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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돼지의 상태에 따라 자궁내 온도는 변화하게 되는 데 특히 수정 적기에는 특징적으로 변하게 된다.

수정적기는 자궁내 온도가 최고점인 40도 정도까지 상승했다 하강하는 때이다. 자궁내온도의 변화는

저전력 소모를 위해 제작된 무선센서를 부착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

한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무선센서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수신기 및 서버로 온도변화

데이터를 보내주며 서버는 SMS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 사용자

의 휴대폰에 수정적기에 메시지를 보내줌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돼지 생육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1. 서론

우리나라의 농가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심각

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농가의

인력부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양돈 농가의 돼

지 수정적기는 소득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대부

분의 양돈 농가는 병행하는 다른 농가 소득원으로 인하여

주의가 분산되게 된다. 이러한 농가에서는 본논문의 결과

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본론

본 논문은 양돈농가의 효율적인 수정적기 감지를 위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무선 호출 서비스이다. 온도 센서와 무

선 송출장치를 돼지의 체내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체온

을 측정한다. 그리고 수정적기의 체온변화를 감지하여 PC

에 연결된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면 PC는 네트워크를 통

해 CDMA망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어 사용자

에게 수정적기를 알려주도록 하는 시스템(장치)이다.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성 및 서비스 도를 보여 주고 있다.

돼지의 발정 및 수정 적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 2

를 참고로 한다. 돼지는 평소에 자궁내부가 37도 정도의

온도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정적기가 되면 39도 이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

그림 1. 수정적기 무선 감지 시스템 구성도

발정감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요건 분석으로 가축(돼

지)의 발정상태의 생리적 현상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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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돼지의 발정 발현 시 체온 변화, 배란시간 및 
수정적기 모식도

발정감지 시스템의 기술 요건으로서는 먼저 발정 상태를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어야 하며, 통보 시 관리자가 통

보사항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반복적으로

일정 횟수만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발정상태를 사전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거나 작동되지 않았을 경

우에는 발정 종료 후에라도 현재 상태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돼지에 부착되는 송신기와 PC와 USB로

연결되는 수신기 2개의 기기가 하나의 세트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각 돼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LAN

SMS

USER INTERFACE

그림 3. 시스템 개발내용

그림 4. 개발된 송신기의 원형

센서데이타 발진장치는 MSP430(MCU)를 내장하는 시스

템으로 Tiny-OS가 동작하고 있으며 NesC로 프로그램하

여 일장한 송신 조건 및 시간을 결정한다. 데이터 수신장

치는 Tiny-OS 위에 NesC로 프로그램했으며 JAVA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SMS 발송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연동하

였다. SMS 발송은 LG-데이콤에 가입하여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여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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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형 경량화된 저전력 무선 송출기 구성도

3. 결론

본 논문은 바이오분야의 기술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

워크 분야에 점목한 이종 결합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센서는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으며 바이오 분야와 결합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

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기술적 접근은 소형화되고 경

량화된 새로운 OS개발 무선송수신 장치의 발달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CDMA의 연동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발전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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