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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속도  자이로 센서, 아두이노 로 미니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사물인터넷 기반의 소 행동 특성

을 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을 통해 소의 움직임을 찰하고 측정하 으

며, 측정된 데이터를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송하여 스마트 폰에서 소의 움직임 변화를 그래

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소의 걸음 수를 측정하도록 하 다. 구 된 시스템과 제안한 알고리듬에 의

해 소의 발정 상태를 단하며, 이는 소의 인공수정에 의한 번식력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

된 시스템을 실제 소의 다리에 부착하여 데이터를 측정하고, 제안한 알고리듬에 의해 발정 유무를 단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 피 측정되는 소의 개체수와 통신 거리를 늘려 축산 농가에서 좀 더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  측정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자 한다. 

ABSTRACT

Cattle behavior detection system based on Internet of Things is designed and implemented by using gyroscope and acceleration sensor, Arduino 

pro-mini and bluetooth module. The implemented system measures cattle’s moving and the measured data are transmitted to smart phone by bluetooth 

module. They are displayed by 2-dimensional graph on the smart phone and the number of cattle’s step are calculated from the graph. The detected and 

gathered data from the system are analyzed by the proposed algorithm to decide which cows are in the estrus or not, and the proposed system can be used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artificial insemination in normal estrus by detecting cow’s behaviors such as the number of steps and jumping. In this paper,  the 

implemented cattle behavior detecting system are strapped on cattle’s leg and it measures cattle behaviors for determining that a cattle is  estrus or not by 

the proposed algorithm. In the future research, the system which lengthens communication distance and increases the number of cattle under the test will be 

considered and also the measured data will be database for cattl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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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다양한 센

서를 각종 사물들에 부착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

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상호 소통하고 상황인식 기반의 지식이 결합되어 지

능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3  주요 기술을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 라 기술과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로 볼 수 있으며,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 등과 융합

하여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사회의 핵심이 될 것이

며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4].

최근에는 아두이노(Arduino)나 라즈베리 이

(Raspberry Pi) 등을 활용하여 조명 시스템 설계, 낙

상감지 등 건강 의료 분야에 사물인터넷을 용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5-8], 젖소 등 가축

에 해 번식률 향상을 해 각종 센서를 가축에 부

착하고 이를 통한 체온이나 생리 상태  운동량 등

을 찰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효율 인 번식 리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연구되고 있다[9-10].

본 논문에서는 소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번식률 

향상에 도움을 주기 해 아두이노 로 미니

(Arduino Pro Mini), 블루투스 모듈,  가속도  자이

로 센서(Gyroscope and Acceleration Sensor)를 이용

하여 시스템을 구 하고, 이를 통해 소의 행동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으

로 송하면 스마트 폰 어 에서 소의 움직임에 한 

데이터를 그래 로 나타내면서 행동을 찰하여 번식 

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아

두이노와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활용한 행동 특성 

찰을 한 련 이론을 서술하며, 3장에서는 시스템 

구 을 한 알고리즘  시스템 설계에 한 내용을,  

4장에서는 설계에 따른 시스템 구   이에 따른 실

험결과를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

후 연구 과제로 끝을 맺고자 한다. 

Ⅱ. 련 이론

본 논문에서는 구 된 시스템을 실제 소의 다리에 

부착하여 데이터를 측정하기 해 소형화가 필요하여 

아두이로 로 미니를 사용하 으며, 소의 행동에 

한 데이터 취득을 해 3축 가속도  3축 치 센싱

이 가능한 GY521  취득된 데이터의 실시간 송을 

해 블루투스(Bluetooth) 모듈을 사용하 으며, 실시

간으로 송되는 정보를 그래 로 나타내고 걸음 수

를 측정하기 해 스마트 폰 어 인 Retro Band
1)
를 

이용하 다. 이에 한 련 연구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아두이노 로 미니 

아두이노는 오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

이크로 콘트롤러(Micro-controller)로 완성된 보드

(Board)와 련 개발 도구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AVR 기반으로 처음으로 개발되어 통합

개발환경(IDE)을 제공하며 무료 소 트웨어, 오 소

스, 크로스 랫폼(Windows, 리 스, MAC OS 등)을 

지원한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아두이노 로 미니 

는 마이크로콘트롤러가 ATmega328P로 3.3V에서 동

작하고 클럭 속도는 8MHz이며, 14개의 디지털 I/O, 8

개의 아날로그 입력 단자, 32KB의 래시 메모리, 

1KB의 EEPROM, 2KB의 SRAM을 갖는 보드이다. 

그림 1. 가속도  자이로 센서 측정 방향(출처: LG 
CNS)

Fig. 1 The measuring direction of acceleration and 
gyroscope sensors(source: LG CNS)

1) http://www.hardcopyworld.com/ngine/aduino/index.php/archives/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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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속도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는 지구의 력 가속도를 기 으로 물

체가 얼마나 힘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3

축 가속도 센서는 그림 1과 같이 X, Y, Z축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자이로 센서는 각 

축에 한 각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

용한 GY-521은 MEMS 기술을 이용하여 16bit ADC

를 내장한 MPU-6050을 사용하여 X, Y, Z 3축에 

한 가속도와 각 축의 각속도(회 )를 측정할 수 있는 

6축 자이로 가속도 센서이며, 외형 치수도 

19mmX22mm로 소형화된 보드이다. 가속도는 최  

±16g까지 측정 가능하며, 각속도는 최  ±2,000dps 

(degree per second) 까지 측정 가능하다. 

2.3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1994년에 산업, 과학, 의료용 주 수 

역인 ISM(Industry, Science, Medical) 역을 이용하

여 Ericsson이 최 로 개발한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

(PAN, Personal Area Network)을 한 무선 통신 산

업 기술 표 이다. 블루투스는 30,000개 이상의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가  업체들로 구성된 ‘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 동맹에 의해 리되고 

있으며, IEEE 802.15.1을 블루투스 표 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채택된 Bluetooth 4.0은 

기존의 블루투스에서 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동  

크기의 지로 1년 이상 동작 가능하며, 의료, 보안, 

산업기기제어 등에 용 가능하도록 발 하고 있어 

사물인터넷 역에서 범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로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

에서 사용된 블루투스 모듈은 이미 상용화되어 리 

사용되고 있는 HC-06 모듈을 사용하 으며, HC-06

은 Bluetooth 2.0 + EDR 규격으로 최  3Mbps의 데

이터 송속도를 가지며 2.4GHz의 ISM 역, class 2

의 력 규격을 가지고 있다.

Ⅲ. 시스템 설계  구

본 논문에서는 구 한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2

와 같다. 자이로센서에서 측정한 값을 아두이노 로 

미니에서 값을 받아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 폰

으로 달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동작

하는 리트로밴드(Retroband)라는 어 을 사용하여 가

속도  자이로 센서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의 움직임에 따라 x, y, z에 해당하는 3축 그래 를 

그리고, 소의 움직임을 찰하여 걸음 수를 측정하

다. 일반 으로 소가 발정할 경우 움직임이 많으며 다

른 소를 올라타는 승가(jump) 상이 있어 이러한 

상을 통해 발정 유무를 단하여 인공 수정을 실시한

다. 이를 한 데이터 획득, 처리  련 제어 로

그램을 개발하고 아두이노에 업로드하고 련 하드웨

어를 개발하여 이들을 동작하도록 하 다. 아두이노 

로 미니에는 USB 변환 칩이 없으므로 컴퓨터에서 

개발한 로그램을 USB 포트 통해 UART로 변환하

는 모듈을 아두이노 로 미니에 연결하여 이를 통해 

업로드하고, 실제로 실험할 때는 UART 변환 모듈과 

컴퓨터를 분리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튬폴

리머 배터리(LiPo Battery)로 시스템이 동작되도록 구

하여 소의 다리에 부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Arduino Pro Mini

GY521
MPU6050

LiPo
Battery

Bluetooth

USB to 
UART

PC

VCC
GND

SCL
SDA

GND A5 A4

RXTX

RAW

-+

USB

RXD
TXD

  

그림 2. 구 된 시스템 블록도

Fig. 2 Blockdiagram of the implemented system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구 하기 해 컴퓨터와 

시스템을 연결한 보드  실험 장치를 그림 3(a)에, 

컴퓨터와 USB to UART 모듈을 제거하고 배터리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그림 3(b)에, 소의 다리에 부착하

기 해 개발된 시스템을 장착하여 넣을 수 있는 보

호용 기구물을 3D 린터로 제작하여 구 된 시스템

을 그림 3(c)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3(d)에는 개발된 

시스템을 실험하기 해 실제 소의 다리에 착용한 모

습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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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구 된 시스템 (a) 로그램 개발  
업로드를 한 장치 (b) LiPo 배터리를 사용한 
시스템 (c) 3-D 린터를 사용하여 구 된 밴드 
형태의 시스템 (d) 구 된 시스템을 소의 다리에 

부착한 모습     
Fig. 3 The implemented system (a) The system for 
program develop and upload (b) The system using 
LiPo battery (c) The implemented band type system 
using 3-D printer (d) The image of the implemented 

system wore on the cattle’s leg

 그림 4. 개발된 시스템에 한 실험 시 축과의 
계

Fig. 4 The relation between the implemented 
system and its sensor axis

그림 5. 구 된 시스템에 한 소의 행동(걸음  
)과 센서 축과의 상 계 분석을 한 그래

Fig. 5 1-D plot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attle behavior(walk and jump) and sensor axis of the 

implemented system

구 된 시스템의 센서에 해 축과의 방향성  데

이터의 정확도를 보기 해 그림 4  5에서 검증을 

실시하 다. 구 된 시스템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로 소의 다리에 부착하므로, +Y축이 로,  

+X축이 왼쪽, +Z축이 뒤로 향하도록 설계되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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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그림 5에서 보면 Y축을 나타내는 green색깔(①

번으로 표시된 데이터 그래 )이 승가 등 를 하

여 로 움직일 때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며, 이와 

동시에 X축(②번으로 표시된 데이터 그래 )과 Z축

(③번으로 표시된 데이터 그래 )의 값도 변하게 된

다. 그래 에서 보듯이 앞으로 움직일 경우 X축과 Y

축은 같은 변화를 나타내지만 blue 색깔로 표시된 Z

축의 경우 이들 두 축의 방향과 반  방향의 그래  

변화를 볼 수 있다.(그림 5에서 표시한 번호  색깔

은 이하 그래 에서 동일함.) 

그림 6은 구 된 시스템에 의해 소의 행동 특성 

악을 해 제안한 알고리듬이다. Y축 값이 일정 수  

이상인지를 단하고, X축과 Z축의 변화를 조사하여 

일정 수 이상일 경우 승가로 단하며, 그 이하일 경

우 일반 인 걸음으로 단한다. 만약 Y축 값이 일정 

수  이하라면 Y축의 변화 유무에 따라 X축, Z축의 

변화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반 인 걸음 수를 

측정하거나 정지 상태로 단한다. 

그림 6. 소의 행동 특성을 악하는 알고리듬
Fig. 6 The algorithm to analyze cattle behavior by 

the implemented system

Ⅳ. 실험 결과  분석

그림 7에 실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그림은 

약 100 간의 소의 움직임에 따른 가속도  자이로 

센서의 출력 값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소가 발정

을 하는 경우 암소라 하더라도 다른 소에 올라타는 

일종의 승가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행동 특성을 

이용하여 본 시스템에서 움직임을 측정하여 번식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그림 7에서와 같이 기

선을 심으로 그보다 높은 값의 경우 소가 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승가 동작을 하여 

를 할 경우 기 선보다 Y축의 값이 높은 값을 나타

낸다, 그림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Y축의 값이 기

선보다 높지만, X축과 Z축의 변화가 을 경우는 

제안한 알고리듬에 의해 일반 인 걸음으로 단하

으며, 그림 7(b)와 (c)에서 타원형으로 표시한 것처럼 

Y축 값이 기 선 보다 높으며, X축과 Z축의 변화율

도 일정 수  이상의 경우 승가로 단하 다. 이에 

따라 그림 7(b)와 (c)에서는 세 번의 승가가 발생한 

것으로 단하 다. 이와 같이 구 된 시스템을 소의 

다리에 실제로 부착하여 데이터를 측정하고, 제안한 

알고리듬에 의해 단함으로서 구 된 시스템을 소의 

행동 특성 악에 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시스

템을 용하면 번식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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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7. 소의 다리에 시스템을 부착하고 측정한 
자료(a) 승가가  없이 걷는 경우 (b) 두 번의 
승가가 있는 경우 (c) 한 번의 승가가 있는 경우 
Fig. 7 The measured plot under wearing the 

system on the cattle leg (a) in case of no jumping 
and walking only (b) in case of two times of  
jumping  (c) in case of only one time of jumping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 로 미니, 블루투스 모듈,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소의 행동 특성 

연구를 한 시스템을 구 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 소의 발정 상태를 단하는 알고리듬

을 제시하여 소의 번식력 향상에 도움에 되도록 하

다. 구 한 시스템은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블루투스 모듈

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송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안드

로이드 어 을 이용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그래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소가 발정 상태일 경우 승

가 상이 심하며 운동이 활발하여 이를 감지하여 발

정시기를 놓치지 않게 함으로서 번식력 향상에 도움

이 되도록 하 다. 

향후에는 개별 인 소의 상태를 축 하고 리하는 

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체별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리하고, 통신거리를 늘림과 동시에 많은 수

의 소를 리하도록 하는 연구를 통해 축산 농가에  

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 이고 실질 인 시스템 설

계  연구를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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