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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자동화 등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농촌 분야도 이러

한 변화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스마트팜 기술, 무인·자율농기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무인·자율농기계 개발 등 여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과는 여전히 5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 현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4차산업혁명에 대한 

실체적 이해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기계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농업의 미래 대응전략 수립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무인·자율농기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

를 조사·정리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등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

전략 연구(2의1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과학기술연구원에 의

뢰하여 수행한 협동연구의 결과이다. 이 자료집이 향후 무인·자율농기계 산업

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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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배경

○ 4차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

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논의의 진전이 제한적인 상

황이다.

○따라서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4차산업혁명에 관한 포괄적 국가정책의 탐구

보다는, 실체적 접근으로 정책 쓰임새를 제고하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

된다. 특히 무인·자율농기계는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총합체 산출 영역이

자 현장화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며, 국내 농정의 중점 현안과도 부합성이 높

아 우선적으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준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4차산업혁명에 대한 

실체적 이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기계 분야(무인·자율)의 선진 혁신동향과 특징, 주요 중점대

응 이슈를 탐색한다. 또한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농기계 분야 관련 정책과 산업의 현재, 발전구상전략을 검토

하여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농촌의 혁신성장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 연구결과  시사

○무인농기계는 총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 첫 번째 단계는 “비자동화 농기계”로 핵심 기능은 기계적 작동 및 반복 

작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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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계는 “자동화 농기계” 단계로서 운전자가 여전히 조작을 해야

하며 농기계의 기능에 대한 일부 감시 역할도 포함한다. “자동화 농기계”

에 속한 농기계의 핵심 기능은 논리적 작동과 센서에 의한 다양한 기계 

작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제한적 자율농기계” 단계로 자동적 운전과 작업 경로 생성 

및 추종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이 단계에서도 운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지막 단계는 “완전 자율농기계” 단계로서 운전의 책임이 농기계에 있

으며 작업자는 작업 목적만 입력하면 된다. 농기계는 스스로 작업지로 

이동하며 작업 경로 생성 및 추종 기능 등을 포함한다. 

○선진국의 경우 세 번째 단계의 기술을 일부 상용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네 

번째 단계의 무인자율작업 기술은 실증 및 검토 단계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인·자율농기계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과는 최소 5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농업의 경우, 농업경영의 새로운 대안 모색 차원에서 농기계 무인·자율

화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로 인한 노

동력 기반의 약화는 인적 자원의 증대나 농업 기계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

며,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적 진보를 고려할 때 후자의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농업인의 안전 측면에서도 농업인의 근접 물리적 작업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무인·자율농기계의 도입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영세 중소농 및 비정형 소면적 중심의 영농 구조는 첨단 무인·자율농

기계의 도입에 대한 유인과 여건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업 현장

에서의 수요 적합성과 지불가능성을 고려한 중소농 맞춤의 R&D 수행 및 제

품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무인·자율농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 혁신전략에서의 농기계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혁신전략으로서 스마트농업을 지

지하고 그 추진 과제로 정밀농업과 무인·자율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v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무인·자율농기계를 타 산업분야 기술의 응용 분야로 

그 효과와 파급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인·자율농기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무

인농기계의 경우 허가가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자율자동차의 도로 

주행문제와 연장선에 있으므로 동시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통신을 통한 농작업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

통신망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먼저 자율농기계의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험

단지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경작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농약 살포 및 무인트

랙터 운영 등을 통해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

업용 정밀 GPS 인프라의 개발이 요구된다. 무인·자율농기계의 작동을 위해

서는 현재의 10m급에서 수cm급의 측위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은 교통 분야에서 이미 확보된 기술로 농업부문으로의 이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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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배경

○ 2016년 촉발된 4차산업혁명의 파고는 세계 각국의 과학과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개념적 이해, 2017년 

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대응과 리더십에 관한 의제를 검토하였다.

-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자동화 등 급진적 기술 진보를 기반으로 기

존 경계, 범위,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적, 정책적 논의가 점차 

확대·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 기술적 관점에서의 논의의 요체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AI, Robot, IoT, 

Big data, etc.)의 농업·농촌 적용 가능성과 선진사례에 대한 탐구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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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관점에서는 농업·농촌이 직면하거나 곧 하게 될 고질적 위기·난제 

해결의 방안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목하고 있으나, 이를 집체화한 명시적 

국가정책(종합대책·전략, 법, 제도 등)을 포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업·농촌 분야 4차산업혁명에 관한 포괄적 국가정책의 탐구보다는, 

실체적 접근으로 정책 쓰임새를 제고하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스마트팜, 자율주행 트랙터 등 무인·자율농기계는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의 총합체 산출 영역이자 현장화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고, 국정·농정 중

점현안과의 부합성, 시장 트렌드 등을 고려해볼 때 우선적으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준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먼저 농기계 분야(무인·자율)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4차산업혁명에 대한 실

체적 이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농기계 분야(무인·자율)를 중심으로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의 혁신역

량 강화를 위한 개선 포인트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의 미래 대응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끝으로 혁신성장정책의 방향 및 속도를 뒷받침하는 정책과업의 지속적 발

굴·설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의 적극 추진’ 기조에 일조한다.



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1. 주요 연구내용

○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농업 구현의 유망 영

역으로서 농기계 분야(무인·자율)에 주목하여 선진 혁신동향과 특징, 주요 

중점 대응 이슈를 탐색한다.

- 농기계 분야(무인·자율)의 선진 혁신동향(기술·시장·정책 등의 측면)을 

분석하고 주요 중점 대응 이슈를 탐색한다.

-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주요 선도국(예시: 미국, 독일, 일본, EU 특정국 

등)의 혁신동향 및 특징을 검토한다.

- 선진 혁신동향을 토대로 농기계 분야(무인·자율)의 중점·특이사항을 집

중 고찰하고, 정책적 시의성 및 타당성 높은 주요 중점 대응 이슈를 탐색

한다.

- 주요 선진 혁신동향 및 미래 대응 이슈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

황에 시의성 및 시사성이 높은 정책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 일례로 농업용 트랙터는 제한사용환경 덕분에 무인·자율화가 자동차보

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의 높은 농기계 사고치사율(일반차량

의 8배)을 감안하면 ‘안전’, ‘규제’ 등이 중요한 정책적 중점 대응 이슈로 

고려될 수 있다.

○우리나라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관련 정책(공공)과 산업(민간) 측면의 현

재지(중점 대응 이슈 관련), 발전구상전략을 검토하여,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농촌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 우리나라 농업·농촌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대

응의 중요성, 정책(공공)과 산업(민간) 측면의 현재지(주요 중점 대응 이슈 

관련 준비상태, 애로, 정책수요 등), 정책지원의 필요논리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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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 산업 측면의 발전구상전략을 검토하고, 정책지원 확대에 수반(예

상)되는 입장차, 역할분담,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를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 분야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중점 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업·농촌 분

야 4차산업혁명 대응의 개선 포인트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 농업·농촌 및 농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의 시의성 높은 중점 대응 이슈를 정립하고, 정책과 산업 측면의 대응역

할을 모색한다.

- 민간R&D 투자 수준이 높고 굴지의 글로벌 농기계 기업이 무인·자율 분

야를 주도하고 있는 선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 의존도가 높고 

산업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장 중심의 중점 대응 이슈 정립, 정책과 산업 측면의 대응역할 모색을 

통하여 농기계 분야(무인·자율)를 중심으로 한 정책 개선 포인트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외부자문

○산·학·연·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

- 산 : 동양물산 중앙기술연구소, 대동공업 기술연구소

- 학 : 경북대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 연 : LG경제연구원

- 관 : 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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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율농기계의 중요성 고찰

1. 무인·자율농기계의 개념

1.1. 용어의 정의

○ ‘무인농기계’와 ‘자율농기계’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 이동체에 있어 ‘무인’의 개념은 사람의 탑승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자동차에 있어 ‘자율’의 개념은 운전자가 항상 개입을 하는지를 기준으

로 삼고 있다(안경환 외 2013).

- 자율 자동차 개념의 문제는 결국 운전 책임 소재의 문제로 환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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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자율 자동차 기술개발 범위 

자료: KEIT의 자료를 뉴시스(2015. 12. 10.)에서 재인용.

○농기계 분야에서 자동화, 무인화, 자율화 용어는 다른 산업분야의 발전과 그 

기술이식에 따라 시차를 두고 도입되었다.

- 개념적으로 자동화의 경우 공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자동화 개념의 확장

으로, 무인화는 무인 항공기 개념의 확장으로, 자율화는 자율 자동차 개

념의 확장이라고 판단된다.

○ ‘무인농기계’는 농기계 분야에서 무인화가 주요 목표이고 동향이므로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 정부의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 중 ‘무인농기계’에 대한 과제를 제

시하면서, ‘자율주행 무인제초기’와 ‘자율주행 트랙터’의 개발을 포함, 

무인의 개념을 자율을 포함하는 대표 개념으로 사용한다.

- 무인 항공기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의미하였으며 최근에는 육상 로봇의 경우에도 드론이라는 용어를 적용

하고 있다.

- 일본은 무인농기계 2020년 실용화 방침 표명에서 ‘자동주행 트랙터’, 

‘농약 살포용 드론’을 무인농기계의 예로 소개하였다(조은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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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로봇의 개념을 ‘농업 생산과 소비, 유통과 경영 등의 전 과정에서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농작업이나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

라고 할 때 농업용 로봇은 무인농기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박현섭·김상

철 2015).

구분 유인 무인

자동
∙ 자동화 농기계

∙ 복합자동화 농기계

∙ 원격조정 농기계

∙ 농업용 드론

자율 ∙ 제한적 자율농기계

∙ 지능형 무인농기계

∙ 자율농기계

∙ 농업용 로봇

<표 2-1> 무인 vs. 자율 개념에 따른 농기계 관련 용어의 구분

자료: 저자 작성.

○ ‘무인농기계’는 ‘사람이 비접촉식으로 운전하는 농기계’로 개념화가 가능하다.

- 무인 운전 방법으로는 원격 조정 및 프로그램에 의한 운전 방식이 있다.

- 무인농기계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농기계’로 개념화하지 않는 이유는 

보행형 이앙기와 같은 비탑승형 농기계의 무인화를 제외시키지 않기 위

함이다.

○ ‘자율농기계’는 ‘운전자의 상시적 개입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농기계’로 자

율 자동차의 정의를 그대로 도입하여 개념화가 가능하다.

- 국내 개발 사례가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는 운전자의 상시적 개입이 필요 

없는 형태이므로 ‘자율농기계’ 뜻에 적합하다.

- 자율농기계도 자율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 핵심 기능으로 경로생성 및 

추종 기능을 가져야 한다.

○농기계에 사용되는 ‘자동’이라는 개념은 ‘자율’보다는 낮은 단계의 기술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국립농업과학원은 자율주행 트랙터의 자동화 적용범위 구분에서 자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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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다음 단계를 자율주행 단계로 분류한다(홍영기 2018).

-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자율주행기술 구분에서 발전된 자동화

의 개념을 바로 자율화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유동훈·강경표 

2016).

구분 농촌진흥청의 자율주행 트랙터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율 자동차

Level 0 ∙ 원격제어식 ∙ No Automation

Level 1 ∙ 자동조향 ∙ Function-specific Automation

Level 2 ∙ 자율주행 ∙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evel 3 ∙ 자율작업 ∙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Level 4 ∙ 무인자율작업 ∙ Full Self-Driving Automation

<표 2-2> 자율주행 트랙터 및 자동차에 대한 기술 단계 구분

자료: 홍영기(2018); NHTSA(2015)를 유동훈·강경표(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농기계 분야에 있어 자동 및 자율의 개념에 따른 

단계를 다음 표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 ‘제한적 자율농기계’ 단계는 ‘복합기능자동화 농기계’ 단계와 현실적으

로 구분이 모호하고, 따라서 동일단계로 보아야 한다.

 발전 단계

구분 항목 
비자동화 농기계 자동화 농기계 제한적 자율농기계 완전 자율농기계

운전의 책임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 농기계* 운전자 < 농기계*

사람의 역할 조작 조작, 감시 작업입력, 간헐적 감시 작업 목적만 입력

핵심 기능
∙ 기계적 작동

∙ 반복 작동

∙ 논리적 작동

∙ 센서에 의한 다양한 
기계 작동

∙ 자동적 운전

∙ 작업 경로 생성 및 추종

∙ 작업지로 이동/복귀

∙ 작업 경로 생성 및 추종

<표 2-3> 농기계 기술 발전 단계별 구분

*자율농기계 운전의 책임은 운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개발자, 제조자, 사용자 등이 있고, 그 책임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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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기술수준1

○선진국은 자율작업(Level3) 단계 일부 상용화, 무인자율작업(Level4) 단계 실증·

검토 중이다.

- 미국 : 자율작업 단계의 상용화(John Deere2 등), 고도 경사지 안정성, 장

애물 회피 등 지속 연구개발 보완 중

- 일본 : 자율작업 단계의 연구개발 완료(Kubota), '18년 12월 자율작업 콤

바인 출시 예정(Kubota)

- 독일 : 선행 트랙터(유인)의 주행 경로를 따라 조향 및 주행속도를 제어

하는 무인자율작업 트랙터 시스템 연구개발(AGCO) 

구분
Level 1
자동조향

Level 2
자율주행

Level 3
자율작업

Level 4
무인자율작업

국외

기술단계 상용화 상용화 연구개발완료 실증·검토 중

기업
이탈리아 ASI

미국 Ag-leader
일본 TOPCON

미국 Johndeere
일본 Kubota

미국 Johndeere
독일 AGCO

국내
기술단계 상용화 준비 시제품개발 도입단계 연구개발단계

기업 동양물산 동양물산 동양물산 -

<표 2-4> 무인·자율농기계 기술단계별 국내외 기술수준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8. 2. 9.)를 토대로 정리.

○우리나라의 무인·자율농기계는 대체적으로 자동조향(Level1) 단계로 최소 5년 

이상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 농촌진흥청은 '97년∼'03년 자율주행(Level2), 원격제어 트랙터 관련 연

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 '17년 동양물산 등 6개 산학연 컨소시엄이 110kW급 자율주행 트랙터 시

제품 개발하였다.

- 자동조향 수준의 트랙터를 동양물산이 '19년 상용화할 예정이다.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8. 2. 9.), 박현섭·김상철(2015).

2 John Deere는 미국 Deere & Company의 상표. 편의상 이하 상호명 대신 상표명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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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트랙터 1호기('97), 2호기('00) > < 장거리 원격제어 시연('04 코엑스) >

<그림 2-2> 농촌진흥청의 자율주행 트랙터 연구개발 이력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8. 2. 9.).

○무인·자율농기계로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수준을 100으로 볼 경우 지

능형트랙터 기술은 40~50 수준, 정밀주행 기술은 70~80 수준으로 평가된다

(박현섭·김상철 2015).

<그림 2-3> 농기계별 기술수준과 부가가치수준 

자료: 박현섭·김상철(201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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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특징

1.3.1. 산업 구조적 특징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은 수직 구조상 상위 분류로 ‘농기계 산업’의 범위에 

있고, 더 이상은 ‘기계 산업’에 속한다. 이 산업은 이러한 수직 구조적 시장

인 동시에 IT분야가 접목되는 융합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은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 및 시장 선점효과가 큰 

대표적 융·복합 산업이다.3

- 트랙터로 대표되는 농기계산업은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대규모 생

산 하부구조(부품공급업체)가 후방산업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토양, 농

법, 작물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

- 농업은 녹색혁명 이후 농기계 산업을 근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농기계 산업은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주요 글로벌 농기계회사는 전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곡물의 

수요·공급 예측에 따라 농기계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4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전방산업으로는 스마트팜, 정밀농업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들 산업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으로 도입기 시장이라 할 수 있어 

향후 높은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무인·자율농기계 후방산업은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농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및 부분품 시장을 포함하여 GPS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시스

3 박현섭·김상철(2015)에서는 이 문헌이 언급한 ‘농업로봇’을 무인·자율농기계로 보았음.

4 남규철(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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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H/W 및 S/W, 센서 산업 등이 있다.

- 정밀농업은 무인·자율농기계의 최적 작업을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영

역에서는 전방산업이 되고, 무인·자율농기계가 정밀농업의 주요 구성품

이므로 후방산업이 되기도 한다. 이는 정밀농업의 산업 범위가 넓기 때

문이기도 하다.

1.3.2.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주요 영역

○이동체(Vehicle) 산업5

- 자동차 중장비 등이 포함된 이동체 산업은 농업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 가운데 트랙터는 자동차·중장비와 유사한 발

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동체 산업의 최근 기술 트렌드는 IT기술 융복

합을 통한 ‘이동체의 지능화, 자동화, 무인화’이다.

- 국내에는 100HP급 이상의 트랙터에 엔진-변속기-작업기와 통신을 연계

하여 자동변속기술을 개발, 고효율을 실현한 바 있다.

<그림 2-4> 이동체 산업의 기술 트랜드 

자료: 남규철(2018: 8).

5 남규철(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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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스템(Autonomous Driving System)6

- ‘자율주행’이란 주행 시 외부정보 감지 및 처리기능을 가지고 포장의 지

형, 작물 등 주변 환경을 인식해 주행경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체

의 동력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주행하는 시스템이다.

- 자율주행 농기계의 기본 구성요소는 먼저, 절대 위치와 자세정보를 얻는 

GPS 센서와 IMU(관성) 센서, 조향핸들의 각도를 측정하는 각도 센서 등

의 센서 조합,  포장 내 작업경로를 경로점 형태로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현재위치와 목표위치의 차이를 이용 조향바퀴의 방향각을 계산하는 경

로탐색 알고리즘과 이를 컴퓨터 내에 탑재하여 두뇌역할을 하는 화상 상

위제어기로 구성된다.

- 국내는 2004년 농진청과 LS엠트론이 공동으로 40HP급 자율주행트랙터

를 개발하였으며, 무선통신과 시스템 제어기술이 구비된 것이 특징이다. 

이후 2012년 동양물산기업은 GPS와 IMU 등 센서시스템이 통합되어 

80HP급 자율주행트랙터를 제작한 바 있다.

○텔레매틱스(Telematics)7

- 농기계 내 텔레매틱스 기술이 적용은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작물재배

에 대한 종합관리가 가능하며, 농작업을 줄이고 효율은 높여 농업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농기계 간 협업을 위한 Connected farming기술을 개발해 작업효율 증대, 

일관 농작업기술 등 종합적 ‘농장관리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팜(Smart Farm)8

- 스마트팜 산업은 스마트 농업생산시스템, 식물농장 기술, 지능형 농기계 

6 남규철(2018: 9).

7 남규철(2018: 10).

8 중소기업청(20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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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이 주요 기술이다.

- 최근 각종 센서 기술을 이용해 농축산물의 생장·생육 단계부터 정보 관

리에 기초하여 최적의 환경 조성 및 병충해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최적화 

시스템 기술, 분석 SW기술, 스마트기기와의 연계 등이 강화되고 있다.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디지털 농업(Digital Agriculture)9

- 정밀농업은 관찰(조사) → 처방(분석) → 농작업 → 결과분석(피드백) 단

계를 거치며 센서, GIS,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의 

ICT 기술이 필수적이다.

- 정밀농업의 경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1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정

도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딥러닝, 머실러닝, 드론, 로보

틱스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하고 있다.

- 정밀농업에서 무인·자율농기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찰 장비의 역할

과 처방에 따라 농작업을 실행하는 장비의 역할을 2중으로 수행할 것으

로 기대된다.

○농업정보서비스(Agriculture Information Services)10

- 농업정보서비스는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 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양한 ICT 시스템을 통해 활용하는 것으로 농업 경영의 효

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디지털 농업과 

유사하거나 그 하위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 농업정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이 가능한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 통합 및 표준화, ICT 융복합 기술 개발, 정보 제공 시스템 등

이 필요하다. 

- 바이엘-몬산토를 대표로 하는 글로벌 농업 전문 기업들은 정보과학기술

9 김유중(2017: 3-6).

10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4: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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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을 활용한 농업정보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레노

버 등도 자사의 IT역량과 플랫폼 기반을 활용하여 정밀농업, 스마트 농

업, 농업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11

- 농업 현장에서는 이미 농장 경영 합리화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ERP) 

도입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과의 

컨버전스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일본의 후지쯔사의 경우 농업관리 통합솔루션인 ‘食·農 클라우드 서비스 

Akisai(秋彩)’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부문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

집/축적/분석 서비스, 생산물 품질향상, 비용 절감, 기술력 강화, 영농 지

도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기반의 농산물 생산 관련 데이터 수집, 축

적, 분석까지 농업 전 영역에 걸쳐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서비스를 적용

함으로써 정확한 수확 예측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박종호 2014).

<그림 2-5> 후지쯔의 농업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AKISAI 

자료: 박종호(2014).

11 김기수 외(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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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주요 참여기업

○해외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주요 참여기업은 일본의 Kubota와 Yanmar, 

미국의, 네덜란드의 CNH Industrial12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 세계 농기계시장의 시장점유율은 '14년 기준 미국 John Deere가 16.5%

로 1위, CNH 10.3%, Kubota 7.0%, AGCO 5.8% 순이었다.13

기업명 개발 제품 주요 특징

Kubota
(일본)

∙ 2018년 제품화를 목표로FarmPilot 트랙터를 개발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및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측정장치)를 통해 위치 데이터, 
차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차체의 최적 위치·방향 등을 
산출

Yanmar
(일본)

∙ 2015년 12월 GPS를 이용해 자동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개발

∙ 카메라와 통신기능을 통해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작 가능

John Deere
(미국)

∙ 고장원인을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 각종 센서와 네트워킹 기능이 강화된 
트랙터를 개발

∙ 전국 농기의 기후, 토질, 농작물 발육 등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수집, 분석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의 농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CNH 
Industrial
(네덜란드)

∙ CNH는 글로벌 농기계 업체인 Case IH와 NewHolland 합작회사

∙ 무인 자율 주행 트랙터를 개발하여 2016년 미국 아이오와주 
분(Boone)에서 열린 Farm Progress Show에서 공개 시연

<표 2-5> 해외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주요 참여기업

자료: 경북테크노파크(2017: 25-27).

12 CNH Industrial은 2013년 Fiat Industrial SpA와 CNH Global NV가 합병하여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회사임. 뉴욕과 이탈리아 증시 상장되어 있음.

13 남규철(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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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인·자율농기계 주요 참여기업은 동양물산, 대동공업, LS엠트

론이 대표적 기업이다. 국내 농기계 기업의 무인·자율농기계 진출은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준에 있다.

-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는 약 540개가 있으며 그 중 5개사가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14

- 세계 농기계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5대기업(대동, 국제, 동양, 

LS, 아세아)을 합해 14억 달러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15

기업명 주생산품
매출규모

(억 원, '15년)
수출기종, 수출국

대동공업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엔진, 운반차 4,622
∙ 트랙터 엔진

∙ (아시아, 미국, 유럽, 중국)

LS엠트론 트랙터, 엔진 4,155
∙ 트랙터

∙ 미국, 유럽, 중국

동양물산기업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572
∙ 트랙터, 이양기

∙ 미국, 중국

국제종합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엔진 2,118
∙ 트랙터 엔진

∙ 미국, 유럽

아세아텍 관리기, 베일러, SS기 994
∙ 베일러

∙ 유럽

<표 2-6> 국내 농기계 산업의 주요 참여기업

자료: 이중용 외(2016: 25).

1.3.4.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가치사슬

○무인·자율농기계 가치사슬은 앞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매우 다양한 전후방 

산업으로 구성되며 하기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정밀농업의 예로 보면 무인·자율농기계의 전방산업이 되기도 하고, 후

14 이중용 외(2016: 25).

15 남규철(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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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슬 구조에 나타내기 

어렵다.

- 따라서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가치사슬은 다단계 사슬형 구조로 표현

하기 어렵고, 망형 구조와 같은 가치전달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후방산업 무인·자율농기계 산업 전방산업

주요영역

∙ 기존 농기계의 부품

∙ 임베디드 시스템 H/W, S/W산업

∙ 센서산업

∙ 유무선 통신 산업

∙ 자연기후 분석서비스

∙ 스마트농업 IT서비스

∙ 자율주행 트랙터

∙ 무인 제초기

∙ 농업용 로봇

∙ 정밀농업

∙ 스마트팜

∙ 스마트 농업생산 시스템

∙ 농식품 유통

참여기업

∙ 미, AGCO

∙ 독, Bayer-Monsanto

∙ 미, 구글, MS

∙ 일, 소프트뱅크, 후지츠

∙ 중, 알리바바, 레노버

∙ 한, 대동공업, LS엠트론, 동양물산기업, 
국제종합기계, 아세아텍

∙ 미, JohnDeere

∙ 일, Kubota

∙ 일, Yanmar

∙ 네덜란드, CNH

∙ 한, LS엠트론

∙ 한, 동양물산

∙ 독, Bayer-Monsanto

∙ 미, JohnDeere

∙ 미, Dow-Du Pont

∙ 미, SproutsO

∙ 일, Kubota

∙ 한, KT-지엔바이오

∙ 한, 카카오파머

<표 2-7> 무인·자율농기계 산업의 가치사슬

자료: 저자 작성.

2. 농기계 무인·자율화 이슈의 논의지형

2.1. 글로벌 농업환경과 농업의 역할 변화

○세계는 인구는 지속적 증가전망에 따라 장기적인 식량공급 문제에 봉착할 

위험에 처해 있다.

○Alexandratos and Bruinsma(2012)에 따르면, 전 세계인구는 2030년 83.9억 

명, 2050년 91.5억 명으로 증가하여, 이를 부양하기 위한 농업생산은 



19

2005~2007년 수준보다 최소 60%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

○인구는 향후 35년간 약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 세계 경작

지의 총량은 고작 4% 정도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작지 확대

로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했던 21세기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 18~19세기는 경작지 확대를 통해, 20세기는 농업생명공학 기반의 다수

확종자(Hi-Yielding Varieties: HYV) 개발과 농업 기계화를 통해 농업 생

산성이 증대되었으나, 21세기는 생산성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성이 중요

한 가치로 부상하였다.

<그림 2-6> 세계 인구증가 및 경작지 변화 추이와 전망

자료: FAO 통계(http://www.fao.org/faostat/); Alexandratos and Bruinsma(2012) 토대로 연구진 작성.

○농업생산의 양적 확대 외에도 소비패턴, 자원,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식량 생산·공급체계의 실현을 위한 

많은 임무들이 향후 농업의 역할로 강조되고 있다(Foresight 2011).

○농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위협하는 환경변화로는 농업소비의 증대 및 다변

화, 토지, 수자원, 에너지 등 자원 수요의 경합, 기후변화의 영향 등이 대표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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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농업은 증산을 통한 세계 식량공급의 총량적 

안정성 외에도 수요-공급 균형 및 안정적 유지, 균형적 배분과 기아 종식, 

종 다양성과 생태계 건전성 확보, 기후변화 경감 등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2-7>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와 농업의 다면적 역할

자료: Foresight(2011); 임영훈(2017)에서 재인용.

○글로벌 농업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위험요인과 기회요인들은 농업의 생산성 

확대와 직간접적 연관성이 높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가능

한 집약적 영농(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agriculture), 즉 정밀농업 또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UN 차원에서 작성된 2016년 글로벌 기회보고서(Global Opportunity Report 

2016)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상위 기회요인으로 스마트농업을 지목

한다(UN Global Compact 2016).

○ 2015년과 2017년 발간된 글로벌 기회보고서는 수자원 효율적 농업(water ef-

ficient agriculture), 스마트 수자원 규제(smart water regulation), 수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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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smart water tech), 토양건강 유지(keeping soil alive) 등을 농업의 생산

성 및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기회요인으로 지목하였다(UN 

Global Compact 2015, 2017). 

○ 2016년 촉발된 4차산업혁명의 부상 논의와 함께 농업과학기술 내·외의 기술

적 진보(전망)는,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문제를 동시에 대처하는 미래

농업의 구상으로서 스마트농업, 데이터 기반 농업, 디지털 농업, 지능형 농

업, 농업 4.0, 농업 5.0 등의 다양한 개념을 토대로 구체화되고 있다(임영훈 

2017). 

2015년 2016년 2017년

1. 수자원 효율적 농업 1. 스마트 농업 1. 수자원 관리기술

2. 일상건강 구현 환경 2. 디지털 노동시장 2. 균형적 지식공급

3. 담수 생산 3. 기술격차 해소 3. 지능형 사이버 보안

4. 녹색소비자 선택 4. 음식물쓰레기 경감 4. 분산적 에너지 관리

5. 스마트 수자원 규제 5. 정밀치료 5. 토양건강 유지

<표 2-8>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회요인(Top 5)

자료: UN Global Compact(2015, 2016, 2017) 토대로 연구진 작성.

2.2. 농기계 무인·자율화 이슈의 부상과 중요성

○고투입·고산출의 관행농업이 가진 한계는 농업의 다면적 역할변화에 직면하

여 저투입·고산출(More with less)의 미래농업 구상에 적합한 가치의 농업, 

즉 정밀농업 등과 같은 최적화농업으로의 전환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연구·혁신(R&I) 관점의 EU 농업성장전략은 유럽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우선순위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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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인프라, 다분야·다국적 연구협력을 강조하였다(임영훈 2017).

- European Commission(2016)은 EU의 농업성장전략이 농업을 포함한 사

회적 도전과제②(농업·해양·바이오 등)를 넘어 보건·인구·웰빙, 기후·환

경·자원 등 다른 사회적 도전과제 외에도 산업리더십 축의 정보통신기술

(LEIT-ICT) 등과 융합되는 방식으로 폭넓게 전개될 것을 예고하였다.

○유럽의 농업 부문 혁신파트너십 주축인 EIP-AGRI16는 데이터 및 디지털 기

술 기반의 정밀농업을 미래농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연구개발과 현장확산

의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orizon 2020 농업 연구·혁신(R&I) 우선순위 의제

제1축
유럽연구위원회(ERC), 미래신기술(FET), 
마리퀴리프로그램(MSCA), 연구인프라

[농업] 경작지로부터 가치창출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 자원 관리(토양,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

∙ 더욱 건강한 동·식물

∙ 농업과 자연환경에의 통합적, 생태적 접근
제2축

핵심산업기술 리더십(LEIT), 리스크펀드 
지원, 중소기업 혁신 [농촌] 농촌 혁신 강화 - 농촌 지역·정책 현대화

제3축
보건·인구·웰빙, 농업·해양·바이오, 에너지, 
교통, 기후·환경·자원, 포용·혁신사회, 
안전사회

∙ 농촌 성장의 새로운 전개(가치사슬, 다원성 등)

∙ 농촌지역의 인적, 사회적 자본 강화

<표 2-9> EU 농업 연구·혁신 프로그램과 우선순위 의제

자료: Horizon 2020 포털; European Commission(2016); 임영훈(2017)에서 재인용.

○정밀농업의 개념, 정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는 국가별 농업환경 또는 발전

경로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이지만, 최소 투입과 최대 산출을 통한 최적화 

농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 OECD(2016)은 정밀농업을 작물과 경작지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하여 최적화된 투입과 산출을 이끌어내는 농업활동체계로 정의하고, 

16 EIP-AGRI(Europe Innovation Partnership on the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

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에 관한 유럽혁신파트너십(2012년 발족)으로, EU 산하에 

5개의 EIP가 가동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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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통한 녹색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EIP-AGRI(2015)는 작물, 가축, 현장(field) 여건의 다양성하에서 근실시

간(near-real time)으로 데이터를 관찰, 계측, 활용하는 농업경영의 개념으

로 정의하고, 최소 투입과 최대 산출의 최적화로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미래농업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 정밀농업의 개념은 농업과학기술의 발전, 농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 철학

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cBratney et al. 2005).

○정밀농업의 개념, 정의 등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차치하고, 그 개념과 필요

성의 시작만 놓고 보면, 대규모 경작의 효율성, 즉 주요 대면적 경작 작물을 

중심으로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정밀농업의 핵심은 적시적지에 적정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통상 농

학과 농업공학,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산물로서 이해할 수 있으

며, 1990년대 중반 GPS와 같은 범지구위성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이 상용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초기에는 미국, 호주, 중북부 유럽 등에서 대규모 경작지를 중심으로 비

료, 농약 등의 투입을 경작지 상태에 맞추어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낮

추고 산출량을 확대하는 대안으로 정밀농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 최근에는 정밀농업의 개념과 적용영역이 확대되어 스마트농업, 데이터농

업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경작지 토양 여건 중심에서 농기계 

무인·자율로, 더 나아가 농산물 품질과 환경 관리로 방점이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16). 

○정밀농업을 통한 효과는 농업 생산의 확대뿐 아니라 수자원, 토양환경 등의 

개선과 보전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 Goldman Sachs Group, Inc.(2016)에 따르면, 향후 정밀농업을 통해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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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전세계 농업 생산의 잠재력은 70% 가량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수확종자의 개발로 증산을 이끌어냈던 이전의 시기와는 다른 기술적 

진보에 기인한다.

- 또한 정밀농업과 관련된 ICT(또는 디지털) 기반의 농기계 기술시장 규모

는 2050년 2,4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 

순증량은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Goldman Sachs Group, 

Inc. 2016).

- 아울러 정밀시비에 의한 비료 사용 감소, 정밀관개를 통한 수자원 절약, 

정밀방제를 통한 농약 사용 감소, 무인·자율 트랙터 등의 농기계 사용에 

의한 토양 압착 감소 등은 정밀농업을 통한 수자원, 토양환경의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림 2-8> 기술요소별 농업생산 증대의 기여도 및 관련 기술시장 규모 추산

자료: Goldman Sachs Group, Inc.(2016) 토대로 연구진 작성.

○정밀농업을 필두로 한 최적화농업은 대규모 경작 중심에서 축산, 시설농업 

등으로의 확장, 생산 중심에서 유통-소비로의 확장 등 이전보다 확대된 개념

인 스마트농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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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특히 대면적 경작에서 비롯된 정밀농업은 위치정보기

술(GPS 등), 센서기술(Remote & In-situ sensing)이 적용된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를 통해 정밀 농작업을 수행하여 농자재(비료, 농약 등), 

노동력 투입 비용을 절감하고 산출량 확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투입-최대산출의 경제·사회적, 환경적 유용성으로 인해 정밀농업의 영

역을 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이해함에 따라, 확대된 개

념의 정밀농업으로서 스마트농업이란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 정밀농업과 스마트농업의 면밀한 구분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정밀

농업이 생산 영역에 한정된 반면에 스마트농업은 생산-유통-소비로까지 

확장시켜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2-9> 새로운 농업가치(양식) 전개의 개념적 구성

자료: 저자 작성.

○ 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로 무인·자율화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이 높아짐

에 따라, 농기계 무인·자율화 이슈도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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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또는 디지털 혁명)은 속도(velocity), 범위(scope), 시스템 영향

(systems impact)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고 광범

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초융복합, 초연결성, 초지능화를 통해 인간-자연

-사물 영역을 관통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Schwab 

2016).

○농업에서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정밀농업의 외연 확대 및 기술

적 고도화, 즉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과 같은 최적화농업이 가속될 것이다.

- 위치와 경지(토양) 맞춤의 정밀농업은 agriculture 3.0, 디지털 기술을 고

강도 반영한 스마트농업 내지 디지털농업은 agriculture 4.0,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대화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앞으로의(아직까지 먼 시

점 뒤의) 농업을 agriculture 5.0으로 구분하기도 한다(CEMA 2017).

단계 시기 특징

Agriculture
1.0

1900년대 초반
∙ 노동 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음

∙ 식량제공에는 성공했으나 투입인력 소모가 지나치게 큼

Agriculture 
2.0

1950년대 후반 

∙ 비료, 농약, 농기계 활용 확대로 녹색혁명 이룸

∙ 투입재 비용 절감, 생산성 기하급수적 증대, 농업 규모의 대폭 확대

∙ 생명공학기술 적용으로 농업 생산성 확대

Agriculture 
3.0

1990년대 중반

∙ GPS를 이용한 정밀농업 기술 (guidance, sensing/control, telematics, data 
management) 등장

∙ 정밀농업 기술의 성숙에 따라 비용절감은 물론 품질개선 및 다양화 등으로 목표가 확대됨

Agriculture 
4.0

2010년대 초반

∙ ICT 기술과의 고강도 결합으로 정밀농업이 심화 발전된 형태

∙ sensor/actuator, micro-processor, 광대역통신, 클라우드 기반 ICT 시스템,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에 기인

∙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 디지털농업(Digital Farming), 데이터농업(Data 
Farming)과 동일한 개념

Agriculture 
5.0

in no time ∙ Robotics 및 AI 기반의 무인·자율 의사결정 시스템

<표 2-10> 농업의 발전 단계 및 기술적 특징

자료: CEMA(2017); 이주량 외(2018,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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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대표적인 총합체로 인식되고 있

는 무인·자율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 애플리케이션 

가격이 하락하면서 무인·자율농기계의 상용화 시점도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각종 센서와 작업기가 부착된 무인·자율농기계(대표적으로 트랙터)는 다

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 기반의 농작업 임무를 수행하는 매개체로

서 최적화농업 구현의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다.  

- 다양한 농업용 로봇(자율주행트랙터, 농업용 드론, 수확로봇 등)의 세계 

시장은 2024년 741억 달러로 추정되며 급속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 자율주행 트랙터는 농업용 로봇의 핵심(41.4% 차지)으로 2024년 31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마찬가지로 급속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그림 2-10> 세계 농업용 로봇 시장 성장 전망

자료: Tractica 웹사이트17

17 Tractica 웹사이트. “Agricultural Robot Revenue to Reach $74.1 Billion Worldwide by 2024” 

(https://www.tractica.com/newsroom/press-releases/agricultural-robot-revenue-to-reach-74-1-bill

ion-worldwide-by-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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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세계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 성장 전망 

자료: Tractica 웹사이트18 

○경제적 관점에서는, 곡물 가격의 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인·자율농기계를 선택하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적 관점에서는, 저투입 고산출의 최적화농업을 촉진하여 토양오염, 물

오염 등의 환경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중소형 무인·자율농기계를 도입할 

경우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600hp(대형엔진) 수동 트랙터가 토양에 미치는 압력은 45,000 파운드에 

이르지만, 60hp(소형엔진) 자율 트랙터 10대가 토양에 미치는 압력은 각

각 5,000 파운드에 불과하다(Goldman Sachs 2016).

○농작업자 안전 관점에서는, 농기계 관련 사고의 방지를 위한 기계적 조치에

서 더 나아가 무인·자율화 및 중·소형화 등을 통해 대인·대물 사고를 방지하

18 Tractica 웹사이트. “Are Driverless Tractors on the Right Track?” (https://www.tractica.com/

robotics/are-driverless-tractors-on-the-right-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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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 Swiss Advisory Centre for Accident Prevention in Agriculture에서 분석

한 농작업자 사고(2011~2016년 발생한 농작업자 사고 276건) 현황을 보

면, 79%(218건)는 농장 내지 경지에서 발생했으며, 60%(131건)은 여러 

종류의 농기계와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 일본에서는 2015년 농기계 관련 사고에서 현업 고령농(80세 이상)이 

46.7%를 차지하여, 고령화 대응과 함께 농작업자 안전을 위한 무인·자율 

트랙터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20 

- 미국에서는 1992~2005년 사이 사망한 7,571명의 농작업자 중 37%가 트

랙터 관련 사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1

3. 한국 농업 및 농업과학기술에 주는 시사와 기본대응방향

3.1. 한국 농업에 있어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의 필요

○글로벌 차원에서 농기계 무인·자율화 전개의 필요 배경은 세계 식량공급 안

정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농업의 구상, 즉 최적화농업(more with 

less)의 구현에 있으나, 당장의 현실적 동인은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위

한 농업경영의 새로운 대안 모색에 있다.

19 CEMA 웹사이트. “Revealed: 5 major factors causing more than 80% of on-road accidents 

with farm machines” (http://www.cema-agri.org/publication/revealed-5-major-factors-causing-

more-80-road-accidents-farm-machines).

20 Financial times 웹사이트. “Japan in race to build driverless tractor” (https://www.ft.com/con

tent/8fbf30fe-7e65-11e7-9108-edda0bcbc928).

21 Emerson Firm, PLLC 웹사이트. “Agriculture and Farm Equipment Accident Lawsuits” (https://

www.emersonfirm.com/agricultural-lawyer/agricultural-equipment-farm-equipment-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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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판단과 당위성 측면에서 보면, 농기계 무인·자율화는 미래농업의 구상

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진보가 결합된 산물로, 향후 농업 및 농업과

학기술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 지향점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므

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적 수요 측면에서 보면, 주요 대면적 작물의 가격 약세, 지속적인 인건

비 상승 부담에 반해 무인·자율기술의 비용은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현장에서는 이전보다 비용 합리적, 생산 효율적, 수익 극대화의 방편인 

무인·자율농기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필요 배경이 되었다.

-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되는 것은 많은 노동력 투입을 필요로 하는 대면

적 경작의 경우에 무인·자율농기계 도입의 더욱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

으며 축산, 시설농업 등의 경우에는 고소득의 특정 작물·축종을 중심으

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농업·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로 초래된 노동력 기반의 약화 또한 농기

계 무인·자율화 도입의 현실적 동인이 된다.

○우리와 농업발전경로, 농업·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 양상이 유사한 일본의 경

우에는 2015년까지 농민의 22%가 감소했고 평균연령은 67세에 육박하여 

농업 노동력 기반의 급속한 약화가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 지역은 

2000년 농민 1인당 18.9ha에서 2015년 30.1ha로 경지면적이 급증하여 노동

력을 대체할 수단으로서 무인·자율농기계의 확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22 

○유사 맥락에서, 일본 돗토리대학의 모리모토 에이지 교수의 발표자료(2018

22 Financial times 웹사이트. “Japan in race to build driverless tractor” (https://www.ft.com/con

tent/8fbf30fe-7e65-11e7-9108-edda0bcbc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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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김제 농업기계박람회)에 따르면, 일본의 급속한 농업·농촌 고령화 및 공

동화로 인하여 초래될 경작규모의 변화를 제시하고, ICT 기반의 정밀농업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23

-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해되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본 농민 

1인당 경지면적은 2017년 기준 1~3ha 수준이나 2020년에 20~30ha로 10

배 수준, 2030년에 100ha로 33배 수준까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었다.

<그림 2-12> 일본 농민 1인당 경지면적 변화 전망

자료: 일본 돗토리대학 모리모토 에이지 교수 발표자료(2017년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발표자: 채탁병).

○농업·농촌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노동력 감소를 대체할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농가인구는 1995년 485만 명에서 2015년 257만 명으로 지난 20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6.2%에서 38.4%

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정섭·김미복 2017).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감소, 즉 농촌 공동화에 의한 과소화 마을도 

23 Morimoto, Eiji(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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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업·농촌의 유지 기반은 앞으로도 계속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성주인·채종현 2012).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농가수(D) 1,500,745 1,383,468 1,272,908 1,177,318 1,088,518

농가 인구(A) 4,851,080 4,031,065 3,433,573 3,062,956 2,569,387

20~39세(B) 1,038,975 769,305 540,185 429,800 282,786

65세 이상(C) 784,701 876,009 999,306 972,679 987,201

비율(B/A) 21.4% 19.1% 15.7% 14.0% 11.0%

비율(C/A) 16.2% 21.7% 29.1% 31.8% 38.4%

비율(A/D) 3.2 2.9 2.7 2.6 2.4

<표 2-11> 농가인구 구조변화 추이

단위: 호, 명

자료: 김정섭·김미복(2017).

<그림 2-13> 읍·면별 과소화 마을 변화 추이

자료: 김정섭·김미복(2017).

○또한 한국 미래농업의 주축인 청년 농가의 수도 지난 15년간 감소세를 보이

고 있어, 첨단 농업과학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농업의 확산을 제약하는 강력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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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업·농촌의 유지와 첨단 농업과학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 자원의 유입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농업·

농촌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어, 농업 노동력 감소를 대체할 방안의 모색이 시

급하다.

<그림 2-14> 읍·면별 과소화 마을 변화 추이

자료: 김정섭·김미복(2017).

<그림 2-15> 2040년까지 농촌 인구 추세

자료: 정도채·심재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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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안은 크게 인적 자원을 증대시키는 것과, 농업 기

계화·로봇화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후자의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농업 노동력 및 경지면적 축소세가 지속된다면, 당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악화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먹거리 안정을 위협받게 될 위험이 있다(시나리오 A, C).

- 시나리오 A: 현재까지와 같이 농업인 감소세가 경지면적 감소세(자연감

소, 정책유인 감소 등)보다 클 경우, 1인당 경지면적의 증가세가 유지되

는 단순 전망

- 시나리오 C: 신규 농업인 확충(귀농·귀촌, 청년유입 등) 또는 경지면적의 

유지·증가(자연증가, 정책유인 증가 등)로 인하여 향후 농업인 감소세가 

경지면적 감소세보다 작아질 경우, 1인당 경지면적이 유지 또는 약증가

세를 보이게 되는 전망

- 시나리오 A와 C의 상황에서도 농업 기계화·로봇화가 도입될 수 있으나, 

노동력을 대체하는 측면에서의 동인은 크지 않으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동기 부여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인적 자원의 증대를 통하여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안이 실효적이지 못

할 경우에, 결국 농업 기계화·로봇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유효해질 것이며, 

이는 급속한 농업·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목도되는 현재의 상태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B에 대한 유효한 대응 방안이다.  

- 시나리오 B: 농업·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신규 

농업인 확충 및 경지면적 감소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으로, 1인당 경지면적이 크게 증가하나 농업 노동력을 대체할 수단

이 부재하게 되는 전망

- 시나리오 B의 상황에서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측면의 동인이 크기 때문

에 농업 기계화·로봇화를 촉진하는 게 유효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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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진보 수준과 속도를 감안하면 무인·자율농기계 쪽으로 전개될 가

능성이 높고 경제적, 환경적 동기 부여의 효과도 충분해질 수 있다.

<그림 2-16> 농민 1인당 경지면적과 미래농업 변화 양상

자료: 이주량 외(2018, Forth-coming).

○농작업자 안전의 측면에서도 농업 기계화·로봇화, 특히 농업인의 근접 물리

적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인·자율농기계의 도입 및 확산 필요성은 매

우 높다.

○한국의 농작업자 사고 중에서 농기계와 관련되어 휴업 1일 이상의 업무상 

손상을 초래한 사고는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고령농과 중

대형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경작지 관련 사고의 비중이 높았다(농촌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2016).

- 60대 이상 고령농 사고의 비율은 70.3%, 중대형 농기계 사고의 비율은 

61%로 전체 사고 중에서 고령화 및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높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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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였다.

- 경운기, 트랙터 이외에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포함한다면, 중대

형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는 더 높아졌다.

- 발생장소별로는 논, 밭, 농로에서의 사고가 80%를 차지하여 시설농업이 

아닌 경작지와 관련된 사고를 감소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전히 비용적 문제와 농업인의 수용 저항성 측면에서 무인·자율농

기계의 현장 도입 및 확산은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농업·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적, 산업적 관점에서 선제

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구분 전체 농작업 손상(A) 농기계 관련 손상(B)
농기계 관련 비중

(B/A)

건, 비율(%) 38,430 12,771 33.2

구분
성별 연령

계
남성 여성 50대 미만 50대 60대 70대 이상

비율(%) 84.3 15.7 7.2 22.5 28.9 41.4 100.0

구분 경운기 트랙터 예취기 관리기 기타* 계

비율(%) 49.7 11.3 17.2 3.4 18.4 100.0

구분 논 밭 농로 농가 내 과수원 시설/축사 기타

비율(%) 36.2 27.6 16.2 8.6 5.7 3.8 1.9

<표 2-12> 농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 주요 현황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6) 토대로 정리.

3.2.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확산에 있어 한계와 기본대응방향

○정밀농업 등 최적화농업의 경험이 성숙되지 못하여 농정과 농업R&D뿐 아

니라 농업 현장에서도 수용성(동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밀농

업 내지 스마트농업의 핵심의제화가 필요하다. 



37

○한국의 농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

지,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의 동시 확보를 추구하는 정밀농업, 스마트농업과 

같은 저투입 고산출의 영농철학이 미진한 상태로 관행농업이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다.

- 일례로 한국 논의 구획별 벼의 생산성을 분석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실증연구대상 논 0.9ha를 가로 12.5m, 세로 10m로 구획화하

여 제곱미터당 벼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최고 601g에서 최저 341g으로 

76%의 차이가 발생하였다(홍영기 외 2012).

- 이는 오랜 관행농업이 축적되고, 정밀농업이 현장에 도입되지 못한 결과

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정밀농업을 현장에 착근시

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벼농사와 관련된 농업용 로봇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

<그림 2-17> 한국 논의 구획별 벼 생산성 차이 실증분석 결과

자료: 홍영기 외(2012).

○따라서 무인·자율농기계의 현장 도입 및 확산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술구현

과 제품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밀농업 내지 스마트농업과 같은 최적화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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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현장의 수용성 기반을 견고히 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정밀농업,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의 개념과 구분

에 대한 몰이해 내지 저이해, 필요인식 부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최적

화농업을 핵심의제화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시설원예, 축사, 과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고수익의 소수 

특정 작물·축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농업의 확대뿐 아니라 트랙

터와 같은 무인·자율농기계의 현장 확산도 제약하는 만큼, 벼농사와 같이 경

지를 대상으로 한 정책재원의 전략적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

○최적화농업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현장, 모두 스마트팜에 관심과 재원 배분이 편중

되어 있어, 벼농사와 같은 경지 중심의 농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 쌀 생산과잉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농정현안의 주요 대상이 됨에 따라 

쌀 생산조정, 논 이용 축소·전환 등의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으나, 농업·

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 대응, 최적화농업 확대를 두루 아우르는 중장기

적 시각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여전히 벼농사가 한국 농업의 주력이자 기본산업인 만큼,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의 기반 확립을 위하여 벼농사와 같이 경지를 대상으로 한 

정책재원의 전략적 배분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영세 중소농, 비정형 소면적 중심의 영농 구조 및 활동기반은 첨단 무인·자

율농기계를 도입할 동기와 여건을 제약하므로, 농업 현장에서의 수요 적합

성과 지불가능성을 고려한 중소농 맞춤의 R&D 수행 및 제품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 농업은 대면적 경작에 적합한 농업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경지

를 대상으로 한 농기계 무인·자율화는 중소형화를 지향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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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의 글로벌 농기계 기업들의 무인·자율농기계 제품개발도 중소형화 

복수주행 형태(통상 swarm, fleet 방식으로 표현)를 지향하고 있다.

- 중소형 무인·자율농기계의 경우에는 경지뿐 아니라 시설농업까지 포함하

여 활용도가 높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농기계 무인·자율화는 현장 수요보다는 정책 의지가 선행하고 있는 만큼 충

분한 공공 투자가 확보되고 민간(산업계)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여전히 투자

가 부족하고 민간과의 온도차가 극명하므로, 투자 및 협업 확대가 반드시 전

제되어야 한다.

○무인이동체 분야의 중요성,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

서 정부도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간의 투자 현황을 보면 

농기계와 관련된 투자는 매우 저조했고, 앞으로의 투자 확대 전망도 불투명

하다.

<그림 2-18> 무인이동체 관련 정부 R&D 투자 현황(2012~2015)

단위: 억 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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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5년의 4년간 투자된 무인이동체 관련 정부 R&D 투자 현황을 

보면, 자율주행차와 비행체에 편중되어 있고, 농기계와 관련된 투자는 전

체 2,840억 원 중에서 20억 원(0.7%) 수준에 불과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

- 2016~2020년의 5개년을 대상으로 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에서도 무인·자율농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자율주

행차 및 비행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으며, 투자 계획도 불

분명하다.

○최근 혁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와 관련해서도 자율주행차, 비행체(드론)는 핵

심적 과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무인·자율농기계 분야는 각론 차원(소

형 R&D과제 등)에서 접근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농기계 무인·자율

화에 기반한 최적화농업에 있어서는 추진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

하다.

○또한 소규모 국가R&D 정책으로 접근하는 공공과 당장의 판매 확대가 시급

한 산업계 간에 농기계 무인·자율화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여, 공공과 민간

의 역할분담과 협업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 정부 투자가 산업계를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인 시각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초기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로서는 농기계 무인·자율화에 기반한 최적화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규제,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일례로 EU의 질산염 지침(EU Nitrates Directive)은 질산염 센서를 활용

한 정밀농업 확산에 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제3 장

해외 산업 및 정책 동향

1. 해외 산업 동향

1.1. 농기계 시장 현황

1.1.1. 농기계 시장 규모24

○세계 농기계 시장규모는 '14년 1,407억 달러에서 '19년 1,935억 달러(약 220

조 원)로 연평균 6.6%씩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Freedonia 2016).

- '24년에는 2,344억 달러로 연평균성장률이 2.9%까지 오히려 둔화될 전

망이다.

- '14년의 미국 시장이 269.5억 달러, 중국이 269.0억 달러로 거의 같은 규

모였으나 '19년에는 중국이 445억 달러로 23%를 차지하고, 미국이 315

억 달러로 1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이중용 외(2016: 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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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럽지역의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262.5억 달러(18.7%), '19년 

334.5억 달러(17.3%)로 전망된다.

- 중국의 농기계 시장 규모는 '15년 4,386억 위안(약 72조 원)이었다(영국 

Euromonitor). 

- 중국 농기계산업은 '04년에 800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12년에는 3천억 

위안, '14년에는 4.5천억 위안(약 74조 원)을 돌파, 세계 최대의 농기계제

조대국으로 도약하였다(임지아 2018).

1.1.2. 농기계 제품별 시장 규모

○제품별로 구분하면 트랙터가 504억 달러로 세계 농기계 시장의 36%를 차지

하였다.

- 트랙터 대수로 '14년 177만~210만 대 규모로 추정되었다.

- 트랙터 시장은 '14년 504억 달러 규모에서 '19년 702억 달러, '24년 935

억 달러로 연평균 6.4~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트랙터 시장규모는 약 6천억 원(1만5천 대) 수준으로 세계 시

장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8. 2. 9.).

<그림 3-1> 세계 농기계시장의 제품별 구성 비중('14년)

자료: Freedonia(2016)을 이중용 외(2016: 2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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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농기계 시장은 '15년 19억 달러 규모에서 '20년 108억 달러로 연

평균 42%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강왕구 2017).

- 무인농기계는 무인이동체 시장들 중에서 자율주행차 성장(29%)보다 빠

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2. 주요국의 무인·자율농기계 관련 동향

1.2.1. 주요 선진국의 무인·자율농기계의 기술개발 방향

○무인·자율농기계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일본 등이 진행하고 있는 기술개발 

방향은 자율 주행 분야와 자율 작업 분야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25

- 자율 주행 분야는 전자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트랙터, 콤바인, 농약 살포

기 등의 기존 크기 형태의 본체에 자율주행 기능은 물론 본체, 작업기 

ECU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상터미널 방식의 통합단말기, Dual GPS와 

IMU 일체형 위치 및 자세 센싱 시스템, 조향핸들 또는 비례밸브 제어기, 

그리고 Lidar, 카메라 등의 영상센서 데이터를 퓨전(Fusion)하여 주변 환

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판단 주행하는 무인화 단계의 자율농기계 기술을 

개발한다.

- 자율 작업 분야는 전기모터와 유압부품을 기반으로 한 전장이 2m 이내

의 크기를 갖는 소형 주행 플랫폼에 제초, 농약살포 등 작물 관리 작업을 

위해 기구부 또는 살포장치와 같은 작업기를 부착하는 농용로봇과 같은 

형태로서 포장을 주행하면서 GPS,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서

를 이용, 대상 작물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작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농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25 김학진·김정훈(201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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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방향도 해외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영농조건 특성에 맞

는 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자율주행 좌표측정에 오차를 가지고 있는 GPS 신호와 다른 기지국 상대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센서를 이용하여 두둑이나 농작물을 인식

하고 위치정보를 보정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자율주

행 농기계 상용화 보급·확산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1.2.2. 미국

○최근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병하고, 몬산토가 바이엘에, 신젠타가 켐차이

나에 인수되면서 글로벌 농업기업의 합종연횡이 완료되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농업과 무인·자율농기계 분야에서 어떤 투자를 진행할지 

주목하고 있다.26

- '15년 다우케미칼(Dow Chemical)과 듀폰(DuPont)이 합병에서 합병법인

은 농업, 소재, 스페셜티 부문으로 분할되며, 특히 농업 분야에 큰 시너지

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계 최대 종자업체인 몬산토(Monsanto)와 세계 최대 작물보호제 기업인 

신젠타(Syngenta)는 '14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정체된 후 인수전이 발생, 

'16년 초 중국의 켐차이나(ChemChina)가 신젠타를 인수하였고 작물보호

제 분야 2위인 바이엘(Bayer)이 몬산토를 인수하였다.

- 바이엘-몬산토는 ‘클라이미트 코퍼레이션’을 인수하여 미국 250만 개 지

역의 주요 기후정보 데이터, 과거 60년간 수확량 데이터, 1,500억 곳의 

토양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농업인

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의 John Deere는 농기계 상호간 통신, 농지 정보 파악을 위한 센서 기술 

26 임지아(2017), 정기수 외(20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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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투자하여 토질분석 SW기업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27

- 파종장비는 토양의 상태 등에 따라 씨앗의 조밀도를 조절하여 파종, 비료 

변량 분사기는 생육과 토질에 따라 양을 자동으로 분사량을 조절한다.

- 무인농기계에 대하여서는 ‘사람이 타지 않는 것은 어려우니 유인 자율농

기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의 John Deere는 '17년에 VRT 변량살포기술 기업인 Blue River 

Technology를 3.5억 달러에 인수하였다.28

- Blue River는 영상인식과 및 패턴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잡초가 있는 곳

만 제초제 뿌리는 ‘See and Spray’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2.3. 일본

○미국이 대규모 농장형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분산 포장형 무인·자율농기

계 개발에도 투자를 진행 중이다.

○무인·자율농기계 분야의 선두 업체인 구보타가 지금까지 내어 놓은 것은 이

앙기, 트랙터, 콤바인 3가지로 종류로 모두 논농사에 최적화 되어있다. '17년 

하반기 출시부터는 농기계의 복합자동화 수준을 벗어난 상업용 자율농기계

로 출시되었다.

27 임지아(2016).

28 John Deere 웹사이트. “Deere to Advance Machine Learning Capabilities in Acquisition of 

Blue River Technology” (https://www.deere.com/en/our-company/news-and-announcements/ne

ws-releases/2017/corporate/2017sep06-blue-river-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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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일본 농기계 개발 동향

자료: 홍영기(2018: 23).

○구보타가 '18년 12월에 출시 예정인 자율주행 콤바인은 농림수산성의 안전

확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 감시하에서 운행(레벨2)하도록 기능이 한정

되어 있으며 무인운전이 가능한 설계를 갖추고 있다.29

- 구보타의 자율농기계는 Farm Pilot 시리즈로 '16년 9월 직선유지기능의 

이앙기, '16년 12월 자동조향기능의 트랙터 출시, '17년 6월 자율주행트

랙터를 시범 출시하였다.

<그림 3-3> 구보타 "Farm Pilot" GPS 농기계 시리즈

자료: Kubota 웹사이트30 

29 Kubota 보도자료(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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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콤바인은 경작지에서 최적경로를 자동 주행, 예초 높이 자동조정, 작

업동력 단속 자동화가 특징이다.

- 이번 출시되는 콤바인은 사람이 타고 있어야만 자동 운전(유인)이 작동

되며, 하차 시(무인) 정지되도록 설계되었다.

- 이 콤바인의 예정가격은 정밀위치 보정용 GPS기지국을 포함하여 1,800

만 엔 수준의 고가격으로 일본 농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었다.31

<아그리로보 WRH1200A> <GPS장치(기지국)>

<그림 3-4> 구보타의 출시예정 자동운전 콤바인 및 GPS보정용 기지국

자료: Kubota 보도자료(2018. 6. 15.).

○일본 구보타의 기타마 사장은 '21년까지 ‘완전자동운전 농기계’ 기술을 개

발할 것이라 밝혔다(뉴시스 2018. 2. 26.).

- 농기계의 완전자동운전이란 ‘농기계가 스스로 농장까지 가서 작업을 하

고 돌아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다는 것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

된다.

- 완전자동운전 농기계의 상품화를 위해 법률 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22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에 농기계 및 건설기계 개발 공장을 마련할 방

30 Kubota 웹사이트. “First display of autonomous farm machinery” (https://www.kubota.com/n

ews/2017/20170125.html).

31 한국농기계신문(2018. 7. 2). “자율주행농기계 日정부 농민 동상이몽.”



48

침이며 이를 위해 총 400억 엔(약 403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또한 프랑스 파리 근교에 100억 엔을 투자해 트랙터용 등의 시범운행 코

스를 갖춘 연구개발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1.2.4. 유럽

○CNH Industrial은 2016년 무인·자율 트랙터의 컨셉모델(Case IH)을 발표하

여 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그림 3-5> CNH사의 무인·자율 트랙터 컨셉모델

자료:  CASE IH 웹사이트32

-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은 미국 유타주에 있는 오프로드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업체인 Autonomous Solutions Inc.로부터 공급받았다.

- 이 컨셉트랙터는 운전석이 없는 디자인으로 미국의 ‘Good Design 

Awards 2017’에서 산업부문 우수디자인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33

32 CASE IH 웹사이트. “Autonomous Concept Vehicle” (https://www.caseih.com/northamerica/en-

us/Pages/campaigns/autonomous-concept-vehicle.aspx).

33 The Good Design Awards 웹사이트. “CASE IH Autonomous Concept Tractor 2016” 

(https://www.good-designawards.com/award-details.html?award=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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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DT(독일 AGCO사 트랙터 브랜드)는 '13년 무인 트랙터인 ‘Guide 

Connect System’을 개발했다. 1:1 또는 1:2의 조합으로 트랙터를 결합해 그 

중 1대를 따라 다른 트랙터는 무인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였다.34

○독일의 바이엘(Bayer)사는 농작물의 상태, 기후 등 자연 환경을 정교하게 파

악하고 적시에 알맞은 양의 비료와 농약을 투입하는 SW기술을 플랫폼화하

는 사업에 '20년까지 2억 유로(약 2,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박강민 

2016).

- 바이엘의 SW기술은 농지의 토질성분과 환경을 분석하여 적합한 품종과 

파종량을 추천하고, 재배 기간 동안 작물 성장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토

지 내 질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농작물의 최적 성장조건을 제공

한다.

- 바이엘은 세계 최대 종자회사 몬산토(Monsanto)를 '16년에 620억 달러

(약 70조 원)에 인수했으며, 몬산토는 종자 기술뿐만 아니라 농업용 기

상, 수확량, 토양 등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 AGROBOT에서 만든 딸기 수확기는 딸기의 모양과 크기를 카메라

로 인식하여 로봇 칼날로 자동 수확한다.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 

대학에서는 후추를 수확할 수 있는 로봇이 연구 개발 중이다.35

○네덜란드의 온실 솔루션 기업인 프리바(Priva)는 환경 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육, 

생리 특성 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배 환경 조건을 미세하게 조정한다.36

- 프리바는 '15년 매출액 8,100만 달러(약 945억 원)를 기록하여, 2011년 

34 남규철(2018: 12).

35 Economist 웹사이트. “Smart farms: Silicon Valley meets Central Valley” (https://www.econ

omist.com/technology-quarterly/2016-06-09/factory-fresh).

36 박강민(201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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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4,407만 달러) 약 2배 성장하였다.

- 네덜란드는 좁은 재배 가능 면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식량 수출국이며 유럽 평균대비 5배 높은 농업 생산성을 보였다.

○EU와 약 180개의 기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14년부터 로봇분야의 연구·혁

신 프로젝트인 ‘EU SPARC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 농업을 포함한 제조, 헬스, 교통, 사회안전 등 실용로봇 개발에 총 28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1.2.5. 호주

○시드니 대학의 Australian University of Field Robotics에서는 태양광 4륜구

동의 잡초식별장비(RIPPA) 및 가변분사제초장비(VIIPA)를 개발하였으며, 

1~2년 내 출시 예정이다.37

<그림 3-6> 호주 시드니 대학의 태양광 정밀 제초기

자료: Weekly Times(2018. 7. 2.).

37 Weekly Times(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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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정책 동향

2.1. 일본38

○로봇39 신전략(Japan's Robot Strategy, '15~'20)

- 일본 재생부흥 전략으로 “로봇에 의한 신산업 혁명”을 실현한다.

- 액션 플랜은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실증실험 필드 정비, 인재육성, 규제개혁 등이다.

- 중점추진 분야는 제조, 서비스업, 요양 및 의료,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농림수산업·식품산업으로 5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 로봇 신전략의 3대 축은 1) 세계 로봇 혁신 거점-로봇 창출력의 근본적 

강화, 2) 세계 최고의 로봇 활용 사회-로봇이 있는 일상의 실현, 3) 세계

를 리드하는 로봇 신시대 전략이다.

- 첫 번째 축은 산·학·관의 연대 강화, 사용자와 기업의 매칭 기회 증대, 

혁신을 유발시켜나가는 체제구축, 인재육성, 차세대 기술 개발, 국제 규

격화·표준화 등의 사업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한다.

- 두 번째 축은 농업 등 5개 중점추진 분야의 개발 및 도입의 전략적 추진, 

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세 번째 축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봇 신시대 전략 구축이다.

○농림수산분야 로봇 추진전략(자율주행 농기계 포함) 

- 추진전략의 목표는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핵심 노동력 

부족현상을 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센싱기술 등을 활용한 생력·고품질 생산에 의해 생산성의 대폭적인 향상 

38 홍영기(2018).

39 일본은 무인·자율농기계에 대한 표현으로 ‘농업용 로봇’ 또는 ‘자동화 농기계’를 주로 사용.



52

도모에 있다.

- ICT 융복합 로봇기술로 경험이 적은 사람도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을 수

행하며 신속한 현장도입 실증을 통해 상용화·양산화 등을 추진한다.

- 개발 및 도입 중점분야의 경우, 단순히 로봇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후 공정도 포함한 시스템으로 개발과 현장도입, 환경정비도 동시에 추

진한다. 

- 구체적으로는 GPS 자율 주행시스템 등을 활용한 작업의 자동화, 인력에 

의존하는 중노동의 기계화·자동화, 로봇과 센싱기술의 연동에 의한 생

력·고품질 생산 등이다. 

- 전략적 목표는 '20년까지 자율주행 트랙터의 현장 보급 실현이며, 농림

수산업·식품산업분야 생력화에 공헌하는 새로운 로봇 20기종 이상 도입

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7> 일본의 여러 트랙터 동시 주행기술

자료: 홍영기(2018: 21).

- 실행 목표로는 로봇산업과 연대해 표준화해야 할 규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그리고 통신 인프라와 토지기반의 정비 등 환경정비도 수행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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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트랙터의 유·무인 협조 시스템의 보급 및 여러 대 동시 주행기

술 실용화

- 산림 작업 도로를 자율 주행함으로써 목재 반출 작업을 자동화는 포워드 

보급

- 채소 등의 수확, 축산의 자동 착유·급이, 임업의 벌목, 육목의 식재, 어업

의 양식어망·선박 아랫면 청소 등을 자동으로 실시하는 로봇, 파워 어시

스트 슈트의 보급

- 논두렁 등의 제초, 도시락 조림·담음 등을 자동으로 할 로봇의 실용화

- 시설원예의 환경 제어(온도, CO2, 양액농도) 시스템 고도화, 선과·가공공

정의 손상 및 품질 판정 로봇, 원목의 품질 판정 로봇 등의 보급

- 빅데이터 기반 일본형 환경제어기술 실용화

2.2. 미국

○미국 USDA REE(농무부 농업연구교육경제과, 연구 및 기술보급기관)는 지

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연구개발 7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 글로벌 식량안보, 식품안전, 국민의 영양,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문제

의 효과적 해결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 미국의 농기계관리와 안전 정책은 주에 따라 다르다.

○또한 “국가 로봇 이니셔티브”('11)를 추진하고 있다.

- 세부적으로 인공지능과 음성, 영상인식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연구에 수

천달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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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국40

○중국 농업부는 '14년부터 종자산업 발전, 농업 기계화, 농업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양링구를 농업첨단기술시범지

구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 분야의 대학 및 연구소, 과학기술 시범 농가의 

소통을 촉진하고 있다.

- 중국의 농업정책은 국무원 조직의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가 관

장하며, 농기계와 관련된 정책은 농업기계화관리사(农机化司)에서 담당

하고 있다.

○ '04년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중앙정부와 각 성이 농기계 구매

지원정책을 시행, 농기계 사용을 장려하고, 농업 기계화 수준 향상을 추진하

고 있다.

- 농가가 농기계를 구매할 때 20~30%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 '15년까지 

중앙재정 누계 1436억 위안의 농기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중국 스마트 농업의 산업규모는 '13년 4,000억 위안, '15년 6,000억 위안(약 

100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 '14년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농민의 수는 7,7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은 ‘지능제조장치 산업 발전계획’('12)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로봇 국내 판매액을 '20년까지 10배(3조 위안)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중국 내 외국 농기계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일하게 보조 지원을 받고 있으

40 이중용 외(2016: 9-10), 임지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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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합병하는 데 제한 조항이 없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John Deere, CNH, AGCO, ISEKI, Yanmar 등 글로벌 농기계 기업들

은 빠르게 성장하여 중국 중대형 농기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임지아 

2018).





제4 장

국내 산업 및 정책 현황과 이슈

1. 산업 현황과 이슈

1.1. 농기계의 무인화·자율화 배경 및 현황41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인력의존도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무

인·자율농기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 친환경 벼농사의 경우 제초작업 무인화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다.

노력절감: (인력) 16시간/10a → (무인제초기) 1시간/10a

비용절감: (인력) 5,602천원/5ha.3회 → (무인제초기) 2,251천원/5ha.3회

○무인농기계의 핵심기술(GPS 시스템, 자동조향장치, 통합제어시스템, 센서, 

V2V 통신기술 등)은 무인기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공통기술로 무

41 관계부처 합동(2016).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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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동체 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농기계 핵심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다.

○현장요구 및 기대수요가 많은 무인기를 활용한 농약살포 및 제초로봇을 활

용한 벼농사 제초작업부터 무인화 추진 중이다.

- 전자토양지도, GPS를 활용한 무인작업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각종 센서

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은 기술기반을 확보하였다. 

- 우리나라의 소규모·고밀도 경작구조 및 비료·농약 사용량을 줄인 친환경 

농법에 적합한 한국형 정밀농업 시스템(소구획 경지 자율항법, 국부방제 

등) 구축이 필요하다.

1.2. 국내 기업 동향

○동양물산은 '15년 자율주행 트랙터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17년 5월에는 

자율주행 이앙기와 자율주행 트랙터의 로터리작업을 시연하였다.

- 자율주행 이앙기는 묘 간격을 직선으로 맞추는 자율기능을 개발, GPS 오

차범위가 1.5㎝까지 정밀하게 제어된다.

 

<그림 4-1> 동양물산의 자율주행 트랙터 및 자율주행 이앙기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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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공업은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보다는 전기 트랙터의 개발에 앞서있다. 

- 이 전기트랙터는 주행과 작업용 두 개의 모터를 가지고 있어 주행 중에

도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35마력으로 무선 조정과 완충 시 최대 

45km를 주행 가능하다(가천에너지연구소 2017).

○LG이노텍은 '18년5월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무인사양관리시스템 개

발에 착수하였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8. 5. 23.).

- 이 시스템은 급이·급수, 온도, 질병, 활동 등 닭의 사육 정보를 실시간으

로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LG이노텍은 육계의 건강과 이상 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사양관리와 환경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KAIST는 '17년 10월 제초로봇 ‘그리노이드’ 1차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그리노이드(대표 한상권, 대전)가 2차 시제품을 '18

년 말에 완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림 4-2> 그리노이드의 제초 로봇

자료: 그리노이드 웹사이트; 헬로디디(2018. 1. 2.).42

42 헬로디디(2018. 1. 2.). “1시간에 800평 논 제초 뚝딱 로봇이 귀농한다.” 그리노이드 웹사이

트. “AGRICULTURAL ROBOT GREENOID” (http://greeno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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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현황과 이슈

2.1. 상위 계획

2.1.1.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17. 11.)43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4차산업혁명을 국

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

립하였다.

- 본 계획은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지

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생태

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그림 4-3>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의 기본 방향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7. 11. 30.).

4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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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혁신 기반 산업 혁신 전략 중 ‘ 스마트 농수산업’ 계획에는 스마트

팜 고도화, 농업·해양 로봇 보급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스마트 농기계 개발 촉진 및 농가의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파종·수확 

등 노동력 부족 분야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17~)

- 스마트 농기계 구입지원 융자우대('18~)

- 농기계 검정기준 신설절차의 신속화('18)

○ ‘ 스마트 이동체’에 대한 계획은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추진을 담았다.

- 상세 계획으로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수립을 추

진한다.

2.1.2.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17~'21)44

○비전은 “고품질·첨단 농업기계화 구현”이다.

○목표는 1) 농기계 이용률 제고, 2)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 3)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및 사후봉사 전문 인력 양성, 4)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보급, 5) 농기계 산업경쟁력 제고로 설정하였다.

- 4차산업혁명 대비 천단 농기계 개발 보급 기술수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5) 원격제어 자동관리 → ('21) 무인자동화·로봇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 밭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농기계 사후관리 인력양성

44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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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대비 IT·BT 융합형 농기계 개발 보급

- 고품질 농기계 생산을 위한 농기계 원천·핵심기술개발

- 농기계 수출 활성화 지원

2.1.3.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 6.)45

○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15. 5.)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5년

간('16~'20)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비전은 삶의 질 증진과 미래 新시장 창출을 견인하는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 실현이다.

○목표는 무인이동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기반 마련으로 설정

하였으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무인기 국제 기술력 순위: 7위('15) → 5위('20)

- 자율주행차 국제 기술력 순위: 5위('15) → 4위('20)

- 소형무인기 국내 시장 점유율: 18% ('15) → 60%('20)

<그림 4-4>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11).

45 관계부처 합동(2016).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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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로 ‘무인농기계 독자기술력 확보’를 추진하며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 무인제초기 실용화: GPS(작업경로), 레이저 센서(작물식별), 관성 센서

(자세보정) 등을 결합한 자율항법 등을 통해 논에서 작물을 식별하는 무

인제초기의 영농현장 실증시험 및 시범보급(농식품부/농진청, '16~'18)

- 정밀농업시스템 개발: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 조건을 반영한 농작업 로

봇 플랫폼 기술, 소구획 경지 자율항법 및 농업로봇 센서시스템, 국부 방

제로봇 기술 개발(농식품부/농진청, '16~'20)

- 정밀농업시스템 개발: 다목적 농작업이 가능한 자율농기계 플랫폼 및 벼/

밭 농사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다목적 작업기 및 실

증 모델 개발(산업부, '16~'19)

- 과학영농시범단지 조성 및 실증연구: 무인농기계, 무인기 등 무인이동체 

기반의 정밀농업 구현 및 실증을 위한 과학영농 시범단지 조성하고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정밀농업 실증사업 추진

-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농업 무인화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농업 관련 연

구 및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 무인자

동화 연구센터 활성화(농식품부, '14~'23)

- 첨단농기계 작업 검정기준 마련: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정밀농업실증 사

업을 통해 첨단농기계 방제·시비 작업 등에 대한 검정기준 등 제도 및 

법률에 대한 보완사항 마련(농식품부, '16)

2.1.4.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17. 12.)46

○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17. 11.)에 따른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장의 일정표

이자 차세대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개발 설계도로서 향후 10년간의 R&D 추

진방향을 제시한다.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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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핵심기능기술을 ①탐지‧인식, ②통신, ③자율지능, ④동력원‧이동, 

⑤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⑥시스템 통합 등 6대 분야로 구분하였다.

- 5대 용도별 플랫폼 개발 중 ‘자율협력형 플랫폼’은 농업·농촌 분야에 적

용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었고, '24년까지 농업용 군집무인이동체 기술개

발을 목표로 한다.

<그림 4-5>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개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 12. 7.).

2.2. 연구개발 투자현황

2.2.1. 농기계 분야 R&D 투자현황

○농기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의 1조 6천억 규

모이고, '18년은 1조 1455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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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3~’17년 ’18년 주요분야

농식품부 4,149 6,690 ∙ 인공지능 센싱 플랫폼, 무인주행 관련 위험요인검출, 시뮬레이터 개발 등

농진청 183 1,792
∙ 자율주행 트랙터 등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및 평가기준 마련, 

현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농기계검정센터 구축 등

산업부 10,455 2,823
∙ 100마력급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작업용 경로생성 및 추종기술, 트랙터 

네비게이션 시스템, 지능형 서스펜션 제어 등

중기부 1,155 150 ∙ 모듈형 조향장치 개발, 제어기기 개발, 자율주행트랙터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과기부 131 - ∙ 지능형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농지 구조 인지 기술

계 16,073 11,455

<표 4-1> 농기계 분야 최근 5년(’13~’17)간 R&D 투자현황 및 ’18년 계획

단위: 억 원

자료: 홍영기(2018).

2.2.2. 트랙터 분야 R&D 투자현황

○ '16년 기준으로 ‘트랙터’에 대한 R&D 과제는 27건에 90억 원이 투입되었

다.47

- 동양물산(주)에 110kw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에 18.9억 원 등 4건에 36.4

억 원을 투자하였다.

○ '15~16년 2년간 5억 이상 연구비를 받은 기관은 7개에 불과하였다.

- 7개 기관은 동양물산㈜(60.6억 원), 유원산업㈜(17.5억 원), 대동공업㈜

(10.8억 원), 엘에스엠트론㈜(9.0억 원), 대동기어(7.0억 원), 동환산업㈜

(7.0억 원), ㈜프로모텍(5.2억 원)이었다.

- 동 기간 150억 원이 ‘트랙터’ 과제로 투입되었다.

○투입 금액과 참여기관 수를 고려할 때 국내 연구저변이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7 2016년도 NTIS 54,800여 건의 과제 중 ‘트랙터’ 단어가 포함된 과제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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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도출

3.1. 국가 혁신전략에서의 농기계 위상 제고 필요

○국가혁신전략을 담은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과 혁신성장

동력 추진계획(2017)에서 농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 다만, ‘고기능무인기’ 및 ‘무인이동체’에 대한 혁신전략이 반영되었으나 

무인·자율농기계에 대한 전략은 별도 제시되지 않았다.

-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2017)에는 ‘스마트 농기계 개발 촉진 및 파종·

수확 분야 자동화 핵심기술 개발’이라는 짧은 표현이 포함되었다.

○무인·자율농기계 분야를 자율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타 산업분야 기술의 응

용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 무인·자율농기계관련 국가 정책의 핵심을 이뤄야 할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17~'21)은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보급’이라는 

목표수립은 했으나, 이를 실행할 계획은 무인·자율농기계의 트렌드를 담

지 못했고 생산비 절감의 수단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 농기계분야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3.2. 자율농기계의 테스트베드 구축

○무인기를 활용한 경작환경 정보 수집 및 농약살포, 무인트랙터 운영 등 실증

을 위한 시험단지 구축이 필요하다.48

- 시험단지는 수백 ha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8 관계부처 합동(2016: 36).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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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

며, 무인·자율농기계의 주행시험 시설은 포함하지 않았다.49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19년부터 '21년까지 조성이 진행되며, 핵심시설로

는 청년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3.3. 무인·자율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첨단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의 관련 농기계 제품화에 대한 

동기 부여와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무인·자율농기계 구입 소비자의 구매 동

기 부여와 수용성 확대로 시장실패를 예방하여야 한다.

- 현재 상용화 단계 진입한 무인 농약살포기(드론형, 과수용) 등 무인·자율

농기계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3.4. 자율농기계의 실용화 대비 법·제도 정비

○자율농기계 운행 중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와 

동일선상의 것으로 자율농기계의 개발자, 제조자,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등

이 논의되어야 한다.

○무인·자율농기계의 도로 주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하며, 자율자동차와 

관련 법개정에 병행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 관련법: 도로교통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추진법 등

- 최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49 농식품부 보도자료(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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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행 및 상용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50

-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2017)에서 자율자동차와 관련 검사 리콜 및 사

고 시 책임배분 보험 제도 마련(~'20) 및 운전자를 전제하고 있는 도로교

통법령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20).

3.5. GPS 성능 

○현재 농기계 및 자율주행 분야에 활용중인 GPS시스템은 경작지의 고랑과 

이랑을 구분할 수준으로 정밀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 측위 정밀도가 현재의 10m급에서 cm급으로 높아져야 한다.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GPS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

직 가격 등의 이유로 농기계 분야로 보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이다.

   * 주로 DGPS기술로 (국토부)차세대교통측위기술, (해수부)해로드 등이 있음.

3.6. 통신을 통한 농작업 데이터 수집의 법적 문제

○농기계의 무인·자율화가 발전함에 따라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농업 빅데이터는 가까운 미래의 농업

경영 환경의 핵심적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선통신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 국내법상 규제가 있어 

기술개발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

- 수집된 데이터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50 김성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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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데이터 수집에 적용되는 규제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

망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순화 또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3.7. 무인·자율농기계의 수출 전략 수립

○중소형 규모 경지 경작에 적합한 지능형 트랙터 및 콤바인 로봇 플랫폼 개발

에 집중하여 국내뿐 아니라, 농업 여건이 유사한 국가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51

- 서구 유럽의 농기계는 대형 경작지를 겨냥하기 때문에 이와 차별화된 무

인·자율농기계 개발은 블루오션으로 개척 가능하다.

분야 이슈 및 시사점 핵심 대안

혁신전략
∙ 국가 혁신전략에서의 농기계 위상 제고 필요

∙ 무인·자율농기계의 수출 전략 수립

∙ 무인·자율농기계 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적인 
응용 분야로 접근

∙ 무인·자율농기계의 전문 분야를 선택·집중

∙ 국내 자본의 스마트농업 및 정밀농업 분야로 진출 유도

법·제도

∙ 자율농기계의 실용화 대비 법·제도 정비

∙ 무인·자율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 통신을 통한 농작업 데이터 수집의 법적 문제

∙ 자율자동차의 도로 주행문제와 연장선에 있으므로 
동시해결을 추진

∙ 규제법은 일원화가 필요

기술개발
∙ 자율농기계의 테스트베드 구축

∙ GPS 성능 

∙ 무인트랙터 운영 등 실증을 위한 시험단지 구축 필요

∙ 이미 확보된 기술을 농업 분야로 이식 필요

<표 4-2> 이슈 및 시사점 요약

자료: 저자 작성.

51 박현섭·김상철(2015).





제5 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1.1. 무인·자율농기계의 현재 위상

○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농업 생산성 증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인류가 1만 년 전 농업을 시작한 이래로 정밀농업과 스마트농업이 나타

난 지금까지 농업이 지향하는 가장 중심된 목적은 ‘제한된 경작지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작물을 수확’하는 것이다.

- 1960년대에 일어난 녹색혁명―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생산

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이로써 인류는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 1990년대에 이르러 농업 생산성 향상은 관행적 기술로써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자율농기계는 농업·농촌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소비 최적화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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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행도구로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수용

하여 발전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IoT, Cloud, Big-data, AI, Mobile 기술들은 농

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최적화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의 발현은 IoT 기반 데이터 수집 → Cloud 

기반 Big-data 구축 →  AI 기반 최적화 예측과 맞춤 처방 → 지능화된 

무인·자율농기계에 의한 최적화 작업 → Mobile 기기를 통한 정보 제공

의 가시적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인·자율농기계 분야는 농업서비스와의 연결을 통해 농업분야의 4차산

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1.2. 무인·자율농기계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나타난 무인·자율농기계는 곡물 농업에 사용되는 3대 농기계―트

랙터, 수확기(콤바인), 파종기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 현 시점의 트랙터와 콤바인은 경작지 내에서 무인자율주행 수준이 이미 

출시되었다(미국 존디어, 일본 구보타).

- 파종기인 이앙기는 일본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수준으로 출시

된 상태이다.

- 이앙기 외 파종기의 경우 작물별로 트랙터용 부착기로 개발되는 것이 대

부분이며, 농업정보서비스와 함께 토양상태에 따라 파종간격을 조절하는 

기술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

- 3대 농기계 외 기계 중에는 살포기가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농약살포기

가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이른바 ‘See and spray’로 일컬어지는 VRT52 

52 VRT(Variable Rate Technology): 변량살포기술, 미리 수집된 데이터나 실시간 영상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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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채용된 제초제 살포기가 개발되었다(미국 Blue River).

○무인·자율농기계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기술 선도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대규모 농장형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분산 포장형 무인·자율

농기계 개발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 유럽에서는 FENDT가 '13년 군집 주행기능을 가진 무인 트랙터를 개발

하였다. 이후 무인·자율농기계 분야의 뚜렷한 실적이 탐문되지 않고 있

다. 잘 알려진 CNH사의 트랙터도 ‘컨셉’ 제품으로 출시용이 아니다.

○농업에서의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개발은 농업 분야에서 보다는 관련 분

야 기술 개발의 파급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무인·자율농기계 기술은 현실적으로 자율자동차와 로봇 분야로부터 기

술 파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 몬산토와 신젠타를 두고 벌어진 글로벌 농업기업의 합종연횡이 완료되

었다. 이들 글로벌 농업기업들의 투자 방향이 세계 농업분야의 발전 방

향을 좌우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들은 정밀농업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무인·자율농기계의 발전도 동반될 것으로 기

대된다.

2. 시사점

2.1. 무인·자율농기계의 발전 전략 

○국가 혁신전략에서의 농기계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 비료나 농약 등의 살포량을 조절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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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혁신전략으로서 스마트농업을 지지하고, 그 추진 과제로 정밀농업과 

무인·자율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 무인·자율농기계 분야를 자율자동차, 무인이동체 등 타 산업분야 기술의 

응용 분야로 그 효과 및 파급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무인·자율농기계 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적인 응용 분야로 접근하

여야 한다.

- 로봇, 자동차 분야의 자율통제 자율주행 기술, AI 및 Big-data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기술 발전이 무인·자율농기계 기술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

상된다.

- 따라서 농기계 연구 분야는 국내의 발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전

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나라 기계분야의 영상인식 기술은 세

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무인·자율농기계 기술 전반이 아닌 전문 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

- 곡물용 3대 농기계 분야는 미국, 일본과 비교 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분

석되고, 농업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미 종자와 농화학 분야의 글로벌 기업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기술 수출형 어그테크53 분야 육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무인·자율농기계

용 부품 또는 핵심요소 기술 등 전문 분야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본 및 기업을 스마트농업 및 정밀농업 분야로 진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 일본은 자국 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은 자국

기업과 동일한 해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외 기업의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

고 있다.

- 농업·농촌 분야 4차산업혁명의 대명사인 스마트농업과 정밀농업 발전에 

53 어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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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국내 농업분야 대기업의 역할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법·제도적 정비

○무인농기계의 허가가 핵심 과제이다.

- 일본의 경우 '18년 출시 콤바인에 대하여 무인화는 불가로 결론 내린 바 

있다. 

- 무인농기계는 자율자동차의 도로 주행문제와 연장선에 있으므로 동시해

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무인·자율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 첨단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업의 관련 농기계 제품화에 

대한 동기 부여와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무인·자율농기계 구입 소비자의 

구매 동기 부여와 수용성 확대로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통신을 통한 농작업 데이터 수집의 규제 문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무선 데이터 수집에 적용되는 규제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

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2.3. 무인·자율농기계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자율농기계의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

- 무인기를 활용한 경작환경 정보 수집 및 농약살포, 무인트랙터 운영 등 

실증을 위한 시험단지 구축이 필요하다.



76

○농업용 정밀 GPS 인프라 또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무인·자율농기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측위 정밀도가 현재의 10m급에서 

수cm급의 측위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교통 분야 등에서 이미 

확보된 기술을 농업 분야로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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