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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2천

300만 톤의 수산물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하고 있으며, 사이언스誌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체질개선 및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바다 어

족자원은 2048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1]. 국내의 연간 연근해 어로어업생산량 역시 지속적

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동·서·남해 모두 수산자원 고갈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문제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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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 사항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오염, 불법남획 등이 중요 요인으로 거

론되고 있다[2].

하지만 최근의 해양수산부 분석에 따르면, 이런 외부 환경 

측면의 지적 외에, 국내 수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역시 

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어촌은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

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노동집약적인 

수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어족자원 감소와 함께 생산량 저하

의 큰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차 산업 기반인 수산업·

어촌의 쇠퇴는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급변

하는 우리 미래 수산업·어촌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양식산업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추

진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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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속적인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에 따라 어족자원의 한계성에 직면한 어로어업대신 기르는 방식의 양식업이 대응방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기술과 융복합을 통하여 스마트양식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식산업의 우위성과 기술표준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미래 모형 도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스마트양식 전문가들의 인터뷰

를 통해 스마트양식산업의 중점 사항들을 도출하고 거시환경분석 중 PEST 방법론을 적용, 스마트양식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야의 

환경분석을 통하여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미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과거 생물 생장 관리의 자동화에 국한되었던 단순한 스마트양식 플랫폼에서 

육종, 생산, 경영, 유통의 양식 가치사슬 전 과정을 포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통하여 리스크 최소화 및 상황 최적화 스마트양식 

플랫폼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선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공 및 산업계에서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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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양식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

고 있다. 그동안 수산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통적인 

어로어업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양식업이 전체 생산량의 

과반을 넘고 있다. 2018년 이후에는 전 세계 양식 수산물 생

산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ICT기술을 융복합한 스

마트양식 플랫폼이 빠르게 개발 및 확산되고 있다[4].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수산양식을 포함한 해양산업이 

정보화 시대의 4대 주력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계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내 스마트양식산업 또한 4단계의 

로드맵을 그리면서 발전 준비 중에 있으나 현실은 아직 다양

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23].

첫 번째 문제는 기존 양식산업에 대한 정책 측면의 한계이

다. 지금까지 양식산업은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보존과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소규모 영세 영업형태가 주가 되어 있으며, 

양식장마다 경험에 의존한 무분별한 육성방식으로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거대화,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보급과 확장에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두 번째

는 현 스마트양식플랫폼은 단지 양식 생물의 생장관리 측면

으로 범위가 제한되어있다. 실제 양식산업의 전반을 살펴보면 

우량종자의 개발-> 종자 보급-> 생장 관리 -> 유통 및 판매 까

지 전 가치사슬 전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생물 생장관리 

자동화 측면에서만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

째는 스마트양식 기술의 대한 표준화 부재의 문제가 있다. 이

러한 표준기술의 부재는 양식 어종의 다양성에 근본 원인이 있

다. 현 양식보험을 제공하는 어종은 총 27종으로 생물학적 특

성 및 생장환경이 다양하여 기술의 표준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

다. 하지만 어종 공통의 핵심 양식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

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표준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스마트양식 산업의 발전을 촉진, 세계

적인 스마트양식기술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의 선진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스

마트양식 플랫폼의 개요와 선행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3장에서

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 경제, 사회, 기술 부분의 핵심요인

을 중심으로 거시 환경분석을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분석을 

통한 미래방향성을 도출하여 설명하고 5장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스마트양식 플랫폼 개요 및 선행연구

2.1 스마트양식 플랫폼 개요

스마트양식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지

능화를 통한 생산 효율 극대화 및 규모화, 친환경화가 구현된 

양식생산 시스템이다. 어종별로 시스템 구성 및 규모가 다른 형

태를 갖고 있다. 스마트양식 플랫폼은 어종에 상관없이 ICT기

술과 융복합된 공통된 운영 모델을 의미한다[5]. Table 1은 주

요 요소 및 기술을 분류한 것으로 다양한 센서로 부터 습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수질, 급이 및 생장을 관리하고 데이터의 분

석, 활용 및 통합관리를 통해 여러 생장활동에 대한 판단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운영플랫폼을 말한다. 기존의 양식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면 스마트양식 산업은 기술과 자본 집약

적 지식 산업으로 볼 수 있다[6]. 

운영주체 관점에서 분석하면, 과거 전통양식에서는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노동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간이 판

단하고 기계가 노동하는 단계를 넘어서 기계가 판단하고 기

계가 노동하는 단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7].

이와 함께 특정 생물의 양식 생장과정을 최적화 하는 협의

의 시스템 개념에서 탈피하여 우량종자를 발굴하고 스마트양

식장을 통해 양성한 후 판매 및 유통까지 전체 생태계를 스마

트 플랫폼화 하려는 방향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Large Category Middle Category Subdivision Core ICT Technology

Automatic 
Environmental 

Control 
Water Treatment Technique

1. cyclic filtration formula

IoT control2. semi-cyclic filtration formula

3. filtration formula (physics, biology)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Breeding 

Management

Breeding Environment 
Management Technique

4. Dissolved oxygen control

IoT sensor
5. Water temperature control and circulation

6. pH control

7. Integrated environment monitoring and control

Bio-growth Management 
Technique

8. fish behavior analysis

Image Analysis Technology

IoT Sensor Technology
Agent SW Technology

9. measure fish size and number of objects

10. automatic feeding

11. disease-causing observation

12. optimal fishing environment algorithm

Data Base ICT 
Integrated 

Platform

Data Collection And Big Data

13. Wireless Sensor Network Module
Integrated Control Solution

Big data technology
Cloud technology

14. Big Data Collection and Preprocess Technology

15. Cloud-based data storage

16. Data classification and synchroniz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17. Integrated Operations System Design Mobile Technology

Security Technology18. Integrated Control Solution

Table 1. Classification of Smart Fish Farm Platform Components an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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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

스마트양식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살펴보면 2013년 1

월1일 이후 2019년 2월까지 SCOPUS에 총 3,047건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다. 이중 연속식 및 규모화 양식시스템에 관련 

논문은 1,134건, ICT 기술 1,726건,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플랫폼 834건이 검색되었다[8].

마창모 외(2015) ‘첨단양식기술의 산업화 연구’에서는 현

재 국내 양식 산업 현황과 국내외 스마트양식 동향과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9]. 김병준 외(2019) ‘수직적층형 구조를 이용

한 IoT기반 스마트양식장의 산업화 모델 개발’에서는 스마트

양식장 구조를 적층하여 생산량 확대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0]. 박준우 외(2017) ‘아파치 스파크 기반 스마트 양어

장 시스템’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보편화된 기술 및 플랫폼

을 활용하여 실제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처

리를 위한 표준 모델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11].

국외에서는 Lorena Parra(2018)외 ‘Design and development 

of low cost smart turbidity sensor for water quality 

monitoring in fish farms’에서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지능

형 수질 관리 기술 등을 제안하였고[12], Hamzah S. AlZubi 외

(2016) ‘An Intelligent Behavior-Based Fish Feeding 

System’ 에서는 어류 행동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급이 

상황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13].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스마트양식 핵심 기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와 융합

된 미래 모형을 제안하고 있으나, 육종, 종자생산, 양식장의 경

영, 유통 및 판매까지 포함하는 스마트양식 전체 생태계를 포함

하는 플랫폼의 미래방향성에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3.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거시환경 분석

3.1 거시환경분석의 개요

거시환경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기회나 위험요인을 사전파악하고 

대응하는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기법이다. 이러한 

전략 분석을 통해 미래 트랜드를 파악하고 방향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시환경분석 기

법에는 PEST, ETRIP, STEEP, 3C/FAW 분석 등이 있다. 

이중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기법은 정책, 경제, 사회, 기술의 4가지 부문에서 외부 거시

환경에서 통제가 불가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의사

결정 및 미래모형을 파악할 수 있다[14]. 

3.2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거시환경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PEST 각 부

문별 핵심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9

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마트양식 전문가, 양식 산업 

전문가, 컴퓨터공학 전문가들 13명을 대상으로 4차례 간담회

를 통하여 정책,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의 트랜드 및 중점사항 

관련 토의 및 인터뷰를 수행하고 자문서를 작성 후 Table 2

와 같이 핵심요인을 분석, PEST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스

마트양식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들의 현황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미래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정책 환경 분석

정책 측면의 환경 분석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방향, 민간 지원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스마트양식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2010년에 

재정된 수산업법과 2019년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 있

다. 기존에 제정된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

로 이용,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

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양식산업을 포함

한 수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법령으로 양식산업 중점의 제

도적 뒷받침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참여 제한 등을 포

함하여 산업 발전에 한계를 내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19.8.27)이 제정되었다. 

기존 수산업법과 달리 양식산업에 중점을 두고 법적, 제도적 

발전방향성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양식시설의 자

동화, 기계화, 지능화 등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내용과 참치, 

연어 등 사업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부분

에서는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규모화, 거대화 가능해지고, 내륙의 대규모 스

Division Core Issue Classification

Legal System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law law

Fishery innovation 2030 Plan Policy

Fishery u-IT convergence modeling project National support project

Economy
Fishing village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Smart Aquaculture Cluster Business National support project

Society
A return-to-fishing project National support project

fishing village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Technology
ICT convergence technology(ICBM) IT trend

Strategies for Smartization Marine Fisheries Policy

Table 2. Smart Fish Farm Core Issue Focused on Expert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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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수산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나 외해 대형 양식플랜트 시설

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방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혁신2030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산

업의 자동화, 규모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

행하였던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민간의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산혁신2030계획이 있

다. 본 계획은 수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에 목표를 둔 중장기 로드맵

이다. 어촌지역의 활력을 촉진하고 수산기업의 창업, 투자 독

려, 유통소비의 현대화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

며, 양식분야에서는 기존의 재래식, 소규모 양식방법을 기업

화,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5]. 이를 실제로 추진하고자 기획한 방안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다.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대량생산 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R&D, 창업교육, 인력

양성 등의 세부 분야를 집적화한 양식 전문 대규모 클러스터

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지원사업과 관련,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스

마트화 정보통신장치를 보급, 개발하는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이 있다. 본 사업은 양식장 등 수산분야(생산�가공�유통 등)

에 최신 정보기술(ICT)을 접목하는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을 

주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모과제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

이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농수축산업 전반의 R&D시범사

업으로 출발했으며, 2013년부터는 수산분야로 별도 독립하여 

총 19개 과제 80개소에 스마트양식시스템을 구축하였다[16].

2) 경제 환경 분석

경제측면의 환경분석은 ①수산업 전반의 현황분석, ②단순 

1차산업 기반의 수산업 구조를 2차, 3차 산업과 융복합화여 체

질개선을 추진 중인 어촌6차산업화, ③대규모 스마트양식단지

를 조성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에 대하여 분석한다.

‘17년 기준 수산업시장 총 매출액 규모는 67.2조원이다.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후방산업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한 시장 규모이며 이중 수산물 생산액은 8.6조원이다. 

현 수산업 시장의 중요 이슈를 분석하면 크게 2가지로 정리

된다. 첫 번째는 수산업 수입 규모의 증가이다. ‘13∼15년 기

준으로 국내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전 세

계 1위이다.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급 식

품인 수산물의 소비비중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파르게 증가중

이며, ‘17년 기준 국내 수산물생산액 대비 수입액은 40.8%로 

국가 수산업 자립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입액의 비중

의 저하 촉진의 필요성과 그만큼 성장가능성과 시장 매력이 

있는 산업임을 알 수 있다[17]. 두 번째는 양식생산량의 증가

이다. 과거 잡는 방식의 어로어업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생

산량이 점점 감소되었고, ‘17년에는 어로어업 대비 양식업의 

생산 비중이 62%까지 증가되었다. 결국 국내 수산물 생산량

은 양식업의 기술 발전을 통하여 수입량을 대체하고 관련 기

술 및 잉여 생산물을 수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업계에서는 2트

랙으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대기업의 참여

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참여를 제안하던 포지티브 법들이 개정

됨으로써 제약 요건들이 해소 되고 참치, 연어 등 대기업투자 

허용이 가능한 어종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수행 및 실물펀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사업참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는 수산분야 중소기업의 활성화이다. 유망 벤처,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창업지원센터 확대, 벤처펀드 신설, 양식과 관

련된 보험 상품 제공 등 전주기 창업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정

부 정책에 힘입어 수산업 전문중소기업들이 점차 확대 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사업이 있다. 각 부지별 

약 1.5∼2만평 규모로 총 3개의 부지(부산시, 경남 고성군, 전

남 신안군)에서 스마트양식장, 유통시설, 가공공장 등을 포함

하는 수산업 통합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표준기술

의 개발과 확산, 배후 부지를 이용한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이 

구축되고 수산업 활성화의 모멘텀이 될 예정이다[18].

3) 사회 환경 분석

수산업의 사회 환경 분석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

째는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어촌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어촌 환경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세 번째는 어촌 사회

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본

다. 첫 번째,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어촌은 행정구역 상 전국 

72개 시군, 560개 읍면동으로 구성되며, 어업생산 중심지역

인 1,005개 법정어항과 1,297개의 소규모 항포구 배후에 위

치해 있다. 전국 2,029개 어촌계 중심으로 어업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어촌의 인구는 ‘15년 기준 약 360만명

이며, 수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약104만명, 직접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규모는 5.3만가구, 약 12만명으로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어촌지역 문제점을 분석하

면 가장 큰 문제는 어촌의 공동화, 노령화를 꼽을 수 있다. 어

촌 역시 농촌과 유사하게 마을이 공동화되고 있으며, 인구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19]. ‘00년 직접 수산물을 생

산하는 어가인구는 25.1만명이었으나 ’17년에는 12.2만명으

로 50%이상 인구가 줄었으며, 어촌 고령화율 역시 ‘03년 

15.9%에서 ’17년 35.2% 2배 이상 증가했다. 어촌 인구의 감

소는 국내 인구감소 상황과 연관성이 있으나, 그 외에도 수산

업의 전반적인 구조의 특징과도 연계되어 있다. 수산업은 1차 

산업 기반의 경험과 기술에 의존한 사람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

업이며, 타 산업대비 재해발생률이 높은 산업이다. 관련 통계를 

분석하면‘15년 기준 재해율이 어업(5.56%), 임업(1.18), 농업

(0.9), 건설업(0.72), 제조업(0.58)으로써 각 산업군의 재해율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 선입견 문제도 

있다. 일반 국민들은 수산업 종사에 기피 경향이 있으며, 수

산 생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다[15].

마지막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는 귀어귀

촌 정책과 어촌6차산업화를 들 수 있다. 귀어귀촌 정책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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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기반으

로 하며, 도시인들의 적극적인 귀어를 장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정책자금, 정주여건 지원 등을 제공하며, 어촌 인구 감소의 대

안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8년 기준 

1,300명의 귀어 가구원수가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

층이 귀어함으로써 비즈니스 측면과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요

소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수산업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19].

이와 병행하여 어촌 6차산업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어

촌6차 산업화란 어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

으로 어업(1차 산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하

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운동을 의

미한다. 특히 어촌지역에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으

며, 1∼3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구조의 어촌 6차산업

화가 진행되면서 ICT 기술과의 결합이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어촌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재생되어야 한다[20].

4) 기술 환경 분석

기술 환경 분석은 크게 3가지로 고려 될 수 있다. 첫 번째

는 국내 스마트양식 관련 사업의 추진 이력 및 현 세대 스마

트양식 플랫폼 모델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양식 플랫

폼의 기반 기술에 대한 분석, 세 번째는 현재 스마트양식 플

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국내이력을 살펴보면 최초 스마트양식 개념이 부각되

기 시작한 것은 2011년 통영지역에서 u-양식장 사업이 진행

되면서 부터이다. 당초 가두리양식장 지역의 재난 대응사업

으로 추진되었으며, 수온, 용존산소량, 기상 등을 측정하는 

각종 센서와 보안 관제용 CCTV를 설치, 통영시청 관제 모니

터를 통해 데이터 수집, 분석하고 어민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람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관제시스템

이다. 이후에도 다양한 스마트양식 사업이 추진되었고 각각 

추진하는 목표, 시스템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크게 자동

환경제어 시스템,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기반 ICT 통

합 관리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핵심 기술요소는 (1)클

라우드 및 빅데이터 관리 (2)IoT기술 (3)무선 인프라 (4)응용 

기술 (5)보안기술로 구분된다[21]. 그러나 미래에는 통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능화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

에 따라 지능형 스마트양식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재정의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지금까지 수행한 스마트양식 플

랫폼의 공통 모델요소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2개 단계의 

레벨로 나눌 수 있다. (1) 1단계 레벨은 원격감시 및 원격제

어 체계이다. 관리프로세스에 대한 Any Time, Any Where, 

Any Device 특징을 기반 하여 관리인이 편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원격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고 양식장 모니터링이 주

목표가 된다. 이때 관리 주체는 사람이며, 양식장에 수온, 산

소용존도, pH 농도 등 수질을 측정하는 IoT센서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모바일폰이나 PC를 통하여 원격에서 실시간 모니

터링 및 알람을 발생하는 시스템 구성이다. 이에 따라 급이

기, 순환펌프 등을 액추에이터를 통해 수동 제어하게 된다. 

(2) 2레벨 단계에서는 복합 자동화 제어가 이루어진다. 그 동

안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양식 패턴을 도출하고,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복수 환경제어가 이루어진다. 다만 

기준에 벗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거나, 긴급 변수가 발생 할 때

는 관리인이 직접 제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람+컴퓨터가 복합적으로 제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점

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스마트양

식 플랫폼 표준모델 발굴의 어려움이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양식업은 품종, 환경, 사업 수행 형태에 따라서 각각 스마트

양식 시스템의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서 기술 

표준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스마트

양식 플랫폼의 범위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스마트양식 플랫

폼은 생물의 생장 및 관련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영역으로 개

념화, 구축 되어 왔다. 하지만, 양식산업을 살펴보면 육종의 

개발, 종자의 유통, 성체 양식, 양식장 경영 및 수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플랫폼화되고 각각

의 데이터가 연계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존 플랫폼의 기능

상 한계문제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시스템에 대한 자동제어

에 초점이 있다 보니 데이터분석, 지능화, 시뮬레이션 등에 

대한 고기능 시스템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19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과거의 

핵심기술이 아닌 AI 및 디지털 트윈 등 분석 기반의 지능화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22].

3.3 시사점

현재 스마트양식 플랫폼을 둘러싼 현황을 정리해 보면, 정

책부분에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포지티브법의 네

거티브화가 진행 중이며, 경제부분에서는 스마트양식산업의 

규모화, 기업화가, 사회 부분에서는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

한 귀어귀촌의 활성화 및 어촌6차산업화의 추진, 마지막 기

술부분에서는 차세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의 패

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4.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미래 방향성

4.1 미래 스마트양식 플랫폼 역할과 기능

스마트양식과 관련된 정책, 경제, 사회, 기술 측면의 거시

환경 분석 수행 결과 기존 스마트양식산업의 문제점을 극복 

하고 미래로 이행하기 위한 발전모형이 Fig. 1과 같이 도출되

었다. 특히 과거에 생물생장과정에 국한되었던 플랫폼의 형

태는 양식사업의 전 생애주기 전반의 가치사슬이 포함되도록 

확대 된 것을 알 수 있다.

미래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하면 육종연

구플랫폼, 지능형 양식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유통 

및 이력관리 플랫폼으로 세분화하여 양식산업 프로세스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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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형으로 도출 되었다. 특히 산업 전 주기의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하여 유통과 소비기준에 따른 출하량 조절을 통하여 

‘19년도부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광어, 우럭 등 일

부 어종의 공급 과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1) 육종연구플랫폼

양식에서는 우수한 종자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수 수산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육

종데이터, 바이오데이터, 우수형질 분석 데이터, 디지털 선별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이 선행되

어야 하며, 본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의 스마트양식 플랫폼

과 연동되어 우수한 육종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 데이터의 피

드백까지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자 개발 간에 개체의 크기, 암수 성별 등 디지털 감별

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지원 할 수 있는 분석 및 지능화 기

술 개발을 통하여 종자 관리와 형질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다.

2) 스마트 양식생물 지능형 관리 플랫폼

Table 3을 참조하면 그 동안 스마트양식 플랫폼은 1레벨, 

2레벨 수준인 양식 생물의 생장의 자동화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

털 트윈 기술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사전 대응, 맞춤형 관리 통한 생산량 극대화가 가능한 3, 4 레

벨의 스마트 양식플랫폼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급이량의 

변화, 보조 약품의 살포량 조정 등 사전에 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테스트베드 구축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23]. 이를 통하여 양식 생물의 생장 관리 고도화와 

함께 진화된 경영관리도 가능해지며, 유통관리플랫폼과 연동

하여 양식 출하물의 양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어종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발굴하고, 기존의 1레벨, 2레벨 수준 

양식시스템에서 저 비용으로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과 이식성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3)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플랫폼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양식업은 양식 전 과정을 데

이터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플랫폼이 요

구된다. 민간이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공측면에

서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구축해 실증 데이터 축적·민간 양

식장 기술 공유·우수 데이터 거래·유통 등을 지원하는 생태계

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24]. 이와 관련하여 ‘21년을 목표

로 아쿠아 팜 4.0 스마트양식 R&D 프로젝트가 기획 중에 있다.

4) 양식출하물 유통관리 및 이력제

스마트양식 플랫폼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 이력, 선도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구현

을 통하여 소비자들이게 신뢰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비대면 관련 산업이 확산되는 만큼, 

Classification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ubject Remote Control Combined automatic control Intelligent-zation Autonomous management

Concept
Iot-based fish farm 
monitoring

Automatic control of data-based 
fish farms

AI-based self-control 
of fish farms

Digital twin-based 
autonomous management

Core Technology
Remote monitoring/ 
Remote control

Combined environment control, 
Automatic control

Robot Automation, 
Autonomous control

Producer rate management, 
Autonomous management

Decision Maker People People.+ Computer Computer Computer

Table 3. Development of Smart Fish Farm Biological Management System

Fig. 1. Role and Function of Future Smart Fish Farm Platform According to P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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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온라인 판매시장에도 비대면 소통 창구를 조성하는 

것도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25].

4.2 스마트양식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

과거의 스마트양식 플랫폼과 달리 미래 스마트양식 플랫폼

은 지능화, 자율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이에 따른 핵심 

기술로는 ①인공지능기술, ②전주기 빅데이터 및 엣지컴퓨팅 

기술, ③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 ④지능형 영상분석기술, ⑤

진화된 보안기술이 필요하다[26].

1) 인공지능 기술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 군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기술 역시 발전과 확산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양식산업 분

야에서는 자동화에 맞춰졌던 생물생산시스템이 다양한 환경

변화와 돌발적인 변수 상황을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여 최

적화 결론과 목표를 도출하여 지능화 관리를 수행하는 기술

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신경망 알고리즘 기반의 자

율학습이 가능한 딥러닝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GPU와 CUDA등의 병렬처리 

기술과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andom Forest 등의 

앙상블 기법이 연구 중에 있다[27].

2) 전주기 빅데이터 및 엣지컴퓨팅

기존 플랫폼에서는 양식 생장 관리를 위한 환경데이터의 수

집과 분석에 중심이 있었으나, 미래 플랫폼에서는 육종부터 경

영, 유통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 통해 수집, 

관리, 분석, 활용될 수 있도록 규모화하고 특히 가치 있는 양

식데이터를 판매, 공유, 유통 가능하도록 별도의 데이터 마켓 

구축 통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국에 분

포된 각 양식장의 데이터를 쉽게 수집, 연계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 서버가 아닌 분산형 소형 서버 기술인 엣지 컴퓨팅 기술

을 적용하여 저비용, 효율화 시스템운영이 가능해야 된다.

3) 디지털 트윈

양식산업은 다양한 어종과 복잡한 환경변수로 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최적화된 생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이

에 따라 운영 간 어종을 변화하거나 환경에 변동이 발생하였

을 시 사전 테스트베드를 통한 위험을 해소하고 최적화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트윈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

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혼합현실(Mixed Reality) 

기술을 적용하여 현실과 동일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가

상 구현하고 실험 통한 데이터 도출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하여 최적화 생산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를 현실 시스템

과 연동하여 자율적으로 환경 대응하는 자율경영체계로의 전

환이 요구된다[28].

4) 지능형 양식생물 영상 분석

그 동안 스마트양식을 위한 수온 센서, 산소 용존도 센서, 

조도 센서, 산성도 센서 등 IoT 센서디바이스는 빠르게 발전

되어 왔다. 하지만 수중에서 생물들의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카메라기술, 광학기술,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등은 발전이 더

딘 형편이다. 수중에 특수 카메라를 설치하고 광기술과 융합

하여 객체의 크기, 암수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화 분석 후 적

정의 환경 제어 및 사료 선정, 양 배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양식생물 지능형 영상분석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29].

5) 진화된 보안기술

스마트양식 플랫폼이 고도화 될수록 시스템 구간이 세분화

되고, 이에 따른 정보보안 취약점은 더욱 증가되었다. IoT 인

프라 기반으로 구축되는 플랫폼 특성상 각 구간별 기밀성·무

결성·가용성을 확보하고 운영 간 생산되는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하여 2Tier인증, 바이오 인증 등 강화된 인증과 암호

화, 보안 통신, 서버 이중화 등을 통하여 보안성 고도화가 요

구된다. 특히 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 등 스마트양식 플랫폼

의 기업화, 규모화가 진행 될수록 ISO27001 기반의 정보보

안 관리체계까지 고려하여 법적 준거성을 확보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책, 경제, 사회, 기술 분야별로 전문가 회

의를 통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거시적 환경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미래 방향성 및 역할을 도출 하였다. 특

히 각 프로세스 단계별 세부 플랫폼을 분류하여 역할 및 기능

을 정의함으로써, 현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현안 문제점 극복

과 지향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민관학계에서 

추진해야 되는 선진 스마트양식 사업의 기획, 미래 표준모델

의 확립, 관련 연구에 대하여 도움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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