40,077 40,135 100.1 %

5 NH3 2021.03.09 ~ 2021.07.27 40,077 40,135 100.1 %

바른양돈 센서 데이터 전송율

/

1 2021.03.17 ~ 2021.07.27 36,882 36,627 99.3 %

2 2021.03.17 ~ 2021.07.27 36,882 36,627 99.3 %

3 CO2 2021.03.17 ~ 2021.07.27 36,882 36,627 99.3 %

4 O2 2021.03.17 ~ 2021.07.27 36,882 36,627 99.3 %

5 NH3 2021.03.17 ~ 2021.07.27 36,882 36,627 99.3 %

다산육종 센서 데이터 전송율

/

1 2021.04.15 ~ 2021.07.27 29,440 30,146 102.4 %

2 2021.04.15 ~ 2021.07.27 29,440 30,146 102.4 %

3 CO2 2021.04.15 ~ 2021.07.27 29,440 30,146 102.4 %

4 O2 2021.04.15 ~ 2021.07.27 29,440 30,146 102.4 %

5 NH3 2021.04.15 ~ 2021.07.27 29,440 30,146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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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성 향상 센서 교정 알고리즘 개발□

바른양돈에 설치되었던 센서를 수거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자체 개발한 재 교정알고리즘을○

통하여 센서를 재 교정 하였다.

현장에서 수거된 센서 개월(4 ) 수거한 암모니아 센서

표준가스로 재교정 ( 50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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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한 센서의 재사용을 위해 위 그림과 같이 재교정을 하였다 재 교정을 위한 알고리즘은- .

펌웨어 내부에 장착되어져 있으며 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재교정을 실시하여 센서를50ppm

재사용 할 수 있엇다.

센서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비접촉식 센서의 활용이 권장되어진다 본 과- .

제의 종 센서 중에서 온습도를 제외한 센서는 광학식 측정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였5 CO2, O2

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택한 전기화학식 암모니아 센서의 수명은 열악한 환경에서는 극히,

짧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전기화학식이 아닌 암모니아 센서 셀을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과제에서는 공동연구기관의 연구 주제인 외부 설치형 흡입식 센.

서패키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스와의 접촉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기구 구조물로 시

스템을 설계하여 센서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축사 환경 계측 및 센서 운용 매뉴얼 개발□

매뉴얼의 목적○

축산환경 관련 센서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응 위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ICT

함

축산 환경 계측 및 센서 운용 메뉴얼은 축산환경 관련 센서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ICT

축산 환경 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의 설치 방법 및 유지 보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ICT

적용 범위○

본 매뉴얼은 소가축 닭 오리 등 중가축 돼지 등 대가축 젖소 한우 등 을 밀폐 또는 반- ( , ), ( ), ( , )

밀폐식 환경에서 사육할 때 가축의 실내 사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의 설치 운용 유, , ,

지보수를 위한 것임

용어 정의○

스마트 축산 출처- [ ] SPS-FACT 0002-7294

기술을 축산의 생산 사육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하여 사육환경을 관리하I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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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산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스마트 축사 출처- [ ] SPS-FACT 0002-7294

센서 및 영상장치 등을 이용하여 축사 환경 및 생체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장비로ICT

사육 환경 제어가 가능한 축사

축산 환경계측 센서 시스템-

축산 사양관리 시설에서 가축의 사육환경 파악을 위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축사 내부 온

도 습도 상태와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산소 등의 농도를 측정하고 이들 정보를 저장 전, , , , ,

송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

사양관리 출처- [ ] SPS-FACT 0002-7294

가축의 생산부터 출하 등의 관리적 절차 또는 사육 방법론

군사식 사육 출처- [ ] SPS-FACT 0002-7294

무리를 지어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

출처- RS-485(recommended standard 485) [ ] SPS-FACT 0002-7294

통상 개의 선을 사용하여 반이중 통신 방식으로 사용하는 직렬 통신 프로2 (half duplex)

토콜 표준

모니터링 출처- [ ] TTAK.KO-06.0286

환경의 상태와 그 변화를 기록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계획된 연속적 측정과 관측

센서 출처- [ ] TTAK.KO-10.0980R1

열 빛 온도 압력 소리 등의 물리적인 양이나 그 변화를 감지하거나 구분 및 계측하여, , , ,

일정한 신호의 형채로 알려주는 부품

센서 노드 출처- [ ] TTAK.KO-10.0980R1

물리적인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수집된 센서의 측정값을 통신기능으로 전달하는 장치

게이트웨이 출처- [ ] TTAK.KO-10.1164-part1

구조가 다른 두 개의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

비고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그 출입구 역할을* :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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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축사 내기 센서 측정 규격○

스마트 축사 내기 센서 설치 방법○

수평 방향 설치 위치 축사 출입시 공기 영향을 적게 받도록 축사 출입구로부터 약 이- : 10m

상 이격하거나 축사 길이의 정도의 지점에 설치함1/3 .

통기구나 윈치 커튼 등 공기가 축사 내부로 유출입하는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피함*

수직방향 설치 위치 가축의 생활 환경을 잘 파악 할 수 있도록 가축의 머리를 기준으로- :

이격한 공간상에 설치함0.5~1m .

축사내의 수직방향 환경 편차는 환기 구조나 환기 방법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며* ,

가능한 가축의 행동 공간과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가축의 머리와 너무 가까우면 가,

축에 의해 파손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음

센서의 보호 구조 센서는 축사 청소를 위해 살수하는 물이나 사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 :

산 먼지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이상 등급의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IP 65 ,

센서의 측정부 전극부 를 제외한 금속 부분이나 전선은 부식성 가스로부터 차폐하여 설치함( )

센서 노드 및 제어함의 방열 구조 센서 신호의 획득 저장 전송을 위한 센서노드 게이트웨- : , , ,

이 전원 공급부 등을 수납하는 제어함에는 발열로 인한 고온 장애로 장치나 시스템이 정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열 구조가 부착되어야 함.

대부분의 축사 센서는 범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도* 0 ~ 60℃

범위를 벗어나면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이나 작동정지 상태에 이르게 됨

옥외 설치 제어함 측정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 모뎀 게이트웨이 등을 옥외에 설치하- : , LTE

는 경우 직사 광선이 도달하지 않도록 차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고온기와 저온기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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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온도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해야 함

센서 수납함이나 제어함를 축사 외부에 설치할 때는 가능한 축사의 북쪽 벽에 설치하는*

것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음

스마트 축사 내기 센서 유지 관리 방법○

가축의 사육 환경을 센서에 의해 파악하고 조절하려 한다면 정확한 센서 데이터의 획득과- ,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임.

센서수명은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정해진건 없지만 주변 환경 온도 습도 먼지 등 에 따라- . ( , , )

서 수명이 단축됨

축사에서 사용되는 센서는 먼지와 부식성 가스로 인해 설계 수명의 까지 줄어 들기도함- 1/10

보호구조를 하지 않은 전극식 센서나 전기 화학식 센서의 수명은 대체로 개월을 넘기기 어려* 3

움 가능한 광학식이나 전기 저항식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오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축산용 센서는 먼지와 부식성 가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가 센서의 수명을 결-

정하게 되기 때문에 센서의 제조 방식과 설치가 매우 중요함

센서는 가능한 이상의 보호등급으로 제조된 것들을 사용하고 센서로부터 신호를 수집 저* IP 65 , ,

장 전송하는 장치도 동일 등급이상의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그럼에도 센서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데이터로서 그 징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데이터를 면밀-

하게 비교하여 관찰하는 것이 필요함

축사내 온도 센서는 기상 데이터나 예보 데이터와 비교 상대습도 센서는 온도에 연동하여 변화* ,

함으로 온도 변화에 대한 습도 변화량을 비교 암모니아 센서는 환기전과 환기후의 데이, , CO2

터를 비교 하면 개략적인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축사 환경 센서들의 경시적 데이터 변화나 연관 센서들의 데이터 비교를 통해 센서의 정상-

작동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센서의 교정이나 교체를 적절한 시기에 수행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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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개월 마다 센서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교정이나 교체를 위한- 3 , ,

의사 결정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논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스마트 축사 센서 교정 및 유지 보수 방법○

온도센서

기능 물질의 열에너지의 변화와 관련하여 측정 가능한 물리량 저항 전압 액체팽창 을 사용-( ) ( , , )

하여 상태나 변화를 감지

종류 측정방식에 따라 접촉식 온도계 비접촉식 온도계로 분류-( ) ,

접촉식 온도계는 축사 사육환경으로서 공기온도를 계측하는데 주로 활용되며 비접촉식 온도계* ,

는 원격으로 가축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주로 활용됨

저항식 온도계의 계측 원리-

고장 원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센서 내에서 내부저항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 ,

산화 혹은 반복적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변형에 의해 가 발생함Drift

교정 및 정비 노후된 센서를 에서 약 시간 동안 열처리 를 통해서 회복-( ) 480 4 (Annealing)℃

가능하나 전문 기관이나 판매처에 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내구 수명이 경과했을 때는 교체,

하는 것을 권장함

습도센서

기능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나 비율을 측정 가능한 물리량 저항 전압 정전용량-( ) ( , ,

등 을 사용하여 상태나 변화를 감지)

종류 절대 습도센서와 상대 습도센서가 있으며 농업에서는 대부분 상대 습도센서를 활용-( ) ,

하며 측정방식에 따라 건습구 측정 캐패시턴스 측정 전기 저항 측정방식 등이 있음, , ,

습도 계측 원리- ( )

건습구 측정 방식 건습구 온도계의 온도차이를 이용해 몰리에 다이어그램에서 상대습도:∙

와 절대 습도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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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패시턴스 측정 방식 도체판 사이에 습기를 잘 흡수하는 물질을 넣고 물질에 흡수되는: ,∙

습기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캐패시턴스 값을 측정하여 습도를 검출

전기 저항 측정방식 빗살형 전극을 기판위에 형성하고 그위에 도전성 고분자를 주체로: ,∙

한 감습제를 도포한 구조로 습기를 흡수함에 따라 저항이 지수적으로 변화,

고장 원인과 대책-( )

건습구 측정 방식 습구에서 증발한 물이 측정 장소의 습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좁은:∙ ①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가스 먼지 등으로 현저하게 오염된 공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은, ·

적당하지 않음 거즈와 감온부 사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또한 거즈가 원통의 내. ,②

벽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 장기간 사용하고 있으면 습구의 감온부에 물. ,③

때가 부착하므로 물때를 씻어 내야 한다 유리제 온도계의 경우에 는 묽은 염산에 담근(

후 물로 잘 씻으면 된다).

캐패시턴스 및 전기저항 측정 방식 먼지 등에 의한 외부 오염 기름 가스 등에 의한 센: , ,∙

서의 수분 접촉면의 오염이 습도에 오차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며 지속된 과습 환경,

도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됨 따라서 외부의 먼지나 축사 소독약 분무액 물방울 등이 전. ,

극 표면에 닿지 않도록 스크린 차단판 수분 선택적 투과막 등을 설치하고 오염이 되, , ,

었을 경우 스크린 차단판은 세척하여 말린후 다시 설치하고 수분 투과막은 교체하는. ,

게 좋음

암모니아 가스 센서

기능 공기 중의 암모니아 가스 성분을 감지하여 정량화- ( )

종류 가스 센서의 종류에는 광학식 센서 전기화학식 센서 등이 있음- ( ) NH3 NH3 , NH3

계측 원리- (NH3 )

광학식 센서 암모니아 가스는 빛의 전자기 스펙트럼 중에서 적외선 영역의 흡수 띠NH3 :∙

들을 가지고 있으며 개의 파장을 가진 빛이 시료 가스를 지나갈 때 그 중 하나는 검, 2 ,

지할 가스에 흡수되는 측정파장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시료 가스에 의한 흡수가 일어’ ,

나지 않는 기준파장 으로 고정해 공통의 광경로를 거쳐 시료 가스를 통과한 개 파장‘ ’ 2

의 광 강도를 측정

전기화학식 센서 특정가스에 반응하는 내장된 전극의 작용에 의해 측정 대상 가스NH3 :∙

가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전자의 양 전류 을 측정함으로써 가스의( )

농도를 감지

고장 원인과 대책- ( )

암모니아 센서도 먼지 등에 의한 외부 오염 기름 가스 등에 의한 센서의 가스 접촉면, ,∙

이나 광 경로상의 투과창 등의 오염이 암모니아 센서에 오차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며 지속된 과습과 고온 환경도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됨 따라서 외부의 먼지나 축사 소, .

독약 분무액 물방울 등이 전극 표면에 닿지 않도록 스크린 차단판 비흡착성 필터 등, , ,

을 설치하고 오염이 되었을 경우 스크린 차단판은 세척하여 말린후 다시 설치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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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착성 필터는 교체하는게 좋음

긴 흡입용 튜브를 사용해 가스를 흡입 측정하는 경우에는 센서에서 가까운 곳에 샘플가∙

스 밸브나 마개를 설치하여 영점 조절을 위해 청정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밸브와 마개를 설치한 경우 평상시 자동적으로 잠겨 청정공기의 흡,

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축사용 환경 측정센서 시스템의 현장 적응성 평가□

개량된 환경관리시스템과 기존환경관리장치 비교 바른양돈( )○

온도 비교①

온도 비교는 처음 안정화 될 때까지 차이를 보이다가 이후 동일한 온도값을 보였다 즉 년. 2021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운영된 기존센서와 차이가 없어 달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3 18 7 26 4

된다 개량된 하우징에 장착된 지능로봇스튜디오 의 센서가 초기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 (JRS)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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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비교②

습도에서도 온도와 마찬가지로 달 이상 데이터를 정리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수집이 되고있는 것4

으로 확인되었다 습도도 온도와 마찬가지로 개량된 하우징에 장착된 지능로봇스튜디오 의. (JRS)

센서가 초기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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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센서값 비교③

암모니아는 코리아디지탈의 센서가 점차 기능이 저하되어 감지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능,

로봇스튜디오의 개량된 센서하우징은 수집기간 내 암모니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생산하였으며,

휴대용 암모니아 측정장치와 비교하여 유사한 데이터값을 보여주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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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값 비교CO2④

센서값은 지능로봇스튜디오의 하우징에 설치된 센서가 안정화된 이후 정상적인 값을 보여주CO2

다가 점차 코리아디지탈의 센서값 이하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어 센서의 다른 모델로의CO2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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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값 비교O2⑤

코리아디지탈의 월 일 분 데이터 은 실제 이고 월 일 데이터 은3 30 11:19 1963 19.63 , 7 13 1: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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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은 로 수정하였으며 지능로봇스튜디오 월 일 를19.47, 7 21 16:07 1928 19.28 , 6 11 9:26 1995

월 일 를 로 변경하였음 그리고 지능로봇 스튜디오에서 위 건 이외19.95, 7 11 16:41 1934 19.34 . 2

에도 건의 의 값이나 이나 값을 보여 정확한 값을 추정할 수 없었으나 분석을 위하여4 0 1.8 9.9 , ,

예측되는 값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음 지능로봇스튜디오나 코리아디지탈에서는 소수점이 없어.

져 데이터값이 과대하게 만들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 값이나 비정상적인 값이 측정되는, 0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수정 후

센서값도 센서와 마찬가지로 코리아디지탈의 센서값이 안정적인 내외의 산소량을O2 CO2 20%

측정한 것과 달리 지능로봇스튜디오의 센서는 진폭이 큰 값을 측정하고 있어 센서 역시 다른O2

모델로의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time humidity temperat
ure CO2 O2 ammonia

2021-06-06
14:56 44.4 30.7 387 9.91 0.1

2021-06-08 4:05 75.1 27 479 0 3.8
2021-06-19 6:08 80.1 27.3 1497 1.88 34.1
2021-06-22 6:30 76.9 27.4 1361 0 31

time humidity temperat
ure CO2 O2 ammonia

2021-06-06
14:56 44.4 30.7 387 19.91 0.1

2021-06-08 4:05 75.1 27 479 20 3.8
2021-06-19 6:08 80.1 27.3 1497 18.8 34.1
2021-06-22 6:30 76.9 27.4 1361 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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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온습도와 와 는 기존 코리아디지탈의 센서로 조사기간에서 안정적으로O2 CO2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였으며 암모니아는 지능로봇스튜디오의 방식으로 수집할 경우 수집인터블,

을 분 단위에서 분 단위로 변경할 경우 년 분 단위로 변경할 경우 년까지 수집이 가능할1 10 1 , 20 2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업체의 적절한 센서조합과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우징을 활용.

할 경우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년의 기간 동안 제품개발 및 실증으로 인, 1

한 시간적 한계를 후속 과제에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실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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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물을 이용한 학회 발표□

이상의 연구 결과물들을 이용하여 내부 직접 설치형 센서 대비 내기 흡기형 센서패키지의 비교결

과를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에 초록 제출을 하였으며 발표를 완료하였다“ ” .

돈사 내 환경센서들의 측정 간격 연장으로 사용기한 연장 효과 란 제목으로 한국국제농업개발“ ” “

학회 에 월 일 논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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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 계획서상의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합계( )□

당해연도 연구개발성과 및 달성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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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 , , , , , , )□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1

재사용 가능한

가스센서유닛이 구비된

가스검출모듈 및

이를 이용한

가스검출장치

코리아디

자탈 주( )

2021.

08.25

10-2021

-

0112590

2
스마트축사용 환경측정

센서

주식회사

지능로봇

스튜디오

2021.

05.25

10-2021

-

0065201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1 방송통신기자재 국립전파연구원
복합환경제어

통합제어기
STB21-3893 2021.07.05 대한민국

2
농업기계 성능시험

인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계 성능시험

성적서
21-FACTMP-256 2021.08.23 대한민국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 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

인증일

해당 시( )

1
통합 제어기

및 센서노드
2021.03 코리아디지탈

천안

풍일농장

센서 데이터

측정

2
통합 제어기

및 센서노드
2021.03 코리아디지털

하동

바른양돈

센서데이타

측정

3
통합 제어기

및 센서노드
2021.04 코리아디지털

남원

다산육종

센서데이타

측정

4
통합 제어기

및 센서노드
2020.11 코리아디지털 구로 연구소 센서 디버깅

5
통합 제어기

및 센서노드
2020.11 코리아디지털 구로 연구소 센서 디버깅

6
통합 제어기

및 센서노드
2020.11 코리아디지털

국립농업과학

원
센서 디버깅

7
통합 제어기

및 센서노드
2020.11 코리아디지털

지능로봇

스튜디오
센서 디버깅

8
센서 패키지

및 센서노드
2021.03

지능로봇

스튜디오

천안

풍일농장

센서패키지

데이터 획득

9
센서 패키지

및 센서노드
2021.03

지능로봇

스튜디오

하동

바른양돈

센서패키지

데이터 획득

10
센서 패키지

및 센서노드
2021.04

지능로봇

스튜디오

남원

다산육종

센서패키지

데이터 획득

11
센서 패키지

및 센서노드
2021.01

지능로봇

스튜디오

지능로봇

연구소

센서패키지

디버깅

기술 실시□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

누적

징수 현황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 , ,

사업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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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

국외

달러( )

1
자기

실시
신제품 개발 국내

암모니아

센서

암모니아

센서 출시

코리아

디지탈
4,454 2020

2
자기

실시
신제품 개발 국내

산소

센서

암모니아

센서 출시

코리아

디지탈
2,250 2020

3
자기

실시
신제품 개발 국내

메탄

센서

암모니아

센서 출시

코리아

디지탈
4,400 2020

4
자기

실시
신제품 개발 국내

황화수소

센서

암모니아

센서 출시

코리아

디지탈
750 2020

5
자기

실시
기존제품 개선 국내

이산화탄소

센서

암모니아

센서 출시

코리아

디지탈
3,000 2020

6
자기

실시
신제품 개발 국내 센서패키지

외기흡입

형 센서

패키지

지능로봇

스튜디오
202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1｣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2 , , ,｣

국내 또는 국외* 3｣

매출 실적 누적 별첨( ) ( 105)□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 천원( ) 국외 달러( )

2021

합계

고용 창출 별첨( 106)□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 명( )

합계
년2020 년2021

1 코리아디지탈 주( ) 6 6

2 지능로봇스튜디오 3 3

합계 9 9

홍보 실적 별첨( 107)□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전시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종센서 전시회5

전시 및 홍보
2021.05.18

2 전시회
KOREA PACK &

ICPIWEEK 2021

종센서 전시회5

전시 및 홍보
2021.05.28

3 전시회 ENVEX 2021
종센서 전시회5

전시 및 홍보
2021.07.10

그 밖의 성과 해당 시 작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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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4) .

추가적인 센서 개발 및 제품화 황화수소 메탄( , )▣

추가적인 센서 개발 및 제품화○

본 과제의 개발목표로 제시된 종 센서의 경우 축사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본센서로서 반드시- 5

필요한 센서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과제의 목표로 개발된 종센서 외에 아래의 메탄 센서와 황화수소- 5 (CH4)

의 요구사항이 많았다 이에 본 과제의 성과목표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종 센서를(H2S) . 2

추가로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제품화 하여 현재 시판 중에 있다.

황화수소 센서 (H2S) 메탄 센서(CH4)

메탄 센서 사진 황화수소 센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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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수준2)

기존 시스템 개발 시스템

제품작동방식 시설내 직접설치 외부설치 흡기형

경시적 측정오차
달내 경시오차1

발생
최장 년 예상2 .

동작 및 자가진단 기능없음 작동

타 시스템 호환성 호환성 없음
국가표KSX3267

준 적용 호환성,

센서 교체방식 시스템 전체교체 센서만 교체

관리의 편의성

경제성( )

돈사 내 설치 불

편함
외부설치 편리함

수명 암모니아( ) 개월 이내1 년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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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4.

목표 미달 원인 사유 자체분석 내용1) ( )

본 연구과제의 목표 중 학술발표 건을 수행하여야 하나 시작품의 제작 및 양돈장의 방역문제1 ,

등으로 데이터수집과 데이터분석 일정이 촉박하여 상반기중에 관련분야 학술대회 월 에 발, (5~6 )

표가 어려웠으나 하반기 월 에 실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수행할 예정임, (10~11 ) .

발표할 학술대회는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이며 초록접수가 완료 되었으(http://www.eksia.com) ,

며 월중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11

자체 보완활동2)

환경센서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센서 열화 진행을 수집되는 데이터값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학술발표를 수행할 예정임.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하반기 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2021 .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3)

공시농장 곳을 선정하여 축사환경 센서 성능 센서 기능 표준 호환성을 조사하였음 이에3 , , , , .

대한 편이성 효과 경제적 효과 기술적 효과를 평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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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5.

관련분야 기술개발 현황

기존 국내 온습도센서의 내구성은 대부분 년으로 시판되어지고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3~5

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온습도 센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습도센서의 경우 병렬센5 .

서 엘레멘트 기술을 적용하여 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센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5 .

가장 흔히 쓰이는 고가의 암모니아 센서의 경우 잦은 교정과 짧은 수명으로 인해 사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였으며 일부 업체에서 외국산을 수입해 국내 시판하고 있는 수준이다.

산소센서의 경우 그 사용빈도는 타 센서에 비해 활용도가 적은 편으로서 본 과제에서는-

장수명을 가진 광학식 센싱 방식의 센서 셀을 이용하여 패키징 하여 제품화 하였다.

이산화탄소 센서의 경우 최근 저가의 제품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형성하여 많이-

팔리고 있으나 돈사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가능하고 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증하, 5

는 국내 제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부식성 열악한 환경을 가진 돈사에서의 환경 측정에 대한 수요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신뢰성 있는 제품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더구나 다종의,

센서를 단일 패키지 형태로 제품화 한 곳은 없다고 판단함.

대부분 현재 개발되는 센서 및 센서 패키징에는 제조사 마다 각기 다른 규격들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인 연결제한을 받게 되며 타 장비와의 호환불가로 인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

우월성

코리아디지탈은 스마트팜 표준확산 사업의 선두 개발업체로서 역량을 인정 받고 있으며- ,

표준을 적용한 온습도 및 가스센서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사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되

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꾸준한 해외 수출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센서의 경우, CO2

본 과제를 통해 더욱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고 년 이상 사용 가5

능하도록 수명을 늘렸으며 국가 표준인 을 적용하는 등 표준프로토콜을KS X 3266, 3267

장착하여 호환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외부 흡입형 센서패키지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다종의 센서를 하나의 블-

록으로 패키지화 하고 국가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동하도록 연구 개발되

었다.

과제를 통해 연구 개발된 센서는 원형 알미늄으로 기구를 제작하여 케이싱을 하는 방식으-

로 제작되었으며 단순 플라스틱 보호구조를 가진 제품들에 비해 방수 방진 내구성등의 우, ,

위를 가질 수 있엇다.

기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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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모든 센서 및 센서패키지는 국가표준인 규격 프로토콜을 내장하고 있다 이로- KS .

인하여 센서의 고장시 타 센서로의 교체가 가능하고 이는 시스템 전체의 교체로 인한 비

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농가의 비용구조 개선화과와 더불어 생산성 향상에 큰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기존 년 미만의 내구연한을 가진 센서에 비해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센서 및 센서 패- 1

키지는 최대 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보장하여 농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함5 .

향후 이어질 세대 세대 스마트팜 고도화에서도 본 과제의 결과물들은 유용하게 쓰여질- 2 3

것으로 판단함.

국가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서 센서의 프로토콜은 개방되어져 있으며 센서와 연동하-

고자하는 상위 시스템에서는 제약 없이 센서를 연동 할 수 있게 되어 축산분야의 저변 산

업기술을 향상시켰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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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6.

성과관리 추진쳬계

각 기관의 연구개발 책임자를 담당으로 야래와 같이 월 회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1

성과에 대한 달성과 사업화 추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자 한다.

활용방안 및 분야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 발표 보고서 발간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립된- ,

가축의 생육단계나 사양관리 환경에 따라 센서의 설치방법 기준 등을 설정하고 시험 결, ,

과들을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학술 발표를 통해 축산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공유할 것이며 보고서를 통해 개발과 시험에 활용된 도구와 데이터 시험 환, ,

경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함으로 관련 연구자들에게 자료로 제공예정.

- 고분진 고습도 부식성 가스 환경에서 안정적인 센서 가동과 데이터 수집 과정의 기술이나, ,

노하우를 특허로 출원하여 지식 재산권 확보

신호 처리를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센서용 펌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

기술은 프로그램 등록 추진

- 개발된 기술은 축산분야 신제품 및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코리아디지탈 주 의 생산 공( )

정에 반영해 기술을 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확산사업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시범보급사업 등을 통해 현장- ,

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축사 환경관리용 센서의 설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매뉴얼을 영농활용 자료로- ,

만들어 농민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제 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로 스- 5 (‘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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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 년까지 스마트팜 축사 호를 구축을 목표로 제시, ‘22 5,750

각 기술별 제품의 모듈화로 시스템 현장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급 및 설치의 편의를- ,

도모하는 비용 효율적인 제품 제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 수요처/

수요 형태 축산 스마트팜 보급확산의 제품구성요소 기 보급된 축산 스: ,ㅇ

마트팜 농가의 센서 및 제어기 교체수요 외국산 환경제어기,

대체 수요 등

수요처 축산 농가 스마트팜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유지보: ,ㅇ

수 사업자 등

상용화 계획

및

일정

년 제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 완료2020 .ㅇ

년 축산 농가를 통한 현장 실증 및 문제점 보완2021ㅇ

년 이후 정책 사업 참여 및 국내외 홍보 적극적 영업을 통해 발주2022 ,ㅇ

처 확보 및 수주영업 진행

추가연구의 필요성

세 곳의 실증 농가를 통해 실증을 진행하였으나 주어진 개발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인해- ,

다양한 테스트가 부족했었다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데이터 모니터링과 디버깅을 통.

해 제품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종료 년차 까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5 .

본 과제에서 개발된 가스센서는 농축산과 더불어 건설현장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 수요-

가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타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타 연구에의 응용

표준 프로토콜과 연계된 센서와 센서패키지는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센서를 연동하고자 하는 업체 및 연구기관등

에는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내환경성과 장수명을 가진 산업용 센서 및 센서 패키지가 개발 되었으며 축산농가의 환경-

측정에 대한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제품이 널리 현장에 적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를 통하여 다양한 빅 데이타가 누적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를 비롯한 세대 스마트람AI 2,3

고도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함.

기술 이전

현재 축산과제를 진행중이거나 사업화를 계획 중인 업체를 통해 협업이 진행 중이며 이들-

업체들과의 기술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년경 건의 기술이전을 실행토록 할 예정- 2022, 202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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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현황1.

과제번호 320100-1

사업구분 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사업1

연구분야 환경계측 센서와 시스템
과제구분

단위

사 업 명 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사업1 주관

총괄과제 기재하지 않음 총괄책임자 기재하지 않음

과 제 명
스마트축사용 내구성 신뢰성 강한 환경측정 센서

산업화 및 관리기준 설정
과제유형 응용

연구개발기관 코리아디지탈 주( ) 연구책임자 이만희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단위 천원( : )

차년도1
2020.07.03 ~

2021.07.02
400,000 134,000 534,000

차년도2

차년도3

차년도4

차년도5

계

참여기업 지능로봇스튜디오 국립농업과학원,

상 대 국 상대국연구개발기관

총 연구기간이 차년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요망5※

평가일 년 월 일2. : 2021 08 25

평가자 연구책임자3. ( ) :

소속 직위 성명

코리아디지탈 주( ) 팀장 이 만 희

평가자 연구책임자 확인4. ( )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 하였음을 확약하며,

본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 111 -

연구개발실적.Ⅰ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 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 자 이내(200 )※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창의성1. /

등급 :■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 , )

기존 개발 목표인 종센서 온도 습도 외 추가적으로 센서를 개발하였고 각5 (CO2, NH3, O2, , ) CH4, H2S ,

센서를 국가표준 과 연동하였으며 이를 양돈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검증완료 하였다(KS X 3266, 3267) , .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의 개발성과로 판단함.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2.

등급 :■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 , )

열악한 환경에서 내환경성 및 내구성을 가진 센서의 수요는 과거부터 존재 했었지만 센서개발 전문 기업

에 의한 결과물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센서 개발 전문업체인 코리아디지탈의 진입으,

로 향후 국내 제작 가스센서의 보급이 이루어 지면 농가의 접근성을 낮추어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3.

등급 :■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 , )

신뢰성을 갖춘 센서 패키지의 개발과 현장실증을 완료했으며 센서연동 국가 표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향,

후 농가 업체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초반이지만 일부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

고무적인 상황으로 판단함.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4.

등급 :■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 , )

아프리카 돼지열병 으로 인해 양돈장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구소 개발자(ASF) ,

들이 철저한 방역 절차에 따라서 방호복을 구입하고 양돈장에 직접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설치된 장비의,

수정보완을 위해 여회이상의 지방 출장과 양돈장 방문을 통해 점검 및 수리를 하는 등 그 열정과 노력20

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 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5. ( , , )

등급 우수 보통: , ,■ 미흡 극히불량, )

과제의 개발과 현장 실증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발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였으며 특히 아프리카 돼,

지열병 사태로 인해 년 월부터 실시된 현장 실증의 결과는 상반기 학회일정에는 타이밍이 맞(ASF) 2021 3

지 않아 학술발표 건을 달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열리는 학회 일정 월 예정1 . (11 )

에 맞추어 반드시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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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달성도.Ⅱ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고분진 부식 가스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축사용 센서 기술 개발
20 100

일부 센서의 내구성을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과제의 목표에는

만족함.

스마트팜 센서 인터페이스 및

통신규격 표준적용
20 100

국내 최초로 국가 표준을 적용한

가스센서의 개발이란 의미에서

만족함.

센서 관리 기준 및 방법 매뉴얼 개발 16.5 100
다수의 현장 피드백을 통한

제품업데이트를 통해 보완 되었음.

센서 데이터 유효성 검증과 상태

진단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13.5 100
최신의 센서 데이타 평가기법을

적용분석하고 그 기법을 확보함.

스마트 축사용 환경 측정센서

시스템의 적응성을 기존 스마트팜

센서와 비교하여 효과를 실증하고

경제성을 평가

30 100

직접 설치한 센서에 비해 센서

패키지의 현장적용을 통하여 비약적인

내구성을 확보 하였음.

합계 점100 점100

종합의견.Ⅲ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1.

코비드 로 인한 이동제한과 더불어 월경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으로 인하여 힘든 개발19 2020.12 (ASF)

일정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센서 온습도 의 개발과 더불어 추가 종 의 센5 (NH3, CO2, O2, ) 2 (CH4, H2S)

서를 개발하였으며 내구성을 늘리기 위한 외부 흡입형 센서패키지를 개발하였고 현장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은 주어진 짧은 과제수행 기간에 비하여 성공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여건들.

로 인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제품화 판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2.

과제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산업화기술개발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 하였다 상대적으로 고.

가의 센서셀 보다는 취급이 용이 하고 대량으로 보급이 가능한 센서 셀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개발후 현장실증 진행 도중 여러 변수들로 인해 좀더 다양한 검증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제품화를 통,

해 현재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업데이트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 또한 개

선되어질 것으로 사료됨.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3.

내환경 축산 센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들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을 확보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확산산업 신기술 시범보급사업 등 현장 보급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할 것이며,

수입대체 및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제를 통해 제품화 사업화가 이루어져 일부 매출이. ,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양산설비를 구비보완하여 본격적인 제품판매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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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요

사업추진형태 자유응모과제 지정공모과제□ ■ 분 야 축산농가

연구과제명 스마트축사용 내구성 신뢰성 강한 환경측정 센서 산업화 및 관리기준 설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코리아디지탈 주( ) 주관연구책임자 이만희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타 총연구개발비

400,000,000 134,000,000 534,000,000

연구개발기간 개월2020. 07. 03. - 2021. 07. 02. (12 )

주요활용유형
산업체이전 교육 및 지도 정책자료 기타(■ □ □ □ )

미활용 사유( : )□

연구목표 대비 결과2.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축사 환경계측용 센서 기술 개발 및 산업화① 개발완료후 사업화하여 매출 발생 중

축사 환경센서 표준적용 및 관리 매뉴얼 개발② 센서패키지 개발완료하고 매뉴얼 개발완료

축사용 환경 측정센서 시스템의 현장 적응성 평가③ 곳의 양돈장 현장에 실증하여 평가완료3 .

결과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연구목표 대비 성과3.

단위 건수 백만원 명( : , , )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보·

기
타
︵
타
연
구
활
용
등
︶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S

M

A

R

T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
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
C
I

비
S
C
I

단위 건 건 건

평
균
등
급

건
백
만
원

건
백
만
원

백
만
원

명
백
만
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10 10 30 30 10 5 5

최종

목표
2 2 2 3 2 900 6 2 2 5

당해

년도

목표 2 3 1 1 1

실적 2 6 14 9 2 0 3

달성률

(%)
100 100 300 200 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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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4.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국가표준이 적용된 내환경성 가스센서 기술KS X 3266, 3267

② 장시간 외부 흡기형 센서패키지 기술

연구결과별 기술적 수준5.

구분

핵심기술 수준 기술의 활용유형 복수표기 가능( )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외국기술

복 제

외국기술

소화 흡수ㆍ

외국기술

개선 개ㆍ 량

특허

출원

산업체이전

상품화( )

현장애로

해 결

정책

자료
기타

의 기술① v v v

의 기술② v v v

ㆍ
ㆍ

각 해당란에 표시* v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6.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7.

단위 건수 백만원 명( : , , )

핵심기술명 핵심기술별 연구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의 기술①

향후 세대 세대 스마트팜 고도화의 필요 저변기술로 활용- 2 3

센서 표준화 및 전체 시스템의 프로토콜 개방화로 축산분야 산업적 기술향상- .

고분진 고습도 부식성 가스 환경에서 안정적인 센서 가동과 데이터 수집 과정의 기- , ,

술이나 노하우를 특허로 출원하여 지식 재산권 확보

의 기술②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 발표 보고서 발간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

정립된 가축의 생육단계나 사양관리 환경에 따라 센서의 설치방법 기준 등을 설정,

하고 시험 결과들을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학술 발표를 통해, ,

축산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공유할 것이며 보고서를 통해 개발과 시험에 활용,

된 도구와 데이터 시험 환경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함으로 관련 연구자들에게 자료,

로 제공예정.

신호 처리를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센서용 펌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

대한 기술은 프로그램 등록 추진

개발된 기술은 축산분야 신제품 및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코리아디지탈 주 의- ( )

생산 공정에 반영해 기술을 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확산사업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시범보급사업 등을 통해- ,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축사 환경관리용 센서의 설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매뉴얼을 영농활용 자- ,

료로 만들어 농민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고분진 고습도 부식성 가스 환경에서 안정적인 센서 가동과 데이터 수집 과정의 기- , ,

술이나 노하우를 특허로 출원하여 지식 재산권 확보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기술 사업화 기 학술성과 교 인 정책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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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기술이전조건 산업체이전 및 상품화연구결과에 한함8. ( )

재산권
실시

이전( )

술

인

증

육

지

도

력

양

성

활용홍보· ︵
타
연
구
활
용
등
︶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S

M

A

R

T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
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
C
I

비
S
C
I

단위 건 건 건

평
균
등
급

건
백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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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10 10 30 30 10 5 5

최종목표 2 2 2 3 2 900 6 2 2 5

연구기간내

달성실적
2 6 14 9 2 0 3

연구종료후

성과장출

계획

2 2 0 882 0 0 2 2

핵심기술명
1)

이전형태 무상 유상□ □ 기술료 예정액 천원

이전방식
2) 소유권이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협의결정□ □ □ □

기타( )□

이전소요기간 실용화예상시기3)

기술이전시 선행조건
4)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 연1

구보고서 이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세대 스마트 애니멀1

팜 산업화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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