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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S(농산물 유통정보)
개요 및 추진 현황1

1. KAMIS(농산물 유통정보)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KAMIS(농산물 유통정보)는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 등을 수집하고 제공하여 

시장거래주체(생산·유통·소비자)의 출하·거래에 관한 의사 결정 및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또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국산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조사 근거

❍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83.4.4. 제정)」

□ 조사 기준

❍ 농수축산물 유통정보 조사요령(매년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 추진)



4   ❙

□ 주요 연혁

표 1-1  KAMIS(농산물 유통정보) 주요 연혁

연월 내용

1983년 4월
◦ 농수산부 훈령 제550호(농‧수‧축산물 유통통계지침)에 의거 사업개시 
  - 조사인원: 38명, 조사지역: 15개 

1983년 7월 ◦ 『농수산물유통조사 월보』 발간(’98. 8. 폐간)

1986년 12월 ◦ 『농수산물 도‧소매가격동향 연보』 발간

1990년 2월 ◦ 『전화 음성정보서비스(ARS)』 분산(’01.7.31. 중단)

1993년 8월 ◦ 『주간 유통정보지』 발간(’98. 8. 폐간)

1995년 1월 ◦ 『KATI』 유통정보 분산

1995년 7월 ◦ 『FAX 정보서비스』 분산(’98.12. 중단)

1996년 6월 ◦ 『AFMC』 유통정보 분산

1999년 1월
◦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업무 축소 조정: (인원) 50명 → 19명
  - 지역: 17개 지역 →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999년 5월
◦ 대형유통업체 소비자가격정보제공 업무 추가
  - 인원: 22명(3명 증원)

2000년 8월 ◦ 무선인터넷(휴대폰, 011) 정보 분산

2003년 4월 ◦ 농산물유통정보 인터넷 서비스 개시(www.kamis.or.kr)

2011년 4월 ◦ 농산물유통정보 모바일앱 서비스 개시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가격정보 조사개요.

□ 주요 고객 현황

❍ 도매정보: 농민, 중도매인, 식품 제조사, 단체 급식기관, 식자재 납품업체, 

소상인 등 

- 활용사례: 교정시설 급식용 농산물 구매입찰공고의 ‘단가결정방법’은 KAMIS 

도매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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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AMIS(농산물 유통정보) 도매정보 활용 사례

자료: 장흥교도소(2019). “장흥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공산품(가지 등 317종) 구매 입찰 공고.”

❍ 소매정보: 소비자, 소상인, 정부기관(농식품부, 통계청 등), 언론 등

- 활용사례: 주간 알뜰장보기,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발행

그림 1-2  KAMIS(농산물 유통정보) 소매정보 활용 사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r22nade/2215621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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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API: 농업기술원 ‘창업농·농민 시세 제공용’, 민간 ‘식자재 구매 의사

결정용’ 등으로 활용

- 활용사례: KAMIS 도·소매가격을 지자체, 민간기업, 개인 등에서 활용 

표 1-2  KAMIS(농산물 유통정보) OPEN-API 활용 목적

구분 활용 목적

식품기업 식자재 시세 모니터링, 가격정보 분석, 가격정보 앱 구현 

생산자단체 농협 조합원 시세정보 제공, 정보제공용 앱 개발자료 

언론사 농산물 시세정보 제공기사 작성, 방송 자막코더 개발 

연구기관 농산물 가격예측 모델 구축, 데이터 분석, 국책 연구과제 수행 

정부기관 농업정책보험 가격분석 , 가격정보 제공, 수출 관련 예측자료 구축 

지자체, 학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연계 정보 제공, 식단 제철식재료 반영 

개인 학습 참고자료, 공모전 준비, 귀농 준비,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

주: OPEN-API는 KAMIS 농산물 도소매가격을 실시간 자동으로 조회·수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임.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OPEN-API-이용신청내역.

그림 1-3  KAMIS(농산물 유통정보) OPEN-API 활용 사례

자료: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jsa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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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주요 추진실적

□ 효과 높은 전파매체를 통해 농산물 물가정보 분산·활용 극대화

❍ 정보습득 환경 변화를 반 하여 모바일 중심으로 분산체계 전환

- 모바일 이용자 발굴에 따라 전년 대비 조회수 26.1%, 만족도 72.9% 증가

❍ 2017년 네이버 협업에 이어 2018년 카카오에 진출하여 알뜰장보기 등 홍보, 

국산 농산물 수요 확산 도모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활동 지원

- 네이버 홍보판 추가(팜)·카카오 홍보 개시 4주 만에 4,317명 정기구독자 확보

표 1-3  KAMIS(농산물 유통정보) 현황

포털·SNS 홍보 TV/라디오·보도자료 기자브리핑·언론대응 유관기관·내부 협업

·홍보처 확대(14→21곳)
-네이버 메인발간 유지, 
카카오 신규 홍보 개시

·정부 우수 콘텐츠 선정
-정부 대표 SNS ‘대한민국 
정부’에 매주 콘텐츠 게재

·언론 홍보매체 추가
 (KBS1라디오, 소비자TV)
-매주 물가방송 전파: 라
디오 126회, TV 17회

·가격하락 농산물 소비촉진 
보도자료 배포(6회)

-농민의 지속생산 지원

·명절 성수품 물가동향
  기자브리핑 주최(2회)
-성수품 가격정보 제공 
및 수급정책 홍보

·경락가와 KAMIS 가격 
간 품목별 시계열 분석

-조사가격 데이터 검증  

·우리농산물 공모전 추진
-네이버·한국문화원연

합회 MOU로 전년 대
비 규모 확대

 →참여작 65.4% 증가

·종합정보 페이지 개발
-가격·유통·소비정보 등 
정보를 집대성한 종합자료

자료: KAMIS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방송인터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r22nade).

□ 정확한 가격정보조사 기반 확립 및 도소매가격 자료 신뢰도 제고

데이터 정밀성 향상
·전국 61개소 시장마트 유통현황 점검 및 조사요령 변경(12품목)
·전 품목 상회정비(63개 변경/추가), 5대관리품목 조사처 확대(3→5개)

유의미한 정보 생산 ·수입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라 포도·오렌지 수입국별 가격조사 개시

조사원 전문성 강화
·수집데이터 오차를 경감하기 위해 지역 간 상호교체 실태점검 실시(10회)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역본부 사업 담당자 실무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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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정보 조사사업 내실화를 통해 대내외 인지도 상승, 전년 대비 Open API 

신청건수 43.9%, 앱 다운로드 건수 18.8% 증가

- 도･소매가격 Open API 제공건수(누적) 200건, 앱다운로드 건수(누적) 

137,225건

3. 주요 사업 현황

3.1. 정보 조사기반 확립 및 정확성 제고

3.1.1. 농축산물 도·소매가격 조사 신뢰도 향상

□ 조사표본 교체･정비 및 조사품목 확대

표 1-4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 조사 현황

구분
주요 농축수산물 친환경 농축산물 수입 농수산물

도매(345상회) 소매(721상회) 소매가격(27마트) 도매가격

품목/
종류

69품목 117종류 82품목 134종류 32품목 13품목

지역/
시장

5개 지역 16개소
19개 지역 45개소

(전통 18, 대형유통 27)
19개 지역

서울
(가락, 양곡도매)

주기
매일

(토․일‧공휴일 제외)
표본그룹별 

주 1회
월 2회

(10·25일)

방법 면담·청취조사

인력 (’19) 38명 (지역본부 직원 10, aT 자회사 조사원 28)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가격정보 조사요령.

❍ (조사표본) 농산물 거래규모 상위 조사시장 및 상회로 교체･정비

- 권역별 공 도매시장 거래실적을 반 하여 조사시장 변경 기반 조성

  * 조사시장 교체: (기존)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 (변경) 광주 서부 농수산

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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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중도매인 거래실적 기준으로 조사품목별 거래실적 부진 상회를 거

래규모 상위 중도매인으로 교체

표 1-5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 조사시장 현황

구분
2018년 거래실적

물량(톤) 금액(백만 원)

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230,016 378,233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236,836 468,162

자료: 해당 도매시장 내부자료.

❍ (품목‧품종) 유통환경을 반 하여 조사품목·품종 확대

- 도매 69품목 117종류(5↑), 소매 82품목 134종류(4↑)로 조사요령 개정

  * 확대대상: 대추방울토마토, 한우 1+, 수입포도 및 수입오렌지 수입국별 조사 등

❍ 조사표본수: 전국 19개 지역 45개소(721개 상회･마트)

표 1-6  조사시장 및 조사품목 현황

구분 대형마트 중소형슈퍼･SSM 전통시장 백화점

전체시장 수(모집단) 452 11,446 1,439 101

적정표본 수(a) 166 분석필요 115 분석필요

aT 조사표본 수(b) 27 - 18 (658상회) -

적정표본 대비 aT 조사표본 
비율(b/a)

16.3% 0.0% 15.7% 0.0%

주: 유한 모집단의 적정표본 크기는 aT 통계담당 직원이 자체검토 산출

자료: 1) 소상공인진흥공단(2015).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 실태조사.
2) 통계청(http://kosis.kr). 도소매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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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가격조사사업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내실화

□ 가격조사사업 조사방식 개선 추진 목적

❍ 농축수산물 유통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의 대응을 통한 가격정보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조사현황 및 환경변화

❍ 소매가격정보 조사현황: 조사원 28명(에이플㈜ 소속) 

- 조사지역: 19개 지역 45개소(대형마트 27, 전통시장 18) 

  * 적정 표본 수(자체분석): 대형마트 116개소, 전통시장 115개소

❍ 소비자 농축산물 구매장소의 변화( 농진청 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자료)

- 2016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을 제치고 1순위로 상승

- 점포 수가 많고 소비자의 주거지와 인접한 SSM에서 구매 증가 추세

  * (2010년) 전통시장(23.5%) > 중소형슈퍼(21.1%) > 기업형슈퍼(20.9%) > 대형마

트(20.2%) → (2016년) 기업형슈퍼(26.7%) > 중소형슈퍼(23.4%) > 대형마트

(16.4%) > 전통시장(16.1%)

□ 추진계획(안) 

❍ 과업명: 농축수산물 소매가격 조사방식 개선 컨설팅 용역

- 과업기간: 2019년 7월 ~ 12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제안요청 및 과업내용

  * 조사처 표본 및 적정 표본 수 등 재설계

  * 조사처별 조사가능 품목 설정 및 효율적인 조사방법 모색

  * 시범조사를 통한 신규 조사방식 점검 및 과거 조사가격 연속성 확보

  * aT 조사가격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방안 마련 및 추진 지원

  * 가격조사 결과자료의 다차원분석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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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래동향 분석 강화 및 모바일 분산체계 확대

3.2.1. 농업인·유통업계·소비자를 위한 분석정보 제공

표 1-7  유통소비정보 매체별 제공 현황

구분 매체명(코너명) 제공 일시 제공 내용

인터넷
농산물 유통정보

(www.KAMIS.or.kr)
매 일

가격정보, 유통실태,
알뜰장보기, 제철농수산물, 동향/전망

방송
(라디오)

KBS1 라디오(싱싱농수산) 매주 월요일(05:30) 알뜰장보기, 동향/전망

YTN 라디오(생생경제) 매주 월요일(15:10) 알뜰장보기, 동향/전망 

경기방송(유쾌한 시사) 매주 금요일(18:40) 알뜰장보기, 동향/전망

모바일 
앱

농산물 가격정보 매 일
가격정보, 유통실태,

알뜰장보기, 제철농수산물, 동향/전망

SNS
카카오스토리·네이버밴드 매주(매일) 알뜰장보기, 주요품목 도·소매가격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수 시 알뜰장보기, 제철농수산물, 유통정보

기타 문자메시지 주 4회(월·화·수·금)
주요품목 도·소매가격, 

알뜰장보기/주간거래동향

자료: KAMIS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방송인터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r22nade).

□ 도･소매가격정보: 지역･품목별 가격정보 및 시계열그래프 제공

❍ 주요 농축수산물 도･소매 가격정보 및 거래동향 제공

- (도매) 5개 지역 16개소/69품목 117종, (소매) 19개 지역 45개소/82품목 134종

□ 종합 유통정보망 ‘식재료 아카이브’ 운영

❍ 가격·유통실태·소비정보를 종합한 통합서비스 페이지 구축

-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내 산재된 각종 자료를 집대성하여 수요자별(농

업인·유통업계/대량수요처·소비자 등) 다양한 자료 요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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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식재료 아카이브 정보 제공 현황

가격정보 유통정보 소비정보

·도소매/친환경 가격
·일일거래동향

·유통실태(비용/경로)
·표준규격, 산지정보

·식재정보, 활용정보
·이미지/동영상 등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식재료 아카이브.

□ 일일거래동향 조사(매일)

❍ 가격변동이 큰 품목의 등락사유 등에 대한 조사·분석

- 반입물량, 주요 출하지역, 산지동향(작황, 출하) 등 조사

□ 제철 농수산물 거래동향(45품목):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으로 제공

❍ 연중 시기별 주 출하품목 중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심층 분석

- 품목특성, 유통현황, 출하지, 거래가격, 선별·보관요령, 효능 등

❍ 조사방법: 도·소매시장 및 산지 거래동향조사, 문헌조사 등

□ 주간 알뜰장보기(매주발행):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형태 제공

❍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매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 지원

- 주요품목 동향/전망, 알뜰구매정보, 제철먹거리, 구입처별 가격비교 등

□ 라디오 및 TV 채널을 통한 물가정보 홍보(매주)

❍ 주간 물가정보 제공을 통해 과잉생산품목을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급등

품목은 대체 품목을 소개하는 등 지속적인 물가 수급안정 유도

❍ 홍보처: (TV) KBC 광주전남방송, (라디오) KBS1, YTN, 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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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지수(매월)

❍ 김장재료 구입비용을 지수화한 정보 제공으로 당해연도 김장 관련 품목의 추

세 파악 및 일부 재료의 가격 폭등락 시 물가 불안감 해소

- 김치지수: 4인가족 김치재료(13품목) 구입비용을 지수화한 것으로, 매월 

하순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코너에 게재

  * 배추, 무, 고춧가루, 깐마늘, 대파, 쪽파, 생강, 미나리, 갓, 굴, 멸치액젓, 새우젓, 굵은소금

□ 성수품 가격정보 및 거래동향(설·추석·김장철)

❍ 최신 소비경향을 반 하여 간편식 및 전통식 성수품 구입비용 제공으로 합리

적 구매활동·정부 물가안정 정책지원

- 설·추석 차례상 차림품목(각 28품목), 구매적기, 선물세트 가격 등

  * 쌀, 녹두, 참깨, 배추, 무,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사과, 배, 곶감, 대추, 밤, 쇠고기, 계란, 

동태, 다시마, 조기, 북어, 흰떡, 두부, 엿기름, 다식, 강정, 산자, 밀가루, 게맛살, 청주

- 김장철 김장재료 구입비용(13품목)

  * 배추, 무, 고춧가루, 깐마늘, 대파, 쪽파, 생강, 미나리, 갓, 굴, 멸치액젓, 새우젓, 굵은소금

□ 과잉생산 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SNS, 방송,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홍보방법: SNS 카드뉴스 발행, 물가방송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표 1-9  과잉생산 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현황

구분 배포일자 홍보 내용

SNS
카드뉴스

’19.03.08. 아침!점심!저녁! 메뉴고민하지 말고 배추 한 포기 활용해보세요

’19.03.11. 배추가격 보고 놀라지 마세요! 배추를 사야 하는 이유 전격 공개!

’19.03.15. 무 가격 평년 대비 20% 저렴, 무를 사야 하는 이유 전격 공개!

’19.03.15. 클릭 안 하면 못 믿을걸? 무 가격 20% 저렴, 지금 구매하세요!

라디오
’19.03.11. 배추, 무, 양배추, 대파 등 월동채소류 소비 촉진(배추 레시피 등)

’19.03.18. 무 하락세 관련 소비 촉진(무 레시피 등)

보도자료
’19.03.08. aT, 월동채소류 소비활성화에 나선다, 좋은 배추 고르는 법(연합뉴스)

’19.03.15. 월동무로 장바구니 걱정 내리고, 건강은 올리고(이데일리)

자료: KAMIS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방송인터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r22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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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홍보실적

- SNS: 물가정보 카드뉴스 발행 및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배포

- 홍보내용: 배추･무의 놀라운 효능･효과, 좋은 배추･무 고르는 방법, 신선

하게 보관하는 법, 배추･무 꿀팁 및 활용 레시피 등

3.2.2. 정보 수요 변화에 맞춰 모바일용 디지털콘텐츠 제작·배포 강화

□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 및 SNS 연계 홍보 확대 

❍ 네이버·카카오플러스친구 등 채널에 최적화된 디지털콘텐츠 제작

- 알뜰장보기·제철농산물 콘텐츠 조회 수 전년 대비 증가 및 카카오플러스친

구 정기구독자 2019년 9월 말 기준 10,442명 확보

❍ 신규 채널(구글, 유튜브 등) 및 기존 채널(TV 캐스트, 모바일앱 등)을 통해 물

가정보 홍보 확대 추진

- 제철농수산물 품목별 애니메이션 발행으로 동 상 정보습득층 확보(45품목)

□ 농산물유통정보(KAMIS) ‘우리 농산물’ 공모전 추진

❍ 주요 포털사이트와 공동 공모전 개최로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

의 관심 유도 및 소비 진작 도모

- 주요 수상작은 KAMIS 메인화면 디자인 적용 및 식재료 아카이브, 가격정보, 

제철농수산물, 알뜰장보기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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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산물 유통정보(KAMIS) 시스템 개편 및 이용 확대 추진

□ KAMIS 운영현황

❍ KAMIS 홈페이지: www.kamis.or.kr * ’03.4.7.일 개시

- KAMIS 이용률(페이지뷰 수): (’17) 30백만 건 → (’18) 29 → (’19.8.) 33

❍ 모바일 앱(App): 농수산물 가격정보 * ’11.3.5.일 개시

- 모바일앱 다운로드 수(누적): (’17) 116천 건 → (’18) 137 → (’19.8.) 150

□ KAMIS 홈페이지 개인화 서비스 강화

❍ 관심품목 지정 및 메일링 서비스 추가

- 회원별 관심 품목·가격·콘텐츠를 회원페이지 내 확인, 선택 시 이메일로 

발송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기능 적용

- 문자정보 수신자 2천여 명을 KAMIS 회원등록을 유도

□ KAMIS 홈페이지 기능 개선으로 이용률 제고

❍ 친환경농산물 홍보코너 신설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의 장 마련

- 구성: 유통경로, 유기가공식품기업현황, 소비자 인식, 판매현황 등 

❍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및 회원가입 확대 추진

- 최신 업데이트 정보 메인화면 노출 및 직관적 메뉴 체계로 개편

- KAMIS 회원가입 확대를 위한 OAuth 공개인증(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연계 및 회원의 유입경로, 주요 활용 콘텐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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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원 조사가격 입력 시 조사중량과 기준중량의 가격환산 자동화로 입력 

오류 최소화

□ KAMIS 정보시스템 구성도

❍ WEB 서버, WAS 서버, DB 서버 등 운 서버 이중화로 가용성 확보

그림 1-4  KAMIS(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구성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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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소매가격 조사품목 및 조사시장 현황

□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매일)

표 1-10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 조사품목 현황

구분
도매가격

(69품목 / 117품종)
소매가격

(82품목 / 134품종)

곡류 쌀, 찹쌀, 콩, 팥, 녹두, 메  (6품목) 쌀, 찹쌀, 콩, 팥, 녹두 (5품목)

특작류
참깨, 들깨, 땅콩,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6품목)

참깨, 땅콩,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호두,
아몬드 (7품목) 

서 류 고구마, 감자 (2품목) 고구마, 감자 (2품목)

엽채류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얼갈이배추, 미나리, 
깻잎 (7품목)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얼갈이배추, 미나리, 깻잎, 
갓 (8품목)

근채류 무, 열무, 당근 (3품목) 무, 열무, 당근 (3품목)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피망, 멜론, 파프리카 (10품목)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피망, 멜론, 파프리카 (10품목)

양념류
건고추, 풋고추, 청양고추, 꽈리고추, 붉은고추,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10품목)

건고추, 풋고추, 청양고추, 꽈리고추, 붉은고추,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고춧가루 (11품목)

과일류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단감, 포도, 바나나, 참다래,
오렌지, 체리, 레몬, 파인애플, 망고 (13품목)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단감, 포도, 바나나, 오렌지,
레몬, 체리, 건포도, 건블루베리, 참다래, 파인애플, 
망고(15품목)

수산물
고등어, 갈치, 명태, 북어, 물오징어, 건멸치, 건오징어,
김, 건미역, 굴, 전복, 새우 (12품목)

고등어, 갈치, 명태, 건멸치, 물오징어, 건오징어, 
김, 건미역, 굴, 새우젓, 멸치액젓, 굵은소금, 조기, 
꽁치, 전복, 새우 (16품목)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5품목)

주: 도매가격조사 밑줄 친 품목은 반입량 조사품목임/ 축산물 도매가격은 농협·축평원에서 조사.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가격정보 조사대상품목. 

□ 수입 농수산물 도매가격조사(13품목/ 월 2회/ 관세청 제공)

❍ 농산물(11): 팥, 대두, 참깨, 들깨, 깐마늘, 냉동마늘, 당근, 건고추, 냉동고추, 

양파, 생강

❍ 임산물(1): 곶감 / 수산물(1): 활홍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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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축산물 소매가격조사(32품목/ 주 1회)

❍ 곡류(1): 쌀 / 서류(2): 감자, 고구마 / 버섯류(1): 팽이버섯

❍ 엽근채류(9): 배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양배추, 미나리, 무, 당근

❍ 과채류(9): 참외, 오이, 애호박, 토마토, 딸기, 가지, 방울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 양념류(4): 고추(풋고추, 꽈리고추), 양파, 대파, 쪽파

❍ 과일류(4): 감귤, 사과, 배, 포도/켐벨 / 축산물(2): 닭고기, 계란

그림 1-5  국내가격정보 조사 및 분산체계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가격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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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가격 조사시장 현황

❍ 도매가격은 전국 5개 지역 16개 시장에서 조사

❍ 소매가격은 전국 19개 지역에서 18개 전통시장,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사

표 1-11  도·소매가격 조사시장 현황

지역 도매가격조사
소매가격조사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서울
가락동도매시장

양재동양곡도매시장

영등포시장
경동시장

복조리시장

롯데마트 A
롯데마트 B
홈플러스
E마트

하나로클럽

부산
엄궁동도매시장

부전시장, 공동어시장, 해륙시장
부전시장

홈플러스
메가마트

대구
북부도매시장

서문시장, 칠성시장
동구시장

E마트
홈플러스

광주
각화동도매시장

양동시장
양동시장

E마트
홈플러스

대전
오정동도매시장

역전시장, 인동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역전시장
E마트

롯데마트

인천 - 현대시장 롯데마트

수원 - 지동시장 하나로클럽

의정부 - - 홈플러스

춘천 - 중앙시장 롯데마트

강릉 - 중앙시장 홈플러스

청주 - 육거리시장 하나로클럽

세종 - - E마트

전주 - 남부시장 E마트 

순천 - 역전시장 홈플러스

포항 - 죽도시장 롯데마트

안동 - - E마트

창원 - 상남시장 E마트

울산 - 신정시장 홈플러스

제주 - 동문시장 E마트

합계 5개 지역 16개 시장
19개 지역 45개 시장

(전통시장 18, 대형유통업체 27)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 조사주기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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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관별 농산물 소매가격 조사방식

표 1-12  기관별 농산물 소매가격 조사방식

구분 aT KAMIS 통계청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사)한국물가협회

조사
목적

농축수산물 거래주체 
등의 시장출하 및 매매
에 관한 의사결정과 합
리적 소비 지원

국내 소비자가 국내 시
장에서 소비하는 상품
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동향 측정 

소비자에게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 제공 

서울 지역의 전통시장
과 대형마트별 식료품 
가격제공을 통한 합리
적 소비 유도 

공공기관 재정운영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가조사 시행

조사
품목

농축수산물 도소매
가격
◦도매 69품목 117종
◦소매 83품목 134종

생필품 및 서비스 
소비자가격
◦농축산물 59품목

(농산물53, 축산물6)
◦총 460개 품목조사

(상품 308, 서비스
152)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133, 주류 및 
담배 7

생필품 소비자가격
◦ 농수축산물 27품목
(정육․난류, 채소, 생선 
등)
◦ 참조
 - 총 조사품목 155품목

(430개 상품)
 - 가공식품 85개 품목

농축수산물 소비자
가격
◦농축수산물 16품목
 - 사과, 배, 배추, 무, 

양파, 상추, 오이, 애
호박,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농축수산물 소비자가격
◦농축수산물 72품목

(농산물 50, 수산물 
17, 축산물 5)

◦참고
 - 가공식품 141개 

품목

조사
지역

도매 5개 지역 
소매 19개 지역

38개 주요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7개 도시 서울시 25개 구 5개 주요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조사
대상

도매: 16개 시장 345
개 상회

소매: 45개 시장･마트
- 전통시장 18개소

(721상회)
- 대형마트 27개소

25,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 업체
- 농수축산물 품목당 

148개 점포 조사

1,376개 판매점
(대형할인점 411, 
백화점 28, 슈퍼 899, 
전통시장 35, 편의점 3)

서울시 전통시장 51개, 
대형마트 52개

대형유통업체 15개

조사
방법

직접방문 조사 직접방문 조사 직･간접조사
- 전통시장 35개소 조사

원 직접조사
- 슈퍼･백화점 등은 

유통업체 종사자 입력

직접방문 조사 직접방문 조사

조사
인력

38명
(aT 10명, 에이플 28)

조사담당공무원 
148명

조사요원 40여 명(용역) 물가조사요원 67명
(자원봉사)

물가조사원 5명
(5개 지역별 1명)

조사
주기

매일
(단, 토․일․공휴일은 
제외)

농수축산물 월 3회
* 기타 상품은 월 1회

조사

주 1회
- 백화점, 전통시장, 

편의점(수)
- 대형마트, 슈퍼(목)

주 2회(월, 목) 주 1회

발표
형태

품목별 상․중품
판매가격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판매가격 품목별 판매가격 품목별 판매가격

발표
주기

매일 매월(익월 초) 매주(금) 매주 매주

자료
분산

농산물유통정보
(www.kamis.co.kr)

매월 기자간담회 개최
국가통계포탈
(kosis.kr)

참가격(price.go.kr) 서울시 물가정보
(http://tearstop.
seoul.go.kr/mulga)

한국물가협회
(www.kprc.or.kr)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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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MIS 주요 메뉴 및 평균가격 산출방식

□ 도･소매가격 정보 주요 메뉴

❍ 가격테이블, 엑셀다운로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표 1-13  도·소매가격 정보 주요 메뉴

메뉴명 조회조건 조회내용

품목별 일자, 품목, 등급 당일, 1일 전~7일 전, 전월, 전년, 평년가격 등

기간별 기간, 품목, 등급 일간, 반순별, 순별, 월간, 연간 가격 등

부류별 일자, 지역, 부류 품목별 일간(당일･전월･전년･평년), 월간, 연간 가격 등

시장별 일자, 지역, 부류 품목별 일간, 월간, 연간 가격 등 유통유형별 가격

친환경 일자, 품목, 등급 당일, 2주 전, 당월, 전월, 전년동월 가격 등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

□ 평균가격 산출방식 (예시: 농축수산물 소매가격 > 품목별 가격조회 메뉴)

❍ 일별가격: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전체 조사처의 품목･품종(종류)･등급의 

단순산출평균 

❍ 1개월 전·1년 전 가격: 조회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 평년가격: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의 5일 이동평균값 중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인 수정평균가격

그림 1-6  농축수산물 품목별 소매가격 조회 예시

 자료: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가격정보-소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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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농축산물 구매장소 변화 및 유통업태별 판매액 현황

□ 소비자 농축산물 구매장소의 변화

❍ 2016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을 제치고 1순위로 상승

- 점포 수가 많고 소비자의 주거지와 인접한 SSM에서 구매 증가 추세

❍ 소비자 농축산물 구매비중은 전통시장 감소, 슈퍼마켓 증가

- aT 조사표본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소비자 구매비중이 2010년 43.70%

에서 2016년 32.54%로 11.16% 감소

표 1-14  농축산물 구매장소 순위 및 구매비중 변화

순위
2016년 2010년

구매처 비중(%) 구매처 비중(%)

1 기업형슈퍼 26.66 전통시장 23.48

2 중소형슈퍼 23.40 중소형슈퍼 21.13

3 대형마트 16.44 기업형슈퍼 20.94

4 전통시장 16.10 대형마트 20.22

5 전문점 7.35 전문점 4.56

6 온라인판매 6.05 기타 4.51

7 기타 2.91 온라인판매 3.22

8 백화점 1.09 백화점 1.94

- 합계 100 합계 100

자료: 농촌진흥청(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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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업태별 농축산물 판매액 현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7 

유통업체연감

❍ 슈퍼마켓(45.0%), 대형마트(29.1%), 전통시장(16.3%) 순이며, 온라인쇼핑이 

급속히 증가

표 1-15  농축수산물 유통 업태별 판매액 현황(2016)

구분
전체매출액

(조 원)
농축수산물
점유 비중

농축수산물 판매액
(조 원)

유통업태별
점유율

대형마트 40.1 25.8% 10.3 29.1%

슈퍼마켓 37.8 42.3% 16.0 45.0%

온라인쇼핑 52.7 2.6% 1.7  4.9%

백화점 29.9 5.6% 1.7  4.7%

전통시장 21.8 26.6% 5.8 16.3%

합계 182.3 19.5% 35.5 100.0%

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2017). 2017 유통업체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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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요 및 추진 현황2

1.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및 주요 연혁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농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

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보조·융자사업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대규모 통합정보시스템

❍ 2005~2013년까지는 농업인 파급효과가 큰 직불제·축산 관련·비료지원사

업 중심으로 38종의 단위업무 및 농업경 체 등록관리시스템을 운

❍ 2013년에는 농업경 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ISP 컨설팅 및 

통합 시범사업 추진하여, 농업경 체 DB를 중심으로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등 5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DB 구축 및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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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 체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 (’14)

- 농업경 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5~’17, 102개 사업)

- AgriX-비료관리시스템 구축(’16)

- AgriX-사료관리시스템 구축(’17)

- AgriX 차세대 플랫폼 구축(’18, 5종 업무)

그림 2-1  AGRIX 시스템 주요 연혁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2014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사업관리를 위한 농업경 체등록관리 중심으로 

통합지원사업관리 체계로 전환

- 대민서비스 4종, 통합지원사업 103종, 승인통계 업무 10종, 공통 및 기타 10종, 기

관정보연계 20개소로 147종 업무시스템을 업무담당자 약 13,600명 이상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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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GRIX 시스템 구성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a).

표 2-1  AGIRIX 운영·관리 대상 사업 현황

순번 사업명 내역(세부)사업명 단위시스템명

1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산지유통시설지원(APC)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2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4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고정직불금

쌀·밭·조건불리직불금사업
5 변동직불금

6 밭농업직불금   

7 조건불리직불금   

8 경관보전직불 경관보전직불(지자체) 경관보전직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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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순번 사업명 내역(세부)사업명 단위시스템명

9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사업

10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친환경축산직불사업

11 경영이양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사업

12 피해보전직불사업 피해보전직불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13 폐업지원 폐업지원

14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5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1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17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지원사업

18 행복나눔이 지원 행복나눔이지원사업

19

맞춤형농지지원(융자)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교환·분합)

20 농지매매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21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장기임대차)

22 전업농육성 맞춤형농지지원사업(전업농육성)

23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입)

2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지원사업

25 농지연금(융자) 농지연금(융자) 농지연금지원사업

26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융자)사업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27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꿀·녹용가공산업육성)

28
농업종합자금지원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농기계구입·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29
농업종합자금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30
농업종합자금지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31
농업종합자금지원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우수기술사업화지원)

32
농업종합자금지원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원예·축산·가공사업 등 지원)

33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업경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농업경영자금)

34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재해대책경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재해대책경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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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순번 사업명 내역(세부)사업명 단위시스템명

35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축산경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축산경영자금)

3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37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38 6차산업자금지원 6차산업자금지원사업

39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40 사료구매자금 사료구매자금지원사업

41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42 재해복구융자금 재해복구융자금지원사업

43 첨단온실신축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44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사업

45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46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

47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48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농작물재해보험

49 재해대책비
농업재해대책비(지자체)

농업재해대책사업

50 임업재해대책사업 임업재해대책사업

51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52
농기계임대

여성친화형농기계
농기계임대사업

53 주산지일관기계화

54

친환경농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55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56 토양개량제지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57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 절감 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목재팰릿·에너지절감)58 목제팰릿난방기

59 지열냉난방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60 지중열냉난방시설

61 폐열재이용시설

62 공기열 냉난방 시설

63 종자산업기반구축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64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65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66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
비닐 지원(볏집)

67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
비닐 지원(종자)



32   ❙

(계속)

순번 사업명 내역(세부)사업명 단위시스템명

68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69 가공·유통시설 지원

70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71

가축분뇨처리지원

개별시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72 공동자원화시설

73 액비저장소시설

74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75 액비성분분석기, 부속도 판정기

76 정착촌구조개선

77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공동선별비(자치단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78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물류기기공동
이용지원)

79

과수생산유통지원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과수생산유통지원(과원매매)

80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과수생산유통지원(과원임대차)

81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

82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83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

84
원예시설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85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

86 축산물수급관리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8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8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9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90 도매유통활성화 농산물수매지원 농산물수매지원사업

91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정례직거래장터, 직매장 지원 정례직거래장터 및 직매장 지원사업

92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 사업 농산물 직거래 구매지원(매취)사업

93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94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사업

95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

96 농식품시설현대화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사업

97 외식업체육성지원 외식업체육성지원사업

98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사업

99

기타 관련 시스템

업무포털

100 AgriX OPEN-API 관리

101 직불제 이행점검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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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순번 사업명 내역(세부)사업명 단위시스템명

102

기타 관련 시스템

직불제 QR코드 신청접수 모바일 앱

103 농업법인등록관리시스템

104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

105 농업인 연금보험료지원

106 식품위생위반조회시스템

107 농업경영체 주산지정보조회시스템

108 보조금 지급정보조회시스템

109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시스템

110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111 면세유 사후관리시스템

112 사료관리정보시스템

113 소-브루셀라검사시스템

114 가축인공수정현황조회시스템

115 무허가축사정보관리시스템

116 비료품질관리시스템

117 산지유통자금실적조회

118 산지유통종합평가시스템

119 인삼경작신고관리시스템

120 인삼류제조업신고관리시스템

121 약정출하실적조회시스템(과실)

122 약정출하실적조회시스템(노지채소)

123 약정출하실적조회시스템(시설채소)

124 축산시설정보관리시스템

125 축산업허가등록정보조회시스템

126 양곡재고 및 매출실적관리시스템

127 지역농발계획관리시스템

128 귀농창업주택구입관리시스템

129 과실류 생샨량 및 가공현황조사

130 기타가축통계

131 농기계보유현황

132 농림업생산지수

133 농식품통계관리

134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135 승인통계관리

136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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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순번 사업명 내역(세부)사업명 단위시스템명

137

기타 관련 시스템

특용작물 생산실적

138 화훼류 재배현황

139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140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14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142 ITSM 시스템

143 AgriX 관리시스템

144 AgriX 홈페이지 서비스

145 지자체 농업보조사업신청서관리시스템

14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47 농업인번호관리시스템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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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추진 방향

□ 스마트 농정 추진

❍ 농업경 체 등록 및 지원사업관리의 시스템 통합운  관리체계를 통한 수요

자 맞춤 과학적인 스마트 농정을 추진함.

그림 2-3  AGRIX 시스템 추진 방향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업무의 편의성 제공

❍ 농업경농업경 체 등록정보와 관련 정보 연계·통합관리 체계로 지원사업 신

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 또는 생략하여 농업인 편의성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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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연계정보로 주민등록정보(세대원 정보 포함), 토지/임야대장(공유자 명

부 포함)을 활용하여 농지 필지의 공부지목, 면적,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음.

❍ 농업경 체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모든 지원사업정보를 연결하여 지원사업 

수혜자를 파악하고 있음.

그림 2-4  AGRIX 시스템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지능형 지원사업 체계화 추진

❍ 농업경 체 및 지원사업 통합 DB 활용 기반 맞춤형 농림지원사업 안내를 통

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능형 지원사업을 체계화함. 즉 알아서 지원하는 시

스템을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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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농업경 체를 등록하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게 지원하고 추천해주는 시스템

❍ 일선 공무원 업무담당자에게는 지역 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해당 농업인의 경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안내해주는 시스템

그림 2-5  AGRIX 지능형 지원사업 추진 체계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지방농정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합 DB 기반 지자체 고유 농업인 보조금 관리 효율화를 

위해 Open-Api, 표준 플랫폼 구축 지원, 지방농정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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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위해 경작 여부, 토지대장, 주민정보 등 지

원 대상자 및 검증을 위한 AgriX 통합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그림 2-6  AGRIX 지방농정 지원 체계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국가농식품 통계서비스 운용

❍ 농식품 통계 활용·분석의 중요성 인식 확대에 따른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

정 지원체계를 위한 농식품통계서비스를 구축·운  중에 있음.

❍ 현재는 국가승인 농식품 통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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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 중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승인통계는 농림업 생

산지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등 18개 국가 승인통계임.

표 2-2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승인통계 현황

구분 통계명 구분 통계명

1 농림업 생산지수 10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2 여성농업인실태조사 11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상황

3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12 도축검사보고

4 농기계보유현황 13 농업법인조사

5 특용작물 생산실적 14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6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15 말산업실태조사

7 기능성 양잠산업현황 16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8 과실류 가공현황 17 종자업실태조사

9 화훼류 재배현황 18 외식업경영실태조사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a). 

❍ 103종 농식품통계 등록관리 일원화 체계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

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

그림 2-7  AGRIX 국가농식품 통계서비스 체계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40   ❙

표 2-3  기관별 행정 통계 및 기타 통계

분류 작성기관 종류

농업
환경

농식품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의약품통계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연보

농식품
소비
유통

농식품부(8)

전통식품산업현황

식생활 실태조사

인삼통계자료집

과실류생산량현황

식품산업 R&D 현황조사

가공식품세분화시장 현황조사

농산물 관세 변화

주류산업실태조사

농촌진흥청 농식품소비자 패널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 현황

쇠고기이력표시 단속실적

술품질인증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외식산업 식재료 유통현황조사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실태조사

한국의 축산물 유통(매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

외식트렌드조사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농산물 주간거래동향

주요농산물유통실태조사

화훼공판장연보

도매시장통계연보

농산물유통정보조사

연도별 거래연보

농수산물가격월보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한국종자협회 종자수출입/종자생산 및 매출

한국제분협회 제분산업현황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쌀가공식품업체현황

쌀가공식품산업동향

한국육가공협회 식육가공품 생산 및 판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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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류 작성기관 종류

보험 농식품부(4)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촌

농식품부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개발사업현황

농어촌체험휴양마을정보

농촌진흥청 토양통계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조사

통계청(4)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

농식품부(7)

양정자료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농축산식품주요통계지표(소책자)

OECD PSE

밭식량작물 생산량 조사(하/동계)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한국단미사료협회 단미 보조사료 생산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연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1)

수입농산물 검사실적

농산물안전관리실적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현황

GAP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현황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현황

농산물품질관리연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단속실적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국립종자원 종자공급량 및 공급률

FAO 한국협회 FAO 식량농업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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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류 작성기관 종류

통계청(5)

양곡소비량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업법인조사

농업면적조사

농작물생산량조사

축산

농식품부 기타가축통계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현황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

한국마사회 마사연감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낙농진흥회(5)

원유검사현황

유제품유통가격

원유수취가격

낙농통계연감

학교우유급식현황

한국오리협회 오리통계

대한양계협회 육계수급예측자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젖소․종돈개량통계

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수급예측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육류유통실태조사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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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grix 시스템 사용자 현황

❍ AgriX 시스템 사용자는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

위탁 운 지원기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4  AGRIX 시스템 사용자 구분 및 역할

구분 종류 역할

사업관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정책 수립
◦수요조사, 예산요구, 예산확정,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선정, 자금 배정, 이행점검, 
성과점검, 평가결과 환류 예산 편성 방향 등

사업
시행기관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촌진흥
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
단,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및 228개 시군구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권역 

중심의 자치행정단체

민간기관
◦농협, 친환경인증기관, 컨설팅기관
◦재해보험사

◦농업경영체 관련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이행하는 기관

지원사업
대상자

농업
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사업위탁
운영지원

기관

사업운영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griX 구축 사업 세부 계획수립, 시스템기획
구축, 운영주관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AgriX 운영센터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운영지원

◦AgriX 운영센터
◦AgriX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장애대응 및 데이터 추출

사업지원 ◦직불제 상담지원센터 ◦직불제 상담지원

농업인/농업법인
◦예비농업인 포함
◦농업경영체 및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되는 

농업인

◦농업지원사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 시 나에게 맞는 지원사업 자가진단 

서비스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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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현황

1.4.1. 지원 근거

❍ AgriX 시스템은 ｢농어업경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핵심으로 농림축

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지원사업관리법에 근거함.

그림 2-8  AGRIX 지원 근거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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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주요 내용

❍ ｢농어업경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기에 농축산 지원 사업의 목적

인 농어업인의 소득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을 만들었으나 안정기에 접어

들면서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개정 2017. 3. 21.).

❍ 주요내용

- 2017년 개정된 ｢농업경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민에

게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4조 농어업 경 정보의 등록은 농어업 관련된 융자 보조금을 지원받으

려는 농업경 체는 필수 등록을 하여야 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 농림축산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고시하 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주요내용

-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를 준용하도

록 권장하고 있음.

- 농축산식품의 사업에 대한 중복 방지를 위하여 시군 등 사업 부서장은 농업

경 체 DB, 마을 DB,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

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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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통합 

지원사업 시스템 운영 현황

2.1. 시스템 등록 현황 및 프로세스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현황

❍ 2018년에는 전년 대비 농업경 체 등록 건수가 13,000건이 증가하여 

1,670,000개 경 체가 농업경 체로 등록되어 있음. 이 중 신규로 등록된 경

체는 71,000건으로 약 4%의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갱신 건수가 82%를 차지하는 반면 미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다소 높아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표 2-5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현황

단위: 개

2017년
경영체 수

2018년 (11월 30일 기준)

경영체 건수 신규 갱신 미갱신

약 1,657,000 
약 1,670,000 
(↑13,000)

71,000
(4%)

1,366,000
(82%)

234,000
(14%)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농업경 체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농업법인의 증가 수는 가파

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농업경 체의 유형별 및 맞춤형 지원

정책의 요구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분석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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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농업경영체 추친 현황 및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농업경영체 통합지원사업 지급(예정) 현황

❍ 2018년 기준 쌀직불, 밭직불 등을 지원받는 농가 수는 약 1,554,000농가이며, 

필지 수는 약 6,988,000개임.

- 전년 대비 농가 수는 약 22,000농가 증가. 필지 수는 약 19,000개 감소하 음.

표 2-6  지원사업별 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필지 현황

사업명
2017년 2018년

농가 수(호) 필지 수(개) 농가 수(호) 필지 수(개)

쌀직불 약 778,000 약 4,227,000 약 786,000 약 4,165,000

밭직불 약 562,000 약 1,844,000 약 569,000 약 1,838,000

논이모작 약 50,000 약 369,000 약 58,000 약 434,000

조건불리 약 142,000 약 567,000 약 141,000 약 551,000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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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통합지원 운영 프로세스

❍ 농업경 체 등록정보는 쌀, 밭, 조건불리 통합지원사업 통합신청에 따라 주로 

갱신되고 있으며, 통합지원사업 지원에 있어 농업경 체 등록 의무시행에 따

라 효율적으로 갱신되고 있음.

그림 2-10  사업 신청·접수·확인·검증 절차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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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농업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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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grix 통합 DW 플랫픔

❍ 통계정보 일원화를 위한 경 체 및 지원사업 통계정보 DW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음. 또한 AgriX의 단위업무정보를 시점별로 적재하여 추출 > 정제 > 

변환과정을 통해 Data Mart를 구축하여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12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합 DW 플랫폼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농림사업 지원정책 일원화를 위한 농림정책 및 사업정보 안내서비스를 시범 

구축함.

- AgriX 통합 DB를 기반으로 농업인 기준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지원사업 안내 및 유사 농형태별 활용서비스를 시

범 구축함.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개요 및 추진 현황❙   51

그림 2-13  표준 영농 지식베이스 플랫폼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2.3. Agrix 데이터 관리

□ 데이터 클린징

❍ AgriX에 핵심정보인 농업경 체 등록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증 및 데

이터 클린징 시스템을 운 하고 있음.

❍ 중복 경 체 등록, 중복 필지 등 데이터 클린징 처리로직 정책을 기반으로 1차 

전산검증 단계, 2차 현장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경 체 등록 정보 변경처리를 

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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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검증 및 클린징 시스템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 농업인번호 도입

❍ 2017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방지하

기 위해 농업인번호를 도입함.

- 농업인번호는 A-Z, 0-9(33문자 사용), 혼란방지를 위해 숫자 0과 문자 

O,L은 제외하여, 현재까지 총 82,655,100건 발급하 음.

- 지방농정 Open-API 과 연동해서 경 체등록 여부만 확인이 되면 해당 농

업인에 대한 정보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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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농업인번호 등록 절차 및 현황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2.4. 최신 ICT 기술 활용

□ GIS 기반 모바일 탭 활용

❍ 현장 이행점검 효율성을 위해 GIS 기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농

지 위치 파악 및 이행내역을 즉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 하고 있음.

❍ GIS 기반 모바일 탭을 활용하여 직불제 현장점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

장방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드론을 활용할 예정임.

❍ 드론 자동비행 솔루션을 활용하여 농지 경작 이행점검(형상 유지, 경작 여부, 

배수로 등)을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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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GIS 기반 모바일 탭 활용 현황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그림 2-17  드론 활용 방안 및 개선 방안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 사업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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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차세대 시스템 계획(안)

□ GIS 공간정보 기반 농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농지 관련 모든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GIS 공간정보에서 시계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 관련 지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그림 2-18  GIS 공간정보 기반 농지 통합정보 시스템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8).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기획보고서.”

□ 차세대 스마트 농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안)

❍ 농가 스스로 하는 데이터 관리 기반의 다양한 최신 ICT 기술을 적용 및 활용

한 지능형 농업경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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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차세대 스마트 농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방안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기획보고서.”



제3장 

RAISE(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
정보시스템) 개요 및 추진 현황





RAISE(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개요 및 추진 현황❙   59

RAISE(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
정보시스템) 개요 및 추진 현황3

1. RAISE(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및 구조

□ 사업 목적

❍ RAISE는 Rural Areas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로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며 2009년부터 진행되었음.

❍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및 운 에 있어 시·군의 지역

개발사업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부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지원도

구로서 시작됨.

❍ RIASE의 구조는 크게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지원 서비스로 구분되며, 통계청

의 통계지리정보, 국토교통부의 지적도 데이터베이스, 도로명주소 데이터베

이스 등과 연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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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AISE(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구조

자료: 저자 작성.

1.2. 사업 주요 내용

□ 대국민 서비스

❍ RAISE의 대국민 서비스는 농촌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 소개와 행복마을 및 

현장포럼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 공지사항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정보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RAISE 시스템 하위로 4개의 공모전사이트(경관사진공모전, 농촌건축대전, 

농촌계획대전, 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를 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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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원 서비스

❍ RAISE의 업무지원서비스는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평가부터 사후관리인 시

설물/이행점검까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全) 과정을 관리하

며 다양한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 진행을 위해 만들어져 운 하고 있음.

그림 3-2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참여조직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은 12월 말 시·군이 제출, 익년 

1~4월 해당 시·도에서 사업성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서 중앙검토를 실시함. 

통과한 시·군은 4~9월 농식품부에 예산을 요청,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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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업무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 전체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계획부터 관리까지 업무프로세스 42개 

중 색칠된 9개 절차는 RAISE 시스템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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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RAISE 시스템 사용자 그룹별 정보 CRUD 매트릭스

             그룹
업무

농식품부
농어촌
공사

시도 시군 읍면
활성화

지원센터
이행

점검단
평가
위원

중앙계획
지원단

신규사업신청 R R R C

신규사업
검토

시도 C

중앙 C

지역개발사업관리 R R R C

시설물점검 R R R C

이행점검 R R C

농촌마을관리 R R R C C

농촌현장포럼 R R R C C

중앙계획지원단
업무관리

R R C C

지역개발현황정보 R R R R

주: CRUD는 정보의 생성(Create), 조회(Retrieve), 갱신(Update), 삭제(Delete)에 대한 권한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 신규사업 신청 및 평가업무

❍ 신규사업 신청 및 평가업무는 RAISE 시스템의 핵심업무 기능으로 일반농산어촌

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농촌다움,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신규

사업 신청부터 사업성 검토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업무임.

❍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신청 등은 시도와 시군, 읍면 등에서 입력하며, 

평가위원 등이 평가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은 사업 신청에서 사후 관리에 이르는 모든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2020년 신규사업 신청은 총 632건으로 전년 대비 108건 감소하 음.

표 3-2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 현황

사업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청건수(건) 512 555 633 650 740 632

주: 2020년 신규사업신청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신청 38건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RAISE 시스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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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 및 검토 단계(예시)

자료: RAISE 시스템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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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의 신규사업 공고 등록이 완료되면 각 시·군 담당자가 신청하고 

RAISE 시스템 관리자가 평가지구와 평가팀을 배정함. 시·도 담당자와 평가

위원이 온라인평가를 실시하여 심의결과를 확인 후 선정지구를 통보함. 

표 3-3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 과정 및 담당별 역할표

                       담당자
과정

농식품부
시스템
관리자

시도담당자 시군담당자 평가위원

1. 신규사업 공고등록 ○

2. 신규사업 신청 ○

3. 평가지구 및 평가팀 배정 ○

4. 온라인평가

시도
(30%)

○

중앙
(70%)

○

5. 심의결과확인 ○

선정지구 통보

6. 선정지구생성 ○

7. 신규지구 사업관리 ○

주 1) 신규사업 신청 시 미리 배부된 신규사업신청용 ID로만 신청 가능.

2) 심의결과 확인 시 시스템에 등록된 농식품부담당자(1인) GPKI인증이 되어야 확인 가능.

3) 평가위원은 평가당일마다 배부되는 평가위원 ID로만 접속해야 평가가능.

자료: 저자 작성.

□ 사업정보 관리 업무

❍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내 각 내역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

리하는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사업지구에 대해 시군지자체 업무담

당자들이 해당 시군의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임.

❍ 각 단계별 업무내역 자료, 내역사업별 상세정보 등과 함께 해당 지구의 시설물

점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또한 지구 및 내역사업(시설물)

은 공간정보 데이터 또한 함께 구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신청정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66   ❙

그림 3-5  사업관리카드(예시)

자료: RAISE 시스템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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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마을 관리 업무

❍ 전국 행정리 단위의 마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로 마을명, 대표주소, 마을대

표, 마을유래, 자랑거리, 연령별 인구, 인구 및 가구, 귀농귀촌 가구/인구, 다

문화가족, 토지현황, 주택현황, 소득원, 교육, 복지, 문화, 정주여건, 안전, 환

경, 재능나눔, 사업의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2016년 기준 약 

35,291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음.

그림 3-6  농촌마을 관리카드(예시)

자료: RAISE 시스템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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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마을 생활서비스 공간정보를 구축 중

에 있으며 농촌마을의 기준이 되는 각 행정리의 중심 좌표 및 행정리 코드 체

계는 2018년도 RAISE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음.

글상자 1  농촌마을 관리 관련 보도자료(2019)의 주요 내용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의 농촌마을에 대한 생활서비스 공간 정보를 구축
했다.

  - 이번 연구는 3·6·5 생활권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지역과 군사보호지역을 제
외한 3만 4,196개 농촌마을의 생필품 구매·보육·의료 등 생활 서비스 공간에 대한 정보다.

  - 공공표준데이터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등 수시로 수집 가능한 공공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농촌마
을의 공간 정보와 변화를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전라남도의 6,735개(전국의 16%) 마을을 분
석했다.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9.3.25.)

□ 농촌마을포럼 업무

❍ 농촌현장포럼 업무는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

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특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동

체 중심의 협의 프로그램임. 

❍ RAISE 시스템에서는 포럼 전 설문, 마을자원조사, 주민역량조사, 포럼 결과, 

포럼 후 설문 및 커뮤니티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며, 포럼 전과 후를 비교함

으로써 포럼에 대한 비교추이 판단에 활용하고, 포럼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

로 관리하고 있음.



RAISE(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개요 및 추진 현황❙   69

그림 3-7  농촌현장포럼 전·후 결과 비교(예시)

자료: RAISE 시스템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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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및 이행점검 업무

❍ 시설물 및 이행점검 업무는 사업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운 현황 및 점검결과와 사업지구 내 내역사업 중 시설물에 대

한 점검결과 정보를 등록하는 업무임.

❍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시설물점검 업무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관

리하고 있으며 이행점검 업무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농관원/농진청/산림청 

등 외부기관이 수행하고 있음.

그림 3-8  시설물점검 업무 결과(예시)

자료: RAISE 시스템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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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현황 정보

❍ 지역개발 현황 정보는 RAISE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사업지구 정보 및 정주여

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인구·토지 현황 등을 시도

별/시군별/읍면별/법정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음.

그림 3-9  지역 기본정보 및 정주여건 현황

자료: RAISE 시스템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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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ISE DB 구축 현황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유형별 DB 구축 현황(6,039건, 2018년 말 기준)

표 3-4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유형별 DB 구축 현황

사업 유형 구축 완료(건)

개편 후
(2015년 이후)

종전 (2009년 이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15 18 18 13 64

일반지구 　 　 　 63 73 77 85 298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 　 4 280 　 　 　 　 284

거점면소재지개발사업 24 　 　 　 　 　 　 24

소도읍육성사업 　 91 5 　 　 　 　 96

창조적 마을 
만들기

농촌마을종합개발 277 　 　 28 　 　 　 305

어촌마을종합개발 　 7 28 　 　 　 　 35

산촌생태마을조성 　 1 119 　 　 　 　 120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4 299 45 19 5 23 395

주거환경개선 　 3 152 　 　 　 　 155

전원마을조성 　 2 57 　 　 　 　 59

신규마을조성 　 42 16 12 14 8 1 93

마을단위 (생태)경관 　 　 　 56 65 139 147 407

마을공동 소득창출 　 　 　 30 36 16 12 94

마을공동 문화복지 　 　 　 32 44 75 92 243

마을단위 종합개발 　 　 　 　 18 22 22 62

시ㆍ군지역 
역량강화사업

경관보전직불사업지구 　 17 　 　 　 　 　 17

시ㆍ군지역역량강화사업 　 　 80 99 103 93 90 465

시ㆍ군창의 　 　 126 19 19 33 19 216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용수개발 　 　 　 161 　 　 　 161

농촌생활환경정비 　 6 　 678 　 　 　 684

개발촉진지구사업 　 1 　 　 　 　 　 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7 　 1,115 　 　 　 1,152

지표수보강개발사업 　 6 　 67 　 　 　 73

소규모용수개발사업 　 　 　 29 　 　 　 29

신활력지역지원 　 　 　 　 　 　 　 0

살기좋은도시만들기 　 　 　 　 　 　 　 0

녹색농촌체험마을 　 10 　 　 　 　 　 10

어촌체험마을사업 　 3 　 　 　 　 　 3

농촌빈집정비 　 　 　 208 　 　 　 208

기타사업 　 　 　 2 　 　 　 2

기타
(시범구축)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2 　 　 　 　 　 32

농어업기반정비 　 190 　 　 　 　 　 190

기타 　 11 　 16 18 17 　 62

합계 301 467 1,162 2,675 427 503 504 6,039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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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 활용 연계 정보 DB 구축 현황(2018년 12월 기준)

표 3-5  지역개발 활용 연계정보 DB 구축 현황

연계정보명 연계기관명 연계내용 건수 주기 연계방법

농촌어메니티 농촌진흥청

◦수자원, 지형자원, 식물자원, 동물
자원, 전통자원, 특산자원, 경관자원, 
공동체자원, 시설물에 대한 공간
정보

244,414 단일 ◦DB 구축

농어촌인성학교
한국농산
어촌마을
권역협회

◦전국 농어촌인성학교 공간정보 및 
상세 정보 링크 연계

68 1년
◦DB 구축 및 상세

정보 링크 연계

농촌체험마을 농어촌공사
◦유형별 전국체험마을 공간정보 및 

상세 정보 링크 연계
1,056 1년

◦DB 구축 및 상세
정보 링크 연계

전원마을
분양정보

농어촌공사
◦전원마을조성지역 공간정보 및 분양 

정보
166 수시 ◦DB 구축

지역발전 
지원기관

지역발전
위원회

◦전국 지역발전 지원기관 공간정보 1,323 수시 ◦DB 구축

지역발전 
용어사전

지역발전
위원회

◦지역발전 용어사전 정보 229 수시 ◦DB 구축

지역발전 
통계정보

지역발전
위원회

◦연도별 교육여건, 문화여건, 의료
복지여건, 주거여건 등 통계 데이터

6,148 수시 ◦DB 구축

통계지리정보 통계청
◦총 가구, 농가구 인구, 세대별 구성

가구, 사업체 등 전국 통계 데이터
-

자동
연계

◦OPEN API

우수마을사례
시·군 
지자체

◦우수마을 사례, 색깔있는 마을, 
콘테스트 수상 마을 소개 정보

33 수시 ◦DB 구축

여행레저도 국토교통부 ◦전국 등산로, 산책로 등 공간정보 -
자동
연계

◦V-world 연계

지적도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도 정보 -
자동
연계

◦V-world 연계

용도 지역도 국토교통부 ◦전국 용도 지역도 정보 -
자동
연계

◦V-world 연계

기상정보 기상청 ◦전국 기상 정보 -
자동
연계

◦농촌마을백과사
전 내 날씨, 온
도, 습도 등 표시

◦OPEN API

행사축제
한국관광

공사
◦전국 행사축제 정보 -

자동
연계

◦OPEN API

도로명주소 DB 국토교통부 ◦ 병원, 학교 등 전국 시설물 정보 - 연간
◦DB 구축
◦2013~2018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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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ISE 향후 추진 방향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마을 단위 데이터가 

중요함. 행복마을 우수사례나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를 보면 살기 좋은 마을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도 상당히 많음.

❍ RAISE 시스템은 현재 사업지구 및 내역사업 등에 대한 H/W 부분에 대한 관

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기존에 구축된 H/W(시설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쇠퇴화·노령화되어가는 마을을 살리는 

S/W(교육,포럼 등)에 대한 방향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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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S(농산물 유통정보) 발표 자료

부 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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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발표 자료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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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발표 자료

부 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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