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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농업은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내

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을 6차산업으로 확

대하는 방안이다.

6차산업은 전통적인 농업에 IT(정보통신)·BT(바이오)·ET(환경)·NT(나노) 등 

융합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과 ICT 기술의 

융합은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ICT를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현황, 개념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각 분야별 도입 가능 기반 기술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야별 정책 방향으로 원예 분야에서는 주로 생산비 절감, 노동 부담 절감,

고품질 생산 등에 초점을 두고, 축산 부문은 IT를 이용한 가축 환경 모니터링·

제어체계 및 성장환경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농장 자동화 시스템 구현, 유통 

분야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촌 분야는 농촌관광, 귀농·귀촌 지원, 농촌생

활 지원, 농촌교육, 농촌복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농업·농촌 분야 스마트 농업 구현에 있어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는 차년도에 대형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농업 부문에 ICT를 융합한 사례발표와 향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아끼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농업 부문에 스마트 농업을 적용시켜 우리 농업·농촌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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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농업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6차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IT(정보통신)·BT(바이오)·ET(환경)·NT(나노) 등 융합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ICT의 융합은 농

림업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기상이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고비용 구조, 급변하는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농업의 현황, 개념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각 분야별 도입 

가능 기반 기술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정책 방

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시사점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 부문의 경우 스마트 기술은 현재 시설원예나 과수 부문에서 주

로 생산비 절감, 노동 부담 절감, 고품질 생산과 품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되고 있다. 향후 노지 채소 부문의 스마트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이 필요

하다.

둘째, 축산 부문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구축

과 전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소

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 부문의 IT를 이용한 

가축 환경 모니터링·제어체계 및 성장환경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농장 자동

화 시스템을 확대·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가공에서의 IT를 이용한 축산물 

물류정보 융합기반 유통 선진화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임업의 경우 스마트 기술은 임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콘텐츠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앱 개발, 사용자 능력 배양 등이 시급한 선결 과제이다.

넷째, 농산물 유통과 물류 분야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

준·규격화가 확대되어야 하며, 품목별 표준은 농산물의 유통 특성을 충분히 반



iv

영해야 하므로 공동선별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조직의 합의를 통해 표준

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농촌 활력을 위해 IT를 활용하여 농촌관광, 귀농·귀촌 지원, 농촌생활 

지원, 농촌교육, 농촌복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요자와 원활한 네트워크

와 소통을 위해 첨단화된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주민에 대한 IT 활용에 관한 교육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하다.

여섯째, 지리정보는 단일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융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경우는 인력 및 장비의 효과적인 운

용과 물절약을 통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스마트 농업 확대 및 보급을 위해서 기존 농식품 분야 IT 융합 관련

사업의 운영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 IT 융합 분야의 정

부 R&D 투자 확대 및 실용화 제고를 위해서는 R&D 투자의 기획단계에서부

터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방식의 추진체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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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mart Agriculture

Today’s agriculture industry has expanded from traditional production to the 
sixth industry. It has developed into a higher value-added industry as it 
converges with technologies such as IT (information technology), BT 
(biotechnology), ET (environment technology), and NT (nano-technology). The 
convergence of agriculture and information and computer technology (ICT) is 
a new growth engine increasing efficiency in every proces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is convergence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a solution to problems which the agriculture sector faces, such as a labor 
shortage caused by an aging population, unusual weather phenomena, a high 
cost structure from complicated distribution systems, and rapidly-changing 
consumer tastes.

This study presents a policy direction for the introduction of smart 
farming by reviewing its current state, concept, and needs. Next we will 
present various examples from home and abroad as well as foundation 
technologies that can be introduced from each industry field. Then we discuss 
major issues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First, when it comes to horticulture, smart technologies are now mainly 
focused on areas such as reductions in production cost and labor burden, high 
quality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in facility horticulture and the 
fruit-growing sector. More recently, policies for developing and introducing 
smart technologies are needed in the outdoor vegetable sector.

Second, it is important to meet consumers’ needs at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ages through building a system which delivers food safety 
information. To achieve this at the production stage, IT needs to be applied to 
the livestock and controlled growth environment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This means the farm automation system needs to be expanded based 
on these IT applications. Furthermore, at the distribution and processing 
stages, advanced distribution technologies using IT need to be introduced, 
including the convergence of distribu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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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n forestry, productivity can be raised by the use of smart 
technologies. However, urgent tasks must first be completed, such as 
information content construction for forest managemen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pplication development, and 
increasing user competence.

Fourth, the standardization of farm produce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introduce smart technologies to the farm produce distribution sector. 
Moreover, the standard for each item should fully reflect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arm produc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ose who are in 
charge of farm produce distribution conduct cooperative sorting and set these 
standards by common consent.

Fifth, IT technologies need to be used for rural sightseeing promotion, 
support for living in rural communities, education and welfare in rural areas,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agricultural resources. Moreover, relevant policies 
are needed to enable smooth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by modernizing 
rural areas through IT technologies. For this, IT education and continuous 
investment in rural residents are necessary.

Sixth, geographic information has a greater impact on creating new 
added value when it fuses with another industry than when it is used in a 
single industry alon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nvergence 
in smart farming going forward. When it comes to the smart water grid, it is 
expected to enable labor and equipment to be applied effectively, and 
agricultural water to be used efficiently, through water conservation.

Lastly, in order to expand and introduce smart farming, the inspection 
of management and actual application conditions need to be carried out 
among existing IT convergence businesses in the farm produce sector. To 
expand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IT convergence,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of farm produce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to improve 
practical use. In the R&BD system,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practical use from the planning stag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Researchers: Yean-Jung Kim, Seung-Young Gouk, Young-Ryul Kim, 
Myung-Gi Kim, Jong-Sun Kim, Yoon-Hyung Kim, Kyung-Taek 
Min, In-Bae Ji, Jae-Hun Sim

Research period: 2013. 4. - 2013. 7.
E-mail address: yj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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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현대 농업은 1차, 2차, 3차산업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며 단순한 먹거리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IT(정보통신)·BT(바이오)·ET(환경)·NT(나노)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스마트 농업은 농업가치사슬 전반에 있어 IT 등 융합기술 접목을 통해 고기

능·고효율을 달성함으로써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생산비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농촌생활의 편리성 증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

현하고자 함.

○ 또한 스마트 농업은 농촌 인구감소 및 노동력 부족, 농지감소,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해 빈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신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성장을 중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농업 부문에서도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한 농업발전이 향후 농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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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스마트 농업을 포함한 농업 분야 R&D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아 이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스마트 농업의 현황, 개념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각 분야별 도입 

가능 기반 기술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필요성, 해외사례 등은 문헌 검토, 연구협의회, 워크

샵 등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ICT 기반의 농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농

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윤용)는 위탁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

2. 스마트 농업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2.1. 스마트 농업 관련 관련 정책 동향1)

2.1.1. 농업·농촌정보화 확산 및 체계마련을 위한 추진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는 2002년 1차 농업·농촌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농촌지역에 

PC 및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2012년 5개 SMART 주요 정책과

제 및 세부 추진과제(16개)를 포함하는 제3차 정보화 기본계획(2012~2016

년)을 수립하였음.

- 미래창조과학부도 2013년 농어촌 정보화 인프라지원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음.

1) 2012년 정보화백서 중 농림수산·환경·국토해양 분야 정보화 중 농림수산식품부 내

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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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 계획

농림축산

식품부

◦ 농식품 ICT 활성화를 위한 모델 구축 및 확산

- 생산·유통지원체계, 농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디지털 및 스마트화 확산

◦ 농어촌지역 디지털 기반 조성

- ICT 적용 마을(3,000개소), IT 융합서비스마을(700개소)

◦ 행정정보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농정 실현

- 정책 지원체계 구축, 농수산사업시스템 구축, 농어업 시스템 및 관리

체계 구축, SMART 농림수산식품부 구현

- 농수산식품통계 DB(16→ 32),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42→ 60),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IT 인프라 확충

- IT 융합 기반조성, 농어촌 정보이용환경 개선, 보안강화

◦ IT 거버넌스 체계 구축

- IT 조직 및 정책 기반조성, 관계부처·해외기관·산학관 간 협력 강화

◦ 농업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마련(농촌진흥청)

△품질관리 프로세스 △품질관리기준 △품질관리 가이드 등 3개 분야

로 구성

미래창조

과학부

◦농업에 ICT를 접목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작업관리 정보화, 가상경작,

온라인 직거래 판매 등 농업경영의 효율화 지원

◦우체국쇼핑·물류를 활용한 소상공인·농업인 판로 지원

◦2017년까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IPTV,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통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2013년, 176억 원)

표 1-1. 스마트 농업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2. 1.).

미래창조과학부(2013).

2.1.2. ICT 융합 모델화 정책

○ 정부는 농업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 IT 융합 모델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음.

- ICT 융합모델화 사업은 매년 5개소씩 추진하여 2012년에는 15개소로 확

대하였음.



4

주관기관 과제명

전라북도(장수)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전라북도(고창) u-맞춤형 수박 생장관리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u-Farm 기반 생산·경영·판매 통합서비스 표준모델 구축

경상북도(성주) IT 융합을 활용한 성주참외 생산유통체계 시스템 구축

경상남도(거창) SMART u-Farm 서비스 구축

○ 2007년부터 시행된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물류) 등의 분야에 RFID/USN

등 u-IT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의 현장검증 성과를 바탕으로 온습도·CO2·pH

농도 등 각종 센서와 USN 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산물의 최적 생산환경을 구

현하는 생산정밀화 모델과 RFID 등 전파인식 기술과 산지유통센터의 통합

정보시스템(ERP)을 결합시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 이력정보를 제공하

는 유통지능 및 경영선진화 융합모델 등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음.

○ 2010년에는 생산 정밀화를 통한 과학영농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1년부터는 생산단계의 정밀화 모델에서 유통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자 수

발주 및 재고·유통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고질적 문제인 농축산물의 유통비

용을 절감하고 생산·유통 이력관리와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한 경로 확인으

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정보화의 효과가 증

폭되도록 추진하였음.

○ 2012년에는 생산정밀화, 경영·유통 효율화 및 소비안전화 구현이 효율적

으로 결합되고 정보흐름에 따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에서 경영정보시스템(ERP) 및 소비자이력 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구현하고 있음.

표 1-2. 2012년도 농축산물 IT 융합 모델화사업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62).



5

- 특히, 모델이 현장에서 적용되면 농가에서는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

한 선별, 유통정보 및 소비자의 평가를 가정의 PC 및 스마트폰 등의 매

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생산·경영에 대한 계획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생산단계에서 제공되는 생장

정보 및 유통정보는 관련 농업 전문연구기관에 전달되어 작물의 생산 및 

농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생

산 및 유통이력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제공하여 더 나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1.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경영장부·품목별 생산비진단 S/W 및 표준 ERP 정보시스템 개발·보급

- 농업 정보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 주체의 IT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경영장부·품목별 생산비진단 S/W 및 표준 

ERP 정보시스템 개발·보급 등 정보기술 활용 지원으로 농업경영체의 생

산·유통비용 절감 및 경영혁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작업의 기장률을 높여 농업경영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

가경영장부의 경우, 회계처리를 다루는 프로그램 특성상 난이도가 높았

던 시스템을 사용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품질 수준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기존 경영체 대상 자체 교육 뿐만 아니라 농업마이스터 대학 및 한국농

수산대학, 연암대에서 실시한 후계 농업인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음.

○ 표준경영정보시스템 구축   

-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조직

화되고 규모화된 경영체 중심으로 보급하여 추진하던 경영정보시스템

(ERP)을 클라우드 형태의 표준경영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품목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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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별, 현장업무 프로세스별로 적용 가능한 모듈로 구성하여 중앙집중식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표준경영정보시스템을 농축산 IT 융합모델사업의 기본정보시스템으로 

보급하여 생산·유통 등 단위정보시스템과 통합 적용하였음.

2.1.4. 농식품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 농산물 수입개방, 고유가, 원자재 상승 등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과 다

원화되는 소비자의 요구 등 불확실성이 커져감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현재의 정보서비스 형태만으로는 농업인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

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산업의 정책, 농축산물의 가격유통, 농업 관련 

지식정보, 소비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옥답포털(Okdab.com)

을 운영하고 있음.

- 옥답 CEO를 통해 농업인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종사자들의 경영마인드

를 높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근 소비자의 트렌드와 

경영·경제·문화·이슈 등 시대흐름을 읽어주고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2.1.5. 농업인의 정보활용 역량 강화

○ 디지털 농업인 육성   

- 농업 생산, 유통, 경영관리 등 영농활동에 IT를 적극 활용하여 차세대 농

업인을 선도해 나갈 ‘디지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5∼6만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으로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이 향상되어 전자상거

래 등 IT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성공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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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 개인별 역량, 성과추출 및 평가·환류를 위한 역량진단 시스템 개발·운영

을 통한 농업정보화 교육을 개선해나가고 있음.

- 상시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내용과 수준에 따라 수

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안내를 통

해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213개 과정을 운영 (2만여 명 수강)하고 있음.

3. 스마트 농업 관련 연구 동향

3.1. 농업과 IT 융합 기술개발 관련 연구

○ 유남현 등(2009)은 군사, 의료, 환경, 산업현장, 물류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 생

산, 가공, 유통 및 판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연구하였음.

- 재배지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정보들과 기상정

보 등을 분석하여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시스템 또는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서종성 등(2008)은 토양 및 기상센서와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온실내 

기상환경 및 토양정보를 수집하고, 온실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USN 기반의 온실관리시스템을 연구하였음.

- 향후 기상, 토양뿐만 아니라 작물의 개체상태를 측정, 가능한 습윤센서를 

추가하여 작물의 최적생장 조성을 위한 온실제어 알고니즘의 추가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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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경 등(2010)은 농업과 IT 융합을 위하여 온도, 습도, 조도센서를 이용하

여 재배환경정보를 수집하고, 테스트베드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USN 기반의 인공 광 이용형 식물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연구하였음.

- 제안한 시스템은 식물재배 테스트베드의 환경정보(조도, 온도 및 습도 

등)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받은 정보를 저장하

여 재배식물에 대한 최적 생장조건을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연구 결과들이 주로 시설농업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은진 등(2009)

은 노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센서를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환경에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네트워크 기반

의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구하였음.

- 향후 노지 농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

해 농작물의 재배환경정보를 DB로 구축, 서리방지와 수분 공급 등 제어

가능한 지능형 농작물 재배시스템 개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2. 농업과 IT 융합 사업기획 및 평가 관련 연구

○ 정용균 등(2009)은 농어업경영체 정보화와 관련된 정보화 정책환경을 분석

하고, 농어업경영체 및 타 산업경영체 정보화사례와 선진기술 동향 등을 포

함한 해외사례를 분석함.

- 이를 통해 경영선진화 관련 4개 과제(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 기능 고

도화, 통합플랫폼을 통한 선진화된 서비스, 통합연계 허브 인프라 서비

스, 경영체 경영관련 정보수집, 가공 통합 DB서비스)를 도출함.

- 또한 유통지능화 관련 3개 과제(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입출고 자동화시

스템 구축, RFID/USN 기반의 자동화 연계시스템 구축, u-저장환경 관리 

및 제어시스템 구축)를 도출함.

- 생산정밀화 관련 4개 과제(생산경영 의사결정지원체계 서비스, 농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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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원서비스, u-생장환경 관리 및 제어시스템 구축, 생장환경 의사결

정지원체계 서비스) 등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2010∼2015년까지의 중기

계획을 수립함.

○ 최영찬 등(2010)은 농수축산분야 u-IT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의 

3대 주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단계별 사업을 세분화(시범사업, 실증사업,

확산사업)하고, u-IT 촉진을 위한 협의체 및 전문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함.

- 정보화 환경구축 및 정보화 경영체계 인증시스템, 정보화 혁신전문기업 

제도, IT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등의 도입을 제안함.

- 사업관리방안으로 u-IT 산업에 특화된 통합적 사업관리 프레임워크 및 세

부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사업 단계별(시범/실증/확산)로 사업 공통 영역

과 사업 특화 영역을 분류하여 평가 지표를 설계하는 평가방법을 제시함.

- 지원 방안으로는 u-IT사업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와, u-IT 관련 교육활동 

강화 및 u-IT 관련 지식생태계 구축 지원과 u-IT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

련 등을 제안함.

○ 김상태 등(2012)은 2010년도 농수축산 분야 IT 융합 모델화사업을 중심으

로 대표 품목 과제에 대한 ROI 분석을 통한 IT 융합모델화 사업 성과지표

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

- 2010년 이전에 추진되었던 지식경제부의 u-IT사업 중 농업 부문 사업성

과의 비교 분석 결과 농수축산 u-IT 융합모델화사업의 정보화비용은 평

균 5∼1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보화 효과는 평균 10억 

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용 수준에 대한 사례분석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사업이 지식경제

부 주관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품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성공

과 실패사례가 뚜렷한 반면, 지식경제부 사업은 품질 수준의 차이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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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정보화 교육 관련 연구

○ 강명희 등(2009)은 Krikpatrick(1997)의 4수준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농업경

영정보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 농업경영정보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

넷속도와 컴퓨터 같은 환경적 또는 물리적 요인보다는 인적 요인(교수자

의 학습자 존중 정도, 학습자의 학습동기 등)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음.

-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업경영정보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자 수준에 맞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내용에 알맞는 조직화 전략을 활용하고 적절한 교수방법을 활용해

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3.4. 농업정보화 관련 농업인의 정보화 의식 제고에 관한 연구

○ 유찬주 등(2008)은 정보화 사회 진전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취

약계층인 농업인의 정보 활용 및 수용태도를 조사하고, 정보화 수용태도가 

농가경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 농업인의 정보화 수용태도는 높지만 컴퓨터의 활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업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선결과제로 제시하였음.

- 또한, 높은 정보화 수용태도 →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 농업정보 활용

능력 증진이라는 틀 속에서 수준별 평가를 통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

며, 농업인의 특성별(연령계층별, 작목별) 농가교육 등 현실에 맞는 차별

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유병민 등(2009)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ICT 리터러시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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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ICT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농촌정보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정보접근 기회(환경적인 문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둘째, 농업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계층별, 연령별, 수준별로 세분화하며 

일상생활에서 농업인의 수요가 높고 활용이 용이한 분야로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셋째, 정보활용의 기회와 연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ICT를 활용

한 지식생산성을 제고하고 넷째, ICT를 활용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ICT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

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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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스마트 농업,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 

1. 스마트 농업의 개념 

○ 최근 우리농업의 성장을 위해서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1차(작물

생산 및 가축사육 등)×2차(가공·유통)×3차(체험·관광)=6차산업으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농업은 6차산업에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공학기술) 등을 포함하여  

6차+α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함.

○ 농업이 6차+α 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스마트 농업은 IT 기술이 농산업(6차+α)과 융합하여 보다 많

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

- 스마트 농업이 1차, 2차, 3차에 이용되고 더 나아가 BT, ET 등에 이용되

어야 함.

○ 또한 스마트 농업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GIS 및 농촌지역의 정보와 

결합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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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마트 농업 적용 분야

2. 농업·농촌 부문과 스마트 농업의 융합

○ 스마트 농업의 구현으로 생산·유통·소비·농업·농촌 부문에 신성장 동력원을 

창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친 생산성·효율

성·품질 향상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

○ 생산 부문에서는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 생산을 가능

하게 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등으로 스마트 농장이 탄생하고 있음. 각종 어

플리케이션과 실시간 영농정보를 활용한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영농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병해충관리에 관한 정보를 컨설팅 담당자와 농가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는 영농활

동에서 비용절감과 영농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유통 부문에서는 새로운 정보기기를 통해 시장에 직접가지 않고도 안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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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새로운 유통방식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스마트폰

을 통한 스마트 경매가 시작되고, 농산물에 RFID를 장착하여 생산 및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농산물의 유통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GIS를 이용하여 구매시기와 구매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의 유통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임.

○ 소비 부문에 있어서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스마트 소비가 가능해지고, 도농간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짐. 손쉬운 이력추적과 농산물 소비 관련 종합정보제공이 실시간으로 가

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잉여가 발생하게 됨.

○ 농촌 부문에서는 지역의 실제 날씨를 반영한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농촌 관

광정보의 제공이 농업·농촌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GIS를 통

해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농촌 관광 등 수요증대로 지역경

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2-2. 농업·농촌 활동에 스마트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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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농업의 구현,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원 창출 

○ 스마트 농업을 통해 비용절감 방안으로 생산정밀화와 경영선진화가 필요

함. 생산정밀화는 농수축산 현장에 RFID/USN 기술 접목, 최적 생장(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음. 경영

선진화는 생산과정에서 정밀농업(센싱)을 통한 품질의 균일화 및 효율적인 

경영 계획을 활용한 경영비 절감과 영농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음.

○ 스마트 농업의 확대를 통해 소비안전성 및 소비자 잉여를 창출할 수 있음.

유통과정에서 RFID·QR 코드 기반의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 이력관리

를 통한 소비안전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

될 수 있음.

그림 2-3.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 창출

○ 농업·농촌 부문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함. 스마트 농업

이 지역의 부존자원, 지역의 특산물, 지역의 특성 등을 융합시켜 지역의 시

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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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스마트 농림업 생산 부문

1. 스마트 원예

1.1. 개념

○ 원예산업에서 스마트 농업이란 원예 농산물의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원예농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생산 

혁신을 의미함.

- 센서를 활용한 온실 내 자동제어나 원격감지·원격제어, 농작업의 기계화 

등이 원예 산업에서 전형적인 스마트 농업의 유형임.

- 유리 온실 등 대규모 시설이 폭넓게 보급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 해

당 부문에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

- 과거 외국의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것 위주에서 최근 국내 기술을 이용한 

국내 농업 특성에 맞는 스마트 장비들이 개발·보급되고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에서 적절한 수확 후 관리, 저장, 선별, 포장 

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예냉, 큐어링 등의 수확후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농산물의 신선도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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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일 수 있으며, 비파괴선별 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시킬 수 있음.

1.2. 필요성

○ 최적의 원예 농산물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여 원예 농산물의 생산성을 제고

시킬 수 있음.

-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은 농작물의 생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를 조절하여 원예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센서를 활용하여 재배 시설 내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시설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

- 센서를 통해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냉난방기나 시설 개폐 등을 통해 온

도와 습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음.

- 양액재배에서는 양액의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등을 실시간

으로 파악하여 양액의 성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음.

○ 재배 시설의 환경을 원격으로 조절함으로써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완화시

킬 수 있음.

- 센서를 통해 생육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더라도 환경 조절을 위해서는 별

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농업인의 거

주지와 재배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작업 부담이 적지 않음.

- 냉난방기의 가동, 시설 개폐를 통한 가스 농도 조절, 양액 조절 등을 인

터넷 등을 활용하여 원격지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

의 노동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업의 기계화는 농

업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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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농업은 범정부적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파종에서 수확, 보관에 이

르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원예 농산물의 생산

과정은 수작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농작업의 기계화 자체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

분도 있으나 자동제어, 수확 후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

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기반 기술임.

○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직후부터 체계적

인 수확 후 관리가 필요함.

- 농산물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냉, 큐어링, 가스농도관

리2)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센서와 자동제어 장비가 갖추

어진 저장시설이 필요함.

-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당도, 색택, 크기 등 일정한 기준의 농산물을 

선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비파괴검사와 검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등의 정보 기술이 도입되어야 함.

1.3. 국내외 사례

1.3.1. 온실 자동제어

○ 최근 자동제어 설비를 갖춘 온실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 과거 대규모 유리온실에 외국에서 개발된 자동 설비를 외국계 설비업체

를 통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기술로 국내 온실 환

경에 적합한 자동제어 설비가 개발·보급되고 있음.

2) CA(Controlled Atmosphere)라고 하며 에틸렌, 이산화탄소 등 특정 가스 성분의 농도

를 조절하여 저장 중 농산물의 신선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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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 개요

자료: 우성하이텍. <www.wandw.net>.

- 유리온실이나 연동 비닐하우스의 자동제어 천정 개폐 장비는 물론 소규

모 단동 비닐하우스의 측창 자동 개폐 장비도 보급되고 있음.

○ 온실 자동제어에는 각종 센서, 컨트롤러, 동력 개폐기 등이 조합되어 활용

되고 있음.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 가스 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온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타이머를 활용하여 작동 시간을 예약하거나, 비닐하우스 내의 습도가 콘

트롤러에 사전에 입력한 습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개폐기가 작동하여 

비닐하우스 환경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센서, 자동 개폐, 양액 공급, 원격 관리 등이 통합된 복합 제어 장비도 

국산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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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복합환경제어 네트워크

자료: 우성하이텍. <www.wandw.net>.

- 온습도를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냉난방 장치를 자동으로 가동하거나 천

장이나 측창을 자동으로 개폐하여 온습도와 가스농도를 조절하는 설비

도 개발·보급되고 있음.

- 양액재배 시설의 경우 양액 내의 유효 성분 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양액 내 유효 성분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설비도 활용되

고 있음.

-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설 내 환경 변화 정보를 원거리의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보급되고 있음.

○ 온실 자동 제어 장비는 시설 재배 농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농업인의 작업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환경을 자동 제어 장비를 통해 유지함으로써 단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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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 생산 수량을 늘이고, 생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기온 급락에 의한 동해 등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원격지에서 온실 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온실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1.3.2. 환경 감지 통합 센서 장비

○ 노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센서 장

비가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음.

- 온습도, 조도, 바람, 수소이온농도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종합적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패키지가 활용되고 있음.

그림 3-3. 통합 센서 장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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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인터넷망(LTE)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전송

할 수 있음.

○ 노지 재배 환경을 집 등 원격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환경변화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음.

- 온실에 비해 노지 포장은 원격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가에 따

라서는 원격지에 위치한 복수의 포장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직접 포장에 나가지 않고도 포장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관

리 등의 작업을 재배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1.3.3. 비파괴 자동 선별

○ 과실이나 과채류를 크기, 색깔, 당도 등의 품질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서는 비파괴 자동 선별이 필요함.

- 비파괴 자동 선별기는 도입 초기 주로 수입의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비파괴 자동선별기도 보급되고 있음.

- 최근 설립된 과실이나 토마토·참외 등 과채류를 취급하는 산지유통센터

에는 비파괴 자동선별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 비파괴 자동선별기는 선별과정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품

질 기준 따른 정확한 선별이 가능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선별 과정에는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비파괴 자동선별

기를 활용하여 선별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절감시킴으로써 농업 생

산의 규모와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를 가능케 함.

- 비파괴 자동선별기는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당도 등을 기준으로 한 선

별이 가능하며, 색택이나 중량도 수작업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어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23

그림 3-4. 비파괴 자동선별기

○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공동계산의 근거로 

활용되며, 향후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비파괴 자동선별기는 개별 농산물에 대해 중량, 모양, 색택, 당도 등의 

자료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다수의 농가가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하는 경우 출하 농산물에 대한 개별 

자료를 활용하여 품질 등급을 고려한 공동계산이 가능하며, 공동계산에 

대해 농가의 재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출하 농

산물의 물량과 품질에 대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함.

- 농가별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농가 

단위 생산 컨설팅,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음.

1.3.4. 가스 농도 관리

○ 장기간 동안 농산물의 신선도 등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과 동

시에 저장고 내의 가스 농도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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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등의 농산물은 저온저장고 내에서도 호흡 등 대사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수분 감소, 숙성 등을 통해 양적·질적 감모가 발생함.

- 산소 농도가 높으면 농산물의 호흡량이 증가하고, 에틸렌의 농도가 높으

면 농산물의 숙성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산소

와 에틸렌의 농도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함.

○ 저온저장고 내의 가스 농도를 관리하면서 유통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함.

- 산소, 에틸렌,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농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센

서를 설치하여 저온 저장고 내의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함.

- 산소나 에틸렌의 농도가 높으면 이를 선별적으로 흡착하고, 이산화탄소

나 질소를 공급하여 가스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장치가 도

입되어야 함.

- 저장되어 있는 농산물을 출고하면 대기 중의 산소가 저온저장고로 흡입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온저장고 내의 가스 농도를 모니터링하여 농

도를 조절하는 것이 요구됨.

- 저온저장고 내에 산소 농도가 낮으면 사람이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동 제어를 통해 저온저장고 내의 농산물을 반출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

템이 필요함.

○ 외국에서는 사과와 같이 에틸렌의 발생량이 많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가스 

농도 관리 설비를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국내에는 가스농도 관리 설비

의 보급이 보편적이지 못함.

- 또한 자동 제어장치를 활용하여 저온저장고 내의 농산물을 반출하고 실

시간으로 가스 농도를 재조정하는 설비는 국내에 보급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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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가스농도 관리 설비

주: 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스농도 자동제어장치, 가스보관용기, 저온저장고 모니터링 

장비, 저온저장고 자동 반출입 장비.

1.3.5. 식물공장

○ 식물공장은 환경제어와 자동화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이용하

여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시설 내에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시

스템으로 기후와 지역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6

식물공장은 정보기술, 비이오기술, 건축기술, 농업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집

약된 기술의 결정체로 다섯 가지 PLANT로 정리할 수 있음.3)

- Place(장소): 사막, 바다, 극지 등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건설이 

가능하여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Light(빛): 음극선관 형광등, 고압나트륨 등, LED 등의 다양한 광원을 이

용하여 작물의 광합성과 생육을 조절할 수 있음.

- Auto(자동화): 자동화 기술과 로복화 및 원격제어 등을 이용하여 파종부

터 수확까지 자동화가 가능함.

- Nutrient(양분): 식물 생장에 적합한 양분을 공급하여 품질을 높이고 기능 

성분을 강화할 수 있음.

- Temperature(온도): 온도를 조절하여 열대에서 온대까지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생육 속도와 수확기를 조절할 수 있음.

○ 최근 국내외에서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상용화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 식물공장 도입 초기에는 식물공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마케팅과 연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식물공장은 초기 연구 개발 성격의 시범 농장, 지하 경관 조성 등 상업적 

판매를 위한 시도는 미미하였음.

-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식물공장 모델이 개발되고, 식물공장에서 재배된 농

산물의 안전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공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식물공장 설비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

기업에서도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식물공장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3) 김연중, 한혜성. 2013. 3.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과제. 농정포커스 49호.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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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국내 식물공장 사례

자료: 인성테크. <www.citifarm.co.kr>.

○ 식물공장은 농업인보다는 기업에 의해 도입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국내에 도입되는 식물공장은 병원,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이 자신의 

시설 내에 도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식물공장을 활용한 경관 개선이나 친환경 이미지 확산 등이 주된 도입 

목적으로 식물공장을 통한 농산물 생산은 보편화되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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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축산

2.1. 스마트 축산의 필요성

○ 축산 부문은 양돈과 양계, 오리를 중심으로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으며,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타농산물 분야에 비해 자본축적도가 

높음.

○ 이로 인해 규모화와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

고 있어 IT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기술이 매우 발달한 품목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축산은 살아있는 동물을 사육, 도축한 후 축산물을 가공·유통, 소비하

기 때문에 위해요인 등에 대해 매우 취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생수준 

제고 등 식품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이라 할 수 있음.

2.2. 축산의 스마트 기술 적용 현황

○ 축산의 스마트 기술은 크게 사육·생산, 가공·유통, 소비 분야로 나눌 수 있

으며, 각 분야별로 USN 기술과 RFID 기술, GPS, PDA, QR 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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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적용 기술

분야 주요 내용 USN RFID LED 기타

생산

◦ 가축 등록 및 생산 이력관리 ○ ○

◦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 ○ ○

◦ 원격제어 데이터 수집 ○ ○

◦ 자동급이 체계 ○ ○

◦ 자동분뇨처리 체계

◦ 질병관리 체계 ○ ○ GPS

◦ 사육 및 생산 현황 및 공급 예측 ○ ○ GPS

가공

유통

◦ 도축 및 가공 관리 ○ ○

◦ 생산 표준화 ○ ○

◦ 안전성 관리 ○ ○

PDA,

QR

◦ 유통 이력관리 및 유통량 파악 ○ ○

◦ 유통·가공 정보 수집 ○ ○

◦ 가격현황 파악 ○ ○

소비
◦ 식품 안전정보 관리 ○ PDA,

QR◦ 소비 동향 관리

관광등
◦ 축산관광자원 관리 및 체험정보 ○ ○

GPS
◦ WAP 사이트 구축 등 ○

표 3-1. 축산의 유통 단계별 스마트 기술 적용 현황

주: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모든 사물에 RFID를 부착해 인터넷에 연결하여 정

보를 인식,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함.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은 무선주파인식 기술로서 각 주파수 대역별 RF

신호를 사용하여 객체들을 식별하는 비접촉 인식기술임.

LED(Light Emitting Diode)란 갈륨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

도체소자로, 농수산물 관리, 성장 촉진 등을 위한 발광기술임.

2.3. 축산 분야 생산이력시스템

2.3.1. 생산이력시스템 개요

○ 축산 분야 생산이력시스템 가축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

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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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축산 분야 생산이력제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음.

○ 이러한 생산이력 정보들은 축산업이 IT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축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3-7. 축산 분야 생산이력시스템

○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일부 브랜드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다가 2007년 12월 21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

한 법률 이 제정·공포되면서 모든 소와 쇠고기에 적용되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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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랑스 일본

도입시기
2008년 12월 22일

(시범사업: 2004년 10월)

1998년(생산),

2000년(유통)

2003년(생산),

2004 (유통)

실시범위 생산-유통 생산-유통 생산-유통

귀표장착 농가(위탁기관) 농가 농가 및 농협지원

D/B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 D/B없음)

가축개량센터

유통단계표시
내역

개체번호(도축장)
개체 또는 묶음번호
(가공장, 판매장)

개체번호(도축장)
로트번호(판매장)
원산지표시(식당)

개체번호(도축장)
로트번호(판매장,

식당)

정보제공 휴대전화, 인터넷 등
개체번호 미공개

소비자
휴대전화, 인터넷 등

DNA검사 검사표준화 작업 중 없음 전체 도축두수의 1%

-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 시행

-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 시행

○ 돼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

고 있음.

2.3.2. 국가별 쇠고기 이력제 도입 사례

○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쇠고기 이력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프랑스

와 일본임.

표 3-2. 국가별 쇠고기 이력제 비교

○ 일본은 1997년부터 2004년을 목표로 중장기 귀표체계 정비 및 전산화 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2001년 BSE 발생으로 기존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함.

- 2002년 6월 전 두수에 대한 귀표장착 완료

- 소개체식별대장, D/B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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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2월부터 생산단계에서 쇠고기 이력제 시행

- 2004년 12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 시행

○ 프랑스는 1966년 축산진흥법을 제정하고, 가축 개체식별의 필요성을 규정

하였으며, 1969년 동물식별법을 제정함.

- 1998년 농장에서 도축까지 이력제도 의무화

- 2000년 7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제도 도입

- 2005년 1월부터 유통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한 이력제도 도입

○ 호주는 1960년 브루셀라와 우결핵 박멸을 위해 cattle-tracing system을 도입

하였으며, 1996년 소 질병 및 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NVD(출하자증명제)를 

도입함.

- 1998년 농장에서 도축까지 이력제도 의무화

- 1999년 EU 요구에 따라 EU 수출용 소에 우선적용(Victoria주)

- 2004년 모든 주에서 소에 귀표부착 의무화

○ 미국은 2002년 초 생산에서 도축까지의 가축이력제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였

으며, 2004년 7월까지 농장, 도축장, 가공장 등 식별번호를 부여할 계획이었음.

- 2008년 1월까지 농가등록과 가축등록 완료 계획

2.4. 쇠고기 이력제(Beef Traceability)

2.4.1. 쇠고기 이력제 사업추진체계

○ 쇠고기 이력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각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등이 

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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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쇠고기 이력제 사업추진체계

2.4.2. RFID 기반의 소 개체 관리 시스템

○ 소 개체 이력정보관리에 최적화된 RFID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하여 축산 경

영과 개량연구 선진화를 실현하고, 개체 출생신고와 양도·양수 등의 이동 

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가축 통계 및 질병관

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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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RFID 기반의 소 개체 관리 시스템

2.4.3. 스마트 쇠고기 이력제 고도화 구축

○ 현장업무지원 및 방역업무지원을 위하여, 사육→도축→가공→판매 단계별

로 u-IT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시스

템을 구성함.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스마트폰 기반의 현장이력/방역지원업무 시스템 구현

- RFID 기반의 소 개체 관리 시스템 구현(시범사업)

- RF 기반 농장출입관리 시스템 구현(시범사업)

- GIS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쇠고기 이력정보를 활용한 소 수급·정책 활용도 제고 통계시스템 구축

-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확보를 위한 아키텍처(architecture) 재정립 및 

전자정부 표준 기반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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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축산물에서 활용 가능한 개체식별번호체계 및 물류표준코드 개발

- 홈페이지 리뉴얼 및 Open-Api를 통한 이력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2.4.4. 스마트폰을 이용한 쇠고기 이력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무선인터넷 환경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현장 이력업무의 접근성, 효율성, 가독성 및 접근성이 용이한 하이브리드(앱

+웹)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현장이력과 방역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

고함.

그림 3-10. 스마트폰 기반의 쇠고기 이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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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통계시스템 구축

○ 쇠고기이력시스템 구축 사업범위 중 통계분석을 위한 OLAP 업무 및 각종 

보고서 개발에 적용되는 OLAP 솔루션의 성공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한 사

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부문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교육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

을 구축함.

그림 3-11. 통합시스템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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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공급업체 사용농가수 비고

피그플랜 (주)이지팜 520여 농가
․인터넷 웹버전으로 전국 농가 사용 중

․u-IT 사업과 접목한 시범 사업 추진

피그챔프 정P&C 30여 농가

․미국 미네소타에서 개발한 도스버전으로

현재 유지보수가 안됨

․공급업체에서 사업 중단 상태

돈컴 퓨리나사료 120여 농가
․윈도우 PC용으로 농장 간 비교분석이 안됨

․산출 공식 표준화 안됨

돈스 농협중앙회 40여 농가
․입력의 어려움, 산출 공식 표준화 미비

․보고서 기능의 약화로 현재 사용 농가 미비

시바 애니인포넷 60여 농가
․네델란드 제품을 한글화하여 선진에서 사용

․윈도우 PC용으로 농장 간 비교분석이 안됨

표 3-3.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2.5.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Pig Plan)

2.5.1.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은 5개 제품이 있음.

- (주)이지팜에서 운영하는 피그플랜을 사용하는 농가수는 약 520개 농가

로 가장 많으며, 퓨리나사료에서 운영하는 돈컴을 사용하는 농가수가 

120여 농가로 그 다음임.

○ 전산관리를 하는 농가는 전체 22.4%였으며, 5,000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60.9%인 반면, 1,000두 미만의 농가는 14.1%에 그치고 있어 규모가 큰 농가

의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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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피그플랜 개요

○ 피그플랜은 양돈장의 번식돈, 육성돈을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통해 농장의 

사양관리와 질병관리를 지원하며, 농장의 번식성적과 함께 사료업체, 도축

장등 타업체와 연계를 통한 사료거래내역 및 출하내역을 이용해 개별농장

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분석·비교하여 해당 농가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어 검증을 마친 양돈생산 경영관리지원 

통합 시스템임.

2.5.3. 피그플랜 솔루션

○ 피그플랜 종돈장용은 번식돈, 육성돈, 검정돈 등을 관리하고 방역관리 등 

종돈장 전반에 걸친 사양·질병관리와 사료, 약품, 소모품, 보조재료 등 농장

의 거래관리, 종돈의 판매분양관리, 웅돈의 정액채취 및 판매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농장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관리하는 경영관리가 제공되어서 

사료업체, 약품업체, 도축장등 거래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쉬운 경영관

리를 할 수 있음.

- 또한 AI 센터인 경우는 웅돈관리, 정액채취, 검사, 판매관리와 경영관리

가 제공됨.

○ 종돈의 경우 종돈 자신의 성적뿐만 아니라, 가계도를 바탕으로 선대부돈 및 

선대모돈의 추적은 물론 후대 자손들의 성적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

반농장용 피그플랜과 연계되어 후대 자손의 성적추적을 통한 종돈장 및 AI

센터의 종돈 개량 및 크레임 관리가 가능하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 기능을 

통해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자돈등기업무, 육종가 분석기관과 연계한 유전력 

평가 분석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는 종돈장용 생산·경영관리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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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피그플랜 솔루션 개념도

2.5.4. 관리영역

○ 피그플랜은 8개의 서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서브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돌아가도록 되어 있음.

① 기초정보관리

○ 농장정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농장의 주요 설정값들을 관리함. 기

본적인 설정값들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음. 따라서 농장 특성상 추가해야 

할 값들이나 기존 설정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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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피그플랜 관리영역 개념도

② 번식돈관리

○ 농장의 모돈과 웅돈의 전입에서 도태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농장의 생산성을 분석함.

③ 비육돈관리

○ 모돈처럼 개체관리가 어려운 비육돈을 그룹형태로 관리함. 그룹의 생성에서 

도폐사 및 출하 후 종료까지 일련의 작업을 관리하며 비육성적을 분석함.

④ 검정돈관리

○ 분만자돈의 명호등록에서부터 혈통등록과 검정기록을 관리하며 전문기관에

서 받은 육종가분석 파일을 업로드하여 육종가 관련 분석보고서를 출력함.

⑤ 경영분석

○ 월 단위로 생산성적 및 사료, 출하 기타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내 농장의 경

영상태를 분석함. 여기서 관리된 경영자료를 통해 농장 간 비교가 될 수 있음.

⑥ 판매분양관리

○ 거래처관리에서부터 종돈의 판매업무 및 미수금 상환처리까지 관리되며 거

래처별 지역별로 판매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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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I센터관리

○ 정액의 채취업무에서부터 판매업무까지 관리되며 거래처별 지역별 판매현

황 분석이 가능함.

⑧ 농장생산이력관리

○ 종돈의 생산에서부터 종돈의 양돈장으로의 이동을 추적하고 양돈장에서의 

비육돈의 부모정보를 연계하며 출하, 판매시 어느 농장에서 어느 종돈을 통

해 생산된 돈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2.5.5. 피그플랜의 특징 및 장점

○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하고 간편한 입출력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

○ 웹 프로그램의 단점인 속도 문제, 입력과 조회의 분리를 극복

○ 콜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사항 및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

○ 다양한 기간 분석을 통한 보고서 출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 및 그래

프 동시 출력

○ 모든 보고서의 엑셀 변환 및 한글 변환이 가능하므로 2차 가공작업의 편리성

○ 농장의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지원해 농장의 수익개선에 도움

○ 농장 간 비교분석 기능 등 다양한 컨설팅 지원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직접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보고서 마법사를 제공하여 맞춤형 보

고서 출력이 가능

○ 종돈장의 종돈생산에서부터 판매, AI 센터의 정액 채취에서부터 판매까지

의 광범위한 시스템 구현

○ 육종가분석기관과 협력하여 자돈등기에서부터 검정관리 및 육종가 분석 보

고서의 출력이 가능

○ 가계도를 비롯한 후대 모돈의 성적 추적이 가능

○ 종돈 이동관리 및 비육돈 이동등 돼지 이동추적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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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보 내용 정보수요처

전국 양돈 생산현황

분석

․피그플랜 사용농장의 3～12개월 후의 생산량 예측

․이를 이용한 전국 양돈생산추이 예측모형 개발

농식품부, 양돈협회,

농협, 사료회사

출하가격, 판매가격

예측

․피그플랜 사용농장의 출하가격을 이용

․LPC의 과거 출하가격, 유통채널의 과거

판매가격을 이용하여 예측모형 개발

유통회사, 조합

백신, 사료 등 양돈

투입재에 대한 효과

분석

․피그플랜 사용농장의 백신, 사료별 성적 분석

․양돈 생육기간별, 모돈/자돈별 최적 투입재 예측
백신, 사료회사

농장별 기초 컨설팅

정보

․전국 농장 성적 대비 내 농장 성적 변화 추이

(PSY, 비생산일수 등 세부 성적별 비교)

․성적의 변화 요인 모니터링 및 기초진단

농장, 컨설턴트,

사료/백신 회사

농장 시설별 성적

모니터링

․농장시설(돈방, 돈사의 규모, 배치, 급이방식 등)

별 성적 모니터링
시설업체, 조합

생산이력,

유통이력정보

․돈육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니터링

․HACCP 관리를 위한 기반 정보

농장, LPC, 종돈장,

공판장 등

○ 돼지 생산이력관리 기능 제공

2.5.6. 피그플랜을 이용하여 산출 가능한 정보

○ 피그플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양돈 생산현황 분석’,

‘출하가격, 판매가격 예측’, ‘양돈 투입재에 대한 효과 분석’, ‘농장별 컨설

팅’, ‘농장 시설별 성적 모니터링’, ‘생산이력 및 유통이력정보’ 등 새로운 

가치의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예측, 농가 및 사료회사 

컨설팅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3-4. 피그플랜을 이용하여 산출 가능한 가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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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제조사
착유적정
두수

가격(원) 착유형식 구성 유두감지 유두세척

갤럭시
네델란드

Insentec

80～90두

내외

3억 7천

～4억

RMS

(6관절)

분리형(전자모터)

로봇1대+스톨2대

레이저

+카메라

별도

세척컵

드라발
스웨덴

DeLaval

50～60두

내외

3억 5천

～3억 8천

AMS

(4관절)

일체형

(공압실린더)

로봇1대+스톨1대

레이저

+카메라

별도

세척컵

랠리
네델란드

Lely

50～60두

내외

3억

～3억 5천

AMS

(4관절)

일체형

(공압실린더)

로봇1대+스톨1대

레이저

+카메라

롤러

브러시

2.6. 로봇착유기(Automatic Milking System: AMS)

2.6.1. 로봇착유기 운영 현황

○ 로봇착유기라 불리는 자동착유시스템(Automatic Milking System: AMS)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유두세척, 착유, 이송 등이 이루어지는 최첨단 착유시스템

임.

○ 낙농업은 다른 어느 업종에 비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식되어 많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축산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표 3-5. 국내에 도입된 로봇착유기 현황

○ AMS는 최첨단의 착유시스템으로 1990년대 초에 개발된 이래 세계 30여 개

국에서 판매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6,000～18,000대 가량 보급되어 있으

며, 우리나라는 2006년 경기도지역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0년 9월말 현

재 27대가 보급되어 25대가 가동 중에 있음.

○ 국내에서 자체개발한 착유기는 아직 없으며, 네덜란드로부터 2종류, 스웨덴

으로부터 1종류가 수입되어 보급·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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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단 점

◦힘든 육체적 노동에서 해방

◦여유 노동력을 이용한 체험목장 운영 등 고부

가가치 창출

◦착유횟수 증가로 산유량 증가

◦각종 다양한 수집정보의 활용으로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능

◦체세포수 감소에 대한 효과는 감소와 증가 의

견 상존

◦대기장, 착유실 소요면적 적음

◦젖소 생체정보 이용이 가능하여 정밀한 젖소

관리가 가능

◦로봇 1대당 착유우 60두 내외 이용이 가

능하므로 60두 이상 착유시 로봇착유기

추가 설치 필요

◦착유로봇 관리 컴퓨터 능숙 필요

◦값이 비싸서 경제성을 고려 필요

(1대 설치시 3억 5천∼4억 5천만 원)

◦고장 시 신속한 A/S가 지원되지 않을 경

우 유방염 등 피해 우려

◦새로운 목장관리 시스템에 적응기간이 필

요하고 로봇착유기에 적합하지 않은 소들

은 도태 요구

2.6.2. 로봇착유기 효과 및 장단점

○ 로봇착유기는 1회 2회 사람이 직접 착유하는 기존 착유방식(파이프라인, 헤

링본, 텐덤 착유기)에 비해 24시간 착유가 가능하며, 착유횟수를 2∼3회 이

상으로 늘려 산유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무인 자동으로 착유하기 때문에 

착유노동력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로봇착유기를 설치한 농가 중 젖소능력검정을 받은 147두에 대해 로봇착유

기 설치 1년 전 유량(30.4kg/두/일)과 설치 후 1년의 유량(34.3kg/두/일)을 비

교한 결과, 산유량은 3.9kg/일 증가했고, 유지방률, 유단백률에는 차이가 없

었음(정영훈 2009).

표 3-6. 로봇착유기 설치 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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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LY ASTRONAUT 로봇착유기

그림 3-14. 로봇착유기

그림 3-15. 로봇착유기 가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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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덴마크의 양돈농장 관리프로그램(DLBR Svine IT)

2.7.1. 시스템 개요

○ DLBR Svine IT 프로그램은 양돈 농가의 중앙 컴퓨터 서버와 돈사에서 일

하는 직원들의 포켓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그 데이터들로부터 양돈 경영의 미래 예측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돼지의 짝짓기에서부터 임신, 분만, 이유식, 질병 치료,

비육돈 사육, 사료, 출하 등까지 양돈 경영 전반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음.

○ 포켓 컴퓨터 운영을 위한 Microsoft Mobile 5.0 프로그램과 무선네트워크,

PDA, 카메라 등의 장비가 필요함.

○ 덴마크 Svine IT의 기능에는 ‘Mini Pig’, ‘모돈’, ‘사료 최적화’, ‘모돈 분석’,

‘생산 계획’, ‘비육돈’, ‘자돈’, ‘모돈 핵심 관리’, ‘집중포인트 분석’, ‘모돈육

성 및 번식’의 기능이 있음.

2.7.2. Svine IT의 개별적 기능 및 특성

○ 이 프로그램은 위 표와 같이 크게 10개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체적 

기능 및 특성은 아래의 <표 3-7>에 정리돼 있음.

○ 10개의 기능 중 2. 개별돼지 프로그램, 6. 살찌우기 프로그램, 7. 새끼돼지 프

로그램 등의 세 프로그램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10개 중 어떤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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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DRBR Svine 각 개별 모듈의 특성

모듈명 가능작업
상호연관
모듈

1. MiniPig

․짝짓기, 임신, 분만, 이유식, 약물 소비량, 면역 조치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입력 및 분석 조회(사양관리 자료입력 및 조
회를 위한 PDA용 프로그램)

2, 4, 6

2. 모돈

․모돈사 내의 각종 변화 기록 및 통제목록 작성
․생산보고서 출력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향후 6개월 간 최저 생산량 예측

3, 4, 5

3. 사료 최적화

․최상의 배합비율 제시
․사료 재고량을 고려한 사료 배합비 최적화
․추가 작물 구입량 정보 제공
․연말까지의 총 사료 소비량 정보 제공
․새로운 사료제품에 대한 평가

4, 5, 6, 7

4. 모돈 분석

․암퇘지 무리의 행동 분석 및 예측
․차트보드 등 시각화된 자료 작성
․새끼돼지 격리 상태 보고 및 번식 분석
․일자별 사료 낭비도 분석 및 도태 전략

5. 생산 계획

․생산수준의 변화와 소득의 상관관계를 분석
․사료 비용의 변화로 인한 결과 보고
․농가경영관리 프로그램의 예산분석 결과에 따른 생산계획 제공

3, 6, 7

6. 비육돈

․전입일자/전출일자 등록 및 일자 별 성장 정도 확인
․돈사 문제점 분석 및 생산보고서 출력 및 도축업자 정보 검색
․돼지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5

7. 자돈

․전입일자/전출일자 등록 및 일자별 성장 정도 확인
․돈사 문제점 분석 및 생산보고서 출력
․계산된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 표현 가능
․돼지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5

8. 모돈 핵심

관리

․개별 돼지들의 정보를 데이터은행에 저장
․인덱스를 통해 내 정보 목록 출력

4

9. 집중포인트

분석

․생산지수 계산, 일자별 생산증가량 확인
․타농장과 비교한 내 농장 성적 지표 비교
․동일한 비용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올릴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일한 사료비용으로 생산한계량 예측

4, 6

10. 모돈육성

및 번식

․데이터 은행에 저장하기 전 데이터의 정당성 확인
․돼지 판매에 관한 출산 정보 출력
․출산 정보와 함께 자동적으로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수집
․돼지 수매가격 계산

2, 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차세대 농림수산식품정책 IT 융합 마스터플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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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 기능 외에도 10개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욱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음. 예를 들어 3. 사료의 최적화 프로

그램은 4, 5, 6, 7번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해 돼지 무리의 현재 특성 분석,

생산계획에서 사료의 분배, 새끼돼지 프로그램과 살찌우기 프로그램에서 

사료배합량 조절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있음.

2.8. 덴마크의 낙농 관리프로그램(DLBR Kvæg IT)

○ DLBR Kvæg IT 프로그램은 낙농가의 중앙 컴퓨터 서버와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포켓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하

고 그 데이터들로부터 축산 경영의 미래 예측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

램임.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의 짝짓기에서부터 임신, 분만, 이유식, 질병 치료, 착

유, 집유, 사료, 출하 등까지 축산 경영 전반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음.

○ 포켓 컴퓨터 운영을 위한 Microsoft Mobile 5.0 프로그램과 무선네트워크,

PDA, 카메라 등의 장비가 필요함.

○ DLBR Kvæg IT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으로는 ‘DMS(낙농가 관리 시스템)’,

‘개체 등록’, ‘사료 체크’, ‘개체 등록(Tablet PC용)’, ‘Single Cow(Mobile 등

록 및 관리 프로그램)’, ‘표준 사료량 통제’, ‘성적 체크’, ‘생산 분석표’, ‘생

산 제어’, ‘Web용 보고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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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DLBR Kvæg IT 각 개별 모듈의 특성

모듈명 가능작업
상호연관
모듈

1. DMS

(낙농가 관리

시스템)

․사료관리(사료제어, 사료계획, 식단관리)

․생산제어(생산예측, 생산비분석, 생산량 및 수익 등 예산분석)
6, 9

2. 개체등록

․등록작업 (번식, 매출량, 분만, 양/염소 이동, 건강관련 의무기

입 항목)

․정보확인 (통제리스트, 사료, 회계 정보)

․예약작업 (귀부착 테그, 개체건강정보)

5

3. 사료 체크

․소사료 배급량 계산기

․현재의 사료 배삽의 정상 유무 판독

․사료, 미네랄 내의 섬유질 정보제공

․개체 및 그룹별 식단 계획표 출력

․익월 예상 소비량 예측

4. 개체 등록

(Table1 용)
․② 개체 등록 기능을 Tablet PC로 가능하게 함 2

5. Single

Cow(Mobile

등록 및 관리

프로그램)

․② 개체 등록 기능과 호환됨

․등록 (건강관련 의무기입 항목, 번식, 거래)

․통제리스트 (예상 분만, 미분만소, 회전내 개체 등)

․개체 검색 (이력, 육성 및 분만정보, 육성 및 번식 정보, 분만정

보, 건강정보)

2

6. 표준 사료량

통제

․① DMS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기능임

․사료 분석, 통제, 계획

․사료 등록, 원료분석, 표준비율제공

7. 성적 체크

․국내 top 10위권 농장의 생산관련 지표와 비교

․농장성적과 비료를 통한 생산량 개선 포인트 분석

․생산결과 정밀 분석

․유사한 환경의 농장들과 내농장의 재무성적 비교

8. 생산 분석표

․분기내 생산량 분석

․생산비 예산 대비 생산량 분석

․사료 소비 분석

9. 생산 제어

․① DMS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기능임

․사료비 계산

․생산비 계산

․생산량 예측

10. Web용

보고서

․Web상에서 통계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능

․보고서 제공 (매출량, 양/염소 이동, 분만 정보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차세대 농림수산식품정책 IT 융합 마스터플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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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BR Kvæg IT의 개별적 기능 및 특성

- 이 프로그램은 위 표와 같이 크게 10개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체

적 기능 및 특성은 다음의 표에 정리돼 있음.

- 10개의 기능 중 2. 개별돼지 프로그램, 6. 살찌우기 프로그램, 7. 새끼돼

지 프로그램 등의 세 프로그램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10개 중 어

떤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설

계돼 있음.

- 개별적 기능 외에도 10개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음. 예를 들어 3. 사료의 최적화 

프로그램은 4, 5, 6, 7번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해 돼지 무리의 현재 특성 

분석, 생산계획에서 사료의 분배, 새끼돼지 프로그램과 살찌우기 프로그

램에서 사료배합량 조절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있음.

2.9. 일본의 스마트축산 사례

○ 일본의 축산분야 스마트기술은 크게 생력화,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

대, 안정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 일본은 생력화를 위한 사례는 이와테지역의 마츠바라 목장이 착유로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체를 관리하고 있음.

- 편리성 도모를 위한 사례로 홋카이도의 “외양간 원격 검사 서비스”가 있

으며, 미야기의 “발정 발견 시스템”이 있음.

- 수익향상을 위한 사례로 홋카이도는 “젖소 사육관리 시스템”을 이와테는 

“신지직송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고시마에서는 분만 소식 센서를 이용한 사육관리 

및 생력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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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사 례 추진주체 지역

생력화
착유로봇의 도입에 의한 작업의 생력화와 개체관

리의 철저(착유로봇 시스템)
마츠바라 목장 이와테

편리성 도모

전원지역 멀티미디어 모델 정비사업 중 외양간 원

격 검사 서비스
니시오콧페 무라 홋카이도

발정 발견 장치 牛步(우보) 를 사용 수태율의 향

상을 도모함(발정 발견 시스템)
이시카와 시키 미야기

수익향상

젖소의 자동먹이 수입장치를 연동시켜 정밀 개체

관리 실현(젖소 사육관리 시스템)
(주)기타하라전목 홋카이도

IT를 활용한 산지직송 활성화 프로젝트(산지직송

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와테 대학

소프트웨어

정보학부

이와테

안정성 확보
감시 카메라와 분만 소식 센서로 사육관리의 생력

화와 정신적 부담 경감을 실현
히라축산 가고시마

표 3-9. 일본의 스마트 축산 사례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1).

3. 스마트 임업

3.1. 개념과 필요성

3.3.1. 개념

○ 스마트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관해 말할 때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임. 특히, 지금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로 대

량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함.

- 스마트폰과 같은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형 기기가 

보급되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언제 어디

에서든 정보의 활용과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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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정보이용과 소통 방식을 크게 변화시

켰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산림경영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산림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산림의 특성을 

나타내는 많은 도면이 디지털화되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실시

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또, 이러한 정보들을 스마

트폰과 같은 소형기기에서 열람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측정하고 수기로 기록하고 계산하던 산림자원

조사도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적은 인력으로 쉽게 

계산하게 되었음.

- 숲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들에 대한 방대한 정보도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

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교육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

-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으로 임업 생산과 소비에서 나타나는 변화

를 스마트 임업이라 할 수 있음.

3.3.2. 임업에서 스마트 도입의 필요성

○ 임업은 산지를 대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를 생산하는 산

업이며, 의미를 확대한다면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맑은 공기와 물을 생산하

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임업은 빈약한 산림자원과 경사가 급한 지형 등으로 산림경영

의 장애요인이 많아 경제성 있는 임업이 실현되지 못한 실정임. 이는 산지 

접근성이 쉽지 않고 인력 의존이 높아 생산비가 높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경제성 있는 임업의 실현을 위해 접근성의 장애를 극복하

고 인력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대형 장비 접근이 어

려워 산림작업의 많은 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게 되고 여러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여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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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개발된 소형화된 정보통신의 활용은 단순복잡한 작업의 효율을 높

이고 작업단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임업의 생산비 절

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사결정에서 스마트 기술의 활용은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임. 산지에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토양과 기

후조건, 식물의 생물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 하기 때문임.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상도와 토양 DB, 식물자원 정보

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적지적수를 식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할 것임.

○ 산림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생산에서 제약이 

많음. 목재생산을 우선시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거나 산림경관을 

헤쳐서는 안 되기 때문임. 이러한 염려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

림경영에 대한 기준과 지표가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목재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소비자에게 선택

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배경에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3.2. 국내외 사례

3.2.1. 우리나라 산림공간정보 시스템

○ 산림공간정보 시스템은 산림과 관련된 각종 위치와 속성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하고, 이를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소프

트웨어·하드웨어 및 인적자원의 통합적인 시스템임. 구체적으로 토양, 임상,

표고 등 산림의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과 산림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체계를 의미함.

- 세부적으로 산지정보시스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산불위험예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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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가로수관리시스템, 산림항공검색시스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산지정보시스템

○ 산지정보종합프로그램은 산림기본 5개 주제도를 중심으로 산림자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실무에 필요한 각종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개발되었음. 여기에는 수치지도 및 주제도 관리시스템(구축, 조회, 편집 

등)기능과 사용자와 관리자형 DBMS를 포함하고 있음.

나.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은 국유림 경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에 관련

된 과거의 대장자료를 전산화하고 국유림 임소반도를 기준으로 공간정보와 

대장자료의 속성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임.

- 이 시스템은 10년 단위로 수립·실행되는 국유림 경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적의 관리를 지원함.

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

○ 웹기반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GIS를 이용하여 전국 각 지역별 지형조건,

산림의 상황과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온도, 습도, 풍속 등 기상조건을 실시

간으로 분석하여 산불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예측하는 시스템임. 분석 결과

에 따라 4가지 등급의 경보 기준을 예보함.

라. 가로수관리시스템

○ 가로수 조성·관리 자료는 각 지자체별로 대장을 작성하거나 도로관리시스템

상의 기초 데이터 일부에 불과하여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관리 및 관련 계

획수립에 활용되지 못하였음. 가로수 관리시스템은 전국 가로수에 대한 표

준화된 정보를 통합하여 중앙부서 차원에서는 전국 가로수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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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림항공사진 검색시스템

○ 산림항공사진 검색시스템은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촬영한 흑백항공사진을 스캔하여 정사보정과 보안처

리를 거쳐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인터넷과 인트라넷 환경에서 산림 관련 벡

터 주제도(임상도, 산림입지도 등)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웹 

지리정보시스템임.

- 이는 3만 8,312매의 낱장항공사진(1:15,000축척)과 697매의 정사항공사

진(지형기복의 왜곡을 보정한 항공사진, 1:25,000축척)으로 구성되어 

있음.

바.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 산사태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사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

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임.

-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예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

사태위험지 분포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위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대책 

수립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3.2.2. 산림 홍보용 공개 앱

그림 3-16. 산림 홍보용 공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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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앱도 여럿 개발되어 있는데 주로 산림휴양과 문

화,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가. 숲에On 등산로

○ 우리나라 100대 산에 대한 등산로 및 주변정보를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

실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등산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SNS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나. 숲에On 숲길

○ 지리산 둘레길과 제주도 사려니길의 트래킹 코스 및 주변정보를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음.

다. 자연휴양림·수목원

○ 산림, 휴양, 교육 및 산림문화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

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숲 속의 휴식공간인 국립자연

휴양림을 소개하고 있음.

라. 산불신고

○ 산림청이 제공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산불신고 서비스이며 산불 현장의 사

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산림청 상황실에서 바로 산불신고를 접수함.

- 산불발생에 대한 감시의 눈을 확대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에 내장된 위

치정보 기능을 이용하면 산불 발생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산불을 조

기 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마. 국립수목원 생물자원정보 코드리더

○ 국립수목원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생물자원정보를 2

차원 바코드로 구축하여 웹에 있는 정보를 인터넷 접속 없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투폰(Web-To-Phone) 서비스 제공 앱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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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관람객들이 식물 바로 옆에 설치된 보이스아이

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정보가 스마트폰에 나타나고 저장되어 언제 어디

에서든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무선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

트폰의 무선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3.2.3. 산림 현장용 앱

가. 목재 검척

○ 목재 검척은 목재를 판매하기 위해 목재를 측정하는 것을 말함. 기존에는 

2인 1조로 목재를 측정하고, 측정 내용을 종이에 수기로 기록한 후 다시 사

무실로 돌아와 엑셀로 옮겨 계산하였음.

- 이 과정에서 오입력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전체 재적이 틀리게 계

산되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음.

○ 산림청은 스마트 검척 앱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수확한 목재의 사진을 촬영

하고 사진을 PC로 옮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확목재의 재적을 계

산하는 것임. 이를 통해 작업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전사고를 피

할 수 있음.

나. 전자야장

○ 전자야장은 말 그대로 전자로 된 야장임. 현장에서 조사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계산, 전송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데 기존의 종이 야장을 

디지털화하고 계산기 기능을 접목시켜 놓은 것임.

- 이중 입력과정을 없애 정확성을 높이고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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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외국의 산림관련 App

가. ForestXplorer

○ 이 앱은 영국 잉글랜드 임업위원회 임지에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것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함. 트레일 지도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숲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수목의 이름과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이용자는 수목의 종류 또는 잎과 수피의 특징으로 검색할 수 있음.

나. 산림조사 앱

○ 일본 후쿠시마 현에 있는 Taakkumn은 산림조사용 앱을 개발하였음.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는 iHypsometer, 흉고단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iBitterlich

임. 이 앱을 이용하면 숲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수고와 흉고단면적을 계측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림자원량을 측정할 수 있음.

다. Forst4Q

○ 수확한 목재의 검척자료를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패드에 저장할 수 있는 어

플리케이션임.

라. Holzrechner

○ 수종의 직경과 길이를 측정하여 목재의 재적과 무게를 계산해 주는 앱으로

서 스마트 윤척이라 할 수 있음.

마. 불법벌목 감시 앱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열대우림 보호 비영리단체인 열대우림 커넥션

(Rainforest Connection)은 불법벌목 감시에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고안하였음. 스마트폰이 기계톱소리를 감지하면 내장 앱이 자동으로 감시 

당국에 해당 위치를 전송하는 것이며, 스마트폰 한 대는 지름 500m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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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할 수 있다고 함.

○ 열대우림 보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인력으로 광대한 밀림을 감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벌목의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을 뿐

이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함.

- 열대우림 커넥션은 스마트폰에 태양전지를 달아 배터리 충전 없이 항상 

작동하도록 하였음.

ForestXplorer iHypsometer Forst4Q Holzrechner

그림 3-17. 산림 관련 스마트폰 앱

3.2.5. 목재이력관리 시스템

○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를 근절하고 합법목재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수정 레이시법과 유럽의 목재규제

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서 생산된 목재가 시

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목재이력관리 시스

템이 필요함. 정보통신 기술은 목재의 이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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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일본 임야청은 불법벌채 방지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동으

로 숲에 남겨진 근주와 원목에 부착된 2차원 바코드를 조회하여 각 유통과

정에서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벌채지에서 이송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원목의 이

력서류 위조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에 비해 위조하기 어려운 바코

드를 사용하여 국제시장에 불법벌채 목재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음. 이 시

스템에서는 벌채지와 수종 등을 현장에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명함크기 

라벨에 프린터로 바코드를 인쇄하여 근주와 원목 1본 마다에 붙이는데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관리전표를 인쇄할 수 있는 기능도 전용 소프트

웨어에 포함되어 있음.

- 유통과정에서 관청과 거래소가 휴대폰 카메라로 벌채정보를 체크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서 출하관리도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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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스마트 유통·경영·자원 부문

1. 스마트 유통

1.1. 개념

○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다

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 부문의 혁신도 넓은 의미에서 스마

트 농업에 포함됨.

- 바코드·QR코드와 같은 광학인식기술,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등은 

이미 농산물 유통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하지만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자동분류기

(digital sorter), 자동저장반출장비(Automated Storage and Retrieving

System: ASRS) 등 공산품 유통에서는 폭넓게 보급되고 있는 유통 체계

가 농산물 유통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농산물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공산품에서 적용 용이한 기술이 농산물에 적

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농산물은 부패가 용이하고, 작은 충격에도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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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술 도입에 제약이 존재함.

- 농산물은 중량이나 부피에 비해 단가가 낮아 공산품에서는 효율성이 검

증된 시스템도 농산물 유통에는 타당성이 낮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음.

1.2. 필요성

○ 공산품 유통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선진적인 스마트 유통 시스템을 농산물 

유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

- 공산품 부문에서 유통기술은 재고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 유통 속도 개

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기술은 농산물 유통

에도 필요함.

- 공산품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진적인 유통 시스템을 농산물 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제고,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농산물 유통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농산물 유통 경로의 다각화

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는 비교적 보편화되고 있

음. 온라인 몰을 통한 농산물의 거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오픈 마켓4)(Open Market) 부문에서 농산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B2C) 거래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기업 간 거래

(B2B) 거래도 시도되고 있음.

4)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호 거래하는 인터넷 몰로 일반

적으로 오픈마켓의 개설자는 거래를 단순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판매자와 구

매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상품에 대한 품질관리나 가격 책정, 배송 등의 제반 거

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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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기 기반의 사회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농산물 마케팅에 접목시켜 농산물 마케팅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음.

- 농산물은 경험재5)(experience goods)의 일종으로 생산자와의 소통,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음.

- SNS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소비자-생산자 직거래, 공동구매 

등 다각적인 농산물 유통 경로의 창출이 가능함.

- SNS는 대중매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인의 활용이 용이한 소

통수단이며,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농산물 마케팅과 접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음.

1.3. 국내외 사례

1.3.1. 공급사슬관리 정보시스템

○ 공급사슬관리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반 유통과정을 정보시스

템으로 연결하여 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는 경영 방식으로 공

산품의 유통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음.

- 바코드 인식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매출자료(Point

Of Sale: POS)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물류센터로 집계되고, 이 정보는 

다시 공급업체에게 전달되어 생산과 유통, 소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체계가 공급사슬관리체계임.

5) 경험재란 소비한 후에 비로소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

며, 상품의 명세만으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탐색재(search goods)의 상대 

개념이다. 상품의 제조 과정, 생산자, 상품 구매자의 상품평 등이 경험재의 의사결

정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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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공급사슬관리 체계

- 공산품은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인 원재료 공급단계에서부터 공급사슬

관리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음.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은 소매점과 물류센터 사이

에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거래 관행 등의 제약 요인 때문에 공급사슬관리체계

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매시장의 보편적인 거래방식인 경매는 거래 성사 이후에야 비로소 출

하자와 구매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유통정보를 공유해야 하

는 공급사슬관리체계의 도입이 불가능함.

- 또한 도매시장이나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보유

하고 있는 농산물 정보를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에 대한 정보를 산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

지 않음.

○ 농업 선진국의 경우 생산자조직이 패킹하우스와 공판장을 연계한 정보시스

템을 구축하여 산지유통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음.

- 프랑스 브레따뉴 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은 5개의 조합공판장과 조합 보유 

선과장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하고 있음.

- 브레따뉴 지역에는 30개의 협동조합과 연계된 선과장이 있으며, 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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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관되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정보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으로 집계됨.

- 선과장은 EU 등급 표준에 따라 extra, first, second 등 3개 등급으로 선별

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브레따뉴 지역에는 5개의 농협 공판장이 있으며 5개의 공판장은 정보시

스템으로 연계되어 구매자는 특정 공판장의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30여

개 선과장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구매가 가능함.

- 공판장은 전자경매 방식으로 농산물 거래를 성사시키며, 농산물은 선과

장에 보관된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거래가 성사됨.

- 구매자는 구매 결정 이후 선과장과 연락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포장을 의

뢰할 수 있어 산지유통 과정의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 농산물이 선과장의 저온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진열하지 않고 서류로만 

거래가 성사되므로 진열에 필요한 노동력 절감, 진열 시 발생하는 농산

물의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음. 구매자가 구매 후 자신이 필요한 방식

으로 포장할 수 있어 선별·포장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품목별 품질정보 자료 경매모습

그림 4-2. 브레따뉴 지역 협동조합공판장의 전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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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과정의 일부분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사례는 국내에도 존재함.

-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기지역 각 학교의 친환경농산물 주문

정보와 물류센터 입고정보, 배송차량 배송정보 등을 모바일로 모니터링

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생산자가 직접 매장에 농산물을 진열하고 농협이 판매를 대행하는 방식

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완주 용진 농협은 매장 재고를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생산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생산자는 자신의 매대의 농산물 판매 상황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산물이 부족한 경우 신규 공급하거나 농산물 

판매가 부진한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그림 4-3. 완주 용진농협 실시간 매장재고 확인 서비스

* 자료: 안재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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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거래 주체에 따라 기업 간 거래(B2B),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소비자 간 거래(C2C) 등으로 구

분되며, 농산물의 거래는 B2C 또는 C2C 유형의 비중이 높음.

- 식품회사나 유통회사가 자신이 확보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의 거래를 농산물 B2C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 몰을 통해서 거

래가 이루어짐.

- 개별 농가는 기업보다는 농업인으로서 개인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농가

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B2C 거래보다는 C2C에 가까우며, 농가(farmer)라

는 점을 강조하여 F2C 거래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 농가의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농가와 소비자 간 

거래로 볼 수 있음.

그림 4-4. 전자상거래 유형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농산물의 기업 간 거

래(B2B)도 이루어지고 있음.

- 농산물은 대면(face to face) 거래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 기업 간 거

래의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대규모 유통기업의 성장, 학교급식의 투명성 

제고 등의 영향으로 기업 간 거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사이버거래소는 일선 학교가 구매자로 참여하고, 급식 공급업체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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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참여하는 학교급식 전자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급식 부문의 

기업 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림 4-5.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자료: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www.eat.co.kr>.

○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도 다각적으

로 시도되고 있음.

- 스마트폰의 편리한 촬영, 사진 공유 기능 등을 활용하여 생산 관련 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그룹 내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 ‘얼숲두레’와 같이 농산물 직거래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

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상거래와 연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생산자나 상품에 대한 소

개를 하는 등 기존의 인터넷 상거래를 활용면서도 SNS를 통해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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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를 높이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음.

- 휴대폰을 통해 거래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활용해 공동구매 등 거래

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한 상거래와

는 차별화된 영역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모바일 게임과 농산물 공급을 연계하는 유형의 전자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음.

- 모바일 게임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수도 있으며, 게임 이용

자에게 실제 농산물을 배송해주는 등 게임과 전자거래를 접목시킨 농산

물 마케팅도 시도되고 있음.

그림 4-6. 게임과 접목한 농산물 전자거래

1.3.3. 물류자동화

○ 바코드(bar code)는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자

리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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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과 물류 단계별로 상품의 정보를 인식하는 수단

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바코드임.

- 최근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QR(Quick Response) 코드도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물류 과정에서 상품 정보를 인식하는 가장 보편적

인 방식은 바코드임.

- 바코드는 바코드 리더기로 한 번에 하나의 코드만 식별할 수 있어 상품

의 입고 과정에서 병목 현상일 발생할 수 있음.

- 짧은 시간에 대량 상품의 입출고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ion) 방식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경제성이 낮아 

보편화되고 있지 못함. RFID는 상품에 RFID 칩을 부착하고 인식장비가 

RFID 칩과 무선근거리 통신을 통해 상품의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임.

그림 4-7. RFID 인식 장비

○ 바코드 인식을 통해 품목별 입고량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상품을 저장하거나, 크로스도킹(Cross Docking)6)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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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서 하차하는 즉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물류센터에 자동으로 입

고되며, 입고 과정에서 센서를 통해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4-8. 입고 자동화

○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은 사전 계획에 의해 상품이 배송될 점포 별로 자동

분류기(digital sorter)에 의해 분류됨.

- 상품이 입고되면 자동분류기를 지나면서 상품 종류를 인식하고, 사전 계획에 

의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배송처별로 배송 수량만큼씩 자동으로 분류됨.

- 다양한 상품들이 자동분류기를 거치면서 배송처별로 분류되면 팔렛트에 

적재하여 상차하는 작업이 진행됨.

6) 상품을 물류센터에 저장하지 않고, 상품 입고 즉시 배송처별로 분류하여 출고하는 

물류방식을 크로스도킹이라 하며 물류 속도를 높이고 재고 비용을 절감시켜 물류효

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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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크로스도킹 물류 과정

○ 판매점에서 물류센터로 발주가 이루어지면, 발주량을 취합하여 생산자에게 

입고 요청을 하고, 입고가 되면 신속하게 판매점별로 상품을 분류하여 배송

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소매점 체인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형 물류센터는 대부분 자동 입고와 자

동 분류기를 갖추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물류의 흐름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수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노동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

업차원에서 물류 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음.

○ 가공식품 부분에서는 물류자동화가 폭넓게 도입되고 있으나 1차 농산물에

는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음.

- 포장 돈육과 같이 포장이 규격화되어 있고 물류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 

파손될 우려가 적은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물류자동화가 용이함.

- 하지만 박스 포장이 어렵고, 충격에 약한 농산물은 자동분류기를 통과하

면 상품이 충격에 의해 손상될 수 있음.

- 농산물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농산물 물류는 정보화·자동화를 통한 물류 

구조 개선이 폭넓게 추진되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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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농업경영

2.1. 개념

○ 최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에 따라 새로운 소통과 정보획득 방법, 첨단 기

술 등을 통해 기존의 농업 전반에 변화가 시작되면서 스마트 농업으로 진화

하고 있음(김상철 등 2011).

- 생산 분야에서는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 

농작업이 가능함.

- 유통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IPTV 등의 정보기기로 시장에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4-10. 스마트 농업의 개념

자료: 김상철 등(2011).

○ 스마트폰의 보급확대와 함께 생겨나기 시작한 스마트 농업의 개념은  IT 융

합기술을 농업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농업 분야 정보화사업인 u-Farm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u-Farm은 농가소득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 u-IT (RFID, USN, 기타 전자·통신 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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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마트 농업은 최근 농식품 분야 정보화정책의 주요 추진전략이 되고 

있는 농식품 IT 융합과 유사한 개념을 지니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목표로서 농식품 IT 융합의 개념은 농수축산물

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IT 융합 기술 등이 활용되고 원활한 정보유

통으로 생산정밀화·유통지능화·경영효율화·소비안전화를 추구하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2012).

그림 4-11. 농식품 IT 융합의 개념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

○ 이와 같은 스마트 농업 개념의 틀 속에서 스마트 농업경영의 개념은 농업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등 농업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ICT 시스

템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어디에서나,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의 통합 및 표준화, ICT 융복

합 기술 개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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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필요성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제 간 경쟁의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IT 융합 기술 활용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IT, BT, NT 등 기술 간 융합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IT 산업과의 융합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IT 융합이 확산되고 있음.

- 국내 IT 산업의 발전으로 농업생산, 가공, 유통 분야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체계적 생산 및 활용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IT 융합기술 개발은 시설원예, 식물공장, 융합서비스,

표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 분야/생산 분야/유통 

분야 등에 걸쳐서 폭넓게 진화되고 있음.

- 그러나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농업 분야는 IT 융합 원천기술 개발부터 검

증·확산까지 총괄하는 기획 및 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아직 초기단계 수

준에 머물고 있음.

- 관련 인프라와 연계된 기술은 이미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품질보증 및 체계화, 관리 및 운영능력, 컨텐

츠 등이 부족함.

- 따라서 농업 분야의 IT 융합 신기술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성공모델의 발굴 확대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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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사업명 적용기술 개요

국립

수의

과학

검역원

수입 쇠고기 추적

서비스

Ÿ 수입쇠고기의 주요유통프로세스(검역시행장,
가공업체 및 판매업체)에 RFID 기술을 적용

하여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정보를 검역원

및 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

동부

정보기술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USN 기반의

재배환경 모니터링

Ÿ 최적의 농작물 재배환경 관리를 위해 온도, 습
도,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농작물 생장에 필요

한 데이터 수집 및 재배환경 제어

표 4-1. 농업분야별 IT 적용 기술

구 분 적용 기술

생산/경영관리

USN, RFID, CCTV, 센싱, 제어(기상관련 알림서비스, 시기알림,

실내환경센서, 기상관측장비, 시설제어, 에너지제어, 리모트센싱, 기

상재해, 자동온도 감지), 농업경영관리시스템(ERP)

유통/물류관리 GPS, RFID , GIS, QR코드

마케팅, 판매, 소비
QR코드, DW, 모바일 웹, SNS, 쇼셜커머스, SNS, LBS, CRM 및

개인화

시스템 통합

시스템 연계 표준화(웹서비스, 표준화프로토콜 정의, 연계 API),

지식 DB, 표준 프로토콜(센서: 온도, 습도, 조도, CO2, 강우, 일사,

EC센서등, 도난감지등), 오픈 API, 프로파일링, 통신 송수신 프로

토콜 RS485/USN/CAN

교육/기타 스마트그리드, IPTV

2.3. 농업분야 IT기술 적용 사례7)

○ 2004년부터 시작된 u-farm 사업의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의 IT기

술 적용사례를 정리하였음.

표 4-2. u-Farm 사업 개요

7) 농식품정보과학회(2010)에서 실시한 ‘농수축산분야 u-IT사업 확대방안’ 연구의 일부

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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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사업명 적용기술 개요

강원도
대관령 한우 RFID

시스템

Ÿ 국내산 한우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단계에
RFID 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산이력정보 관리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자동화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생산이력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

제주도

USN 기반의 제주

연안 해양환경 정보
수집 시스템

Ÿ 제주 연안의 해양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
집·가공·분석하기 위해 용존산소량, 온도, pH

센서를 설치하여 기상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
환경 변화 모니터링

한국식품

공업협회

식품안전정보관리
공통시스템

구축

Ÿ 식품 원부자재 및 완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
해, 생산 및 물류, 유통 등 전 과정을 추적·관

리할 수 있는 RFID 기반의 식품안전정보관리
공통시스템 구축

제주도
양식지능화시스템
(u-Fish Farm) 개발

Ÿ USN 기반의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 및 RFID
기반의 먹이공급체계, 생산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

현대정보
(강원도)

USN기반의 식수원
관리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Ÿ 수질모니터링에 적합한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센
서너테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USN 기반의
수질모니터링 서비스의 검증 및 구축기술, 운

영 노하우등의 핵심기술을 확보

하동군
(투윈스컴)

u-IT 신기술 융복

합을 통한 녹차 웰
빙 밸리 통합시스템

구축

Ÿ 고품질 녹차 생산을 위해 온·습도, 엽온 센서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생장환경을 유지하고,
녹차 상품 이력정보 제공

경상북도

(인트모아)

u-IT 기반의 농산

물 관리체계 실용화
구현

Ÿ 사과/포도 과수원에 설치된 온·습도, 강우 센
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냉해를 비롯
한 각종 재해에 대비

고흥군
(포인트
아이)

u-IT 기반의 고흥
친환경 특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Ÿ 친환경특산물(참다래, 유자, 부지화) 재배 온실
의 기상, 토양 데이터를 수집하여 온실 환경
원격 제어

제주도

(아시아나
IDT)

u-IT 신기술 기반

의 양돈 HACCP 시
스템 구축

Ÿ 돈사 내부의 온·습도, 암모니아 등을 모니터링
하여 돈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생산～판매
전 과정에 생산이력추적

강원도

(동부C&I)

u-IT 신기술 기반

의 백두대간 농특산

물 생산 유통지원시

스템 구축

Ÿ 고랭지 채소 작황조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RFID를 적

용한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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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사업명 적용기술 개요

진천군

(이지팜)

u-IT를 활용한

u-포크 안전·안심

시스템 구축

Ÿ 돼지 귀와 사료 급이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하
여 사료 섭취량과 체중을 모니터링하고, 질병

을 사전에 발견하여 대응

경기도

RFID기반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Ÿ GAP 및 이력추적등록을 통해 마케팅 기반을
확보하고 RFID 정보기술을 이용한 RPC 업무

의 개선과 쌀 이력 추적제를 통한 공동브랜드

홍보에 기여

경상남도

u-IT를 활용한

u-포크 균일돈

성장관리 시스템

Ÿ USN 및 CCTV를 활용하여 돼지 축사의 온도,
습도, 이상화탄소, 산소농도 및 돈사상황을 모

니터링 하고 환풍기 제어를 통해 최적의 돈사

환경을 조성하여 RFID 기술을 활용하여 돼지

개체의 사료, 음수, 체중을 관리하여 돼지 성장

관리 및 질병예찰

전라남도

IT원예시설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Ÿ 최첨단 u-IT 기술 도입으로 원예 농가 노동생산
성 및 원예 품질 등급 향상 기여하며 생산 원가

절감, 원예류 품질 신뢰성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함

경기도

u-명품 브랜드

G마크 머쉬하트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Ÿ 버섯의 생산, 유통, 판매 관리프로세스 전과정
에 u-IT 신기술 적용하여 버섯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기반 마련

제주

특별자치도

청정 제주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Ÿ 양식 어장에 u-IT 기술을 접목하여 위기대응능
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해 구축된 시
스템으로 넙치의 생산에서부터 출하, 유통, 판매
의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함

농림수산

식품부

u-IT를 활용한

수산물 유통정보

포탈시스템

구축사업

Ÿ 산지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을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웹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및 시

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 수산물수출입정보를 통합, 연

계한 수산물유통 분야의 포털시스템으로 구축하고

RFID 기술접목을통한수입수산물안정성관리, 유통

량 현황 파악

전라북도

u-IT기반 전통식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Ÿ 제조명인의 경험에 의존하여 생산되는 전통 장류(고
추장)의 제조·숙성과정에 RFID/USN 센서를적용하

여 제조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함으로

써 품질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충청북도

u-IT기반 고추잠자

리 이력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Ÿ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기
반 마련하고 공정 및 설비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효율 증대와 공정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적

인 고품질의 상품 생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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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사업명 적용기술 개요

경상남도

RFID/USN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Ÿ 친환경/고품질 수산물을 반입부터 최종소비자 판
매까지 추적·관리 하기위하여, USN 기반의 양식

장관리 시스템, RFID 기반 위판장·판매장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생산, 공급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RFID 인프라

구축사업

Ÿ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에 u-IT 신기술을 접목,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

공급 관리로브랜드 경쟁력 제고 및 정보 전달체제

확립으로 소비자 알 권리 충족

고양시청

화훼 생장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Ÿ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u-IT 기반의 화훼 생장환
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개선

충청남도
u-농촌관광

시범사업

Ÿ 농촌체험허브포탈 구축, 특산물 쇼핑몰, 단말기를
통한 체험마을 안내, RFID/USN을 통한 화재재

난서비스, WAP사이트구축, 관광정보 안내

자료: 농식품정보과학회(2010).

2.3.1.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 적용 사례

○ u-Farm 시범사업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센서는 온도와 습도센서임.

○ 2005년 동부정보기술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USN 기반의 재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은 온도, 습도, 조도 USN 센서를 처음으로 u-Farm

시범사업에 적용하였음. 동부정보기술에서 적용한 USN은 엑츄레이터 노드

를 통한 자동 조도 조절과 자동개폐가 가능하였음.

○ 2007년 제주 특별 자치도가 주관이 된 사업에서는 상시 돈사의 상황을 모니

터링하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비상 발생 시 대책 수립이 가

능한 USN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2008년 경기도의 시범사업에서는 온도, 습도, CO2, 화재, O2, 정전센서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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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 생장환경에 설치하여 센싱 결과를 실시간별, 시간대별 추이를 볼 수 있

도록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제공하였음.

2.3.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적용 사례

○ RFID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에서 활용된 태그는 125KHz, 13.56MHz,

433MHz, 900MHz 등 다양한 태그가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용

도에 맞는 최적의 태그가 사용되었음. 예를 들어 125KHz의 경우 대관령 한

우(2005), 제주 양돈(2007), 진천 u-포크(2007) 등 3개 사업에 사용되었음.

○ 900MHz 대역의 태그는 모든 사업에서 적용되었으며, 차량인식, 물품관리,

탄약관리, 수하물관리, 미술작품, 부분육(돈육), 식품, 의약품, 기록물 등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음.

○ 2004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한 ‘수입 쇠고기 추적’ 사업에서는 수

입쇠고기의 수입통관 시점부터 가공 및 판매까지의 전 유통 과정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유해 축산물 발견 시 신속한 회수처리를 가능한 RFID 이력

추적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사업에서 구축하였음.

○ 2005년 강원도의 ‘대관령 한우 RFID 시스템’ 사업에서는 축산농가, 도축장,

가공장, 판매점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중 생산, 도축, 가공 단

계에 125KHz RFID를 적용하고, 가공공장 출고에서 판매단계에 900MHz

RFID를 적용하였음. 또한, 소비자는 매장에 설치된 PC 또는 키오스크를 이

용, 인터넷을 통하여 생산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였음.

○ 2005년 제주도에서는 ‘u-Fishfarm’ 사업으로 출하물품이 선별되는 경우, 해

당 출하 상품에 대한 로트번호를 수송 차량에 부착된 RFID 태그와 연계하

여 출하 생산이력 대상 상품임을 알리는 표식지(마크)를 부착 하는 등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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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관련 정보 수집제공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경상북도에서는 2007년 ‘u-IT 기반의 농산물 관리체계 실용화 구현’ 사업에

서 농산물을 집하장에서 매장으로 출하 시 900MHz RFID 태그를 사용하여,

농산물 출고 및 이력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음.

○ 2008년 경상남도에서는 ‘RFID/USN 고품질 수산물 생산지원시스템 구축사

업'에서 RFID기반 위판장/판매장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

여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생산, 공급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지원시

스템을 구축하였음.

3. 스마트 농촌

3.1. 개념

○ 스마트 농촌은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도시와의 정보격차 해소, 농촌주민의 IT 관련 기기 활용도 증

가 등을 목적으로 ICT를 농촌 분야에 융합하는 활동을 말함.

-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환경, 농촌복지, 농촌교육, 농촌의료, 농

촌자원, 농촌관광, 마을경영, 농촌정보 인프라 강화 등에 ICT를 접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를 농촌에 접목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농

촌경제 활성화, 도농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농촌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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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필요성

○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동화를 걱정해야 하

는 시점에 이르렀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좀 더 편리하고 매력

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야 함.

○ 농촌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농촌다움으로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음. 농촌다

움을 바탕으로 도시민들과 함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

션 기반이 확보되어야 함.

○ 농촌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ICT와 농촌의 융합을 통해 스

마트 농촌을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첨단화된 ICT를 농촌생활, 농촌복지, 농촌교육, 농촌

의료, 농촌관광, 농촌어메니티, 도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 등과 융합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

-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네크워크 서비스 등을 좀 더 활발히 농촌 

분야에 적용하여야 함.

3.3. 국내 사례

3.3.1. 농림축산식품부의 IT 융합 확산 마스터플랜 속의 농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7월에 IT와 융합할 수 있는 5대 핵심 농식품 분

야를 발표하였음.

- 5대 핵심 농식품 분야는 IT와 융합을 통한 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경영

효율화, 소비안전화, 농어촌활력임.

- IT와 융합을 통한 농어촌활력를 위해서 u-농어촌관광통합지원,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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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Note 구축, 농어촌재난·재해관리를 핵심 모델로 제시하였음. 이를 통

해 농어촌생활의 만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이 계획에서 농식품분야와 IT가 융합하여 개발된 기술개발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농어촌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음.

- u-Village와 u-농어촌을 위해 화재재난서비스와 체험정보를 체계적으로 제

공하였음. 즉, GIS/GPS 기반의 위치정보 서비스와 문화재, 관광지 등에 화

재센서 서비스를 도입하여 WAP 사이트를 구축하였음을 제시하고 있음.

○ 향후, 농어촌활력을 위해 IT를 활용하여 농촌관광, 귀농지원, 농촌생활 지

원, 농촌교육을 첨단화 할 것을 예고하였음.

- 농촌관광을 위해서는 u-농어촌관광 통합지원 시스템과 외국인 농촌관광

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발

- 농촌생활을 위해서는 농어촌 도난방지 및 환경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농촌교육에 있어서는 IT 융합 실습농장 구축 및 온라인 홍보지원시스템 

개발을 제시하고 있음.

3.3.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농촌관광 정보 제공8)

○ 농촌진흥청은 2012년 전국 200개 농촌마을의 관광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

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음. 현재는 250개 농촌마을이 수록

되어 있음. 본 스마트폰용 앱은 ‘길따라, 맛따라, 바람따라 시골여행'이라는 

앱으로 무료로 제공하였음.

8) 아시아경제 “농촌 관광정보 스마트폰 하나면 OK!”라는 기사를 수정·보완하였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0114323118424&nv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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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은 테마, 지역, 검색, 추천 등 4개 메뉴로 구성되었음.

- 농촌을 마을별로 소개하고, 행사와 축제, 시설, 경관, 자연환경, 농특산물,

전통자원 등의 정보를 제공함.

- 테마 메뉴에서는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쉴거리, 알거리, 체험거

리 등 일곱 가지 주제별로 마을을 검색할 수 있으며, 지역 메뉴로 들어가

면 10개 시·도별로 나눠 수록돼 있음.

- 또 검색 메뉴에서 주소, 마을이름, 마을자원 등을 입력하면 가려는 마을

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추천메뉴를 클릭하면 농촌진흥청이 추천하고,

행사·축제가 열리는 마을을 알 수 있음.

○ 앱에 처음 소개된 전국 200개 농촌마을은 농진청에서 지정한 전통테마마을 

141곳과 농촌어메니티 조사를 통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마을 59곳임.

- 시골여행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는 ‘농촌체험’이라는 앱으로 이용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사용자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앱 사용방법과 기능에 대한 

설명하고, 200개 농촌마을을 간략히 소개한 책을 앱과 같은 이름으로 발간했음.

그림 4-12. 농촌관광 애플리케이션: 길따라, 맛따라, 바람따라 시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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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PDF

파일로 볼 수 있으며, 수량 범위 안에서 희망자에게 무료 배부하였음.

3.3.3. 농촌체험마을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마을정보 제공:

웰촌포털9)

○ 농어촌 체험여행 및 생활 등의 정보제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농어촌 

종합 정보 서비스 웰촌포털(www.welchon.com)이 ‘도시와 농어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하에 2009년 12월에 구축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웰촌 포털을 통해 농어촌에 대한 

통합 정보망을 지속 확충해, 국민에게 우리의 농어촌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나아가 세계에 대한민국 농어촌을 알린다는 목적임.

- 웰촌포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에 분산 서비스 

되던 농어촌 체험마을(834개)관련 정보를 통합연계 서비스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임.

○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숙박, 특산물, 인근 관광명소, 마을소식 등 체험마

을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웹 접근성이 향상됐으며, 인공위성을 

활용한 GIS(지리정보시스템) 체계를 도입해 체험마을의 정보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도 확충되었음.

- 농어촌체험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는 2013년 6월 현재, 농어촌체험마을 

458개, 체험프로그램 1,450개, 마을특산물 676개, 향토맛집 175개, 숙박 

1,081개, 지역축제 1,220개, 관광명소 2만 4,090개를 소개하고 있음.

- 체험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여행’코너의 ‘체험마을’

에서 ‘지도로 찾기’를 통해 전국 모든 농어촌체험마을의 정보를 쉽게 접

9) 본 내용은 공감코리아에 소개된 웰촌포털에 대한 내용인 “농어촌 체험여행 ‘웰촌포

탈’ 새단장” 이라는 기사를 수정·보완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685207&pWise=ww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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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유형별찾기’에서는 전국 농어촌체험마을을 지역, 유형, 계절, 지형,

교통수단별로 국민 각자의 여행 요구에 맞게 카테고리를 분류화하였음.

- 따라서 카테고리만 지정하면 원하는 농어촌체험정보와 관광정보까지 원스

톱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국내 여행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해외에 국내의 농어촌체험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영문 사이트도 함께 개발

해 국내 농어촌체험마을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음. 특히 

영문서비스에서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분류

를 ‘농어촌’, ‘생태’ ‘건강·레저’ 등으로 더욱 세분화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그림 4-13. 웰촌포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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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정보화마을을 통한 농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농촌, 어촌,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

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임.

○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정보화마을은 2001년 시작하였음. 2013년 6

월 현재 361개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었음

- 지역별로 보면, 경기 54개, 강원 57개, 충북 23개, 충남 37개, 전북 39개,

전남 52개, 경북 49개, 경남 33개, 제주 17개임.

- 이들 마을에는 초고속 인테넷망이 구축되고, 마을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지방행정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개인 PC도 설치해 줌.

- 이러한 정보센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

수 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

○ 이들 정보화마을은 마을마다 마을홈페이지 개설되어 있으며, 전국의 마을

홈페이지를 모두 연결해 놓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www.invil.com)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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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3.3.5. 유비쿼터스 농촌관광 시범사업: ㅇ마을 사례

○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민속마을로 각광받고 있는 충남 ㅇ마을이 2005년 

전국 최초로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민속마을’로 지정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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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 마을주민, u-IT 전문가, 전담기관인 한국전

자거래진흥원 등이 참여하였음.

○ 사업비는 총 6억 5,100만 원(국 551, 도 100)이 투입되었음. 이것은 2004년4

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u-IT 확산사업 중 농축수산업 고부가

가치 기반 구축 분야 공모사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어 추진되었음.

○ 이 사업으로 ㅇ마을을 찾는 가족단위 체험관광객은 안내자나 해설사의 도

움 없이도 휴대용 안내 단말기를 통해 RFID 기반의 주요 문화재 관람 및 

체험안내, 사이버상 예약확인 등 사이버투어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 마을의 가옥마다 USN 기술을 

적용한 화재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감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119 소방서·

아산시청 재난시스템 및 문화재 관리자에게 화재 조기경보의 SMS가 발송

되어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화재감지 및 긴급호출시스템도 갖추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2013년 현재 기 구축된 시스템은 활용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음. 이는 

농촌마을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고,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도 상

당해 마을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임.

3.3.6. e-러닝을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농촌고교와의 원격영상 

영어회화 강의: ㅇㅇ고교 사례10)

○ 2005년 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손

10) 본 내용은 뉴스와이어의 “국내 최초로 서울-전라남도 고흥 간 원격 영상 영어회화 

교육 실시”라는 기사를 수정·보완하였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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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잡고 국내 최초로 전라남도에 위치한 ㅇㅇ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원격 영상 영어회화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음.

○ 교내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부터 8시 반까지 90분 동안 진행하는 이 강의는,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

의 외국인 강사 미트리 매트(Mitri Matte)가 서울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영상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면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ㅇㅇ고등학교 교실

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상호대화가 가능한 영어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이 큰 장점이었음.

○ 갈수록 커지는 도심과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강

의는, 향후 전국적인 ‘농촌형 u-러닝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농촌이 낙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농촌 교육의 부실이

라는 의견에 동의한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 준비되었다고 함.

그림 4-15. 원격 영상 영어회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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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강의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형태의 강의를 통해서  도

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3.3.7. 원격진료가 농촌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경북 영양군 사례11)

○ u-헬스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서비스 형태부터 의료시장의 구도에 이르

기까지 의료산업과 관계된 여러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 기존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임. 병원 중심의 의료지도가 재편되면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사라지

고 있음.

- 이는 RFID/USN, HSDPA 등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 병원 정보화의 진

행,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확산 등 여러 환경들이 개선되면서 u-헬스 

서비스가 꾸준히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임.

○ 2011년 영양군과 경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사장 염진호)는 최근 경북도립노

인전문병원과 치매원격영상진료 협약을 체결하여 원격진료를 통해 농촌 의

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음.

- 영양군에 따르면 특히 치매, 고혈압, 심장질환 등에 대한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으로 농촌이나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 이 협약을 계기로 유병률이 높고 지속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 스스

로 병원을 방문해 투약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원거리 의료기관이용에 따르는 불편해소와 경비, 시간 경

11) 본 내용은 e-헬스통신의 “원격진료, 농촌 의료사각지대 없앤다”라는 기사와 디데일

리의 “u-헬스 의료사각지대 없앤다”라는 기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였음.

<http://blog.daum.net/ehealthnews/2015>.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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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효과가 크다고 함.

- 영양군은 지난 2008년 관내 보건기관과 영남대병원 및 안동의료원 간에 

내분비대사내과, 순환기내과, 피부과시스템을 구축해 원격영상을 실시하

는 등 이후 영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와 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를 

추가해 현재 3개 병원 5개 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함.

○ 정부는 지난 2004년에는 전남 곡성군에 농촌지역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이 사업에서는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원격진료 DB설계 및 개발, 원

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진행되었음.

○ u-헬스 서비스는 2002년 이후부터 지자체 및 지역보건소 중심의 주민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의료혜택

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로 초기 사업이 진행되었음. 이어, 교정기관과 군부대 등 전문의료 인력이 

상주하기 힘든 곳에도 u-헬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 2009년부터는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u-헬스 시범사업이 도

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음. 멀게만 느껴졌던 u-헬스 서비스를 도심형 서

비스로 탈바꿈시켜 도심형 u-헬스 서비스도 시작하게 됨.

4. 스마트 지리 정보 

4.1. 필요성 

○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수급에 있어 기온 상승, 물부족, 이상기후,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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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정부와 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 부

문의 녹색 성장 개념을 도입.

- 농업의 녹색 성장은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농업의 resilience 강화·농

업의 온실가스 감소·식량 안보 및 환경적 이점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

고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등의 기술과 접목한 기후-스마트(climate-smart)

기법을 도입하고 있음(World Bank 2011).

○ 기후-스마트 농업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요소를 감소하기 위해 탄소 감축,

국지 기상 서비스 증대, 조기 경보 시스템, 농업 경영 개선 등의 다양한 전

략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휴대형 혹은 능동적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방식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기술의 접목 중 공간정보와

의 결합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함.

4.2. 정보통신기술, 지리정보,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응용 

4.2.1. 농업 관련 세계의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농업 현황

○ 정보화 사회 속에서 농업 부문 역시 정보화의 흐름을 타고 있음. 이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농업 부문에서도 매우 

중요 적용되고 있음.

- 정보화 시대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확보는 경쟁력의 원천임. 이에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융합된 정보통신기술은 농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

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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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는 농업기술·정보·지식의 활용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줄여 농산물의 생

산은 물론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옴.

- 최신 영농기술과 경영기법이 ICT를 통해 신속히 농업인에게 전파되어 

생산성의 향상 불러왔으며, 사이버시장(Cyber Market)을 통한 농산품의 

광고 및 판매방식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야기함.

○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이 녹색 농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서 녹색 성장은 ICT의 잠재력과 직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일부 농장에서 질소 센서를 사용한 파일럿 프로젝

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00ha당 $7,500을 절약하고 있음(World

Bank 2011).

- 즉, 농업기술의 개발이나 작물의 혁신을 통하지 않고도 정보통신기술을 

농업 부문에 접목함으로써 생산비를 감소시켜,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임.

- 유사한 예는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터키나 아프리카의 국가에서도 볼 수 

있음. 터키의 경우는 단문문자서비스를 통하여 국지 기상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 농약 사용을 50% 감소시켰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소득 

증대의 농업을 꾀함. 서아프리카에서도 기상관측소의 기상데이터를 제공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지역 농민에게 사용자 친화적이고 유용한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과 농업의 접목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

라 친환경적인 농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4.2.2. 국내 농업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농업 현황

○ 최근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ICT의 적용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축산 부문과 시설 농업 부문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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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매우 국지적이거나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연계되는 스마트 

기술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임.

○ 해외에서 ICT를 활용한 농업 활동에 대두되는 문제점은 빈약한 연결성, 낮

은 대역폭, 제한된 전력, 모바일 서비스의 고비용, 정보에 기반을 둔 사용자 

기반(수요) 등으로 나타남.

-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황은 ICT 부문에 있어서 상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의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창

출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ICT를 통해 기후-스마트 농업 정보를 농부에게 제공하거나 농부로

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예컨대, 방대한 양의 원격 탐사(센서) 자료를 통한 정보의 활용성은 농부

나 농업 가치 사슬 상에 있는 여러 행위자들에게 스마트 농업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모바일 기술 등의 ICT는 국지적인 수준에서 데이터를 취합하여 실

시간으로 전염병, 유해곤충의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지닐 수 있음.

4.2.3. 지리정보와 정보통신기술

○ 정보화 사회에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공간 

기술을 바탕으로 ICT 응용기술을 발전시켜 삶의 질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

하고 있음.

○ GIS는 초고속 통신망과 컴퓨터기술, 각종 지리정보(공간의 특성: 토양, 기

후, 수문 등)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농업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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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지도제작 작업을 전산화하는 차원에서 출발했던 GIS는 최근 모바일 

기술 등의 발전과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의 확대를 통해 더욱 빠르게 성장

하고 있음.

- 이제 GIS는 공간정보처리기능의 단계를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간정

보와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분석 정보를 공유, 제공하는 단계까지 기술

이 발전하고 있음.

4.2.4. 지리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 농업 자원은 여러 시설들이 광활한 토지 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각종 도면과 대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GIS를 통해 각 지역 간 업무협조라든지 시설물의 자료조사, 유지관

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음.

- 또한 농업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들 토양, 기후, 수문 등에 대한 공간 정

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농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음.

○ 농업 부문의 발전에서 지리정보의 역할은 크게 농업경영, 농업기계화 등에

서 적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첫째, 지리정보를 통하여 농업경영에 정보를 접목하고 이러한 과학영농을 

통하여 농가의 의사결정에 기여함.

- 일반적으로 농업 경영은 생산관리와 재무·회계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농업인의 정보이용은 생산관리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음.

- 즉,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언제 어디에 출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체계하에 정보통신기술

은 영농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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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체계에서 지리정보기술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분야에 걸쳐 영

농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예컨대 작물의 생장에 중요한 요인인 토양, 기상, 병해충 관리 및 시비처

방 부문에서 GIS의 응용은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

- 일예로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1998년도부터 세부 정밀 토양도 등을 작성

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상관측망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농업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아래 <그림 4-16>은 다양한 GIS 공간 자료와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재해 

예측 모형 구축한 사례임. 이처럼 GIS를 사용하면 병충해 및 전염병 방지

를 위한 공간적 리스크 지도를 항시 작성할 수 있음. 이러한 리스크 지도를 

통해 농업 경영에서의 이윤을 높이고 안정된 경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둘째, 농업기계화 분야에서 지리정보의 활용을 살펴볼 수 있음.

- 농작업형태는 에너지의 출처에 따라 인력 → 축력 → 기계력의 순으로 

발전하였는데,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동력기계시대가 열리고 동력농기계

가 등장하면서 농민은 중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영농규모의 확

대, 토지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농기계기술개발과 보급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구측위시스템(GPS)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

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 농작업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왔음(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09).

- 농업 기계화 분야에 대표적인 GIS 적용은 바로 정밀 농업 분야에서의 발

휘될 수 있음.

- <그림 4-17>은 정밀 농업 환경에서 다양한 지리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식화한 그림이다. 이는 위성영상, 위성위치정보 등을 활용하

여 농작물의 파종, 비료관리, 수확 시기, 궤적 등에 총체적으로 적용하여 

생산성과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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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GIS를 사용한 리스크 지도 작성 과정

자료: Paolo et. al.(2011, 336).

그림 4-17. 정밀 농업에서 공간 정보 기술의 다양한 측면

자료: GPS4Us. <http://www.gps4us.com/news/post/Global-positioning-and-geographic

-information-systems-help-create-an-environmentally-friendly-farm-20111228.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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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스마트 농업의 지리정보 적용 방법과 사례

4.3.1. 지리정보를 활용한 농업 발전

○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은 농부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정보의 수집, 처리, 확산의 비용을 감소시켜줌.

○ 정보통신기술 중 공간 정보를 담당하는 지리정보 역시 위치 정보와 이를 활

용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농업 부문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안을 제공하

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최근 GPS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기기 등은 위치 정보 취득의 편의성을 

증대시켰고, 이러한 모바일 기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능적

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이점을 제공함.

- 예컨대 GIS, 센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토지 비옥도를 분석하고 상세한 

작물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농부들에게 정확한 투입 요소 분배 방법을 제

공함.

○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지리정보에 사용하여 농업 분야에 

접목한 스마트 기술 사례도 있음.

- GIS, GPS, 모바일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물 관리, 해충, 재해 등

에 관련한 정보를 수신하고 또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에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과 농업 경영 전략을 제공, 동시에 정부는 농업 생산성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한 전략 수립이 가능함.

- LiDAR(레이저 스케닝)자료와 토양도, 배수구역 등을 결합하여 홍수, 범

람 지역 탐색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음.

○ 농업기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세부적

으로 농업 환경에 관련한 연구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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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환경 개선에 관련한 연구 사례

- 김경종(2011)는 기존 관정과 신규 관정에 이동형 보조관측망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설치하고, u-GIS 기술을 이용해 관정의 위치정보와 지하수 계

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

- 심춘보(2011)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을 위해 지하수 관정 

관리의 업무 효율화와 청정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수온,

수위, 전기전도도(EC) 등과 같은 센서 노드를 이용하여 지하수 관정의 

수질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에서 수질 정보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지하수 개발 및 관리 현황 등의 지하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태양광 축전기술을 이용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및 GIS 기반의 농업용수용 보조관측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함.

- 정덕훈(2009)에서는 농업 부문에 관련하여 농어촌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농업가뭄정보시스템(Drought Information System: DIS)을 개발. DIS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물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강수량 및 

지역별 저수율 자료를 기반으로 가뭄정보를 제공.

-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립수산식품부 등의 공동참

여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함.

○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 사례

- Hansen & Coffey(2011)의 연구가 있는데 그들은 식재료의 다양한 수요

와 기후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정보와 농업적 

실천성 사이에서의 연계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함. 기후 스마트 농업은 

기후 위험관리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가뭄 관리, 우루과이 국가 

농업 정보 시스템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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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지리정보를 활용한 농업 사례

□ 지리정보를 이용한 농업 사례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

경 정밀농업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위성영

상 기반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실시함<그림 4-18>.

○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지별 토양정보와 작물별 재배적지, 작물재

배방법, 병해충 발생 생태와 방제법, 토양분석결과 및 최근까지의 기상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위성영상을 탑재하여 손쉽게 땅의 위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토양 특성에 맞는 농작물의 선택, 토양이용추천, 배수등급, 시비처방과 

관련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여 농업인, 귀농인들이 영농관리에 필요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

○ 강우레이더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작물지리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

- 최근 기후 변화로 폭우·폭설 등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경지 유실, 비닐

하우스 파괴 등에 대한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강우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반경 100km의 넓은 지역의 강

우상황을 매우 조밀하고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첨단 강우관측장비로서 

폭우, 폭설의 이동 및 발달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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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경상북도 농작물 재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 지리정보와 농업 의사결정시스템 사례

○ 농촌진흥청의 한국토양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인 ‘흙토람(www.asis.go.kr)’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전국 토양 데

이터베이스를 종합 전산화한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웹사이트 흙토람’을 개

시함<그림 4-19>.

○ 흙토람은 어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속이 가능하며, 논이나 밭의 

주소를 입력한 후 알고 싶은 토양의 특성을 선택하면 전국 토양의 산도, 물

빠짐, 유기물 함량, 자갈 함량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 등의 정보를 얻

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국내토양 GIS 주제도’와 29개 작물에 대한 ‘재배적지 지도’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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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작물의 재배와 관련된 땅의 특성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적절한 토양관

리가 가능함.

○ 이외에도 흙토람은 99개 작물별로 최적화된 시비처방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인을 위한 토양 및 양분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알맞은 비료량 추천을 위

하여 발급되었던 500만점의 토양분석성적 및 토양관리처방서도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함.

그림 4-19. 농업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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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스마트장비와 지리정보 발전

○ 스마트 장비는 무선이며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언제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전자 장비로서, 음성이나 영상, 인터넷, 지리적 위치(위치기반 서비

스)를 제공하며 확장성이 높은 장비를 의미함.

- 최근 이러한 스마트 장비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우리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손쉽게 정보를 취득하거나 생산, 분석 혹은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지리정보와 모바일의 결합을 통한 모바일 GIS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지

리 정보 시스템을 확장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GIS를 활용하여 정확한 의

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줌.

○ 스마트 장비는 현장에서 작업하고,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작업

자와 관리자가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지리정보는 공간을 기반으로 어떠한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등과 같은 

다양한 장비로부터도 수집될 수 있음.

- 이렇게 스마트 장비나 기타 센서에 의해 수집된 정보들은 다시 최종 사

용자(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생산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음.

4.3.4. 스마트장비와 지리정보 결합 사례

○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위성 정보의 대표적인 것으로 위성항법장치가 있음

-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

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줌. 정확성과 신뢰성 높은 농업 정

보는 자동화된 디지털 농업 이행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농업 생

산의 자동화를 꾀할 수 있음<그림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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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GPS를 이용한 트랙터 사례

□ 해외의 스마트 장치와 농업의 결합 사례

○ Chen et al.(2012)은 농지의 GPS 정보, 농업 속성 정보, 영상 정보 등을 모니

터링 시스템으로 보내고 이를 즉각적으로 3G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GIS 모바일 폰 기반의 실시간 농업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개

발하는 연구들도 수행함.

○ Delgado et al.(2013)은 유기물과 비유기물 자원으로부터 질소 비료는 농업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질소 비료의 적절한 사

용을 도모하고 연구를 진행. 질소비료는 농부에게 높은 산출을 통해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질소비료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보전과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 USDA의 최근 연구

는 질소 관리에 있어서 최적 비율, 최적 시기, 최적 방안등을 제시하고 있는

데, 관리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질소 관리 위험 평가 툴인 

Nitrogen Index를 개발하여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

○ Xiaolin et al.(2012)는 기존의 토양 비료 관리 정보 시스템이 이동성이 취약

한 PC 기반이었기 때문에 실제 농지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었음에 

주안하여 연구를 수행. 이 연구는 임베디드 GIS 기술, 임베디드 데이터베이



106

스 기술, 토양 영향 발란스 모형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농부들에게는 합리적인 비료 가이드를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농업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음.

○ Anurag et al.(2008) 등은 기후학적이며 환경적인 속성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였음. 이를 통해 농업의 

정밀도 상승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관개 및 비료 시

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함.

○ Charvat et al.(2001)은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진보된 무선 통신기술을 접

목시켜 농업과 산림 분야의 정보관리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함. 연구는 

무선 기술의 접목을 시도한 초창기 연구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무선 기술을 

통한 정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웹 GIS의 적용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에 대한 보완으로 WSN(Wireless Sensors Network), GPS, GIS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주

로 농업 PDA, Zigbee GPS, 원격 농업 관리 시스템의 호스트 PC와의 연계

를 설계한 연구로서 PDA들과 호스트의 정보교환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개 

의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함(Zheng et al. 2011).

□ 국내의 스마트 장치와 농업의 결합 사례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무인 기상관측장치와 스마트 장비를 결합한 A 기업의 

농업 서비스 솔루션의 예임.

- A 업체는 소형화, 경량화, 독립적 전원공급, 네트워킹을 가능케 한 기상

장치를 사용하여 기상환경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 더불어 

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농업기상 정보와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정

보 등을 스마트 장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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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방재를 통한 손실 감소를 꾀하도록 해줌<그림 4-21>.

- 또한 본 솔루션을 통해 토양 측정 센서로부터 얻어진 공간 정보를 바탕

으로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음.

병해충 발생 예측서비스

스마트폰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그림 4-21. 병해충 예찰 및 기상정보시스템 사례

4.4. 농업분야에서의 위성 정보의 발전

4.4.1. 위성 정보와 농업 지리정보

○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지리정보의 원천 중 최근 가장 빠르고 손쉽게 취득

할 수 있는 정보는 위성 등을 활용한 원격 탐사 자료임.

- 원격 탐사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

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로써, 물질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반사 또는 방사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포착하여 물질의 정체나 변화 

현상을 알아내는 기술임.

- 즉, 물리적인 접촉이나 탐사 없이 지상물체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모

든 활동으로써, 대기 또는 지표면 어느 한 점으로부터 반사되거나 방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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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복사에너지를 측정, 기록하고 대기조건과 지표면 물질들의 분포 

그리고 그것들의 본질을 알아내고자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임.

○ 보통 원격탐사는 우주 공간의 지구관측위성이나 항공기에 탑재된 센서(카

메라)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함.

-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위성영상정보는 농작물 주산단지별 재배면적 

추산, 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과 생산량 예측,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

함량 파악 등이 폭넓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음<표 4-3>.

구분 연구진 주요 내용

국

내

이정택 등(1997)
벼 군락에서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엽면적지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엽면적지수를 이용하여 건물생산량을 산출하였음.

홍석영 등(1998) 분광반사 특성을 이용한 벼 군락의 생육시기별 생장량을 추정하였음.

장석환(2000)
농림 수산 통계연보와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지방의 쌀, 보

리, 감자, 콩의 재배면적과 10a당 수량의 예측을 시도하였음.

박종화 등(2003) 밭작물의 성장에 따른 식생지수와 엽면적지수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김이현 등(2007)

군락의 분광반사율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광원을 사용하는 능

동형 광학 센서를 이용하여 생육시기별 식생지수와 엽 질소함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벼 군락의 엽 질소함량을 추정.

홍석영 등(2009)
MODIS 제공 산출물 중 16일 단위로 작성되는 NDVI를 이용하여

북한의 벼 수량 추정을 목적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

해

외

Kimura(2004)
엽면적지수에 대한 식생지수와 엽록소 농도의 관계를 분광반사 파장인

550, 680, 800, 980㎚를 이용하여 새로운 식생지수를 만들어 제시하였음.

Paul(2007)
MODIS 영상의 NDVI 및 LST를 작황 예측의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

표 4-3. 위성영상을 사용한 농업 부문의 연구 사례

자료: 박종화 등(201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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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농업 분야에서 위성 정보 활용 사례

○ 원격탐사 자료 중 근적외선 영상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식생지수(NDVI)등

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질소 비료 투입 시기 및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음.

- 이로써 농업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음.

○ 국립농업과학원(2009)에서는  원격탐사와 GIS 기술의 농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로 일본 National Institute for Agro-Environmental Sciences(http://www.

niaes.affrc.go.jp)의 사례를 소개.

- 일본농업환경연구소의 Ecosystem Informatics Division(생태계 정보과)에

서는 원격탐사 및 GIS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 환경 특성을 추출, 분석하

고 생산 환경 추정 모형을 개발하여 생산환경을 정량화 하고 있음. 연구 

동향으로는 ① 지상센서 및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한 작물, 식생, 토양 등

의 농업환경 자원 특성 추출 및 분석을 수행하는 농업환경정보 모니터링

에 관한 연구, ② 원격탐사를 이용한 벼, 엽 질소 함량 및 수량, 토양수분 

등 농업 환경 자원 추정 연구, ③ 지상원격탐사센서에서 얻어진 분광지

수를 이용한 광합성 효율평가에 관한 광합성 기능평가를 연구하였음.

□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농업 사례

○ 원격탐사(Remote Sensing)자료를 사용하여 농업 통계 및 관측 목적으로 활

용할 수 있음(권오복, 김재환 2007).

○ 미국의 경우 인공위성의 영상을 사용하여 토지이용조사, 작물재배면적 조

사, 작황 조사, 수확량 예측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음<그림 4-22>.

○ 캐나다는 1987년부터 농업 및 농업식품부의 토지 및 수장원정보청, 농업기

상정보청, 캐나다 통계국의 협력으로 작물조건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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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의 작황을 파악하고, 위성 영상을 통해 식생지수(NDVI)를 산출하여 작

황 및 가뭄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그림 4-23>.

○ EU는 원격탐사기술을 활용한 농업관측 사업을 실시하면서 유럽대륙의 농

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상, 작황, 재배면적 등을 추정하여 토지

정보를 DB화 함.

그림 4-22. 미국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농경지도

그림 4-23. 캐나다 작물조건평가사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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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 분야에서의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

4.5.1. 소셜네트워크와 농업의 결합

○ 다양한 스마트 장비의 보급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과 연

결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을 통

해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

- 인터넷에 항시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는 단 1분에도 수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축적되고 있음.

- 1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Google에는 200백만 이상의 검색이 일

어나고 Twitter에는 10만 개의 새로운 트윗이 올라오며 Facebook에는 

600만 이상의 페이지 뷰가 발생함. 또한, 우리는 YouTube를 통해 130만

개의 비디오를 보고, Flickr에는 6,600개 이상의 새로운 사진을 올리고 있

음. 여기에 더해 우리는 그 사이 160만 개의 이메일을 전송함. 게다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싱 장비들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 또한 방

대함(임종대 2012).

- 일례로, 2005년 전 세계에 배포된 RFID 태그는 13억 개로 추산되었지만,

현재는 300억 개 이상의 태그가 배포되어 있음.

- 또한, 네비게이션과 대부분의 스마트 장비에는 GPS가 탑재되어 실시간

으로 방대한 양의 지리정보를 발생시키고 있고, 2014년이 되면 20억 개

의 스마트 계측기(Smart Meter)가 보급되어 실시간으로 전력 소비량 정

보를 전송할 것이라고 함(임종대 2012).

○ 정보의 홍수 속에서 농업인들 역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이를 

통해 학습의 과정을 거치게 됨.

- 이와 같은 공유학습의 개념에서 SNS와 GIS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음<그림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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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실세계의 공유 학습에서 GIS 기반의 지식 전파의 상호 작용 과정

자료: Gonzalez(2002, 100).

○ 위치를 가진 로컬의 사람들은 세계를 추상인 세계를 GIS를 통해 인식할 수 

있으며 실세계에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외부의 에이전시들 역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실세계를 반영함. 이때 

실세계를 인식하고 실세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학습하는 과정에서 GIS를 

통한 공간 인식은 공통의 의식 토대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SNS는 

정보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음.

4.5.2. 농업 분야에서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적용 사례

○ 미국의 농업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인 미국 농무

부 (USDA)는 2011년 포털 GIS를 구축, 내부적으로 미국 전역의 농촌 재해,

보급, 정책, 역량 현황 지도와 GIS 자료를 공유, 각 부서가 관할하는 자료를 

통합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그림 4-25>.

- 이 포털 GIS를 활용하여 구제역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빠른 지도 애플

리케이션 생성과 웹 지도 구축을 할 수 있고, 여러 부서의 대책 대응 관계

자들끼리의 그룹을 생성, 내부적으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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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조직 차원의 공식 현황 외부 공개 보도자료 제공을 할 수 있는 

지도 제작과 블로그 외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고 있음.

그림 4-25. 포털 GIS 예시 화면

5. 스마트 그리드

5.1. 개념

○ 스마트 파워그리드란 현대화된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통하여 구현된 차세대 전력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의미함(고동수 2009).

-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 소비자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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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

는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함(문승일 2010).

○ 스마트 파워그리드의 지능형 장치, 양뱡향 통신, 고급제어시스템으로 구성

된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관리 플랫폼상에서 재생에너지 통합, 전기자동차 

충전방식 지능화, 스마트 계량, 전력망 모티터링, 수요반응 등을 가동할 수 

있음(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그림 4-26. 스마트그리드의 개념

자료: 문승일(2009).

○ 스마트 파워그리드는 기존 전력망과 비교 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표 4-4. 기존 전력망과 스마트 파워그리드와의 비교

기존 전력망 항목 스마트 파워그리드

아날로그 통제시스템 디지털

단방향 통신 양방향

중앙전원 전력 공급원 중앙+분산전원

불가능 고장 진단 자가 진단

수동복구 고장 복구 반자동 복구 및 자동 치유

수동 설비 점검 원격

국지적 제어 제어 시스템 광범위 제어

제한적(한달에 한번 총액) 가격 정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 제공

제한적 소비자 전력 구매 선택 다양함

자료: 이희진, 박정욱(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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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효율성이 낮고 자원의 재이용과 다양한 수원을 이용

하기 어려운 기존 수자원망에 최신 ICT를 도입하여 수자원관리, 물공급, 물

사용의 정보화와 지능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임(이강윤 2011).

- 기존의 수자원 및 상하수도 시설은 물 수요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불

가능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설의 가동효율 저하 문제 발

생, 생산한 물을 공급하고 발생한 하수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누수 등으

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주변환경의 오염을 초래, 물의 생산과 수송에 많은 

에너지 소요, 중앙집중 방식의 특성상 물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과다처

리함으로 인한 비용손실 발생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됨(김형수 2011).

- 스마트 워터그리드에서는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자원 

및 인프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집 및 가공된 정보를 관리자 및 이

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관리자는 양질의 용수를 효

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관

리를 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음(강민구 등 2012).

4.2. 효과 및 필요성12)

○ 스마트 파워그리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제한적임.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의 경우 바람의 속도에 따라 출력이 변화하여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

는 것이 불가능함.

- 스마트 파워그리드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잉여발전량은 저장한 뒤에 

출력이 부족할 경우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불

12) 스마트 파워그리드 효과 및 필요성은 ‘스마트그리드 개념(문승일 2010)’, 스마트 워터그

리드는 ‘미래 지능형 스마트 워터 그리드(김형수 2011)’의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재정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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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음.

○ 스마트 파워그리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소비 유발을 통한 전력망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

- 스마트 파워그리드는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이 저

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 최대부하를 

기준으로 설계된 발전 설비의 과잉투자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스마트미터를 통해 현재 전기의 가격정보, 전력사용 현황 등의 실

시간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전기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전기비 절약을 

가능하게 함.

○ 스마트 파워그리드는 녹색성장에 이바지함.

-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유도하고 화석연료 소비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극대화를 통해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음.

○ OECD 환경전망 2050(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에 따르면 새

로운 정책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물 수요는 제조업, 전력, 가정용수 수요 

등의 증가로 인해 55% 증가하여 2050년까지 세계인구의 40% 이상이 심각

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향후 급증하는 물수요에 대응하여 해수담수화와 하폐수의 재이용 등의 

대체 수자원 활용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체 수자

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능적 물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 상하수도 산업 분야에 전 세계 전력의 7%를 사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체 전력의 19%, 미국 전체의 경우 발전 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

수되는 물의 양은 전체 취수량의 39%가 사용되고 있음.

-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원자

력이나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더 많은 물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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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스마트 파워그리드 스마트 워터그리드

분산된 자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등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

우수, 지하수, 하수처리수 등의
다양한 수자원

측정기기 Smart electrical meters Smart water meters & sensors

양방향
실시간 유통

다양한 에너지의 생산/관리 vs.
활용목적에 맞는 에너지 공급

다양한 에너지의 생산/관리 vs.
활용목적에 맞는 수량/수질 공급

Power quality vs. 실시간 가격제 Water quality vs. 실시간 가격제

서비스
패러다임

다수의 에너지 공급자 사이에서
에너지 거래 가능

다수의 원수 공급자 사이에서
다양한 수원의 거래 가능

전력의 생산/소비 정보를 최적화
및 통합관리

용수공급의 생산/소비정보를
최적화 및 통합관리

요하는 등 물과 에너지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음.

- 따라서 물과 에너지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리방식인 스마트 워

터그리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 전력

그리드와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통합이 필요함.

○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10년 약 4,828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평균 6.5%씩 

성장해 2025년에 8,65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국내 물 시

장 규모는 101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2.1%에 불과한 수준이며 국내 물산업의 해

외진출 규모는 2008년 약 15억 달러 정도로 세계 물 시장의 0.3% 수준임.

- 물산업을 국가 브랜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융합형 물관리 기술(스마트 워터그리드)이 필요함.

4.3. 스마트 파워그리드와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비교13)

○ 스마트 파워그리드와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5. 스마트 파워그리드와 스마트 워터그리드와의 비교

자료: 이상호(2011).

13) 본 내용은 ‘스마트 워터그리드와 스마트 파워그리드의 비교(이상호 2011)’의 내용 중 일

부를 발췌·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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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파워그리드와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정보 수집에 의한 테이터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지식기반 시스템의 운영을 기본으로 함.

-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양방향 정보수집 방식이며 전기의 경우 통신과 제

어기능을 가지는 지능형 계량기를 이용하며, 물의 경우 지능형 수도계량

기를 이용함.

○ 전력의 경우 저장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수요 반응14)이 파워그리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물의 경우는 

수요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수요

반응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수요 제어의 중요성 상대적으로 적음.

○ 전기의 경우 공급량은 일정하나 수요가 급격하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는 반

면에 물의 경우 수요량은 비교적 일정하나 공급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스마트 파워그리드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와의 통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급의 안정성과 고품질 전력을 요구하는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이

용한 전력공급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경우도 해수

담수화나 물 재이용에 의하여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공급량과 품질

의 문제가 발생함.

○ 스마트 파워그리드의 경우 전기 품질 향상을 위해 고압송전기술을 개발·도

입하고 있으며, 스마트 워터그리드의 경우 수자원의 종류에 따른 별도의 인

프라 구축이 필요함.

14)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전력 수요에 따라 가격을 실시간으로 결정해서 수요자에게 

알려주고 수요자가 이를 바탕으로 전력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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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파워그리드와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공통적으로 생산설비의 분산화

를 유도하는 특징을 가짐.

4.4. 국내외 사례

4.4.1. 스마트 파워그리드15)

○ 미국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관련 연구는 IntelliGrid, ADA, GridWise 등으로 

EPRI(미전력연구소), 에너지부(DOE)가 담당하며, 스마트그리드 관련 대표 

정책으로는 GRID 2030 계획,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너지

자립안보법), Smart Grid Stimulus Package, ICT 에너지 효율성 개선 기술개

발 프로젝트 등이 있음.

- GRID 2030 계획은 2003년 7월에 발표된 전력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미

래 국가비전으로 에너지부와 51개 기업와 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노

후된 전력설비를 교체하고 양방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07년 12월에 발표된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는 스마트

그리드 연구·개발을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까지 국가 송·

배전망 고도화, 분산전원의 도입과 통합, 수요반응, 스마트미터링, 전기

자동차 개발 등의 추진을 목표로 함.

- 2009년 10월에 발표된 Smart Grid Stimulus Package는 스마트그리드 구

축에 34억 달러를 투입을 하여 스마트그리드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15) 스마트 파워그리드 사례는 ‘주요 국가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동향(전황수 등 2010)의 내

용 중 일부를 발췌·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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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GRID 2030 계획

구 분 내 용

목표
-언제, 어디서나 풍부하고, 저렴하며,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
는 전력 공급

중점
-노후된 전력설비를 교체하고 진보된 감지, 통신,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송전·배전 및 홈 네트워크 등 양방향 인프라를 개선

내용

-전력설비와 통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전력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표
로 스마트그리드 국가 정책산업 지원 방안이 2007년 미의회 승인
-국가의 송전망 및 배전망의 현대화, 수용가 전력 사용 효율화 등의
지원전력망을 백본-중간본-미세본으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유
기적 연결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모색

참여기관 -ERPI, EDF(프랑스), 히타치, GE 및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 등

2010
개발목표

-양방향통신이 가능하고 요금거래 인터페이스를 갖춘 차세대 스마트미
터 개발
-그리드와 결합한 지능형 가전기구와 전기제품 개발
-수용자 중심 운영과 분산전원 개발로 전력시장에 소비자 참여

2020
개발목표

-Plug&Play 방식으로 전력, 냉난방, 습도조절 기능을 갖춘 수요자 중심
의 종합에너지시스템 개발
-전압, 주파수 등의 자동제어로 완벽한 전력품질 제공
-원거리용 초전도 케이블 개발

2030
개발목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성 높은 디지털화된 전력시스템
-전국 어디서나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사용 가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국가 초전도 케이블 전력망 구축

표 4-7.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정책

일 시 내 용

2009년 1월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스마트그리드에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달
러 투자 시 24만 명의 고용 창출 전망

2009년 2월 경기부양법안, 스마트그리드 연간 43억 달러 투자계획 포함

2009년 4월
미 에너지부(DOE),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비용의 50%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2009년 5월

-미 에너지장관, 개별 프로그램 지원한도 2,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시연프로젝트 지원한도 4,000만 달러를 1억 달러로 상향 조정
-미 에너지부 및 상무부,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주도를 위해 스마트미터,
사이버 보안 등 16개 표준 일부 공개

2010년 1월
ICT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전력공급망, 냉각 등 3개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에 4,700만 달러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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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분산전원(신재생) 수용과 에너지 효율 제고 목표하에 환경보전, 분산

형 전원의 보급 확대, 국가 간 전력거래, EU 차원의 그리드 서비스에 초점

을 두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 관련 연구는 유럽위원회(EC)의 주도하에 송배전, 분산전

원 등의 분야에서 수용가와 양방향 서비스 기술, 전력망의 효율성과 안

정성 향상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함.

- EU는 제 5차 및 제 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실시하면서 재생가

능한 자원 및 분산발전을 전력 네트워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IT를 활

용해오고 있음.

표 4-8. EU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정책

구 분 내 용

OPERA

프로젝트

-유럽은 2004년 전력선통신 상용화 프로젝트

-유럽연합 PLC 포럼의 지원하에 2008년까지 전력회사, 가전업체, 대학

등을 포함한 39개 업체들이 참여

2005년
스마트
그리드

계획

-5차 및 6차 FP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 및 분산발전을 전력 네트워크와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IT를 활용하여 지능형 전력망 구축전력 고도화

-주요 연구과제로는 스마트배전망 구축, 효율적 장거리 에너지 공급,

송·배전 자산관리, 지속 가능한 운영과 전력공급 관련 미래 예측기술의

개발, 고객 인터페이스 기술의 혁신 및 표준화, 규제개혁 방안

FP7
(2007～
2013)

-스마트그리드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구성원, 재정지원 규모, 주

요 연구프로그램 등을 FP7에서 결정

-프로젝트명은 European Smart Grids Techonology Platform으로

2006년에 착수하여 2020년 완성을 목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0%

향상하는 ‘20-20-20’ 목표를 설정

-유럽 전역에 송배전을 효율화하고 국가 간 전력거래를 활성화하며,

2020년까지 전력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통합시키는 것이 목표

-EU 주도로 대체에너지 사용 및 국가 간 전력거래 활성화

-구성요소는 신재생에너지, 분산발전, 송·배전 자동화, 전기자동차 등

-기존의 절력에 IT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에너지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에 걸쳐서 IT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IT 활

용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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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Smart Grids Technology Platform은 2006년에 착수하여 2020

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력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측면, 미래 핵심 기술 선점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와 유사한 TIPS 프로젝트로 신규 전력 네트워크 감시와 전

체 네트워크 신뢰성 및 안정성 평가에 IT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TIPS는 첨단 전력설비 및 기기의 개발을 통한 미래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고도화된 자산운용, 안정적 계통 운영, 자기 치유형 시스템 구현, 대규모 

정전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4-9. 일본의 TIPS

구 분 내 용

목표

-첨단 전력설비 및 기기의 개발을 통한 미래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고

도화된 자산 운용
-안정적 계통 운영
-자기 치유형 시스템 구현으로 광역정전 위험성 최소화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효율적 활용
-공급 측과 수요 측의 통합관리로 에너지 효율적 사용
-대규모 정전 방지, 전력설비관리의 고도화

참여기관 -전력중앙연구소(CRIEP)를 중심으로 일본의 주요 전력회사들이 참여

추진현황

-2010년부터 대규모 실증실험을 통해 일본 국내의 전력계통에 스마트그
리드 도입 가능 여부 검증

-지역마다 별도의 민간전력회사가 있는 일본은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태양광발전, 잉여전력과 주파수 대책, 촉전지 제어 등을 일체적으로 관

리하여 전력 계통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도모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의 효과를 통합 검증하기 

위한 실증 단지가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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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품 및 기술의 시험·평가, 연구자료 축적 등을 위해 구좌읍 6,000

호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함.

- 제주 실증단지는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의 Smart Power Grid, 에너지 효

율화를 내용으로 하는 Smart Place, 그린카 확대 기반을 목표로 하는 

Smart Transportation, 신재생에너지 품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Smart

Renewable, 통합 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Smart Electric

Service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0. 제주 실증단지 개요

구 분 내 용

경과
-2009년 6월 5일 스마트그리드 구성요소와 연계성, 시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증단지 용지로 제주 신청

-2009년 12월 관련업체 선정

목적
-세계 최대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기에 구축
-관련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

지역 -제주도 구좌읍 일대 약 6,000호 대상

기간
-기본단계: 2009. 12.～2011. 5. 인프라 구축

-확장단계: 2011. 6.～2013. 5. 통합운영

구성

-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전력시장, 스마트 소비자, 스마트 운송, 스마트
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로 구성

-전력·통신·자동차·가전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기업들로 구성된 12개 컨
소시엄 참여

내용

-Smart Place: 스마트 그린홈·빌딩

-Smart Transport: 전기차 충전소
-Smart Renewable: 신재생발전원의 전력품질 향상

예산 -정부 685억 원, 민간 1,710억 원

특성
-제주 실증단지는 스마트그린홈·전기차 충전소 등 스마트그리드 주요
분야가 모두 포함되는 All-in-one 형태로 시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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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스마트 워터그리드16)

○ 호주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만성적으로 겪고 있으며, 해안지역과 내륙지

역 수자원의 양적 차이가 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자원 그

리드 개념을 도입함. 이 시스템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으며, 지역별로 산재한 시설들을 연결하

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음.

- 워터그리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남도 퀸즈랜드주 지역으

로서, 주요 도시는 브리즈번임. 남한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퀸즈랜드주

는 지난 2004년과 2007년 사이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수자

원 관리 체계의 재편 요구로 인해 총 사업 90억 달러의 사업이 2008년부

터 시행중임.

○ 싱가포르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물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자급률이 낮

음. PUB(Public Utilities Board)에서 수자원을 통합관리하며, 다중수원을 최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도모하

고 있음.

- 2004년 국가사업으로 수처리 기술 연구개발 R&D 센터를 설립하고 세계

적인 연구소,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음. 주요 사업은 New Water 시스템으

로서 싱가포르 전체 하수의 절반을 정수해 음용수 이상의 물을 생산하며 

전체 물 수요의 15%를 담당하고 있음.

- 스마트 워터그리드 R&D 프로젝트 3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수

도 인프라 구축과 IT 기반 수자원 수요·공급 양방향 네트워크 구축기술 

개발을 위해  Singapore Smart Water Grid Roadmap을 수립하여 추진 중

에 있음.

16) 스마트 워터그리드 사례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본 국내 스마트워터그리드 발

전방향(김준하 2011)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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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은 철도, 가스, 상하수도, 전력, 건물 등과 같은 인프라를 통합하기 위하여 

Smarter Planet Initiative를 수립함. 2009년 미국 아이오아주의 Dubuque시와 

Smart Sustainable City Partnership을 발표하였으며, 사업의 목표는 스마트 워

터 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여 물소비의 기준을 수립하고 시민

들에게 물보존을 교육시켜 전체 물사용량을 저감하는 것임.

- 이 사업에서 IBM은 웹기반 포털 솔루션을 구축하였으며, 클라우드 컴퓨

팅17)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료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

며, 센서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합관리함.

17) Cloud Computing이란 IT와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웹이라는 거대한 구름 속에 넣어두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단말기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 인터넷을 이용

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며, 자산 및 자원관리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방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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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시사점 및 결론 

1. 스마트 농림업 생산 부문 

1.1. 스마트 원예

○ 원예 부문의 스마트 농업 기술은 주로 생산비 절감, 노동 부담 절감, 고품질 

생산과 품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되고 있음.

- 자동화 센서를 활용한 재배 환경 제어, 원격제어 등은 생산비와 노동 부

담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임.

- 또한 센서를 활용해 작물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액비 등의 공급에서 유

효 성분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최적의 비용으로 생산

할 수 있음.

- 산지유통센터에 도입되고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

전성 관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기반기술이나 인프라의 성격보다는 개별 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 센서나 센서 네트워크, 자동제어나 원격제어, 수확 후 관리 등은 이미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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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융합하여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응용 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있음.

- 국내외의 수많은 민간 기업체가 자사의 특화된 응용 기술을 활용하여 상

업적으로 해당 설비나 시설을 보급하고 있음.

- 농업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실용화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있음.

○ 기술의 도입은 농가나 개별 경영체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

루어짐.

- 이미 상용화가 된 설비나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함.

-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음. 산지유통센터나 거점산지유통센터 등 정

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설에서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는 추세임.

○ 원예 부문의 스마트 기술 개발·보급은 주로 시설원예나 과수 부문에서 활성

화되어 있고 노지 채소 부문에는 기술 개발이 미흡함.

- 자동제어나 원격제어 등은 주로 시설에 도입되는 기술로 노지채소는 노

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기계화의 비중도 낮음.

- 생산성 향상과 노동 부담을 완화하는 스마트 농업의 지향이 원예산업 전

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지 채소 분야에도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개

발·도입이 필요함.

○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실용화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자동 개폐기나 원격 제어 등은 민간 차원에서 상용화되는 등 원예 부문 

스마트 기술의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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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 생산 부문의 스마트 기술은 기반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조성 없이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다수 존재하므로 민간 부문의 실용화 연구가 활

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민간 기업의 소규모 실용화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지원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스마트 설비 및 시설의 도입 비용을 절감하여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원예 부문의 스마트 기술은 농가나 경영체의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

되고 있어 도입 비용이 절감된다면 도입이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도입이 확산되면 기업 측면에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도입 원가

를 절감시킬 여지가 발생함.

○ 노지 채소 부문의 스마트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현재 원예 부문에 보급된 스마트 기술은 대부분 시설원예와 과수 관련 

기술로, 원예 산업 전반으로 스마트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노지채소 부문의 스마트 기술 개발·보급이 필요함.

-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촌 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지 채소 부문의 자동화·기계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함.

- 노지 채소 부문의 스마트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정책 개발이 필요함.

1.2. 스마트 축산

○ 축산 부문은 일반농업과 다르게 소규모 농지에 공장식 축사를 통해 대량생

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노동집약적인 축산에서 자본집약적인 축산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양계, 오리, 양돈에서 이러한 현상이 빠르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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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음.

- 따라서 공장식 축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사료급여,

질병관리, 사육환경, 도축·가공, 유통, 소비까지 IT를 이용한 스마트한 축

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동물의 생육환경과 생물적 특성 등을 추적·관찰하여 데이터화하고,

이를 이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종축과 가축, 축산물 생산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이윤창출이 가능함.

○ 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 관리를 위

한 ‘축산물 이력제’ 등을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정보화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탁에 대한 요구

를 충족시켜주고 있음.

○ 이러한 스마트 축산의 활성화는 일차적으로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경영효율성 증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축산업이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를 일반농업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자본축적이 선

행되어야 하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과 경영효율성 증진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농중심의 우리나라 농업현실을 감안

하면 자본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등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 그리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

으로 대응함으로써 축산 분야의 IT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식

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정부와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에 대한 투자가 스마트 축산을 견인하는 주요한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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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요구가 보다 빠르

고 정확하게 농업인과 유통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구축과 전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에서 IT 기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축산업 추구를 위해 

- 보다 고도화된 생명공학과 IT를 연계한 첨단 축산업 과학기술을 이용한 

고능력 가축개량 및 우수 종축 정보 구축 필요

- 생산 부문의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IT를 이용한 가축 환경 모니터링·

제어체계 및 성장환경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농장 자동화 시스템을 전 

축산업으로 확대 구축

- 질병발생 감시 및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한 스마트한 방역시스템 구축

- 농장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ERP) 융합

기술 개발

○ 유통·가공에서의 IT를 이용한 축산물 물류정보 융합기반 유통 선진화 기술 

도입 필요

- 축산물 이력제를 중심으로 전 축종에 걸쳐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

통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

- 가공·포장·유통의 위생수준 및 표준화를 위한 지능형 포장, RFID 적용 

물류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 판매·소비 단계에서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 IT 기반의 축산물 이력제를 소비단계까지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스마트

하게 축산물의 이력을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구축

- 축산물 이력제를 중심으로 축산물의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

시간 안전정보 서비스 및 이력정보 제공 확대



131

○ 축산환경 개선 및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스마트 감시체계와 관광목장 및 지

역축제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확대

- IT를 이용한 모니터링체계로 축산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체계 구축을 통

한 축산업 환경개선 및 농촌환경 보전체계 구축

- 관광목장 등에 대한 IT 정보 및 방송통신 정보를 구축하여 언제·어디서나·

누구나 정보를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축산관광 서비스 제공

○ 축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서의 IT를 이용한 스마트한 축산업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축산업의 후방 연관산업인 사료, 동물약물, 축산기자재와의 정보체계 구

축을 통한 스마트 축산의 체계 구축

- 이력제를 중심으로 축산업의 전방연관산업인 도축, 가공, 유통, 분뇨처

리, 도소매 등 전체의 물류 흐름에 대한 정보 구축

- 연구개발, 컨설팅, 금융, 위생, 환경, 광고 등 스마트 축산을 위한 지원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1.3. 스마트 임업

○ 임업은 매우 넓은 면적에서 각종 작업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

약이 많고 이러한 제약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생산성이 낮음. 특히 우리나

라 산림은 경사도가 급하여 접근성이 불리하여 생산성 향상이 어려웠음. 따

라서 임업에서 스마트 도입은 작업 효율을 높여 임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임.

○ 또, 산림경영에는 지형, 토양, 임상, 도로, 시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

함. 이러한 정보들은 분산되어 있거나 별도 도면으로 정리되어 있어 종합적

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정보들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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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접근하고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면 산림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임업을 스마트하게 수행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임업의 매력을 높여 임

업 취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임.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산림벌채 또는 재해에 

의한 손실 등을 억제해야 함. 이러한 행위들을 모니터링하는 데 스마트 기

기 이용은 그 기여도가 높음.

○ 그러나, 임업을 스마트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콘텐츠와 정보통신 인프라

의 구축, 앱 개발, 사용자 능력 배양 등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

- 첫째,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예

를 들면 임상, 토양, 지형, 기상, 도로 등의 정보들이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어야 함. 이와 함께 해당 지형에 가장 적합

한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예를 들어, 모바일 환경에서 작동

하는 앱들은 무선 신호의 강도에 영향을 받음. 그러나 산림환경에서는 

도시보다 무선신호가 약하여 작동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정보통신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산림경영 의사결정 지원 또는 산림작업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앱 개발이 필요함. 우리나라 임업에서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

에 산림작업 효율 개선을 위한 앱이 다수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

려움. 따라서 앱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스마트 임업의 아이

디어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사용자 능력 배양이 필요함. 현재 임업 작업자들은 다른 산업 종사

자보다 고령화되어 있고 정보통신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임업 작업자들의 정보통신 이용 능력을 배양하고 컴퓨터 이용능

력이 있는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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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유통·경영·자원 부문

2.1. 스마트 유통

○ 농산물 유통 부문의 스마트 기술은 다른 산업의 유통이나 물류의 선진화된 

체계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공급사슬관리나 전자거래, 물류정보화 등은 제조업 부문에서 정착된 기

술로 이를 농산물 부문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도되고 있음.

○ 타 산업 분야에서 보편화된 기술이 농산물 유통 분야에 빠르게 정착되지 않

는 요인은 기술 요인과 경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산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양적·질적 감모가 발생하므로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수송 중 눌리거나 부딪혀 상품

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

- 제조업에서는 통용되는 기술 체계라도 쉽게 부패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농산물의 유통에는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가격에 비해 부피나 무게가 

많은 특징이 있음. 가격에 비해 물류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 적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즉,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공산품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도 상대적

으로 단가가 낮은 농산물에 적용 시 편익보다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음.

○ 농산물의 표준화 수준이 공산품에 비해 현저히 미진한 것도 농산물 유통에

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임.

- 자동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장 단위, 상품 품질 등의 표준화·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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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은 품목에 따라 표준 규격이 상이하고, 생산과 유통 특성에 따라 

품질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자동화·정보화를 도입하기 

곤란함.

- 농산물의 표준화·규격화가 미진한 상황이 농산물 유통에 스마트 기술 체

계를 도입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 중의 하나임.

○ 농산물 유통과 물류 분야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타 산업의 성공 

요인만 착목하지 말고 물리적 특성이 상이한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물류 부문의 전문성과 농산물 유통 부문의 전문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인력이나 사업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원예 농산물의 유통에 스마트 기술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

준·규격화가 확대되어야 함.

- 공동선별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간 협의를 통한 품목별 표준 제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품목별 표준은 농산물의 유통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공동선별

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조직의 합의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선별 조직부터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표준을 준수하고, 이를 점진적

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됨.

- 품목별 등급 표준과 포장 규격이 정착되어야 물류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유통 부문의 스마트 기술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 농산물 물류 부문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

- 농산물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물류 선진화가 곤란하여 민간 기업이 농산

물 물류 부문의 기술 개발·보급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지 않음.

- 국내 농산물 물류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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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국내 농업의 특성과 잘 

부합하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농산물 물류 전문 인력을 육성·공급하지 못하

고 있으나, 농산물 유통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문의 전문 인력이 반드

시 필요하므로 농산물 물류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

요함.

2.2. 스마트 경영

2.2.1. 정보인프라 개선

○ 농업인의 PC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의 격차도 완화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정보화 수

준은 일반 국민에 크게 낮은 수준임.

- 일반 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2012년): 64.8%

- 일반 국민 대비 모바일 정보화 수준(2012년): 25.3%

○ 농촌의 IT 인프라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음.

- 군 단위 Wi-Fi 지역은 도시의 6.9% 수준임(2010년 기준).

○ 따라서 농촌의 인터넷 및 무선통신망 인프라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정보접

근 및 활용이 쉽도록 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IT 교육 등)

확대, 경영관리 S/W개발 및 보급을 통한 정보이용 촉진 및 활성화, 전자상

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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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어민의 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 농어민 인터넷 이용률(%)

농어민 가구 PC 보급률(%) 모바일 정보화 수준(%)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2.2. 농식품 IT 융합 관련 사업의 운영 및 활용 실태 점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4년도 수입쇠고기 추적관리시스템(Meat Tracking

System: MTS) 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22개 과제의 u-Farm 구축사업

을 추진하였음. 또한 2010년부터 농식품 IT 융합 모델화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까지 15개 과제가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00개의 사

업까지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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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IT 융합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시스

템 개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발 완료된 시스템이 지

속적으로 유지·보수 되면서 사용자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제고되어야 함. 따

라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 운영 및 활용 실

태를 점검하여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발굴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의 비즈니스 유형과 성장단계별 정보화 수준과 문제점 및 요

구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전략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2.2.3. 농식품 IT 융합 분야의 정부 R&D투자 확대 및 실용화 제고

○ 농식품 분야(수산 분야 포함)의 정부 R&D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식

품 IT·BT·NT 융합 분야의 R&D 투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 농식품 분야 정부 R&D 투자: 7,084억 원(2009년) → 8,615억 원(2011년)

- 농식품 IT·BT·NT 융합 분야의 R&D투자: 316억 원(2009) → 175억 원(2011)

- 농식품 IT·BT·NT 융합 분야의 R&D 투자 비중: 4.5%(2009) → 2.0%(2011)

○ 또한 농식품 IT·BT·NT 융합 분야 R&D 투자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실용화 수준이 매우 낮음.

- 2011년 농식품 R&D 투자 성과의 기술이전 건수(596건) 중 IT·BT·NT

융합 분야의 기술이전 건수는 8건(1.3%), 사업화 건수는 전체 2,348건수 

중 6건(0.3%)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농업경영 현장에서 실용화가 가능한 IT·BT·NT 융합 분야의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실

용화(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를 목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R&B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방식의 추진체계가 적극적으로 이루

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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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농업·농촌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필요

○ 현재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농

림축산식품부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어 효과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따라서 농업·농촌정보화 사업의 촉진 및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법 제정이 필요함.

-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보화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업·농촌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조정, 평가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함.

- 사업의 중복,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간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 관련 부처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함.

- 농업 관련 기관의 정보제공 및 공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함.

-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및 평가 필요함.

2.3. 스마트 농촌

○ 농촌활력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귀농·귀촌지원, 농촌생활 

지원, 농촌교육, 농촌복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요자와 원활한 네트

워크와 소통을 위해 첨단화된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

요함.

○ IT 기술이 융합된 농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IT

활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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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쉽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IT 기술을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함.

○ 정부주도의 IT 인프라를 농촌에 구축할 경우, 해당 농촌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시설의 유휴화와 관리운영비의 과중에 따른 부담이 농촌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임.

○ 농촌복지, 농촌안전, 농촌자원 발굴과 활용, 농촌홍보 등을 위한 IT 융합의 

활발한 적용을 위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2.4. 스마트 지리 정보 및 그리드 

2.4.1. 스마트 지리 정보

○ 공간 정보는 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미래의 핵심적인 성장산업으로 예측

하고 있음.

- 미국 노동성은 공간정보 분야를 고성장산업의 하나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 정보기술은 매년 3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이러한 공간정보는 농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미개척 분야

가 남아 있음. 때문에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

마트 농업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례 연구를 통해 보면 국내의 지리정보 기반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지만, 응용 분야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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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방대하게 축적된 다양한 지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농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잇는 기초 공간 자료는 다수가 존재함.

-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독자 기상 위성 보유국,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위성 보유국, 세계 10번째 통신위성 자체 개발국 등 10위권의 위성 

보유국임. 이를 통해 즉각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원격 탐사 정보는 스마트 농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스마트 농업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첫째, 응용소프트웨

어의 높은 해외 의존율, 둘째,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개발 업체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지리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매우 고가의 제품인데다가 

일반인들이 쉽게 다루기 힘듦. 따라서 최근 지리정보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오픈 소스 GIS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분야에서 농업 분야의 사업 시장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실

제 개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성에 대한 타당성

을 검토하고 개발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공간정보는 단일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융복합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농업 정보 수집 처리와 데이터 취득은 점차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음.

따라서 ‘원스톱’ 서비스같이 데이터의 통합성을 높이고 융통성의 범역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함.

- 즉,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농업 관련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생성된 자료의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를 구축하고, 오픈 API를 개발하여 자료의 보급에 힘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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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

- 더불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공간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결합하여 새로운 농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해야함.

○ 특히 선진국, 개도국, 저개발국가 할 것 없이 데이터의 갱신이나 유지보수

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술 기반을 마련하여 판매할 수 있다면 스마트 농업 

공간정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가의 해외 프로그램 위주의 개발보다는 범용성이 높고 쉽게 접근이 가능

한 오픈소스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스마트 농업의 시장을 확대하고 보급

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농업 공간정보 기술은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판로

와 기술 개척을 시도해야 함. 예컨대, 토지현황과 농업 경영 소득의 메커니

즘을 규명한 가상현실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접목한 공간정보기술을 개발

하여 미래의 새로운 기술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의 증가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고해상도

의 다목적 위성이 우주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위성을 활용하여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할 필요

가 있음.

- 원격탐사, GPS와 GIS를 사용하여 영농인들은 그들의 농작물에 장소 특

화적인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정보를 통해 농업인들은 최적 투

입을 통해 생산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됨. 즉, 지리 공간적 기술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의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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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으며, 영농인에게 시의적절한 농경 방식이나 재해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4.2. 스마트 그리드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국지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국내 농업 분야

에서는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며, 수자원 및 환경 분야에서는 강우량 및 수

문순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수자원 개발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의 농업용수 시설은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누수 및 관리 

손실량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촌의 인력 부족과 농업용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은 농업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

하고 있음.

○ 인력 및 장비의 효과적인 운용과 물절약을 통한 물관리 효율의 향상이 필요

하며, 농업인의 관개지구 물관리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물관리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기술, 수집된 정보

의 분석, 예측, 제공을 위한 웹기반의 전산화 물관리 기술, 정보수집 및 

양방향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등을 융합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스마트 워터 그리드 기술은 국내 농업수리물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며 농

업수자원 절약과 재해예방, 농업인과 지역민에게 양질의 용수 정보를 제

공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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