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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심이 집 되고 있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기 해서 양식장 이력 리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효율 인 양식장 이력 리를 해서는 양식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선 통신환경이 필수 이다.  

환경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서버로 송하여 리하기 한 단말기는 재 일반 인 휴  단말기

와 달리 입출력이 용이하며 정보를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화된 단말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에서 환경 정보 모니터링을 한 특화 단말기  그 기능을 설계한다.

ABSTRACT

To produce eco marine products which is taking interests recently, the necessity of aquafarm tracing system is being 

emphasized.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aquafarm, wireless communication environment is essential in order to manage 

aquafarm efficiently. The terminal which automatically collecting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transferring it to server needs 

specified functions;  input-output the information conveniently and search it visually. In this paper, we design specified terminal 

and its functions to monitor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at aqua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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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소비자들은 참살이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

며, 여러 가지 소비형태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  특히 먹거리와 련된 심이 높으며, 이는 

친환경 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형태로 표출된다. 친환

경 농산물이나 유기농 식품 등 친환경 농산물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 으나, 수산물은 생산, 수송  

유통 단계의 어려움으로 정착이 미흡한 상태이다.

한편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을 해서는 수산물 이력 

리제가 필수 이며, 이를 한 계 법령이 제정되

고, 제주도 등의 양식장에서는 시범 인 구 이 이루어

지고 있다[1][2].

특히 본교가 치한 라남도는 지역 산업에서 수산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으며, 양식의 생산성 

 채산성을 높이기 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수

산물이 친환경 양식장 환경에서 양식될 경우 수출이나 

친환경 수산물의 랜드화를 통하여 그 가치를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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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이 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어가 소득을 높이는 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한미FTA 상안이 체결되고 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시 에서 미국을 비롯한 EU, 국, 일본 

등의 생산물과 경쟁하기 해서는 고부가가치 수산물

의 생산은 더욱 실하다.

농산물 생산과 달리 수산물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기

본으로 하므로 그 환경의 통제가 특별히 어렵고, 각종 

질병, 조, 냉수 , 청수  등의 자연 환경과도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수산업 분야는 통 인 산업으로 첨단산업인 

IT 산업과의 연계가 가장 부족한 분야로서 세계  수

에 이르러있는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분야의 최신 정보통신 기기 

기술을 양식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

성하고, 이를 한 특화 단말기를 설계하여 양식 장에

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기술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YSI 나노테크에서 개발한 AquaDataSe-

rvice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국에서는 Farm 

Patrol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AquaDataService 시스템은 센서를 통하여 측정한 양

식환경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 장하고, 이

를 사용자에게 단문 문자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국

의 Farm Patrol 시스템은 육상수조식 환경에서 용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계 으로 다양한 목 을 

한 측용 센서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수 에 이르고 있다[3][4].  그러나 이는 기후, 

일기 보, 군사 등의 목 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양식을 한 도구로 활용하여 생산성 증   수

산물 이력제를 실시하기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이를 풍부한 무선 멀티미디어로 제공하는 사례는 

무하다.

국내에서는 수산과학원의 실시간 해양 데이터 측정

을 한 부이 시스템 등이 제작되어 이를 인터넷을 통

하여 확인하거나 상용단말기의 WAP 라우 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다[5]. 그러나 이는 단방향의 정보 제공

이며, 이를 양식 장의 어민이 사용하기에는 단말기기

의 화면이 무 작고, 그 서비스 메뉴를 통한 이용도 

단계가 복잡하여 정보통신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

에서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식 장의 상황을 최

한 반 한 단말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하기 

한 효율 인 단말기 시스템 기능을 설계한다.

Ⅱ.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2.1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양식장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한 양식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 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Fig. 1 Environment Monitering system Architecture

그림1은 시스템에서 단방향으로 이용자에게 측정된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스

템은 수산과학원에서 운 하는 “양식장 모니터링 시스

템”이 있으며, 22개소의 가두리 양식장에 시스템을 설

치하고 실시간 자료를 다음 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6].  

http://kodc2.nfrdi.re.kr:8001/home/kor/realtime/time

_data.php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서버 시스템에 직  

휴  단말기로 속하여 그 정보를 이용함 물론 환경

과 질병 간의 계를 분석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한 

정보 입력 기기로도 사용하며 양방향의 자료 송이 

가능하도록 특화 단말기를 설계한다. 

2.2 환경 정보 수집 시스템

환경 정보 수집시스템은 양식장의 환경과 련된 물

의 온도, 용존산소, 염도 등을 수  센서를 이용하여 측

정한 후 센서 정보를 수신하여 분석한 후 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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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구성하고 통신망을 통하여 서버로 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경 정보 수집 시스템은 수질 환경 

인자를 측정하기 한 센서 모듈, 치를 악하기 

한 GPS 모듈, 이를 무선을 통하여 송하기 한 

CDMA 모듈, 제어를 한 DSP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정보 수집 시스템의 기능은 그림2의 모듈들로 

구성된다.

그림 2. 환경정보 수집시스템 구성도
Fig. 2 Environment data gathering system

그림 3은 재 수산과학원에서 설치하여 운 하고 

있는 자동 측 장비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센서에서 측정한 환경정보를 달받아 이를 서버로 

송하고,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 범 를 

넘을 때 경보를 발생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

스템을 센서로그 시스템으로 부른다[5].

각종 정보 모니터링을 해 측정된 센서 데이터는 

RS232C 이블을 통하여 DSP로 달되고, 데이터를 

수신한 센서로거 시스템은 이를 e-mail을 통하여 수산

과학원의 서버로 송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하

여 한계치를 과할 경우 사용자에게 단문메시지를 통

하여 휴 화기로 이를 통보해 다.

그림 3. 센서로거 시스템 구성도
Fig. 3 Sensor logger system

III.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특화 단말기 설계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서버 시스템에 직  

휴  단말기로 속하여 그 정보를 이용함은 물론 환

경과 질병 간의 계를 분석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한 정보 입력 기기로도 사용하고 양방향의 자료 송

이 가능하도록 특화 단말기를 설계한다. 특화 단말기는 

CDMA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단말기로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처리하기에 합한 형태로 설계한다. 단말기는 

이동통신을 한 CDMA 모듈, 치 악을 한 GPS 

모듈, 상촬 을 한 Camera 모듈, 정보 입력을 한 

keypad와 터치스크린 등으로 구성된다. 특화 단말기는 

서버로부터 자료를 검색하거나 생산이력제를 한  정

보 입력 용도로 이용된다.

3.1 환경 정보 검색

특화 단말기에서 환경 정보 검색은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  환경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단말기

에서 별도 지정된 키를 르거나 메뉴 선택을 통하여 

환경 정보 서버에 정보 검색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서버는 환경 정보를 검색하여 단말기로 결과를 송한

다. 정보를 수신한 단말기 응용 로그램은 특화 단말기 

화면에 검색 결과를 디스 이한다. 이 과정을 그림으

로 표 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환경 정보 검색
Fig. 4 Environment data retrieval

3.2 양식장 이력 정보 입력

양식장의 이력제가 가능하려면 센서를 통하여 자동

으로 측정 가능한 정보 이외에 다양한 정보의 입력이 

요구된다. 입력이 필요한 정보에는 사육일지와 투약백

신 사용일지, 건강진단 기록지, 구입일지(생사료,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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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약제, 백신, 첨가제), 어류도입 출하 이력 기록지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양식 어민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로서 재 기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형의 양식장에서 별도의 요원이 있는 

경우만 비교  단순한 형태의 자료 입력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육상수조식의 경우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별도의 양식장 리사 내에 PC 등이 있어 PC를 

통한 입력이 가능하나, 해상 가두리의 경우 이러한 환

경을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 입력이 

용이한 형태로 로그램을 설계하고 입력 방식도 단순

화 하여야 정보 입력을 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양식장 사육일지는 이력 리제의 핵심 리 

상으로서, 자동 측정이 가능한 환경 정보는 센서를 통

하여 입력하고, 사료 이 정보는 RFID를 장착한 단말

기를 설계할 경우 키보드를 통한 입력이 아니더라도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RFID 서비스가 도

입 기 단계이며, 리더의 신뢰성이 완 하게 확보된 

상황이 아니어서 장에 용하는 것은 시기 으로 

하지 않아 RFID 모듈을 장착한 단말기는 추후 설계

할 정이다. 양식장 정보가 휴  단말기를 통하여 입

력되는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① 사용자 단말기는 Mobile 라우 가 탑재되어 있으

며, URL을 통하여 서버에 입력 폼을 요청한다.

② 요청을 받은 서버는 입력 폼을 단말기로 송하고, 

이를 수신한 라우 는 화면에 입력이 필요한 사

항을 디스 이 한다.

③ 사용자가 입력 폼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 후 송 

메뉴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는 서버로 송된다.

④ 입력 정보를 수신한 서버는 사용자 데이터를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⑤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장되면 정보가 장되었

음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

다. 

⑥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재입력을 요청한다. 이 후의 진행과정은 단

계 ②부터 동일하다.

이를 그림으로 표 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특화 단말기에서 서버로 데이터 입력
Fig. 5 Data input from mobile device

Ⅳ. 특화 단말기 구  

4.1 특화 단말기 소 트웨어

양식장 특화 단말기 소 트웨어는 상용휴 단말기

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소 트웨어보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표 하기에 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컨트롤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응용 로그램을 작성하

기에 용이한 랫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휴 단

말기의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효율 인 로그래 이 

가능한 WYNEX 랫폼을 사용한다. Nucleus, Linux, 

REX 등의 휴  단말기에서 리 사용되는 실시간 운

체제 상에서 직  응용 로그램이나 UI를 작성할 경

우 하드웨어가 변경되면 응용 로그램과 UI를 다시 작

성해야 한다. WYNEX 랫폼은 실시간 운 체제 에 

포 되어 하드웨어 변경에 독립 으로 응용 로그램과 

UI의 작성이 가능한 소 트웨어 UI 랫폼이다. 따라

서 양식장 특화 단말기 개발을 해 하드웨어 랫폼 

에 실시간 운 체제를 올린 후 WYNEX를 포 한다. 

그리고 응용 로그램은 WYNEX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트롤들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4.2 특화 단말기 Emulator

단말기의 설계에 병행하여  단말기 소 트웨어를 개

발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Emulator를 사용한다. Emu-

lator를 통한 개발은 단말기 소 트웨어 개발기간의 단

축은 물론 하드웨어 개발과 독립 으로 소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내장형 로그램의 개발에서

는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도 특화 단말기의 개발과 

병행하여 그 기능을 검증하고, 하드웨어 독립 인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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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미리 작성하기 해 Emulator를 이용한다. 

그림 6은 특화 단말기에서 서버의 환경 데이터베이

스를 검색하여 그 변화를 그래 로 보여주는 응용 로

그램 실행화면이다.

그림 6. 환경 정보 검색 결과
Fig. 6 Retrieval result of environment data

4.3 특화 단말기 하드웨어 

단말기 하드웨어의 로토타입은 시험 보드를 설계

하여 그 기능을 검증한 후 상용단말기를 제작하는 과

정을 거친다. 그림 7은 시험을 해 제작한 단말기 키

트를 촬 한 화면이다.

그림 7. 시험 단말기 키트
Fig. 7 Test mobile kit 

시험용 단말기 키트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3.5인치 LCD display

② Key Pad input (Matrix type 12 buttons) 

③ 1 USB port

④ RS 232 ports

⑤ 3.3V DC, 500~800mA

정보의 시각  표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3.5인

치 LCD 디스 이를 사용하며, 입력은 개발 기 단

계에서는 일반 사용휴 단말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

태와 동일하게 12button의 key pad를 이용한다. 추후 

입력 방식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개발할 정이다. 

PC와의 자료 송이나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기 해 

RS232 포트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의 RS232 포트는 센

서와의 연동용도로 활용하거나 카메라 모듈을 인터페

이스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Ⅴ. 결 론

안 한 수산물 소비에 한 심은 최근  높아

지고 있으며, 이를 해서 생산과정이나 가공, 유통 단

계 등에 한 이력 리 법령 등이 제정되고 있다. 

한 한미FTA를 비롯한 한  FTA, 한일 FTA 등에 

비해 양식 어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안 한 수산

물을 제공하기 해서는 IT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수산물 양식업에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  양식장 환경 정보를 모니

터링하여 수산물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질병 등에 

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비 이  커지

고 있다. 이러한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무선통신 기술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  

휴 단말기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

이다. 양식장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단말기

는 일반 인 휴 단말기와 달리 환경정보의 입출력이 

용이하고, 환경 정보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형 화면, 터치스크린 방식

의 입출력, 이를 운 하기에 한 응용 소 트웨어가 

탑재되어야 한다. 한 서버로 자료를 송하고 일정량

의 환경 정보를 단말기 자체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양식 환경에 특

화된 휴 단말기를 설계하고, 장에서 이용 가능한 응

용 로그램을 탑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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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식장 환경에 특화된 단말기는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들과의 인터페이스도 고려하어 설계

할 경우, 사용자 단말기 기능과 정보 수집 시스템의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텔 비  

등의 가 기기와 연동할 경우 단말기의 이용 범 는 

더 확 되어질 수 있으므로 추후 이를 한 연구도 병

행되어야 한다. 

한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정보의 

입력  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으로 RFID 시스

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단말기가 설계될 경우 그 활용

범 는 넓어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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