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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하였

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2016. 1.)의 핵심주제는 “4차산업혁명의 이해”
였으며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현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
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우고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농업부문도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그동안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던 농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농업
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IoT와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뒤,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딥러닝, 머신러닝, 시멘틱 기술로 분석
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려놓는 것으로, 이를 응용한 기술이 농업과 연
계되었을 경우 농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은 H/W(자율주행
농기계, 드론, 로봇 등)와 S/W(환경, 시설, 생육, 출하, 입출고, 수발주, 물
류, 소비트랜드, 경영성과, 의사결정)이다. 이를 이용하여 우리농업의 현안
문제인 노동력 부족, 고령화, 식량자급률 저하,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재
배여건 악화, 농가소득 정체, 도·농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는 농업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응용기술을
이용하는 농가, 기술 개발·보급하는 업체,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실행될 수 있게 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농업이 도
약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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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하였

음. 제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2016. 1.)의 핵심주제는 “4차산업혁
명의 이해”였으며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었음.
○ 우리나라는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해 “산업혁신”과 “사회문

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
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음(2017. 11. 30.).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
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산업혁신과 사회적 문제 해
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노동력 부족, 수급불안, 가축질병, 식품 안전성 등의 농업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4차산업혁명 응용 기술인
H/W(자율주행농기계, 로봇, 드론)와 S/W(환경제어, 병해충예찰, 농식품

거래 플랫폼, 화상정보)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연구 방법
○ 기존 문헌, 정책자료, 선행연구, 미래관련 예측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

집·분석하여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를 발굴하였음.
○ 전문가 조사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분야(IoT, AI, 로봇,

빅데이터, 식품, R&D, 정책)의 52명을 대상으로 미래 이슈에 대한 중
요성,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기간 등 조사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음.

iv
○ 소비자 조사는 201명을 대상으로 구매패턴 변화, 스마트 상점에 대한

인식도, 웹사이트 이용 현황, 향후 S/W(웹, 애플리케이션 등) 활용의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S/W 개발 보급방향을 제시함.
○ 일본, 중국, 네덜란드 출장을 통해 현재 각국의 스마트팜 운영실태, 기

술수준 및 기술개발방향·정책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의 협동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혁

신성장을 위한 농기계 분야(무인·자율)에 주목하여 농업 혁신성장의 가
능성을 진단하고, 중점 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한국농업의 과제
○ 한국 농업의 과제와 관련된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 적용 수단(H/W, S/W)의 보급실태 및 성과, 기술수준 및

개발방향을 분석하여 보급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 우리농업의 해결 과제는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 부족, 경지면적의 지속

적 감소, 곡물자급률 하락,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
배여건 악화, 농약, 제초제, 살충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성
문제 등임.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
○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 이슈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

음. 첫째, 농업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임.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력 절감
농업으로의 전환, 식량 안보(가용성, 접근성, 안전성) 중요성 증대, 농산
물 수급 예측 고도화로 가격 안정, 복합 환경 자동 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원격 전문가 지원 기능으로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v
○ 둘째,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비료, 농약, 농수, 농지 등)의 최적 이용으로 비용 절감, 자원
고갈 대응, 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가능,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온실가스 감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농업에서 신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세부적으로 보면

온라인-오프라인을 융합한 유통관련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 농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 농산물 화상거래(경매) 시스
템으로의 전환, 네트워크를 통한 농산물 소비자 맞춤 정보 제공 방식
(on-demand) 적용, 건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식품의 안전성(이력제, 원산지 등) 확보 등으로 농업의 신가
치 창출이 필요함.
○ 넷째, 농업의 범위 확대임.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에서의 생명공학과 연

계한 미생물 처리기술 적용 확대,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 적용 확대
(GMO, LMO 등), 바이오 생물학 적용을 통한 신약 개발 및 에너지 생

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인공 배양육 생산 등으로 농업의 영역은 단지
1차 생산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어야 함.
적용수단(H/W)의 성과, 보급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우리농업의 네 가지 미래 이슈와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수단
(H/W와 S/W)의 실태, 성과, 기술수준 및 기술 개발방향, 정책방향 등을

제시함.
○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게 할 수단으로써 H/W(무인·자율농

기계, 드론, 로봇 등)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무인·자율 농기계의 기술수준은 자동조향(Level1) 단계에 머물러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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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최소 5년 이상 나는 것으로 추정
됨. 자율주행 트랙터를 수도작에 이용할 경우 생산비를 관행농법과 비
교해서 30%가량 감소시킬 수 있음. 제초작업을 무인화로 전환하면 10a
당 1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으로는 16시간이 소요되어 획기적으로 노동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자율주행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기반 정비, 특히 밭농업의 경우 파종 및 정식 시기부터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업기반 조성 및 재식거리의 표준화, 그리고 무인·자율주
행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드론은 주로 파종 및 방제(액체, 알비료, 균제, 과수 연막방식) 등에 사

용되고 있으며, 대상작물은 수도작, 노지작물, 시설원예, 과수 등으로
다양한 작물에 사용되고 있음. 드론의 핵심기술은 제어시스템인데 현재
중국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제어시스템(S/W) 개발이 필요함. 농용 드론
의 가장 큰 성과는 농약 사용량 및 농작업 시간의 절감임. 드론이 최대
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기반 정비가 필요함. 이를 통해 사용자
의 논·밭 이외의 다른 재배지에 다른 종자가 파종되거나 약제가 비산되
어 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적용수단(S/W)의 성과, 보급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게 할 수단으로써 생산·유통·소비분

야의 각종 환경제어, 농식품 거래 플랫폼, 웹,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정
보시스템 등, S/W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생산분야 융복합 환경제어 S/W는 작물생육에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
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자동제어로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 등이
있음. 생산분야 S/W 활용도를 높이려고 농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
나, 아직은 농가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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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도 본격적으로 분석·가공하고 있지 않음. 생산분야 S/W 기술이
개발·보급·확대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뿐만 아니라 온실설계에서
부터 시공, 내부설비, 관제까지 농업 생산시설의 표준화도 필요함.
○ 유통분야 S/W 개발 보급은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5년 전 가공식품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28.3%였으나, 최근에
3.6% 증가한 31.9%로 나타나 향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됨.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가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중에서도 핸드폰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4
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수단인, 구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 이용
되는 S/W 개발·보급이 필요함.
○ 소비분야 온라인 농식품 구매 시 주로 가격과 규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나, 이외에 화상(이미지)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 건강
과 식품의 연계, 개인 맞춤형 농식품으로 서비스가 전환되는 데는 시간
이 걸릴 것으로 보임. 이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으로 개인
정보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암호화 기술 개발·보급이 필요함.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 대응전략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농업의 비전은 산업 간 융복합과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세웠음.
○ 추진전략은 핵심기술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임.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거래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함. 또한, 신기술의 공공사업
수요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농업부문에 신속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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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업들이 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4차산업혁명
관련 장비-S/W-재료 등 3D 프린팅 관련 중소 농기업 간 협력모델 발
굴,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 진흥 촉진이 필요함.
○ 농업부문에 활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이 필

요함.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날씨, 종자, 토양 데이터 등을
분석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며, 비용 절감, 수확기 결정 등에 관한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허브를 조
성하여 사용자 수요에 맞는 충분한 분석 능력을 갖춘 연구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시설원예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연구 결과를 주변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용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임.
다시 말해 정보 수집 농가 및 품목 확대, 생산을 포함한 유통·소비의 정
보 수집 항목 확대, 기관 빅데이터 정보공동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필
요함.
○ 농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규제를 정비해야 함. 농기계

산업의 경우 무인농기계 허가가 핵심 과제임. 농가의 데이터 수집, 공
유 및 활용 활성화 신규시장 조기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하고 규정을 정비해야 함. 사물인터넷 확산으로 생산되는 농가의 빅데
이터 공개, 공유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문 기관 및 규범 마련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스마트농업분야 R&D에 집중 투자해야

함. 스마트농업과 관련 연구개발에 있어 관련 부처별 주요 연구분야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농
업부문 ICT 융복합 기자재 및 시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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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기술 활용 및 유통 인력 양성이 필요함.

인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연구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기
술 활용 인력과 기술 유통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농업분야의 경우 생
육과 환경 데이터를 연계하여 최적의 품목 맞춤형 S/W를 개발하는 전
문 인력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인력이 필요함. 한편,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2022년 6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품목
재배 교육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H/W·S/W 교육을 병행하고 실
증단지 참여 기업의 실증 테스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술의 활용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들
에게 창농뿐만 아니라 기술창업 등 여러 갈래의 취업의 길을 제공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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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sponse Strategi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Year 1 of 2)
Research Backgrou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merged at the same time as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digital revolution. The key theme
of the 46th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January 1, 2016) was
“Understan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suggested as a measure to overcome the global crisis.
Korea also announced the “the People-centered 4th Industrial Revolution
Response Plan for Innovative Growth” (November 30, 2017) in order to
achieve both “industrial innova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suggests solutions for industrial innovation and social problems.
The agriculture sector is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labor shortage, instability of supply and demand, livestock diseases and food safety.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forms of H/W (autonomous farming
machine, robot, drone) and S/W (environmental control, pest inspections,
agricultural product trading platform, image information).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method includes collecting and analyzing literature, policy
data, preliminary research, and forecast reports for the future to find out
future issues of Korean agriculture.
We surveyed 52 experts about the importance of future issu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oT, AI, robotics, big data, food, R & D,
policy) and the feasibility of applying technology. And IPA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he consumer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urchasing patterns
of consumers, the perception of smart shops, the usage of websit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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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ng-to-use future S/W (web, application, etc.).
Through the business trips to Japan, China, and the Netherlands, we
grasped the actual state of operation, technology level, technology development direction and policy of smart farms in each country and draw
implications.
In the collaborative research with STEPI, we focused on the field of
(unmanned and autonomous) agricultural machinery for the innovation
growth of agricultur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iagnosed the
possibility of agricultural innovation growth and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centering on key response issues.
The Challenges of Korean Agriculture
First, we identify the challenges of Korean agriculture.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we find the issues of agriculture in future. And to solve
the issues, we try to suggest problems and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tion method (H/W, S/W).
The challenges of agriculture are including aging, lack of agricultural labor force, steady decline in farmland area, decline in grain self-sufficiency,
worsening of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worsening of
cultivation due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pesticides and herbicides, and food safety issues.
The Future Issues of Agricultur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issues to solve the problems of agriculture in future are classified
into four major categories: increasing productivity and production of agricultur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converting to sustainable agriculture; creating new value in agriculture; and expanding agriculture.
The first issue is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production.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by converting to labor-saving agriculture, to increas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availability, accessibility, safety), to stabilize prices by upgrading agricultural products supply forecasting, to improve productivity through automatic control of the complex environment.
Second,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e need to change to sustainable
agriculture. In detail, with the optimization of resource use (fertilizer, pe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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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e, agricultural water, agricultural land, etc.), we can reduce costs, fight
against the resource depletion, and prevent disasters. Moreover, to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under climate change, we need to introduce new varieties suitable for new climate.
Third, we have to create new value in agriculture. I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a new distribution-related platform that combines online and
offline which will lead to efficiency improvement and new market creation,
the conversion to an agricultural video auction system, the method of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through the network by consumers’ needs, the
health-food-related business growth, the personalized consumption of agri-food products, and food safety (history, origin, etc.).
Fourth, we should expand the scope of agriculture. With the application
of microbial treatment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bio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application (GMO, LMO,
etc.) to agriculture and livestock products, agriculture is expanding its
boundary to new medicine and energy production through biotechnology
application, and production of cultured meat using synthetic biology. The
scope should not be limited to only the primary products.
Performance of Application (H/W), Difficulties in Diffus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four issues of agriculture mentioned above, we
present the actual condition, performance, technology level and technology
development direction, policy direction of the application means (H/W and
S/W)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unmanned and autonomous agricultural machinery, drones, and robots (H/W) as means to app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o agriculture.
The technology level of the unmanned and autonomous agricultural machinery remains at the level of automatic steering (Level 1),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technology gap with the top technology level country lasts
for at least 5 years. If autonomous tractors are used for the production of
rice, the production cost can be reduced by 30%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farming method. If we turn the weeding operation into unmanned
operation, it takes 1 hour per 10a and 16 hours for manpower, which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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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labor time dramatic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utonomous farming machine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armland base, especially dry-field farming, and to standardize the distance of planting and
rearing distances and to standardize the parts of unmanned and autonomous
machines.
Drones are mainly used for sowing and pest control (liquid, fertilizer, homogenizer, smoke). Target crops are various such as rice, field crops,
greenhouse horticulture and fruit trees. The core technology of the drone
is a control system. Because most of control systems used are Chines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trol system (S/W). The biggest
achievement of agricultural drones is the reduction of pesticide usage and
agricultural work time. It is possible to spray 20 liters of aerial pesticide
on 20,000 m2, and one person can spray pesticide on about 100,000 m2 per
day.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intenance is required for drones to have
maximum efficiency. No other seeds should be sown or sprayed on the
fields other than the user's paddy or field, and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itself is important, but the base of the field should be maintained at the same time.
Performance of Application (S/W), Difficulties in Diffus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S/W such as various environment control, agricultural products trading platforms, web, application, image information systems in the 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 sectors
as the means to app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o
agriculture.
The complex environment control S/W continuously provides good environmental condition for growing the crops, so it can be adjust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improve the quality, maintain the environment free from
pests and diseases. Farming data is collect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production S/W, but very limited data has been collected yet, and collected
data is not analyzed and processed in earnest. In order to develop and
spread the S/W technology in the production field,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ies such as construction, internal facilities, and control system from greenhouse design as well a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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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ation.
The distribution of S/W in the distribution sector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sumption pattern of agri-food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processed food purchased online was 28.3%
five years ago, but it has recently increased by 3.6% p to 31.9%. A new
agri-food trading platform is expected to emerge in the distribution sector.
Most of the online purchases are made using mobile phones and
computers. Among them, mobile phones are highly used,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ly S/W that is used for purchase applications and
websites, which are the means of apply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the consumption sector, it provides mainly price and standard information when purchasing agricultural products online.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mage information. In the case of agricultural
products, especially fresh agricultural products, color and shape are different from general industrial products, and it is difficult to purchase online.
It will take time to link health and food and to produce personalized agricultural products. For example, consumers do not have a clear preference
for offering a customized recommendation information to a consumer using
a past history of purchasing information. This is because they have a negative stance on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its leakage.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ncryption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of Major Countries
Other countries want to combin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ith agriculture to solve problem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Under the Horizon 2020, the EU supports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projects. Project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pursuing sustainable agriculture using cor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ICT, robot, and big data.
Japan is trying to solve the dangers such as the decrease of agriculture
labor force and aging, profitability degradation, new danger such as climate
warming, and respond to diversified demand change. The counter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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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minimize labor input by robotization and automation, to pursue strategic productivity using big data, and to increase efficiency by linking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s.
China faces imbalance structure of production, low quality, and resource
constraints. Using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 tries to solve the problems by optimizing the
five elements of labor force, land and natural resources, capital, system,
and innovation. Agricultural policies include the smart farming equipment
project, the project of connecting the IoT to agriculture and testing in local,
the agricultural e-commerce demonstration project, the global agricultural
data survey and analysis system construction project, the agricultural information intensification project, and so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overseas cases are not the aim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itself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mean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faced by each country and to promote the resolution of th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ntegrate technology development with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novation Strategy for Agricultur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vision of Korea's agricultur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to create new value-added through sustainable growth of agriculture by
strengthening industrial fusion and private innovation capacity.
Strategies are promoting agro-industry ventures and start-ups that have
co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nurture specialized investment companies such as venture capital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o activate technology transactions and M&A.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emand for public projects of new technology and to attract the test bed
industry applying new technology. A platform for rapid application of big
data and cloud demonstration projects to the agricultural sector is also
required. It is necessary to find cooperative models among small and medium farming enterprises related to 3D printing such as equipment-S/W-material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omote
related industries through creation of public dema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platform for sharing data with high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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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liabil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linkages between big data holders at nation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a
number of start-up companies analyze weather, seeds, and soil data to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for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reducing
costs, and determining harves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business hub
such as smart innovation valley, to establish a research facility equipped
with sufficient analytical ability to meet user demand, and to expand utilization of the IoT for controlled horticulture and big data study to surrounding farms. In order to realize smart agriculture through ICT convergence, it is essential to construct useful and standardized data.
The laws, systems and regulations that respond to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changes should be improved. In the case of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permission for unmanned agricultural machinery is a key issue. In order to activate farmers' data collection, sharing
and utilization, and to create new markets, the privacy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It is necessary to set up guidelines on the disclosure of
the big data of the farmers produced by the diffusion of the IoT and the
scope and methods of sharing, and to establish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norms that guarantee the data reliability and stability.
We must focus on investments in R & D in smart agriculture that can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ain research
fields and roles of relevant ministries and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for systematic research in smart agriculture and R & D. 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is required to build a test bed for ICT convergence equipment and facilities, big data, cloud, AI and robot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manpower for technology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including professional R & D personnel. Regarding the manpower,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echnological manpower and technology
distribution manpower as well as smart agriculture R & D manpower. In
the field of agriculture, big data analysts are needed along with experts
who develop optimal customized S/W by linking growth and environmental
data. Meanwhile, the government plans to cultivate 600 professionals by
2022 through Smart Farm Innovation Valle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utilization ability of various technologies by provid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demonstration tests of participating companies in paralle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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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analysis and HW/SW education as well as item cultivation
education.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workers with
a way to start up a company and find a job with technology as well as
to establish a business.
Researchers: Kim Yeanjung, Kang Changyong, Lee Myoungki, Park Ji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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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하였

다(클라우스 슈밥 2016). 제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2016. 1.)의 핵심
주제는 “4차산업혁명의 이해”였으며 이는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우위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첨단제조업 파트너십
(Advance Manufacture Partnership: AM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김연

중·박지연·박영구 2017),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은 로봇 혁명을 신전략산업으로 육성, 중국은 제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계획1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성장 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해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2017. 11. 30.).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그동안

1

중국제조 2025는 단순히 첨단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조 초강대국으로 키운다는 계
획임.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자급하려는 계획임(네
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print.nhn?docId=3613436&cid=42107&categoryId=42107: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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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인 청사진을, 다시 말해 산업혁신과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산업혁신에서 제시한 분야는 의료, 제조,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등이 있고, 사회문제 해결 분야로는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이 있다.
농업분야는 노동력 부족, 수급불안, 가축 질병, 식품의 안전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고도화,
생육정보 분석·생산량 예측, 구제역·조류 인플레인자(AI) 예측모델 개발,
이력제 확대 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부문과 4차산업혁명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
시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김연중·박지연·박영구(2017)는 일부 농업의
현안 문제인 농업소득 정체, 식량자급률 하락,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같은 농업-농촌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모색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한 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향후 우리농업
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과 모습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
비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딥러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융복합하고, 융복합화된 기술을
최종수요자(end user)인 농가가 이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최종 수요자인 농가는 H/W(무인·자율주행농기계, 드론,
로봇 등)와 각종 S/W(애플리케이션, 환경자동제어기, 경영프로그램, 농식
품 거래 플랫폼, 화상정보)을 이용하여 소득 창출, 노동력 절감, 경쟁력 강
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의 최종목표는 “알파고”가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

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시멘틱 기술을 이용하여 스스로 바둑을 두는 것
과 같이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산업부문에서 4차산업혁명의 최종목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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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되지 못했으나, 이런 변화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있다. 이런 변
화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농
업부문도 이런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 시
대에 우리농업의 바람직한 미래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부문에 적용할 경우 긍정적·부정적 영
향이 공존할 수 있어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
급하고, 추후 과제로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미래 이슈를 탐색하고, 미래
농업에 부응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전후방산업: H/W, S/W)의 농업
부문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정책,
관련 법 등이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지를 모색하여 농업의 미래 대응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의 미래 이슈를 문헌 및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통해
탐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H/W(무인·자율주행농기계, 드론, 로봇 등)
와 각종 S/W(애플리케이션, 환경자동제어기, 경영프로그램, 웹사이트 등)
를 중심으로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R&D, 법, 제도, 교육,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농
업의 미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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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3.1. 4차산업혁명의 미래 관련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AIST(2017)는
10년 후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기업, 정부, 사

회 각각의 관점에서 혁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융합됨을 설명하고, 이 혁명의 동인으로 첫째, 자동화, 데이
터화 등의 과학기술 발전을, 둘째, 인구구조 변화 및 기후 변화, 자원부족,
저성장 기조와 세계화 가속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들며 이를 다루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의 혁신사례로는 스마트 카, 협업형
지능정보 교통체계, 에너지 프로슈머, 스마트 헬스 케어, 개인 간 직거래,
인공지능 노동자, 식물공장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생산·소비 혁신이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전략정책연구원(2017)은 미래 인류의 삶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신 기후 체제에 대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구절벽이 예상됨에 따
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4차산업혁명 발전을 강조하였다. 향후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 소비지도가 달라질 것을 명시하였으며 미래 교육과
유망직업 등을 소개하였다.
이주량(2017)은 4차산업혁명이 최적화, 생산요소의 회귀, 기술적 난제의
해결을 통해 대부분의 생산요소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빠르게 이동했던,
탈(脫) 농업적 면모가 강했던 이전 산업혁명과는 달리, 신(親) 농업적 기술
혁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4차산업
혁명 기술 적용으로 인한 농업의 긍정적 변화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제언을 관련 주체별로 제시하였다. i) 정부는 현 스마트팜 정책 및
기계화·자동화 정책의 지속적 확대는 물론, 전문 인력 육성, 보조금 지원,
재정사업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현장착근을 지원, ii) 농업인은 전통적 방
식에서 벗어나 첨단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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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iii) 국민은 우리농업의 특수성을 바르게 이해
하고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성제훈·이경환(2017)은 4차산업혁명이 농업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제
시하였다. 4차산업혁명은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문화·복지·치유 등 다양한
분야로 농업의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며, 게임·여가 등과 결합한 문화농업,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배려 차원의 복지농업, 석유자원의 한계에 따른 농
산물의 산업 소재화 같은 소재농업, 농식물과 함께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
농업으로 발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생산·유통·소비 분야에서
의 예상되는 변화를 제시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
하여 4차산업혁명이 농업생태계에 미칠 영향 및 데이터 분석·관리, 농산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2. 4차산업혁명 관련 후방산업(H/W)에 관한 연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2)은 농업로봇 관련 산업동향보고서를 통해 농
업로봇의 특허 및 세부 기술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업로봇의 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로봇 기업체 운영과 생산 및 유통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를 통해 농업로봇의 국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으며 해외 농업로봇의 시장
현황도 제시하였다.
박찬훈(2014)은 산업용 로봇의 발전방향을 단순반복로봇 → 조립로봇
→ 인간협조로봇 → 완전무인화 로봇으로,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수요변화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부문에의 산업용 로봇 적용 가능성을 모
색하였다.
이충근·홍영기(2017)는 일본의 농업로봇 관련 현황 및 정책을 소개하고,
특히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량계 농작업 로봇(트랙터 로봇, 이앙 로봇,
콤바인 로봇 등)을 중심으로 개발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트랙터 로봇과 콤
바인 로봇의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경영 면적이 넓을수록 무인-유인협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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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도입(농작업 로봇 투입)으로 인한 수익증가분이 커지는 것을 증명하
였다. 이충근·홍영기(2017)는 일본 농작업 로봇의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에서 농작업 로봇이 현장에 보급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고 있다. i) 부품표준화와 보급기종 저렴화, ii) GPS 신호를 제공할 지역별
기지국 설치, iii) 포장에서의 돌발 상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
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찬휘·서용성·이호준(2016)은 국내외 농업로봇 기술 및 시장 동향을 분
석하고, 농업로봇 관련 국가사업 및 지역 정책 분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웨
어러블(wearable) 산업화 및 농업로봇 운용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계화 비율이 낮은 노지, 밭작물 및 과수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높게 평
가하였다.
김성환·이건희·유기호(2016)는 드론을 이용한 농업분야에 대하여 다양
한 국내외 연구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기술이슈 및 해결과제를 언급하였
다. 또한 농업현장에서 드론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경지 정리, 구획 정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드론이 보급·확대되기 위해서는 장
애물 회피기술, 강건한 제어 및 효율적 운용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런가 하면 멀티콥터(Multi-copter)를 포함하여 무인기의 체공시간 연
장 및 장기체공 기술개발도 강조하였으며, 통신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제시
하였다.
최원우·이준구(2016)는 드론의 농업분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드
론이 농업분야 사업지구 선정, 등고선 작성, 경지정리사업, 구조물 배치계
획, 용배수로 노선 선정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조사와 설계 분야에
종합적인 측장(測長)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드론의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적 기술의 매우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
았다. 또한 사용자의 니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
였다.
김지연(2016)은 ICT 융복합 영농기기 산업이 새로운 수익원이자 미래시
장의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스마트팜의 진전이 그 바탕이 되며 스마
트팜 관련 가치 사슬의 확대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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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 시장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 시장 규모가 작고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규홍 외(2016)는 일본 농업기계 및 농업로봇의 연구를 통해 일본농업
이 지향하는 농업기계의 기술을 소개하고, 트랙터로봇, 이앙로봇, 시비로
봇, 콤바인로봇 등의 자율주행 제고 방안과 관련한 기술 동향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기계를 분산 포장형과 대규모 농장형으로 구
분하여 각 로봇기계의 주행과 조향제어 등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을 소개
하였다.

3.3. 4차산업혁명 관련 시스템 및 표준화 관련 연구(S/W)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5)은 스마트농업이 농산물의 생산뿐 아니라 유
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를 보다 스마트하게 진화시킬 수 있는 기술
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표준기술 개발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농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의 핵심부분인, 농기계 등 시설산
업의 국내시장 규모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WSN)
관련 시장을 추정하면서 관련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
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의 표준화 실태가 매우 미흡함
을 지적하며 이는 농가보급 확산에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서종성 외(2008)는 센서와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온실 내 기상환경
변화 및 토양의 특성을 수집하고, 실시간 온실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반 온실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유남현 외(2009)는 농업분야 이외의 군사·의료·물류 분야 등에서 다양하
게 응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USN)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생산 부문에

멈추지 않고 가공 및 유통, 판매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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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한승·민재홍·박주영(2015)은 스마트농업을 생산뿐만 아니라, 저
장,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를 보다 스마트하게 진화시킬 수 있
는 기술로 정의하고, 각 경제 주체 간 상생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소비 전주기에 표준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표준화 동향으로는 2010년부터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개발한 온실관제시스템 요구사
항 프로파일 표준 등이 국내 표준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시하였다.

3.4.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성과 및 평가 관련 연구
김연중·박지연·박영구(2016)는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의 보급
실태를 분야별(시설원예, 축산, 과수, 노지작물)로 파악하고 보급된 스마트
팜의 운영성과, 성공,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스마트팜의 분야별 기술수준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외국의 스마트팜 정책 및 적
용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 하
에 스마트팜 도입 농가에 대한 전수에 가까운 조사를 실시하여 보급 실태
를 분석하고 스마트팜 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김연중·박지연·박영구(2017)는 농업의 생산(시설원예, 축산, 노지)·유통·
소비 부문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도출된 여러 문제들, 단위면적당 생산
량 정체, 노동력 부족, 인건비 문제, 광열비, 품질, 수급문제 등을 4차산업
혁명 기술 적용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서울대학교(2015)에서는 농가의 생산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과
현장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스마트팜 농가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ICT
시설을 도입한 시설원예, 과수, 축산농가 중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생산성
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팜 농가의 경영 사례를 발굴하였다.

서론

9

3.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논의되었

다. 그만큼 농업부문의 4차산업혁명 대응 연구가 적었고, 그간의 연구가
총론 위주였다면 본 연구는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스마트농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생산 부문에 국한되어 있고, 최근에는
생산·유통·소비 부문까지 확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전후방 산업까지 고
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다. 1차년도(2018년)에는 생산·유통·소비·전후방산업 등 농업부문을 중
심으로 다루었다면, 2차년도(2019년)에는 농촌부문을 다루고자 한다.
1차년도(2018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미래 이슈를 탐색하고,

미래 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H/W 및 S/W에 초점을 둔)
의 적용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며,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정책·법·제도
등이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연구 범위
연구 범위로는 기술 분야에서는 농업부문의 생산·유통·소비·전후방 산업
에 적용되는 H/W(무인·자율농기계, 드론, 로봇 등)와 각종 운영프로그램
S/W(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앱)로 한정하였다.

정책분야로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4차산업
혁명 관련 정책, R&D, 법, 제도, 교육, 플랫폼,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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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품목별(수도작, 시설원예, 노지 작물 등)·단계별
(생산, 유통, 소비, 전후방 산업)·적용 기술별(H/W, S/W)로 구분하지 않았

다. 이유는 현재 농업부문의 경우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적용이 초기
단계로 농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1> 연구 범위 및 분석 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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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방법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정책자료,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
고, 농가 조사, 소비자 조사, 전문가 조사, H/W(드론, 로봇, 자율주행농기
계)·S/W(스마트 앱,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를 조사하였으며, 해외출장,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협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진들은 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부처별 4차산업혁명 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기획보고서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보도자료, 이외에도 각종 보고
서들을 발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여러 4차산업혁명 관련 농업·농촌 이슈
등을 수집·활용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미래 이슈”를 도출해
내었다.
농가 조사의 경우,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현황
이고 스마트팜 농가는 극히 일부일 다름이지만, 이들 몇 농가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발간한,
3,052개의 농업법인을 표본으로 한 2017년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및 활

용도 조사를 일부 요약, 정리하였다.
소비자 조사는 우리 연구원 소비자패널 20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4차산업혁명이 농식품 소비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스마트 상점에 대한 인식도, 향후
농식품 구입 플랫폼, SNS 활용 구입 의향, 온라인 구매 의향 등이었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4차산업혁명이
농식품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분야별 전문가 52명
을 대상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중요성,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 기간 등을 조
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 만족도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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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IPA와 달리, 실현가능 시기를 평가 요소로 반영한 IFA(Importance
-Feasibility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H/W(자율·주행농기계,

드론, 로봇) 개발 보급업체와 S/W(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업체를 조
사하였으며, 주로 기술수준, 기술개발방향, 보급·확대의 문제점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중국, 네덜란드 출장에서 현재 각국의 스마트팜 운
영실태,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방향, 정책 등을 파악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의 협동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농업 구현의 유망 영역으로서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에 주목하여 선진 혁신동향과 특징, 주요 중점 대응 이슈를 탐색하였다. 또
한 우리나라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관련 정책(공공)과 산업(민간) 측면의
현재 위치(중점 대응 이슈 관련), 향후 발전 전략을 검토하여,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 대응 농업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진단하였으며,
농기계 분야(무인·자율) 중점 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대응 및 개선 포인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 연구 내용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다. 1년차(2018년)에는 농업분야를 다
루고, 2년차(2019년)에는 농촌분야를 다룰 예정이며, 연구 2년차의 가목차
역시 제시하였다. 1차년도 농업분야 주요 내용은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미래 이슈를 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후방산업의 현황과 과제, 또 주요국
의 정책과 시사점,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대응전략 수립 등이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가올 미래농업을
구상하였다.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미래 이슈 등을 다루었고,
다음으로 글로벌 농업의 과제와 우리나라 농업의 과제를 다루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의한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기업, 산업, 노동, 소비,
소득, 삶의 질, 재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글로벌하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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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다룬 우리나라 농업의 과제에 대해 자세하게 분
석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 제시한 우리농업의 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미래 이슈를 도출하고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중요성, 실현
가능성, 적용수단과 적용 가능 연도를 분석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
사한 뒤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다룬, 농업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적용 수단을
H/W와 S/W로 구분하여 각각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적용해 보았다. 생산

부문에 적용된 H/W는 자율주행농기계, 드론, 로봇 등이다. S/W는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양액 관리, 생육환경모니터링, 병해충 예찰 프로그램 등으로,
H/W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문에 적용된 것을 다루었다. 또한, 유통·소비 분

야의 S/W는 SNS, 구매 관련 웹, 애플리케이션 등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 국내외 정책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6
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농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14 서론

<4차산업혁명 농촌 대응 전략연구 가목차(2년차: 2019년)>
○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농촌
-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농촌과의 연계
- 4차산업혁명에 대한 농촌 주민의 인지도
- 스마트농촌에 4차산업혁명 적용 가능분야 도출
○ 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스마트농촌의 역할
- 농촌의 현안 문제 탐색 예) 교육, 복지, 환경, 문화·여가, 교통 등
- 우리 농촌의 변화 전망과 스마트농촌의 역할
○ 국내외 4차산업혁명 농촌 적용실태
- 국내외 분야별 적용실태
∙ 교육, 복지, 생활환경, 문화·여가, 교통 등
- 국내외 분야별 적용기술 및 기술 수준
∙ 농촌의 인프라(IaaS), 플랫폼(PaaS), 소프트웨어(SaaS) 적용 수준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방향
○ 국내외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 스마트농촌의 목표
- 농업 현장지원 핵심 과제
- 스마트농촌의 보급 활성화 핵심 과제
- 스마트농촌의 인프라 구축 핵심 과제
- 스마트농촌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핵심 과제
○ 농촌의 미래성장을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 농촌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실천방향
- 대응 전략
자료: 저자 작성.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미래모습

1. 4차산업혁명 시대 정의 및 범위

1차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생산과정이 기계화되어 농업의 산업

화와 인간의 정주화를 이루게 한 혁명이다. 이후 2차산업혁명은 전기 에너
지의 발명으로 공업의 산업화와 대량생산체제를 이루었으며 3차산업혁명은
ICT를 통한 디지털화 정보혁명, 즉 인간의 두뇌 노동을 대체하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초연결(hyperconnectivity),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2 다시 말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
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

어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superintelligence), 초예측(superforecast)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영향(impact)을 끼친다. 4차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2

장병규(2018)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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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제3차 아날로그 혁명(정보 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디지털
혁명으로도 일컬어진다.3
4차산업혁명은 IBCA의 대합창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IBCA는 사물인

터넷(IoT: Internet of Thing), 빅데이터(Big Data), CPS(Cyber Physical
Syste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이다. 머지

않아 세상 삼라만상이 인터넷으로 초연결되고(IoT-IoE), 여기서 방대한 데
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정교하게 연
동되는 복합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으로 재편되며, 인공지능(AI)을
만나면서 최적 상태로 자동 제어되는 새로운 차원의 진화이다.4
<그림 2-1> 4차산업혁명의 개념

자료: 장병규(2018)를 참조함.

네이버 IT 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42346&
categoryId=42346: 2017. 10. 20.).
4 하원규·최남희(2015)를 참조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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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산업혁명과 4차산업혁명의 차이는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가로 정

의할 수 있다. 김연중·박지연·박영구(2017)는 3차산업혁명은 수집된 데이터
를 이용하여 인간이 모델화하고, 인간에 의해 개발된 모델에 의해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라면 4차산업혁명은 IoT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집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분석된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탑재하
여 클라우드에서 로봇,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가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작
업을 하게 하는 것이라 밝혔다.
4차산업혁명에서 다루는 범위는 물리적 기술,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생물학

기술까지 포함된다. 혹자는 물리적 기술과 디지털 기술까지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농업이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
물학 기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종자개발 및 GMO 등
에 생물학 기술을 적용하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김연중·박지연·박영구 2017).
물리적 기술을 농업부문에 적용한 사례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장착한 드
론,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이 있다.5 예를 들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
여 농용 드론이 물과 비료 등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살포하고, 농업
용 로봇을 이용하여 작물을 수확하거나 젖소로부터 착유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농기계를 이용하여 파종 및 수확 작업 등
을 수행하는 것도 해당된다. 센서의 발달로 로봇은 주변 환경을 잘 이해하
고 그에 맞춰 많은 분야에서 이용될 것이다. 과거에는 수집된 자료를 인간
이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기계에 전달하여 농 작업을 수행하였다. 차세대
로봇은 “인간과 기계가 협업”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6 물론 인간과 기
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법·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로 물건과 물건, 물건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oT)’과 ‘만물인터넷(IoE)’

5
6

본 문장은 김연중·박지연·박영구(2017)를 참조함.
클라우스 슈밥(2016)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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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김연중·박지연·박영구 2017). 이는 상호 연결된 기술과 다양한 플
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광
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다. 어떤 기업은 자동차,
컨테이너에 센서나 송신기 혹은 전자태그(RFID)를 부착시켜 공급 망에 따라
자동차의 이동경로 및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물품이나 서류의
배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7 이는 농업부문에서도 활용 가능한
데 현재 농산물의 저장상태, 저장량, 운송차량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은 향후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합성생물학 기술로는 DNA 데이터를 기록하여 유기체를 제작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의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바이오 연료 생산, 종자개발, GMO 종자 등에 이용하고 있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연중·박지연·박영구 2017). 극단적인 기후나 가뭄에도
재배할 수 있는 식용작물은 물론,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를 돼지의 몸에서
기르는 연구도 이미 시작되었다(김연중 외 2018). 소의 유전자를 활용해 혈
우병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응고 요소가 첨가된 우유를 생산될 날도 머지않
았다. 그러나 생물학의 한계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법, 규제 그리고 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김연중 외 2018).

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본 절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전반적인 미래상을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먼 미래
까지 미래 전망 관련 문헌, 보고서, 정책 자료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박영숙·제롬 글랜(2017)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음과 같은 미래 사회를
전망하였다.
첫째, 고령화와 인구절벽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인류에 큰 영향을 줄 것으
7

클라우스 슈밥(2016)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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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의 총 공급
이 축소되고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
다. 연령별 구성비의 변화에 따라 고령 친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증가하나
육아와 교육 등 유소년 관련 시장은 축소될 것이다. 한편, 노동집약적 산업
은 생산인구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자본 집약적 산업은 자본 가격
의 상대적 하락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경제의 총 공급 축소
로 세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복지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
여, 재정수지가 나빠질 것이다.
둘째,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는 세상을 예상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일자
리 대체(기술적 실업)로 인한 소득 감소, 승자 독식으로 인한 양극화와 절대
빈곤인구 증가,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기술적 실업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
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있는 반면, 현재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생활비가 획기적으로 하락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된

다면 사회는 광범위한 기술적 실업에 대응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영숙·제롬 글랜 2017).

셋째, 생활비의 대폭 하락으로 산업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하급수
적 기술의 발달로 2030년경부터 현재 이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생활비의 급속한 무료화(demonetization)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
입장에서 노동의 주된 개념은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
요소였다. 또한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을 올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
하는 수단으로서의 개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미래의 노동은 생계유지의
성격뿐만 아니라 창조와 지식 추구, 자아실현,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등 지
금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고차원적인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앞으로 세 번의 디지털 혁명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디
지털 기술은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했지만, 미
래에는 비즈니스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디지털 혁명이 파괴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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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로 데이터 기술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산, 저장,
관리, 분석, 적용함으로써 비즈니스 전략과 경영, 인간 상호작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두 번째는 하이퍼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2020년까지 디지
털 플랫폼 리더 기업들의 산업 및 비지니스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세 번째는 유비쿼터스 전환의 시대로 혁신적인 기술들이 교통, 은행,
금융, 상업, 제조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촉진한다. 이 세 가지 전환 시대의
개념과 시기를 예측하고 관련 데이터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해야만 4차산
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기업이 성공 및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숙·제롬 글랜 2017).

다섯 째, 디지털 기술, 자유화,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기업구성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이 독립적인 근로자가
되어 특정 프로젝트 중심으로 참여하며,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계약 관계가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네트워크 효과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는 것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몇 개의 기업이 대부분의 부를
독식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각화
현상과 집중화 현상,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함은 물론 이 둘을 더욱 강화하
고 증폭시키는 상업화 플랫폼으로 인해 생산자의 규모는 작아지고 이들을
묶는 기업들은 더 거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박영숙·제롬 글랜 2017).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12월 구성한 ‘미래준비위원회’는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의 28개 이슈를 선정하고, 넓은 범
위에서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15개 미래기술을 선정하였다(미래창조과학
부 미래준비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AIST 2017).
다음 <표 2-1>에서 **가 표시된 초연결 사회, 디지털 경제, 제조업의 혁
명, 사이버 범죄, 전자 민주주의 등이 지능정보기술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
명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슈들이다. *가 표시된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고용불안, 불평등 문제, 에너지 및 자원고갈, 난치병 극복 등은
4차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심화되거나 해결 가능한 이슈들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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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4개 분야 28개 이슈와 15개 핵심기술
분야

이슈명칭
초연결 사회**, 저상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경제(6개)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10개)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정치(5개)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 간 환경 영향 증대, 원자력
환경(7개)
안전문제, 생물 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핵심기술(15개)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주: *는 4차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심화되거나 해결 가능한 이슈들임.
**는 4차산업혁명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슈들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AIST(2017).

한편, 이슈와 미래기술 간 연관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림 2-2> 28개 이슈와 핵심기술의 연관관계 네트워크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AIS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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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될수록 그림의 중앙에 놓인다. 제조업의
혁명, 재난위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물다양성의 위기,
에너지 및 자원고갈, 난치병 극복,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산업구조의 양극
화, 저성장과 성장전략의 전환 순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과 연관
성이 높은 이슈들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와 관련해서 제조업의 생산 및 경영 형태가 크게 바뀌고, 그
결과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 성장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 및 환경 관련해서는
그간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및 자원고갈, 생물다양성 위
기, 재난 위험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이
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회와 관련해서는 줄기세포, 유전
공학/분자생물학 등의 기술발달로 난치병이 극복되고 이에 초고령화 사회
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가 하면 삶의 질과 라이프 스타일이
보다 중시되는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들을 통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와 제품 및 서비스 증가로 인한 변화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슈와 핵심기술 간에 연관성이 클수록 연결선이 굵다. 3D 프린터가 제
조업의 혁명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원 재활용 기술이 에너지 및 자
원고갈과, 줄기세포와 유전공학/분자생물학이 난치병 극복과, 사물인터넷
이 초연결 사회와 연관성이 크다.
다양한 이슈들과 연관성을 가질수록 핵심기술의 점(node)이 크다. 인공지
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유전공학/분자생물학, 가상현실, 에너지자원 재
활용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다양한 이슈들과 연관성이 크다.
한편,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개 분야에서의 2022년 미래 모
습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주요 키워드는 개인 맞춤형, 스마트화, 지
능형, 자율, 로봇 등이다. 상품 제조 및 소비,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등에서는
개인 맞춤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금융·물류, 농수산업 등 산
업 분야, 재해대응 및 안전 분야, 도시 및 주거 분야, 교통 체계 분야, 환경 분
야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화가 촉
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 개발, 상품제조, 교통안전 시설물, 치안, 국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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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는 인공지능에 기초한 관리 및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된다.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 분야에서는 자율운행이 실용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제조업, 농업·해양업, 노인·장애인 지원에서 로봇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표 2-2> 2022년의 변화된 미래 모습
1. 의료 분야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 진료정보 온라인 교류 전국 확산
∙ 건강보험 수가 적용 추진: 시범사업 수준(2017) → 전국확대(2022)
∙ 맞춤형 건강관리, 정밀진단·치료로 건강수명 3세 연장
∙ 73세(2015)→76세(2022)
∙ 신약 개발 기간·비용 단축으로 후보물질 44개 신규 개발
∙ 85개(2015)→129개(2022)

2. 제조분야
스마트공장 고도화·확산
지능형 제조로봇 확산
제조 서비스화
3. 이동체 분야
자율차 시장 선도
드론 경쟁력 강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
4. 금융·물류 분야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스마트 항만 실현

∙ 생산 자동화·최적화로 제조업 생산성 제고
∙ 생산이력관리 기초단계(2016)→최적화 단계(2022)
∙ 근로자 협동·자율대처 로봇으로 공장 근로자의 역량 강화, 장애인·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 제품 생산 중심에서 가치 사슬 전반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및 리쇼어링 전기 마련
∙ ‘20년 고속도로 준자율차 사용화 지원 등 자율차 집중 육성
∙ 차선이탈 경고 등 운전자 지원 시스템(2017)→고속도로 준자율차 상용화(2020)
∙ 산업용 드론 집중 육성으로 시장규모 20배 확대
∙ 시장규모: 704억원(2016) → 1.4조원(2022)
∙ ‘22년 최초 운항 성공, 선박 운영비용 10% 절감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핀테크 시장 2배 확대
∙ 핀테크 업체수: 208개(2017) → 400개(2022)
∙ AI·로봇 기반 화물처리 자동화로 화물 처리속도 33% 향상
∙ 1,500개/h(2016)→2,000개/h(2022)
∙ 항만장비 자동화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처리시간 40%이상 단축
∙ 40시간 이상(2017)→24시간 이내(2022)

5. 농수산업 분야
스마트팜·양식장 확산
농업·해양 로봇 혁신
스마트 재해대응체계 구축

∙ 생육정보 분석·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 확대
∙ 스마트 축사, 축산 전업농의 25% 보급: 1,350호(2017)→5,000호(2022)
∙ 수산물 양식 생산량 25% 증대: 184만톤(2016)→230만톤(2022)
∙ 파종·수확 로봇, 수중건설 로봇 개발
∙ 밭농업 기계화율 29% 향상: 58%(2016) → 75%(2022)
∙ 재해 예측·선제 대응으로 해양재해 예측시간 2/3 단축
∙ 재해 예측: 12시간(2017)→8시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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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6. 스마트 시티 분야
스마트시티 확산
스마트건설 혁신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80개 지자체 확산 추진
∙ 10개(2016)→80개(2022)
∙ 3D 가상시공, 건설장비 지능화로 건설 생산성 40% 향상
∙ 13.6$/시간(2015)→19$/시간(2022)
∙ 자율작동·음성제어 스마트홈 300만 가구 보급
∙ 80만가구(2017)→300만가구(2022)

7. 교통 분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신호시스템 확산
지능형 교통안전시설물 구축
8. 복지 분야
노인·장애인 지원 로봇 개발
노인치매 생활보조 기술혁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9. 환경 분야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 상하수도시스템 보급
스마트 환경오염 대응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기반으로 스마트도로 구축 35% 달성
∙ 0.2%(2017)→35%(2022)
∙ 교통신호 최적제어 신호기로 도심지 교통 혼잡 10%개선
∙ 30.3조원(2016)→27조원(2022)
∙ 지능형 도로 표시판으로 교통사고 5% 감소
∙ 220,917건(2016)→209,870건(2022)
∙ 간병·간호(돌보미), 신체활동 지원 로봇 개발
∙ 예측·조기진단·치료·돌봄 기술개발로 치매예측 정확도 18% 개선:
80%(2017)→95%(2022)
∙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 발굴: 연 6회(2017)→상시 발굴(2022)
∙ 원인규명 및 예보 정확도 향상, 실생활 보호·대응 강화로 초미세먼지 오염도 31%
감축(서울)
∙ 26µg/m2(2017)→18µg/m2(2022)
∙ 실시간 수질관리·최적약품 주입
∙ 스마트 상수도 26% 보급
∙ 스마트 하수도 49.6% 보급
∙ IoT 기반 상시감시체계 적용
∙ 4·5종 사업장 1만개 대상 구축: 30개(2017)→1만개(2022)

10. 안전 분야
IoT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확산
과학치안 혁신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

∙ 시설물 사고 예측·초동대처로 시설안전 불만족률 14%개선
∙ 34.1%(2016)→29.1%(2022)
∙ 지능형 CCTV, AI 기반 범죄분석으로 범죄 검거율 90% 수준 달성
∙ 83.9%(2016)→90%(2022)
∙ 최적안정항로 제공으로 해양사고 30% 감축
∙ 2,307건(2016)→1,615건(2022)

11. 국방 분야
지능형 국방경계 보급
지능형 지휘결심지원 체계도입
정비수요 예측시스템 구축

∙ 정밀탐지, 경계감시 대체로 경계 무인화율 25% 달성
∙ 0%(2017)→25%(2025)
∙ 군 지휘 의사결정 지원 지능화(‘25년부터)
∙ AI 기반 군장비 정비 예측으로 정비수요 예측 정확도 28% 개선
∙ 70%(2017)→90%(2022)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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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과제와 미래

3.1. 글로벌 농업의 과제

3.1.1.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수요 증가
지구가 당면한 농업 관련 첫 번째 과제는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수요 증
가이다. 세계 인구는 2017년 76억 명에서 33% 증가하여 2050년, 약 100억
명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100년에는 11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는 2013년 대비 약 50%의 식량 수요 증가를 야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도시화 추세로 인하여 2050년까지 도시지역에 24억 명의 사람
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고 식이 패턴의 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1인당 고기 소비량은 1997~1999년의 36.4kg에서 2030년
45.3kg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동물성 식품 수요 증가로 인한 육류

생산 증가는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물 사용량의 약 1/4과 인
간이 유발하는 온실 가스 배출의 약 18%가 모두 축산으로 인한 자원 소비
및 환경오염이다.
Alexandratos, Bruinsma(2012)에 따르면 2050년에는 현재보다 70% 이상

의 식량을 생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식량 생산은 도시 인구의 수
요 패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농업 투자와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
주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식량 수요 증가분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량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식량을 생산해야 할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급속히 고
령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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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자원 고갈
세계의 농경지는 점차 생산에 부적합해지고 있다. 전체 농지의 25%는
이미 토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44%는 보통 또는 약간 저하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수자원 또한 고갈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40% 이상이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산림 벌채의 약 80%가 농업생산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산림 벌채를 하는 것은 토질 악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수자원을 침식함으로써 종내에는 토양에
악영향을 미친다.
관개 시스템이 수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수
자원 부족에 따른 수자원 확보가 많은 국가들의 실질적 관심사가 되었다.
205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관개용수 관리에만 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3.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기후변화가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현재 기정사실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IPCC(2014)에 의하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으며, 농업은 온실가스 매출의 주원
인 중 하나이다.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지난 50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하였고, 농업은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매출은 2050년까지 더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변동의 증가, 가뭄과 홍수 빈도 증가로 인하여 농업
생산량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기온상승은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작물이 견딜 수 있는 최대온도를 초과하면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하
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농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지하수 고갈과 토양 황폐화와 같은 기존의 농업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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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식량 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3.1.4.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및 환경오염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33~50%는 섭취되지 않고 폐기되
고 있으며, 폐기되는 식품의 가치는 1조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음
식물 쓰레기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 8억 명의 인구는 배고픔을 겪고 있으며, 매년 미국과 유럽
에서 낭비되고 있는 음식의 25%만으로도 이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아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며, 영국에서도 백만 명 이
상의 사람들이 푸드 뱅크(food bank)를 이용하고 있고 미국의 4천만 명의
사람들 역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폐기되는 농식품을 생
산하기 위해 중국보다 더 큰 농경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담수의
25%가 사용되고 있다. 먹지 않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자원(토

지, 물, 노동, 에너지, 제조 및 포장)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폐기 및
매립되면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이상 치명적인 메탄을 배출한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 방식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이다.
4차산업혁명이 글로벌 농업 도전과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지 전문

가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4차산업혁명이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8점: 매우 중요함, 4점: 보통, 0점: 전혀 중요하
지 않음). 농업 문제 해결 중요도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가
6.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수요 증가가 6.50점으로 그

다음이었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원고갈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및 환경오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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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과제에 있어서는 4차산업혁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정
밀농업에 있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4차산업혁명 기술은 농식품 수요와 공급
을 적시적소에 연결시킴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림 2-3> 세계 농업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인식

주: 중요도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 0점, ‘보통’ 4점, ‘매우 중요함’ 8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 결과.

3.2. 한국 농업의 과제

3.2.1.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 부족8
한국 농업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 부족이다.

8

김연중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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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 및 국내 농가 교역조건의 악화로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로의 이농이 계속될
전망이다.
농가인구는 1997년 447만 명에서 2017년 245만 명으로 45% 이상 감소
하였으며, 향후에도 연평균 2.7% 감소하여 2027년에는 농가인구가 2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1997년 19.2%에서 2017년 41.2%
로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49.6%로
농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체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함께 진행됨에 따
라 농업노동력은 빠르게 감소되고, 그 결과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된다.

3.2.2. 농지면적 감소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 및 농촌
의 고령화, 농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전용수요는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1,924천 ha이었던 경지면적은 2017년 1,617천 ha로 16% 감소하

였으며 2027년에는 2017년 대비 7% 감소한 1,506천 ha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질 농업소득 감소 및 농가 교역조건 악화에 의해 농가인구의 감
소가 경지면적의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당 경
지면적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2.3. 식량 안보9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97년
9

OEC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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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에서 2017년 15.1%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6년
1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자급률도 1997년 82.2%에서 2017년 63.7%로 감소하였고 2026년
축산물 자급률은 61.9% 수준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의 국내소비가 새롭
게 생겨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의 경우 100%,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식량의 수입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향후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관련 농산물 원료 및 가공품에 대
한 수입 의존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2.4.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97년 86.3%에서 2017년 63.8%
로 감소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가 악화되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 약화와 국내 농가 교역조건의 악화가
지속된다면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에
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6.9% 수준으로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2.5.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여건 악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한파와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
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특보 발령횟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기상특보 발령횟수는 1994
년의 640회에서 2014년의 1,460회로 지난 20년간 228%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및 매몰 피해와 같은 농업

부문의 피해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피해의 강도 또한 커지고 있다. 농업부
문의 자연재해 피해에서 유실이나 매몰과 같은 농경지 피해보다 농작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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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비중이 더 큰 것을 고려한다면, 농업부문의 총 피해액은 국민안전처
가 발표하는 농경지 피해액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김창길 외 2015).
IPCC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향후 기후변화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기상이변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진다면 농업환경의 악화
및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2.6.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성
농업에서의 농약, 제초제, 살충제 등과 같은 무기화학물 사용의 증가와
축산업의 성장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산업
적, 생산주의적 농축산업의 시행으로 인해 서식지와 동식물군이 파괴되고,
수로가 오염되고, 토양침식, 홍수, 지하대수층 저하 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연구들에서 다뤄진 사실이다.
또한 생산성 증대나 수확 후 저장, 장거리 수송을 위해 사용된 농약이
농식품에서 잔류, 검출되거나, 2017년 발생한 계란 파동과 같이 사용된 무
기화학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검출되어 식품안전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3.2.7. 농촌지역 삶의 질 저하
농촌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정주를 위한 각종 인프
라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과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도시에 비해 삶의 질이 상대적
으로 열악하다. 이는 농촌인구 유출 확대와 고령화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이
다. 또한 과소화 면 또는 마을의 증가로 인해 조만간 많은 마을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농촌 지역에 대한 난개발은 농촌다움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약화시키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우리나라 농업 도전과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지 전

문가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4차산업혁명이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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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8점: 매우 중요함, 4점: 보통, 0점: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농업 문제 해결 중요도는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 부족이 7.69점
으로 가장 높았다. 식품안전성,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여건 악화가 그 다음
순으로 높았다.
조사 결과를 면멸히 살펴보면, 로봇 등 생력화와 관련된 4차산업혁명 기
술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엿
보이는데, 이들은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보다 많은 데이터
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판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악화된 재배여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농지면적 감소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문제에 있어서는 4차산업혁명
의 중요성이 다른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농지면적 감소가 기
술의 문제이기보다는 농지전용과 같은 시장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농 간 소득격차의 경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농가의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도시노동자가 더 큰 혜택을 본다면 완화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4차산업혁명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저하와 식량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 열악
한 농촌의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전문
가들의 기대를 증명한다.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과
생산량 증대는 식량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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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국 농업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인식

주: 중요도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 0점, ‘보통’ 4점, ‘매우 중요함’ 8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 결과.

4. 4차산업혁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기술, 기업, 노동, 소비, 소득, 삶의 질, 재정, 정치(사회) 분야로 나누어
4차산업혁명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정리하였다<표 2-3>10.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비용 감소 등에 기
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산업을 창출하나, 인간의 기술에 대한 종속 심
화는 중간 정도 숙련도를 지닌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보수를 감소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기업 측면에서는 디지털(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한 기업들 위주로 성장하
며, 플랫폼 기업은 소규모 창의적 생산자와 공생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
이 있다. 반면, 디지털(지능정보) 기술 적용 기업이 독점적으로 성장하는
등 승자 독식이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크다.

10

클라우스 슈밥 외(2016)와 박영숙·제롬 글렌(2017)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직접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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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노동은 생계유지의 성격뿐만 아니라 창조와 지식 추구, 자아실현,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등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고차원적인 성격을 지
닐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반면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노동 대체(기술
적 실업)로 대부분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소비 측면에서는 생산비 하락에 따른 생활비의 무료화로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며, 개인 맞춤형 소비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상실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 소비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소득 측면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nomy)와 통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소수가

과도한 보수를 획득함으로써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크다.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장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창조
와 지식 추구, 자아실현,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등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고차원적인 성격의 활동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삶
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반면, 로봇 및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 인간과의 상호관계가 약화되고 새로운 보편적 윤
리기준 미형성 시 인간 간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사회 안녕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합의를 통해 세제
가 개편됨은 물론, 원가하락으로 기본소득 유지에 필요한 예산 수요가 줄면
서 재정이 확충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 그러나 세입감소, 고령자 증
가 등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
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정치(사회) 측면에서는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 확대를 통해 시민의식 고
취 및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전자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에너지 등 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위기, 재난 위
험 등의 문제 완화로 사회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 심화, 사이버 범죄, 개인 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새로운 윤리 기준
정립의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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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4차산업혁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구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수단으로서만
∙ 인간의 기술에 대한 종속
중요했지만, 미래에는 이미 비즈니스 그 자체로
∙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은 인공지능
새로운 부가가치와 산업을 창출
기술
∙ 숙련 편향적(skill-biased) 기술 변화→수요와 보수 ∙ 중간 정도 숙련도를 지닌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증가
보수 감소
∙ 지식 재산권의 가치 상승
∙ 자본집약적 산업 성장과 생산성 향상
기업
∙ 노동집약적 산업 쇠퇴
∙ 디지털(지능정보) 기술 적용 기업 성장 → 플랫폼
∙ 디지털(지능정보) 기술 적용 기업의 승자 독식
(생산)
기업과 소규모 창의적 생산자와의 공생
∙ 디지털 기술, 자유화,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의
및
∙ 온디멘드 형태의 소규모 대량 생산
불확실성이 증가
산업
∙ 노인 친화 산업 성장
∙ 인간의 다양한 욕구 → 인간 노동을 통한 제품과
∙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노동 대체(기술적 실업) →
서비스의 생산 → 소득을 올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상실
노동임.
∙ 네트워크 효과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 미래의 노동은 생계유지의 성격뿐만 아니라 창조와
노동
구도로 진행됨.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몇 개의
지식 추구, 자아실현,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등
기업이 대부분의 부를 독식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고차원적인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임
성격(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생산비 하락에 따른 생활비의 무료화 → 적은
∙ 기본소득제 도입 또는 확대가 어려울 시 기본적
소득으로 생활 가능
소비
소비의 어려움
∙ 개인 맞춤형 소비
∙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포용적
∙ 소수가 과도한 보수, 소득의 불평등 심화 →
소득
경제(inclusive economy) 와 통합사회 실현
사회의 붕괴
∙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장수 가능
∙ 로봇 및 인공지능에의 의존 → 인간과의 상호관계
∙ 생계 유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창조와 지식 추구,
약화
자아실현,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등 지금보다 행복한 ∙ 기본소득제 도입 또는 확대가 어려울 시
삶의
삶을 위한 고차원적인 성격
소득저하로 인한 전반적인 삶의 질 약화
질
∙ 공유경제, 가상현실, 인공지능, 소재개발, 생물학 등 ∙ 새로운 보편적 윤리기준 미형성 시 사회갈등 확대
기술의 발달로 장소, 시간, 자원의 제약을 덜 받게
되어 삶의 질 향상
∙ 사회 안녕과 보편적 기본 소득제를 위한 합의를 통해
∙ 세입감소, 고령자 증가 → 노동생산성 감소,
세제가 개편→재정 확충
재정
∙ 원가하락은 기본소득제 유지에 필요한 예산 수요를
사회보장 지출 증가 → 재정수지 악화
줄임.
∙ 정보와 의사소통 확대를 통한 시민의식 고취와 의사
표현 확대
∙ 저출산·고령화 사회 심화
정치
∙ 전자 민주주의
∙ 사이버 범죄, 개인 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사회)
∙ 에너지 등 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위기, 재난 위험 ∙ 새로운 윤리 기준 정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 완화
자료: 클라우스 슈밥 외(2016); 박영숙·제롬 글렌(2017)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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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게 각 분야별로 4차산업혁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의 상대적
강도를 질문하였다. 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강
한 것이며, 8점에 가깝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4점에 가
까울수록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11
아래 <그림 2-5>에서 보듯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기술과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이 압도적이다. 즉, 기술 발전을 통
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며, 창의성에 기초한 소규모 온디맨드 플랫폼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건강수명 증대와 자유 증가로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과 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
망도 상당하다. 기계의 인간 노동 대체로 일자리가 줄며, 그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 정치(사회)에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에 어떠
한 방향과 어떠한 강도로 영향이 미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각 분야별 인식 비교

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척도를 일부 조정하였음. 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답변, -4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답
변을 의미함. 척도 조정 방식은 이과 같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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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에서는 척도를 조정하여 나타냄. <그림 2-5>의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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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 발굴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다룬 우리나라 농업의 과제에 대해 자세하게 분
석하고 제2장에서 제시한 우리농업의 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우리농업
의 미래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미래농업의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참고한 문헌과 정책들을 소개하자면, 슈퍼예측, 2030 고용절벽시대 온
다, 4차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소셜미디
어를 통한 4차산업혁명 연관 키워드 분석 자료, 부처별 4차산업혁명 정책
과 농식품부의 정책,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자료,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매
스컴, 국외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연구진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미래 이슈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하였다. 첫째,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과 생산량 증
가이다. 둘째, 기후 변화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
로 이용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이다. 셋째,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이용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넷째, 토지를 기반으로 한 기존 농업
에서 생명공학 등이 결합된, 새로운 농업으로의 범위 확대이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농업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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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노동력 절감 농업으로의 전환, 식량 안보(가용성,
접근성, 안전성) 중요성 증대,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로 인한 가격 안정,
복합 환경 자동 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원격 전문가 지원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등이다.
<표 3-1>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
분류

생산성
·
생산량
증대

주요내용

세부내용

노동력 절감 농업으로
전환

- 농작업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노동력을 대폭 절감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전환
- 농용 드론,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노동력 절감
- 작물의 파종-이식-수확 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식량 안보(가용성,
접근성, 안전성)의
중요성 증대

- 4차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식품의 가용성, 접근성, 안정성 등이 더욱 중요함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로 가격 안정

- 세계인류는 현재 76억 명에서 2050년 약 100억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보다 정확한 수급 예측 필요
- 현재는 계절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수출입 여건에 따라 품목별 수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예측이 고도화된다면 가격안정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폐기 감소

복합 환경 자동 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농산물 재배·저장·운송 과정의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
- ICT기술로 외부환경, 내부환경, 생육환경, 저장-운송 환경 제어

원격 전문가 지원,
경영 효율성 증대

- 스마트 웹을 통한 화상센서 데이터 이용으로 농작물의 병해충, 품질 등을
원격으로 컨설팅

자료: 저자 작성.

두 번째는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 자원(비료, 농약, 농수,
농지 등) 최적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자원 고갈에 대응, 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온실
가스 감축 등이다. 자원의 최적 이용은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비료, 농약,
용수 등의 과부족을 분석하고 적기에 적량을 시비, 살포하는 식으로 이루
어지며, 이는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
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
고, 종내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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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지속가능 농업)
분류

주요내용
자원(비료, 농약, 농수,
기후
농지 등) 최적 이용으로
변화
비용 절감 및 자원
대응
고갈에 대응
·
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지속
대응한 농산물 생산 가능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가능
신품종 도입
농업
온실가스 감축
자료: 저자 작성.

세부내용
- 작물생산이 증가하면서 물, 에너지 자원 고갈 가능성 증가, 물과 에너지 고갈에
따른 식량 생산 어려움 증가의 악순환 예상
-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비료, 농약, 용수 등의 과부족을 분석하고 적기에 적량을
시비, 살포. 자원을 최적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이는 환경보호와도 연계
- IoT, AI 등의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온난화, 태풍, 가뭄, 폭우,
이상기후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물생육 문제 발생 시 극복 가능
-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
-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최적화로 온실가스 감축

세 번째는 온라인-오프라인을 융합한 유통 관련 새로운 플랫폼으로 효율
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 농산물 화상거래(경매)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농
산물의 on-demand화, 건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식품의 안전성(이력제, 원산지 등) 등이다. 농산물이 표준화되
면 화상거래(경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물류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다. 또
한 IoT를 통한 식품공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운송·보관 환경 등을 조
절하고 빅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유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표 3-3>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신가치 창출)
분류

주요내용
온라인-오프라인을
융합한 유통관련 플랫폼
등장, 신가치 창출
농산물 화상거래(경매)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신가치
농산물의 on-demand화
창출
건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식품의 안전성
(이력제, 원산지 등)
자료: 저자 작성.

세부내용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가치사슬 형성
-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 증대: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이
기업경쟁력의 절대적 요소로 등장
- 농산물의 표준화된 화상거래(경매)를 통한 신선, 고품질, 맞춤형 농산물
유통증가 및 물류비 대폭 절감
- 재고 및 유통관리 기술발전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농식품 폐기 감소
- 건강 및 식품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 건강 및 선호 맞춤형 다품목 생산 및 유통 가능
- 개인 건강 맞춤형 식품·의료 서비스 확산
- AI 등의 기술을 통해 개개인의 질적, 미적(맛), 심미적 취향에 맞는 농식품
정보(생산이력정보, 유통정보 및 식감) 및 요리법과 같은 활용 정보 제공
- IoT를 통해 식품공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운송·보관 환경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 공급자와 수요자 매치→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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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농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생명공학과 미생물 처리기술 연계
및 적용 확대,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 적용 확대(GMO, LMO 등), 바이
오 생물학 적용을 통한 신약·에너지 생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인공 배양
육 생산 등이 해당된다.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로 수확량 증
가, 가뭄 및 병해충에 강한 품종 보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져야한다. 그리고 농업 자원을 소재로 한 바이오(생물학, 신약, 에너지)
산업 확대로 농업부문에서 바이오 자원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표 3-4>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농업의 범위 확대)
분류

농업의
범위
확대

주요내용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생물
처리기술 적용 확대

세부내용
- 미생물 처리 기술 개발로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되어 생산량 증가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
적용 확대(GMO, LMO 등)

-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로 수확량 중가, 가뭄 및 병해충에
강한 품종 보급으로 수입 증가

바이오 생물학 적용을 통한
신약, 에너지 생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인공
배양육 생산

- 농업 자원을 소재로 한 바이오(생물학, 신약, 에너지) 산업 확대가 바로
농업의 성장으로 연결
-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배양육 개발로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의
사용량(물, 에너지, 토지) 감소

자료: 저자 작성.

2. 미래농업에 대한 이슈별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분석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분석하는 마케팅 기법인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변형하여 구체적인 미래농업의 중요도와 실현가능 기간에 대

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IFA(Importance-Feasibility Analysis)를
적용하였다.12 앞에서 다룬 농업의 미래 이슈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기간을
12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가 존재해야 중요도 및 만족도를 IPA을 통해 분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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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미래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IFA 분석은 미래 이슈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 기간을 축으로 사분면

으로 나타냈다. 각 분면을 나누는 기준 값은 분석 대상이 되는 항목별 단
순평균으로 하였다. 이러한 시각화 작업은 각 항목의 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4개 분면의 구분과 특성을 아래 <그림 3-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Ⅰ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실현가능 기간이 긴 항목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연구비 및 투자비를 늘려 실현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Ⅱ사분면은 중요도도 낮고 실현가능 기간이 긴 항목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연구 및 투자 등을 좀 늦출 필요가 있다. Ⅲ사분면은 중요도가 낮으
나 실현가능 기간이 짧은 항목으로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Ⅳ사분면
은 중요도가 높고 실현가능 기간이 짧은 항목으로 당장 실현 가능하니 보
급·확대 정책이 필요한 항목이다.
<그림 3-1>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IFA 분석틀

자료: Oh(2001)를 참조하여 저자 일부 수정.

으며,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IFA방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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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요 이슈별 분석 결과
미래농업의 주요 이슈는 제3장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 생산성·생
산량 증대, 2)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3) 신가치 창출, 4) 농업의 범
위 확대로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4~5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하였
다. 각 세부항목별 중요도는 0~8점(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8점: 매우 중
요함)을 척도로, 실현 가능기간은 1~5점(1점: 현재 실현 가능, 5점: 10년 이
상)을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3 또한 IFA 시행을 위해 적용수단별14 실현
가능 기간을 단순 평균하여 세부항목별 실현가능 기간을 계산하였다.
항목별 문항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15를 아래
<표 3-5>와 같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

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김연중 외 2014).
<표 3-5> Cronbach’s alpha 계수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

신뢰도

 ≥ 

매우 높음(very high)

 ≤   

높음(good)

 ≤   

사용 가능(accept)

 ≤   

낮음(low)

  

사용 불가(not accept)

자료: 김연중 외(2014).

전문가 조사에서 실현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간으로 조사함. ① 현재 실현가능,
② 2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이고, IFA 분석을 위해
적용 수단별 실현가능 기간을 구간별 중간점(midpoint)으로 처리하였으며, 10년 이
상의 경우 15년을 평균값으로 적용하였음,
14 농용 드론, 농작업로봇, 자율주행농기계, 각종센서(환경, 생육 등), 농장자율제어시스
템, 빅데이터, 스마트앱, 인공지능(AI),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바이오공학(BT) 등
15 Cronbach’s alpha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다(Bland, Altman 1997; 김연중 외 2014).
13




     



단,  는 문항 수,  는  번째 문항의 분산, 그리고  는 전체 분산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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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면에서 생산성·생산량 증대 항목에 대한 값이 0.49로 일부 낮게
나타났으나 이외 항목은 모두 0.7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Cronbach’s alpha 계수
항목

중요도

생산성·생산량 증대

0.49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0.75

신가치 창출

0.87

농업의 범위 확대

0.81

실현가능 기간(년)
0.82
0.79

0.88

0.89

0.93

0.89

주: 중요도 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0점, ‘매우 중요함’ 8점, 실현가능 시기 척도 0~15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IFA 분석 결과, 중요도가 6.37로 높고 실현가능 기간이 4.55년으로, 상대

적으로 짧은 항목은 ‘생산성·생산량 증대’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급·확대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염, 폭우 등 극단적 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불확실성을 통제하여 생산 및 농가경영의 안
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표 3-7> 중요도 및 실현가능 기간
항목
생산성·생산량 증대

중요도

순위

실현가능 기간(년)

순위

6.37

1

4.55

2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6.07

2

4.81

3

신가치 창출

5.89

3

3.95

1

농업의 범위 확대

5.30

4

5.73

4

평균
5.93
4.70
주: 중요도 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0점, ‘매우 중요함’ 8점, 실현가능 시기 척도 0~15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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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현가능 기간이 가장 짧은 항목은 ‘신가치 창출’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짧은 항목은 ‘생산성·생산량 증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
업’, ‘농업의 범위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신가치 창출’과 관련된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 기술이 현재 많이 구현되어 있고, 농업 외 다
른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어 다른 항목에 비해 실현 가능 기간이 빠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의 범위 확대’의 경우 실현하기 위해서
는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실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
장 늦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중요성과 실현가능 기간 분석
Ⅰ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실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

는 것으로 5개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력 절감
농업으로 전환’, ‘복합 환경 자동 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로 가격 안정’, ‘자원 최적 이용으로 비용 절감 및 자원 고갈에
대응’, ‘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가능’이 해당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실현가능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 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가들은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고용 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등 농가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력 문
제와 관련한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농업의 모
습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실현가능 기간을 길게 평가한 것은 지형 및 재배면적의 규모
등에 따라 품목별로 요구되는 구체적 기술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
으로 보이며, 실현가능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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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농업은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종종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용
수, 비료 등 주요 투입요소를 과도하게 사용해왔다. 이러한 자원의 과도한
사용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원 고갈에 대한 대
응력 또한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래농업이 투입요소와
자원의 최적 이용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로 인해 농
산물 생산량의 감소, 경영비 증가 등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
하면, 소비자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 및 농산물 품질 저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일례로 2018년, 폭염, 가뭄 등으로 많은 농작물이 죽
고 닭, 오리 등이 폐사하면서 농가, 축산농가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기후변화의 심화와 재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항목은 향
후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원 최적 이용을
위한 기술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다양한 재해 요소와 기후변화의 불확
실성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까지는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Ⅱ사분면은 중요도가 낮고 실현 가능 기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세부항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바이오 생물학 적용을 통한 신약, 에
너지 생산’,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생물 처리기술 적용 확대’,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 적용 확대’,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인공 배양육 생산’ 등이
있다. 이것들은 주로 ‘농업의 범위 확대’와 관련된다. 이는 전문가들이 농
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
으며, 관련 기술의 개발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다른 분야와의 공동
연구 등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항목의 경
우, 연구개발 및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사분면은 중요도가 낮고 실현까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으로, 세부항목은 ‘원격 전문가 지원 가능으로 경영 효율성 증대’, ‘식량
안보(가용성, 접근성, 안전성)의 중요성 증대’,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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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도입’, ‘농산물 화상거래 시스템으로 전환 및 농산물의 on-demand화’,
‘건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항목은 중요도는 낮

지만 실현이 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급·확대할 필요가 있다.
Ⅳ사분면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실현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된 세부항목은 ‘온라인-오프라인을 융합한 유통 관련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효율성 제고 및 신가치 창출’,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개인 맞
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로 나타났으며, 세 세부항목 모두 ‘신가치 창출’에
속하였다. 이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투자, 연구
개발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의 보급·확대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식품의 안전성’의 경우,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사건이 국내외에서 발생

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는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산지 표시제 및 이력추적제 등의 제도가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부항목에 비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온라인 거래, 홈쇼핑 등의 활성화에 따라 누적되는 개인 소비특성
에 대한 정보를 통해 향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의 개발 및 공급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구매 외에도 인터
넷,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홈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상품을 소
비한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품질의 편차가 크고 배송과
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장세가 더뎠던 것으로
이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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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세부항목별 중요도 및 실현가능 기간(년)
번호

항목

세부항목

중요도

실현
가능 기간

분면

1

노동력 절감 농업으로 전환

7.44

5.38

Ⅰ

2

복합 환경 자동 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6.72

5.21

Ⅰ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로 가격 안정

6.26

4.92

Ⅰ

4

원격 전문가 지원 가능으로 경영 효율성 증대

5.74

3.76

Ⅲ

5

식량안보(가용성, 접근성, 안전성)의 중요성 증대

5.71

3.50

Ⅲ

6

자원 최적 이용으로 비용 절감 및 자원 고갈에 대응

6.63

4.72

Ⅰ

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가능

6.26

4.85

Ⅰ

온실가스 감축

5.63

5.44

Ⅱ

9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5.61

4.25

Ⅲ

10

온라인-오프라인을 융합한 유통 관련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효율성 제고 및 신가치 창출

6.45

4.45

Ⅳ

식품의 안전성

6.37

3.85

Ⅳ

12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6.00

3.48

Ⅳ

13

농산물 화상거래 시스템으로 전환 및 농산물의
on-demand화

5.55

4.54

Ⅲ

14

건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

5.18

3.40

Ⅲ

바이오 생물학 적용을 통한 신약, 에너지 생산

5.71

5.69

Ⅱ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생물 처리기술 적용 확대

5.49

5.80

Ⅱ

17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 적용 확대

5.11

5.46

Ⅱ

18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인공 배양육 생산

4.89

5.98

Ⅱ

3

7
8

생산성·생산량
증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11
신가치 창출

15
16

농업의 범위
확대

주: 중요도 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0점, ‘매우 중요함’ 8점, 실현가능 시기 척도 0~15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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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 3-2>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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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5
importanc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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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점도상 개별 관측치의 번호는 <표 3-8>의 번호를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3. 이슈별 적용 수단과 실현 가능성

앞에서 제시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농업의 미래 이슈’를 실현
하기 위한 적용 수단을 크게 H/W, 플랫폼, S/W로 나누고 이들의 중요성
및 향후 실현 가능성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종국에
는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수단을 이용하여 바람직한 미래농업으로 이
끌어 가고자 한다.
농업에서의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수단을 총 14가지로 구성하였다. 하
드웨어 부문은 농용 드론, 로봇, 자율주행농기계, 플랫폼으로는 각종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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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리고 응용프로그램(S/W)으로는 농장

자율제어시스템, 인공지능 등이며, 기타로는 바이오 공학(BT)이 있다.
<표 3-9> 4차산업혁명 적용 수단과 중요성
분류

적용수단(14개)

하드웨어(H/W)

농용 드론,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플랫폼

각종 센서(환경, 생육 등),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중요성(%)
8.2
49.7

응용 프로그램

농장자율제어시스템, 인공지능, AR/VR, 스마트앱

27.8

기타

바이오공학(BT), 기타

14.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적용 수단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 비중은 플랫폼(49.7%) 및 응용 프로그
램(27.8%) 등 소프트웨어(S/W)로 분류할 수 있는 적용수단에 대한 것들이
높았다. 반면 농용 드론 및 농작업 로봇 등 하드웨어 관련 적용수단은 낮
게 평가하였다. 이는 미래농업의 항목들이 ‘생산성·생산량 증대’를 제외하
고는 주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연결 등 소프트웨어(S/W)적 특성과 깊
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1. H/W(하드웨어)
4차산업혁명의 기술로 농작업에 이용되는 H/W은 농용 드론, 농작업 로

봇 그리고 자율주행농기계 등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농용 드론에 대해 평
균적으로 약 2년 후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농작업 로봇
과 자율주행농기계의 경우 약 7~8년으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하였다.
농용 드론은 일차적으로 작물 관찰, 시비, 방제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빅데이터 등과 연계하여 지형, 토양 성분, 품목 특성 등의 분석 결
과에 따른 시비나 방제도 가능한 적용 수단이다. 현재에도 시비, 방제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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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농작업 로봇이나 자율주행 농기계의 경우 농용 드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밭작물의 기
계화율16이 낮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품
목별 특성과 지형 등에 따라 농작업 로봇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보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표 3-10> 적용수단별 실현가능 시기 - 하드웨어
분류
H/W(하드웨어)

적용수단

실현가능 시기(년)

농용 드론

2.11

농작업 로봇

7.42

자율주행농기계

6.9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3.2. 플랫폼
농업부문에서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주요 구성은 빅데이터, 각종 센서(환경, 생육 등) 데이터, 사물인
터넷을 이용하여 구축된 데이터 등이다.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적용수단들이 활용되는 데는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적용수단들이 실현되는 데 평균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농업 외 다른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및 상용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일
부 기술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플랫폼 적용도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

16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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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박지연·박영구(2017)에서 언급한 일부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성주의 참외 생산농가들이 IoT 기술을 이용하여 참외를 생산 및 유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KT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차량의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지역 예측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표 3-11> 적용수단별 실현가능 시기 - 플랫폼
분류

적용수단

실현가능 시기(년)

빅데이터
플랫폼

4.58

각종센서(환경, 생육 등)

2.97

IoT

2.72

클라우드

4.03

블록체인

4.4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3.3. 적용 프로그램(S/W)
법인농가·유통·소비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은 스마트 앱, 농장자율제어 시스템이다. S/W를 적용, 이용이 가능해
지기까지는 1~7년 정도로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작물 생육 및 제어 값을 정형 및 비정형 데이
터로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으로 분석하여 분
석 앱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많은 데이터
와 분석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단기간에 보급·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시설농가 등에는 스마트 앱 및 농장자율제어 시스템이 보
급되어 있으나, 아직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농가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는 농가가 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 인위적으로 기본 제어 값을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도 스마트 앱을 통해 물품의 가격, 품질, 원산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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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문·구매하고 있지만, 아직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신선도 등의 이
유로 구매가 활발하지 않다. 향후 스마트 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
하면 스마트 앱 사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적용수단별 실현가능 시기 - 응용 프로그램
분류

적용수단

응용 프로그램

실현가능 시기(년)

인공지능(AI)

6.93

농장자율제어시스템

5.32

AR/VR

3.80

스마트 앱

1.6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3.4. 바이오공학(BT)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생산물을 바이오기술과 연계하여 이용,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바이오
기술이 실현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약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바이오 기술 중에서 미생물 처리 기술은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을 강화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유전공학 기술은 신품종 개발로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 가뭄 및 병해충에 강한 품종 보급으로 수익성을
높힐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농업 자원을 소재로 한 바이오(생물학, 신
약, 에너지) 산업 확대가 바로 농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등에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배양육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3> 적용수단별 실현가능 시기 - 바이오공학(BT)
적용수단
바이오공학(BT)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실현가능 시기(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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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과제

연구진들은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적용되었을 때 농업이 갖고 있
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향후 농업의 발전 가능성 또한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농업부문에서의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은 인해 부정적
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동화 및 기계화에 의한 일자리 문제, 고(高)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 간의 소득 격차 문제,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인데 농가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개별
농가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극적
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데 강한 규제와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보다 더 장려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사전에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 보급으로 인한 부정
적인 요인을 연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4.1. 일자리 문제
4.1.1. 기술변화와 일자리 문제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술 변화에 따
라, 즉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적용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
장도 있다.
농업부문에의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농가는 노동력 절감효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등의 긍정적 영향을 받기도 한다(김연중·박
지연·박영구 2017; 서울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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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타산업과 달리 농가인구의 감소,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이 현안
으로 대두되고 있고 실정이며, 이는 농업 성장의 둔화를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농업부문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되어야 하고, 자율주행 농
기계 등도 보급될 수밖에 없다.
’80～’90년대에 농기계는 축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개발·보급되었고, 최

근에는 노동자의 근력을 대체하기 위해 기계화가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기 위해 기계가 개발·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기술개발로 인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다른 산
업과 달라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4.1.2. 기술변화와 파급 영향17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
산효과가 있다.
대체효과는 기술 개발·보급으로 생산기술이 변화하여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효과, 농업부문의 기계화(드론, 로봇, 자동제어 등)로 농업노동력
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보완효과는 특정 기술이 보급·확대됨에 따라 그 기술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효과로, 농용 드론 기술개발로 드
론이 보급·확대됨에 따라 드론 생산관련 노동자, 드론을 이용하는 노동자
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생산효과는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생산량 증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로, 기계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농업이 성장하면서 타 분
야에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이다.

4.1.3. 기술발전과 노동수요
4차산업혁명 기술이 산업에 적용됨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될 거란 기대
17

정혁(2017: 6)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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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기술 또는 자본에 의해 노동이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4차산업혁명 기술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최근 기술 변화의 적용 범위와 발전 속도 등이
과거에 비해 넓고 빠르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전통적 직업군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여러 연구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변화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기계 등 자본이 노동을 대
체하는 대체효과만을 뜻하지 않으며 노동수요 증가를 야기하는 보완효과
와 생산효과를 포함한다(정혁 2017). 보완효과는 새로운 기술 도입 시 해
당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를 뜻하며, 생산효과는 기
술 발전에 따라 생산성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한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각 효과의 크기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
다. 정혁(2017)은 1~3차산업혁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효과가 크게 나
타났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효과가 지배적이었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각 효과는 아래 <그림 3-3>과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먼저 기
술 발전은 더 적은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동일한 생산량을 낼 수 있음을 뜻
하며 이는 등량곡선의 원점으로의 이동을 나타난다. 노동절약적 기술발전
을 가정할 때 생산 점은 A에서 B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18 A에서 B로 이
동은 대체효과를 나타내며 노동수요는 L0에서 L1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전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노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숙련노동(skilled labor)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노동수
요는 L1에서 L2로 증가하며 생산 점은 C로 결정된다.19
보완효과는 노동이 동일(homogeneous)하지 않으며 비숙련노동(unskilled
labor)과 숙련노동으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보완효과를 조금 더 상세히 나

타내면 아래 <그림 3-3>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술변

18
19

이 때 도식화의 편의를 위해 요소가격의 상대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등량곡선의 형태는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하게 되며, 이에 따라 Q=100으로 나
타낸 등량곡선과 Q’=100으로 나타낸 등량곡선이 교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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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 자본이 K=K0일 때 비숙련노동과 숙련노동은 (L1, L2)=(L10, L20)
에서 선택된다. 기술이 변화한 후 자본이 K=K1에서 선택될 때 비숙련노동
은 L11으로 감소하지만 숙련노동은 L21으로 오히려 일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증가한 숙련노동을 보완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효과
로 인해 전체 노동(L1+L2)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감소한다.
한편,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함께 증가
할 수 있다. 생산량의 증가는 기술발전 이전과 동일한 비용을 사용하여 생
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점이
C에서 D로 이동하게 되며 생산량은 동일한 비용이란 전제 하에 기존 생산

량인 Q=100에서 Q″=120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며 특히 노동수요는 L2에서 L3로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증가한 노동수요를 생산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는 L0에서 L3까지의 감소폭으
로 나타나며 대체효과만을 고려한 노동 수요의 감소(L0-L1)와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소폭의 규모는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며, 앞에
서 말한 바와 시점에 따라 그 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3-3>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주: L은 노동, L1은 비숙련노동, L2는 숙련노동, K는 자본을 나타냄.
자료: 김영산·왕규호(2013)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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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득불균형
4.2.1. 농업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견해
근래 정부 또는 농민단체 등에서는 우리농업이 양극화가 심화되어 간다
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의 저성장시대에 농업소득 양극화가 심화되
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농가 중 상위 10% 농가의 우리나라 농업소득 점유율이 2008년 49%에
서 2016년에는 61%로 높아졌고, 하위 50% 농가의 농업소득 점유율은 8%
에서 3% 낮아졌다. 2016년에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 격
차는 11.3배로 격차가 심하다는 견해가 있다.20
더욱이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가에게 적용되면 소득격차가 보다 극심해
질 것이라는 전망에 많은 농가 및 정책 담당자 등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4.2.2.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
농업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표로는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등을 들 수 있는데,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당연
하다.
노동생산성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하고, 토지
생산성은 동 기간에 2.3% 증가하였다. 반면 자본생산성은 연평균 2.6%
감소하였다.

20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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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농업의 생산성 지표 변화
단위

2000

2010

2016

연평균 증감률(%)

노동생산성

원/시간

11,778

15,698

19,525

3.2

토지생산성

천원/10a

1,051

1,273

1,506

2.3

자본생산성

원/자본

0.47

0.32

0.31

-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노동생산성은 노동의 질 문제, 토지생산성은 농민의 기술문제 등으로 발
생하는 것이므로 이들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노동
생산성과 토지생산성에 비해 자본생산성이 작아진 것은 자본 투자대비 성
과가 적은 것으로 투자 자본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이 방법은 들녘경영체, 규모화, 농기계임대사업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농업소득 양극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농업소득이 규모, 노동의 질, 자본
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반
적으로 논농사 1,000평을 경작하는 농가와 1만 평을 경작하는 농가 간의
농업소득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농업이 소규모 영세농이 많기 때문에 소득격차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그 자체에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결할 수
도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소규모 영세농, 고령농에게 농업소득이 아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농업인에 대한 문제를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
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의 노력도 필요하다.

미래농업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59

4.3. 개인정보 보호문제
4.3.1. 4차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 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21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자산으로 부각되는 데이터 시대
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있다. 영국, 미국 등 주
요국이 일찍부터 데이터 경쟁력 강화 전략에 주목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경
제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European Commission 2017).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산
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
한 국가 전략은 필수적이다. 즉 데이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이 확산되기 위해
서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 관점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Sustainable Data Management)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 데이터 중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 데이
터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개되고 활용되어야 할
핵심 데이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통계 생산 단계에서 공개와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통계 간의 연계성, 품질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재설계
가 필요하다.

21

정용찬(2017)을 참조함.

60 미래농업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4.3.2. 데이터로 의한 개인 인권 문제
최근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된 민간조사뿐 아니라 정부통계조사
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응답률이 저조해졌으며 조사 거부
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자료로 대체하거나 유사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조사 부담 경감과 비용 절
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응답 거부율은 2007년 17.0%에서 2014년 22.5%
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말에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기
업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부 통계 작성에 어려움을 겪
은 바 있다(정용찬 외 2016).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정보 약자’인 소비자
의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 강화는 ‘규제 강화’가 아닌 ‘정보 유통의 투명성
제고’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데
이터 산업 발전 또한 가능하다(정용찬·한은영 2014).
EU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 통제권과 함께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2015).
「개인정보 보호법」법령 내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비

식별 조치 기준과 비식별 정보의 활용 범위를 제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
치 가이드라인(국무조정실 외 2016)의 정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 당사
자 간의 논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프라이버시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기
본 인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개인 소득과 납세 정보를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가 사회의 역사
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용찬 2015).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8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용권, 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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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링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EU 시민권자의 개
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EU 외부에 있더라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GDPR의
목적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신뢰 확립에 있으므로 EU 역내에서 개인 데
이터의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유통은 철저하게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육성이 산업과 과학과 사회 발전의 초석임은 분명하지만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EU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European Commission 2017).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도 기술이 우수한 상위 농가는 자기 기술에 관한 데이
터 유출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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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말한 미래농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H/W
와 S/W가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향후 방향은 어
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적용 수단에서 H/W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공급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
이며, S/W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공급자와 이를 이용하는 최종 수요자에
대해서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제도, 정책, R&D, 교육 등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4-1> 미래농업에 적용되는 수단
전·후방산업

구분

H/W

S/W

1. 생산

-

자율주행농기계
드론
로봇
온실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양액 관리
생육환경모니터링
병해충예찰

2. 유통·소비

-

저온저장고
물류센터
매장
pc
정보화관련 장비보유

-

SNS, 전자상거래
대형유통사 쇼핑몰
카카오파머, 네이버밴드
빅데이터 기반 수급예측 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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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분야 4차산업혁명 적용수단 H/W 산업현황과 과제

1.1. 자율주행농기계 산업현황과 과제22

1.1.1. 무인·자율농기계 산업현황
농업생산 현장에서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무인·자율농기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농기계의 핵심기술인 GPS 시스템, 자동조향장
치, 통합제어시스템, 센서, 통신기술 등은 무인기 및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공통기술로, 무인이동체 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농기계의 핵심 기
술력 또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규모·고밀도 경작구조과 비
료·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친환경 농법에 적합한 한국형 정밀농업 시스템
(소구획 경지 자율항법, 국부방제 등) 구축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세계 무인농기계 시장은 2015년 19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08억 달러
로 연평균 42%씩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강왕구 2017). 무인농기
계 시장은 무인이동체 시장들 중에서 자율주행차(연평균 29%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2. 무인·자율농기계 기술수준
국내외 무인·자율농기계 관련 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자율작업
(Level3) 단계가 이미 일부 상용화되었으며, 무인자율작업(Level4) 단계는

실증·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John Deere 등과 같은 농기계 회사들은 자율작업 단계의
22

본 절은 이주량 박사에게 위탁한 원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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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 경사지 안정성, 장애물 회피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농기계 회사인
구보다(Kubota)는 자율작업 단계의 연구개발을 완료하였고, 2018년 12월
자율작업 콤바인을 출시할 예정이다. 독일의 AGCO는 선행 트랙터(유인)
의 주행 경로를 따라 조향 및 주행속도를 제어하는 무인자율작업 트랙터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무인·자율농기계는 대체적으로 자동조향(Level1) 단계
에 머물러 있으며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과 최소 5년 이상 나는 것으
로 추정된다.
<표 4-2> 무인·자율농기계 기술단계별 국내외 기술수준
Level 1
자동조향

Level 2
자율주행

Level 3
자율작업

Level 4
무인자율작업

기술단계

상용화

상용화

연구개발완료

실증·검토 중

기업

이탈리아 ASI
미국 Ag-leader

일본 TOPCON

미국
John Deere
일본 Kubota

미국
John Deere
독일 AGCO

기술단계

상용화 준비

시제품개발

도입단계

연구개발단계

기업

동양물산

동양물산

동양물산

-

구분

국외

국내

자료: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8. 2. 9.)를 토대로 정리.

농촌진흥청은 1997~2003년 자율주행(Level2)과 원격제어 트랙터 관련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동양물산 등 6개 산학연 컨소시엄이
110kw급 자율주행 트랙터의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동양물산이 자동

조향 수준의 트랙터를 2019년에 상용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자율농기계로 완전히 인력을 대체하는 기술수준을 100으로 볼 경
우 지능형 트랙터 기술은 40~50 수준, 정밀주행 기술은 70~8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박현섭·김상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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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기계별 기술수준과 부가가치수준
부가
가치

생육환경
상황인지
3D 센싱 및
지배관리로봇
인식기술
(봉지, 씌우기,
방제로봇
가지치기, 솎아내기)
착유로봇
(spraying)
생장모니터링
자동제초로봇
환경인식
(scouting) 로봇
청소로봇
기술 정밀 주행
지능형 트랙터
기술
지능형 이양기
다목적 관리기

40 미만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기술
수준

자료: 박현섭·김상철(2015: 46).

미국의 John Deere는 농기계 상호 간 통신, 농지 정보 파악을 위한 센서
기술 등에 투자하여 농기계뿐만 아니라 토질분석 S/W기업으로의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임지아 2016). 파종장비는 토양의 상태 등에 따라 씨앗의
조밀도를 조절하여 파종하고, 비료 변량 분사기는 생육과 토질에 따라 자
동으로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 John Deere는 또한 2017년에 VRT 변량
살포기술 기업인 Blue River Technology를 3.5억 달러에 인수하였는데,23
Blue River Technology는 영상인식과 및 패턴 학습 기술을 이용하여 잡초

가 있는 곳만 제초제를 뿌리는 ‘See and Spray’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대규모 농장형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분산 포장형 무인·자율농
기계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무인·자율농기계 분야의 선두 업체인 구보다
가 지금까지 내어 놓은 것은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3가지 종류로 모두 논
농사에 최적화되어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농기계의 복합자동화 수준
을 벗어난 상업용 자율농기계로 출시되었다. 구보다의 자율농기계는 Farm
23

“Deere to Advance Machine Learning Capabilities in Acquisition of Blue River
Technology.”(https://www.deere.com/en/our-company/news-and-announcements/news-releases/2017/corporate/2017sep06-blue-river-technology/: 201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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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시리즈로, 구보다는 2016년 9월 직선유지 기능의 이앙기, 2016년 12

월 자동조향 기능의 트랙터를 출시하였고, 2017년 6월 자율주행트랙터를
시범적으로 출시하였다.
<그림 4-2> 일본 농기계 개발 동향

1

자료: 홍영기(2018: 23).

<그림 4-3> 구보다 “Farm Pilot” GPS 농기계 시리즈

자료: Kuboda(https://www.kubota.com/news/2017/20170125.html: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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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보다의 완전자동운전 농기계24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25 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CNH Industrial26이 2016년에 이미 무인·자율주행 트랙터
의 콘셉트 모델(Case IH)을 발표하여 세계적 주목을 끌었으며,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은 미국 유타주에 있는 오프로드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업체인
Autonomous Solutions Inc.로부터 공급받았다. 이 콘셉트 트랙터는 운전석

이 없는 디자인으로 미국의 ‘Good Design Awards 2017’에서 산업부문 우
수디자인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림 4-4> CNH사의 무인·자율 트랙터 콘셉트 모델

자료: Case IH(https://www.caseih.com/northamerica/en-us/Pages/campaigns/autonomousconcept-vehicle.aspx: 2018. 8. 30.).

스페인 AGROBOT는 딸기의 모양과 크기를 카메라로 인식하여 로봇 칼
날로 자동 수확하는 딸기 수확기를 개발한 바 있다. EU는 2014년부터 약
180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로봇분야의 연구·혁신 프로젝트인

농기계가 스스로 농장까지 가서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다’는 것
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것을 의미함.
25 ’18년 출시 콤바인에 대해서는 무인화 불가, 무선 데이터 수집에 적용되는 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단순화 또는 일원화.
26 CNH Industrial은 2013년 Fiat Industrial SpA와 CNH Global NV가 합병하여 네덜란
드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회사임. 뉴욕과 이탈리아 증시 상장되어 있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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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PARC Project’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을 포함한 제조, 헬스, 교통,

사회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용될 실용로봇 개발에 총 28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Australian University of Field Robotics에서는 2018년
에 태양광 4륜구동의 잡초식별장비(RIPPA) 및 가변분사 제초장비(VIIPA)를
개발하였으며, 1~2년 내 출시 예정이다.
<그림 4-5> 호주 시드니 대학의 태양광 정밀 제초기

자료: Weekly Times(http://www.weeklytimesnow.com.au/agribusiness/horticulture/news
-story/d91047fc998d110730cdf77b56d3a54e: 2018. 8. 29.).

1.1.3. 무인·자율농기계 이용 성과와 전망
무인·자율농기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자율주행 트랙터는 오차범위
를 2~3cm로 줄이며, GPS 기반 대비 오차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 자율주
행의 직선화에 따른 대규모 농지의 이용효율화 또한 증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도작의 경우 생산비를 관행농법과 비교해서 30%가량 감소시킬 수
있어 초기투자비를 2년 내에 회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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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벼농사의 경우, 제초작업을 무인화로 전환하면 인력 사용 시 10a당
16시간 소요되던 것이 무인제초기 사용 시에는 10a당 1시간 만에 가능해

지며 획기적으로 소요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비용 면에서도 인력 사
용 시 5,602천 원/3회/5ha에서 무인제초기 사용 시 2,251천 원/3회/5ha로
감소하여 59.8%의 비용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무인·자율농기계의 전망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농기계는 대규모 작업용
대형농기계와 소형농기계로 이원화되어 생산 및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화·단지화되어 있는 논 농업에는 대형 농기계 위주로, 밭 농
업과 같이 규모가 작고 경지정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농업에는 소형농기
계 위주로 보급될 전망이다.
농기계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농
기계 회사 등에서 사전에 원격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A/S를 할 수 있는 농
기계업체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4. 무인·자율농기계 개선과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농기계의 작동 매커니즘의 디지털화가 진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속기, 미션 등이 무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농지기반 정비, 특히 밭농사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파종 및 정식시기
부터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업기반 조성 및 재식거리의 표준화가 이
루어져야 수확 시에도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배체계 표
준화가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로 연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적용수단의 산업현황과 과제

71

1.2. 드론 산업현황과 과제
1.2.1. 드론 산업현황
드론 회사인 A업체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
연말까지 신제품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A업체는 2016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2016년에는 120대, 2017년 120대, 2018년에는 최근 기준으로 50
대를 판매하였다. 생산하는 드론은 주로 파종 및 방제(액체, 알비료, 균제,
과수 연막방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상작물은 수도작, 노지작물, 시설
원예, 과수 등으로 다양한 작물에 적용되고 있다.

1.2.2. 드론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방향
드론은 인공위성의 GPS 수신을 기반으로 구동하며, 배터리가 모두 소모
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하다. 파종 및 방제 간격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
는데(2m, 5m, 7m 등), 사용자가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게 된다. 또
한 사용자가 조종기로 컨트롤함에 따라 비행속도 및 약제 살포량 또한 조
절이 가능하다(1단: 3,000평, 2단: 2,000평, 3단: 1,000평 가능).
기체 제작관련 국산 하드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하드웨어 관련 인
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기체를 생산하는 모터나 카보늄 같은 부속
품들은 단가 문제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으며,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속품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A/S의 문
제를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배터리의 경우도 비행시간 및 이륙 중량을 높
일 수 있도록 경량화와 배터리 소모에 저항력이 높은 제품 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
드론의 경우 핵심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술이며, S/W 기술개발이 절실하
다. 국내산 제어시스템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중국 DJI의 드론을 구매
하게 되는데, 드론 DJI는 산업/항공촬영용 FC(Flight Controller)와 연동되
어 있어, 드론에서 축적된 자료가 모두 중국회사에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

72 4차산업혁명 적용수단의 산업현황과 과제

가 발생하고 있다. 모양과 좌표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관련
빅데이터가 중국에 쌓이게 되는 구조이다. 다행히 금년부터 관련 연구 사
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1.2.3. 드론 이용 성과
농용 드론의 가장 큰 성과는 농약 사용량 및 농작업 시간의 감소이다.
병해충이 발생하면, 발생 면적에만 선별적으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관
행농법 대비 농약비가 1/3 수준으로 감소한다. 관행농법 재배 시 방제를 위
해 일출과 일몰까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심하고,
줄잡기 등에 소요되는 인원까지 약 5명 정도가 소요(향후 단위면적 조사
필요)되는데, 드론의 경우 항공약제 20리터로 6,000평에 살포가 가능하고
1인이 하루 3만 평 정도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

또한 방제비용이 매우 낮아진다. 현재 드론으로 방제 시 평당 90원 정도
가 보조되고 있는데, 90원에는 방제 시 고용 노임 및 농약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드론방제 고용 노동비가 30~5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방제비
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드론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되어 공급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
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시·군별로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드론을 구매하여 농가에 임대를 시작하게 되면 농가의 부담도 감소하고 드
론 이용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1.2.4. 농용 드론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재로서 농용 드론 사용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지역의 데이터망이 원활
하지 못해 기체의 LTE 송수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LTE 송수신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용자가 개인 휴대폰의 핫스팟 기능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휴대폰 핫스팟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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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져 휴대폰 요금과 같은 금전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드론에 이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한 혼합비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
며, 고농도 약제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항공약제는 희석비율 기준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드론 이용과 관련해서는 희석비율 기준이 없어 일반 농가
의 경우 관행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드론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드론의 정기검사는 소형
이 1년, 대형은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성 검사도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다(전국항공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되며 안전성 미비 시 다시 수리하
여 합격완료 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각종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처리기
간도 30일~45일이 소요된다. 안전성 검사의 경우에도 현재 25kg 드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보다 큰 중량을 선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30kg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드론의 경우 비행거리 기준이 비교적 멀지만 농업용은 200~300m
로 제한되어 출시되고 있다. 자기이동 시작점에서 300m를 넘게 되면 자동
으로 멈추게 되어 있고, 20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지 못하게 조정되어 있
다. 반면 장난감 드론은 이동 거리의 제한이 없는데, 농업용의 경우에도 농
장의 규모, 드론 기술을 감안할 때 비행거리,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
한 규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시간적 부담이 크다. 현
재 농가의 자격증 취득 비용은 30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까지 하락하여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였으나, 취득에 요구되는 시간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
났다. 농가가 3주 이상 계속 합숙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드론 생산 업체에서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도 드론 운용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
으로 업체에서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드론을 운용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드론이 최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 정비가 필
요하다. 자동차의 경우 내비게이션에서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해도 무방하
나 드론의 경우 오차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드론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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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이외의 다른 재배지의 다른 품종이 파종 또는 방제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업구조상 수도작을 제외하면 소규모 경작지
에 다품목이 재배되는 형태가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오차 발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산업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논밭의 기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생산분야 4차산업혁명 적용수단 S/W 이용현황과 과제

2.1. 생산분야 S/W 산업 현황27
농업 S/W란 노지농업, 시설원예 분야에서 농산물 생산, 사육·가공 및 유
통·판매·소비에 이르는 전주기적 과정을 관리하는, ICT 융복합을 통해 농
업 생산성, 안정성, 경제성 및 품질 향상과 각 단계의 활동주체(생산, 유통,
소비)들 간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S/W)를 의미한다. 농업
S/W는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있어 ICT 융합 기술 접목을 통한 고기능·고

효율을 달성함으로써 부가가치 제고, 생산비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농촌
생활의 편리성 증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현대의 스마트
농업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국내 농업 S/W의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생산·유통·소비 등의 농업 전 분
야에서 S/W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농업분야 GPS,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다양한 S/W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W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생산 분야에서는 사물

27

본 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2017년도 글로벌 상용S/W
백서 [사회기반S/W]의 제2장 농업부분을 요약·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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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센서 등을 통한 시설물의 원격·자동제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
한 생장관리, 유통 분야에서는 모바일 유통 시스템, 소비 분야에서는 이력
추적, 품질 모니터링 등의 S/W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원예 S/W로는 온실과 노지에서 환경과 작물의 생육상태에 대한 실시간
센싱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환경조건 유지 및 양액 제어를 통해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센서를 활용한 온실과 노지 내 자동제어나 원
격감지·원격제어, 농작업의 자동화 등을 위한 S/W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
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또한 최근에는 원예작물의 병충해 예
찰, 식물 육종 분야에서 ICT 기술을 응용한 S/W들이 등장하고 있다.
<표 4-3> 온실관리 S/W
제품명

개발사

PRIVA

PRIVA

Hortimax

특징

구분

- 복합환경제어 기술
- 온실 내 공조관리 기술

네덜란드

Hortimax

- 양액의 혼합과 공급관리 기술
- 온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노동력/생산량 관리 프로그램

네덜란드

웰시스

우성하이텍

- 모니터링, 구동제어 기술
- 양액관리 기술

한국

마그마

그린씨에스

- 모니터링, 구동제어 기술
- 양액관리 기술

한국

반딧불이

나래트랜드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기술
- 모바일에 최적화 된 기술

한국

그린키퍼

신한에이텍(주)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 식물공장 시스템
- 그로잉베드시스템

한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노지관리 S/W란 논·밭작물 재배와 과수원 등에서 노지에 경작하고 있는
작물에 영향을 주는 기상, 토양 정보를 ICT 기술로 파악하여 작물의 생산
성과 부가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관수, 관비 등의 작업을 자동
화해나가는 일련의 생산관리 S/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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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스마트팜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과수원, 밭 등에 설치된 각종 센서
와 계측기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와 외부 관련 데이
터를 이용하여 현상을 이해, 예측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절하게 처방하
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클라
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기반의 기술이 요구된다.
<표 4-4> 노지관리 S/W
제품명

개발사

특징
- 엑스퍼트 시스템
- 트랙터 임베디드 시스템

구분

Encirca

듀폰

Grow Smarter

Phytech

- 생육.환경 모니터링 센서
- N-screen 기반 사용자 서비스

WP700

미래센서

- 데이터 수집기, 제어기
- CDMA 연결, 무선연동, 8채널 제어

한국

FieldView

Climate Corporation

- 클라우스 서비스, 인공지능

미국

- 클라우드 서비스
- N-screen 기반 사용자 서비스

AKOLogic For Crops

AKOL

Onfarm

Onfarm

- 재배전략 시뮬레이션

CropX

CropX

- 토양센서, 빅데이터 분석

유샘

유샘인스트루먼트

- 노지센서 네트워크
- 병해충 진단

미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미국
이스라엘
한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식물병충해 예찰과 관련하여 식물과 관련된 병을 예측하거나 경보를 위
한 S/W가 개발되고 있다. 식물의 영상처리 기술, 병 진단 시스템이 IT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램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진단 S/W도 개발되고 있다. 이 진단 S/W는
사진을 찍으면 해당 앱에 의해서 사진이 앱 전문가에게 보내져 진단이 이
루어지는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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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식물병충해 예찰 S/W
제품명

개발사

WimFOLIA

Regent Instrument

WinDIAS

Delta-T Devices

Assess 2.0

American
pathological Society

병해충 자가진단

농진청

A&L Plant
Disease
Diagnosis

A&L Canada
Laboratories Inc.

SEEDN

Bugwood

Plamt Health
from APS

American
Phytopathological
Society

특징
- 잎의 형태를 이용하여 병 분석

구분
캐나다

- 건전 잎, 병든 잎, 해충에 손상된 잎 측정

영국

- 식물 질병 정량화를 위한 이미지 분석

미국

- 작물별 병해충에 대한 사진 검책을 통해
생태, 피해정보, 방제정보 파악
- 전문가 진단 의뢰 가능

한국

- 식물질병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물 병 진단

캐나다

- 이미지 기반의 잡초, 해충, 병원균 인식 및 진단

미국

- 잔디와 토마토 식물병

미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2.2. 생산분야 S/W 사용농가의 성과와 시사점
우선 우리나라 딸기 농가의 사례이다. 농장규모 5,400평에 달하는 딸기
농가는 환경제어 S/W를 사용, 자료를 수집·저장하고 있으나, 수확량 데이
터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수확량 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하우스 온도와 습도 간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생육에 알맞은 온습도를 시간대별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딸기의 품질
및 생산량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관련 융복합 환경제어 S/W는 작물생육에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작물의 환경은 자연히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되
며 이는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자동제어로 인해 농가
는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융복합 환경제어 S/W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 농가의 역량이 낮고 기초기본 기술이 부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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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자동화시스템의 경우도 일 년에 일
곱 번 정도 세팅을 바꿔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보
다 스마트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네덜란드 시설원예 분야의 규모는 단지 당 40ha 이상으로 대부분 대규
모 농장이다. 바렌체 DC농장은 유리온실단지(47ha: 1동당 약 10ha)로 주
재배품목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이다. 자동제어시스템은 필수적으로 보유
하고 있으며, 생산-수확-선별-포장의 자동화를 통해 수확한 생산물은 무인
이동체로 선별장으로 옮겨지고, 자동으로 선별과정을 거치며 포장과정도
반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시설 시공업체는 대규모로 플랜트를 수출하고 있다. 온실 플랜
트를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 Certhon은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
아, 한국 등에 플랜트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에 그치지 않고 종자 선택에
서부터 재배 일정, 위생 교육, 작업 준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Certhon은 우리나라 전북 지역과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전북 완주에 온실을 시공·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온실 플랜트
수출업체인 Dalsem은 첨단 원예 온실 프로젝트를 공급하는 전문 기업으로
온실, 보일러 및 모든 전기 시스템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관개 시설도 생
산하고 있으며, 모든 시스템을 자사에서 제조, 수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빅데이터 기반 온실 환경자동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이 와게닝 대학과 공동 R&D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인 업체는 Priva로 기후 제어, 에너지 절약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첨단 회사이다. Priva system은 100개
국 이상에 공급되고 있으며, 매년 약 18%의 수익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원예의 경우에도 대규
모 단지가 필요하며, 단지 내에서 시설 시공업체, 빅데이터 기반 온실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업체, 대학 등이 협업하여 농가를 교육하고 플랜트를 수
출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S/W 개발 보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
리는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북경천안농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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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한공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자본투자 및 기술개발, 판매를 하고 있다.
농민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경천안농업
발전유한공사는 북경시 채소 안전 생산 이력 시범 기업이며, 북경시의 농
촌·농업 정보화 시범 기지 및 중국 우수 농산물 시범 기지로 북경시의 선
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경의 150여 개 시장 및 마트와 거래하
고 있으며, 북경천안농업발전유한공사의 “소탕산” 브랜드는 북경시의 저명
한 상표로 지명도가 높고 대중의 호감도가 높다.
중국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북경시의 경우 농업기술 보급센터, 중국 농업과
학원, 중국 농업대학, 북경시 농림과학원 등 연구·교육 단위에서 기술을 적
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는 북경시의 과학기술 연구 및 보급 사업을
수차례 수행하였다. 현대화된 대형 물류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네덜란
드,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채소 분류·선별 기계, 포장 기계 등 자동화 생
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독일 SAP사의 ERP(기업자원계획) 관리 시스
템을 도입하고, GPS, GPRS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제어하
는 등 정보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기업, 연구원이 협력하여 생산·유통·관광을 연계한 도
시형 스마트농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중국의 천안농업은 “농민을 부유
하게 하자”를 줄곧 기업의 사명 중 하나로 삼고 있는데, 1999년부터 기업+
농가+합작사의 형태로 채소 생산 기지 1만 무(畝)28를 달성하고 농민의 이
익을 보장하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지 농가가 참여하는 농민합작
조직을 조직하고 농가 관리 매커니즘을 완성하였으며, 기지(합작사)에 기
술자를 파견하여 감독·지도를 맡게 하여 농가의 생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
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 훈련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누계로 농민의 수입이 3억 위안 증가하였으며,
4,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극 도입하여 민간 기업은
28

중국에서 무는 면적 단위이며 1무는 200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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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 기업, 연구원이 협력하여 생산·유통·관광(레저)을 연계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2.3. 생산분야 S/W 개발 보급을 위한 개선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생산 분야 S/W 활용도를 높이려고 농가 데이
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집된 데이터도 아직 본격
적으로 분석·가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센서를 통해 자동 수집되
는 데이터는 모두 환경 데이터이며, 생육 및 경영성과 관련 데이터는 아직
도 농가가 직접 수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농업인 본인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재배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으며, S/W 개발·보급하는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농가의 기술력의 한계 및 재배결과에 대한 책임논란 등으로
인하여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관련 ICT 기술이 개발 보급·확대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에 대
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재배전문가와 ICT 전문가
간의 데이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재배
전문가와 ICT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설계·시공·환경제어·에너지 최적화 분야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의 설계에서 시공, 내부설비, 관제 등 농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
하다. ICT 기반 스마트팜 관련기업은 개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성과를
검증해야 하나, 농업의 특성상 넓은 공간과 품목재배를 담당할 재배전문가
가 부족하다. 또한 개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게 설치 및 사용하도
록 하는 것이 어려우며, 실제로 농가의 입장에서도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실증단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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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소비분야 4차산업혁명 적용수단 H/W·S/W
보유와 활용

3.1. 4차산업혁명 관련 H/W 인프라 수준
4차산업혁명 관련 유통·소비 분야 H/W는 PC 보유 여부, 네트워크 환경

구축 여부, 서버 구축, 장비 보유 수준 등을 조사하였고, S/W로는 SNS 활
용도,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활용 매체 등을 분석하였다.29
<표 4-6> 주요 조사 내용
주요 내용
인프라(H/W)

- PC 보유, 네트워크 환경, 서버구축, 장비 보유 수준

유통·소비 S/W 활용

- SNS 활용도, 전자상거래

자료: 연구자 구상.

3.1.1. PC 보유 현황
전체 농업법인의 약 89.8%가 PC(노트북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는 가공과 유통이 각각 94.9%와 92.1%로 PC 보유율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산물 농업생산이 85.1%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생산 분야의 농업법인 PC 보유율이 가공·유통 분야 농업법인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농업법인 3,052개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2017년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및 활용도 조사를 발간. 저자가 이를 일부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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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농업법인의 PC 보유율
단위: %
PC 보유 여부
있음
전체

10.2

농산물

85.1

14.9

축산물

88.2

11.8

가공

94.9

5.1

유통

92.1

7.9

농업서비스/기타

88.1

11.9

농업생산
분야별

없음
89.8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3.1.2. 네트워크 환경 구축
전체 농업법인의 30.2%만이 조직 내 PC가 서로 연결되어 자료 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비율이 미구축 비율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
다. 분야별로는 가공과 유통이 각각 37.8%와 36.4%로 네트워크 환경 구축
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산물 농업생산이 22.2%로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8> 농업법인의 네트워크 환경 구축률
단위: %
네트워크 환경 구축 여부
있음
전체
농업생산
분야별

없음
30.2

69.8

농산물

22.2

77.8

축산물

25.4

74.6

가공

37.8

62.2

유통

36.4

63.6

농업서비스/기타

26.1

73.9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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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서버 구축
전체 농업법인의 20.5%가 서버30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13.4%는 자
체 서버를 보유하고 있고 7.1%는 임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야별로는 가공과 유통이 각각 27.5%와 22.8%로 서버 구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축산물 농업생산과 농산물 농업생산이 각각 15.5%,
15.8%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농업법인의 서버 구축률
단위: %
서버 구축 방식
없음
전체
농업생산
분야별

농산물
축산물

자체보유

서버임대

79.5

13.4

7.1

84.2

10.7

5.1

84.6

9.4

6.1

가공

72.5

19.5

8.0

유통

77.4

13.4

9.4

농업서비스/기타

81.9

12.0

6.2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3.1.4. 정보화 장비 보유 수준
전체 농업법인의 36.7%는 정보화 관련 장비의 수량이 ‘충분하다(충분한
편+매우 충분)’고 응답하였고, 정보화 관련 장비의 성능이 ‘충분하다(충분
한 편+매우 충분)’고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다소 낮은 34.1%로 나타났다.

30

서버란 시스템에서 각종 자원(파일, 프린터, 통신회선 등)을 제공하는 장치로 근거리 통신망
에서 통신을 주관하는 중앙의 컴퓨터임(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64156&cid=51399&categoryId=51399: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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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농업법인의 정보화 장비 보유 수준(수량)
단위: %
매우 부족
전체

보통

충분

매우 충분

무응답

계

14.0

43.7

32.2

4.5

-

100.0

농산물

8.8

17.0

45.3

25.5

3.4

-

100.0

축산물

4.8

13.5

39.8

37.7

4.2

-

100.0

가공

3.9

12.0

47.1

31.5

5.4

-

100.0

유통

3.4

11.6

43.4

36.3

5.3

-

100.0

농업서비스/기타

6.5

15.7

39.8

33.8

4.0

0.1

100.0

농업생산
분야별

부족

5.6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표 4-11> 농업법인의 정보화 장비 보유 수준(성능)
단위: %
매우 부족
전체

보통

충분

매우 충분

무응답

계

14.3

44.9

30.0

4.1

0.1

100.0

농산물

10.7

17.0

44.7

23.8

3.9

-

100.0

축산물

5.8

12.9

45.0

33.0

3.2

-

100.0

가공

4.2

12.7

48.3

29.3

5.1

0.4

100.0

유통

4.0

12.0

45.9

33.7

4.5

-

100.0

농업서비스/기타

7.7

16.2

40.3

32.8

2.9

0.1

100.0

농업생산
분야별

부족

6.6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3.2. 유통·소비 단계에서 SNS 기술 활용 현황
전체 농업법인 중 34.2%가 SNS를 농업 경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SNS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등을 포
함한다. 분야별로는 가공(42.8%), 유통(39.5%)의 SNS 활용도가 높고, 농업
생산(축산물: 18.5%, 농산물: 26.8%)은 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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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농업법인의 SNS 활용 및 도입 여부
단위: %
SNS 활용 및 도입

구분

있음

전체

65.8

농산물

26.8

73.2

축산물

18.5

81.5

가공

42.8

57.2

유통

39.5

60.5

농업서비스/기타

33.3

66.7

농업생산
단계별

없음
34.2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농업 경영에 SNS를 활용하고 있는 농업법인 4,845개를 대상으로 SNS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농업법인의 절반
이상인 54.3%가 활용도가 ‘높다(활용하는 편+매우 많이 활용함)’고 응답하
였다. 분야별로는 유통이 58.5%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축산물 농업생산은 35.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농업법인의 SNS 활용도
단위: %
구분
전체
농업생산
분야별

농산물
축산물

거의 활용
안함

활용하지
않음

2.7

7.5

1.8

8.4

활용하는
편

매우 많이
활용

무응답

35.1

41.3

13.0

0.5

100.0

35.8

40.2

12.9

1.0

100.0

보통

계

5.3

5.8

53.3

22.6

13.0

-

100.0

가공

2.3

6.6

40.5

39.2

11.2

0.3

100.0

유통

2.2

7.9

31.2

43.6

14.9

0.2

100.0

농업서비스/기타

4.6

7.5

30.2

44.9

12.2

0.7

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농업법인은 SNS를 ‘상품 및 서비스 홍보/이벤트(38.6%)’ 업무에 가장 많
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판매/주문접수(23.5%)’,
‘조직소개/홍보(17.8%)’ 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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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농업법인의 SNS 활용 및 도입 업무
단위: %
상품/
판매/ 조직소개/ 커뮤니 재배 기술
고객 지원
서비스 홍보 주문접수 홍보
케이션
공유

구분
전체

무응답

계
100.0

38.6

23.5

17.8

9.8

5.9

1.9

2.5

0.1

농산물

28.6

26.1

19.7

10.4

11.4

2.0

1.5

0.5

100.0

축산물

29.4

15.5

16.4

15.7

12.3

7.8

2.8

-

100.0

가공

45.2

25.6

17.7

7.5

1.8

1.7

0.4

-

100.0

유통

39.0

26.4

14.3

9.3

5.0

1.2

4.8

-

100.0

농업서비스/기타

41.5

14.8

21.9

11.8

5.7

2.1

2.3

-

100.0

농업생산
분야별

기타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3.3. 유통·소비 단계에서 전자상거래 이용 현황
전체 농업법인 중 27.8%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분야별로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42.5%로 가장 전자상거래 활용률이
높고 축산물 농업생산은 13.2%로 가장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농업법인의 전자상거래 활용 및 도입 여부
단위: %
전자상거래 활용 및 도입

구분

있음

전체

72.2

농산물

23.1

76.9

축산물

13.2

86.8

가공

42.5

57.5

유통

29.9

70.1

농업서비스/기타

21.3

78.7

농업생산
분야별

없음
27.8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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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농업법인 3,941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농업법인의 절반 이상인 54.8%가 농업 경
영의 전자상거래 활용도를 ‘긍정적(매우 많이 활용함+활용하는 편)’으로
평가하였다.
<표 4-16> 농업법인의 전자상거래 활용도
단위: %
거의 활용
안 함

구분
전체

4.6

보통

활용하는
편

매우 많이
활용

무응답

6.7

33.6

41.0

13.8

0.4

계
100.0

농산물

5.3

7.1

30.0

41.7

14.1

1.8

100.0

축산물

10.6

4.7

40.9

32.0

11.8

-

100.0

가공

4.4

5.2

35.9

41.5

13.0

-

100.0

유통

4.1

7.7

33.6

39.0

15.6

-

100.0

농업서비스/기타

3.4

7.6

32.4

44.9

11.7

-

100.0

농업생산
분야별

활용하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전자상거래 종류는 ‘자체 홈페이지’가 45.3%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자랑
했으며, 그다음으로 ‘블로그(19.3%)’, ‘오픈마켓(1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농업법인의 전자상거래 활용 종류
단위: %
구분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오픈마켓
카페/커뮤니티 사이트
지자체 운영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
밴드
카카오 파머
기타
무응답
합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1순위

1순위+2순위
45.3
19.3
15.2
5.3
4.5
3.9
3.1
0.5
2.6
0.2
100.0

55.9
29.1
25.5
9.7
9.8
8.4
7.4
1.2
3.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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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산업혁명 시대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4차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기간은 2018년
9월이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패

널로 총 20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일반현황, 농식품
구매 채널, 농식품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인식도, 온라인 구매 시 자주 사용
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구매 시 주로 이용하는 기기, 온라인 구매 활성화
가능 시기, 직거래 및 화상정보, 건강과 식품의 연계한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인공 배양육에 대한 구입여부 및 향후 구입의향 등에 대해 조사하였
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4-18> 4차산업혁명 시대 유통·소비와 연계된 설문 내용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이슈

신가치
창출

농업의
범위 확대

설문내용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효율성 제고 및
신가치 창출

스마트 상점 이용여부 및 인지도
온라인 구입시 이용 웹사이트, 기기

농산물 화상거래 시스템으로 전환 및 농산물의
on-demand화

구매채널 변화
직거래 화상 정보

건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선호도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개인 맞춤형 농식품 선호도
개인 정보 제공 의향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적용 확대

GMO/LMO 선호도 및 시장 전망

합성생물학 이용 인공 배양육

인공배양육 선호도 및 시장 전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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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비·구매패턴의 변화
4.1.1. 농식품 구매채널의 변화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과거에 비해 어
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5년 전 구매 비중과 최근 한 달 간의
구매 비중을 구매가격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농산물의 경우 구매채널
별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신선농산물의 온라
인 구매 비율은 19.1%이며, 최근 한 달 간의 구매 비율은 1%p 증가한
20.1%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공식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5년 전 가공식품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28.3%였으
나 최근 한 달 간의 구매 비율은 3.6%p 증가한 31.9%로 나타났다.
<표 4-19> 구매채널별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구입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신선농산물
오프라인

가공식품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5년 전

80.9

19.1

71.7

28.3

최근 한 달

79.9

20.1

68.1

31.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향후 온라인 구매 비중에 관한 전망도 과거 추세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온라인 구매가 ‘증가(크게 증가+다소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6.6%였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37.9%로 신선농산물보다 높
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아직은 신선농산물의 온라인 구매보다는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신선농산물 온라인 소비보다 가공농
산물의 온라인 소비가 많지만, 앞으로는 신선농산물 온라인 구매가 가공농
산물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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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향후 구매채널별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구입 비중 변화 전망
단위: %
구분

신선농산물

오프라인 매장 이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가공식품
4.5

오프라인 매장 이용의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2.1

5.0

4.6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63.8

55.4

온라인 매장 이용의 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24.1

30.8

온라인 매장 이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합계

2.5

7.2

100.0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4.1.2. 새로운 농식품 거래 플랫폼 등장
소비자들은 스마트 상점31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4.33)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긍정적(6~8점, 6점: 긍정적, 8점: 매우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31.3%로 부정적(0~2점, 0점: 매우 부정적, 2
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 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응
답자의 절반이 보통(3~5점) 수준으로 스마트 상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선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1> 스마트 상점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구분
스마트 상점
인식비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31

매우 부정적
0
5

1
11

←
2
20
18.8

인식도
3
19

4
54

→
5
23
50.0

매우 긍정적
6
39

7
9

평균
8
12 4.33
31.3 100.0

매장점원이 없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 바코드를 찍거나 계산대에서 대금을 직접 결
제하고 집으로 배송받는 무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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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상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총 195명 중 53
명으로 스마트 상점 이용율은 27.2%로 나타났다. 아직 스마트 상점이 일반
화되지 않아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22> 스마트 상점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있다

53

27.2

없다

142

72.8

합계

195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온라인 구매 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오픈마켓으로 36.6%의
응답자가 온라인 구매 시 오픈마켓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형유통사의 온라인쇼핑몰(28.8%), 홈쇼핑(20.9%) 순이다. 오
픈마켓, 대형유통사 쇼핑몰, 홈쇼핑의 비중이 총 86.4%로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가 이 세 가지 형태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23> 온라인 구매 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
단위: 명, %
온라인 구입 경로
대형유통사 쇼핑몰
지자체 운영 사이트

응답 수

비율
55

28.8

2

1.0

40

20.9

카카오파머

1

0.5

네이버스토어

8

4.2

70

36.6

홈쇼핑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농가 등 개인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7

3.7

카페/밴드/커뮤니티 사이트

6

3.1

기타

2

1.0

합계

191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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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68.1%가 온라인 구매 시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그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25.5%, 텔레비전이 5.9%로 나
타났다.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가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중에서도 핸드폰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4> 온라인 구매 시 주로 이용하는 기기
단위: 명, %
기기

응답 수

비율

컴퓨터

48

25.5

핸드폰

128

68.1

11

5.9

텔레비전
태블릿(갤럭시탭, 아이패드 등)

1

0.5

기타

0

0.0

합계

188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향후 농산물 구입의 80% 이상이 온라인 구매로 전환되는 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7%가 5~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3~5년 미만의 응답율이 23.7%, 2년 미만이 20.1%, 10년 이상
이 18.0%로 농산물 구입의 80% 이상이 온라인 구매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전망이 골고루 나타났다.
<표 4-25> 농산물 구입의 80% 이상이 온라인 구매로 전환되는 시기
단위: 명, %
예상 시기
현재 실현 가능

응답 수

비율
26

13.4

2년 미만

39

20.1

3~5년 미만

46

23.7

5~10년 미만

48

24.7

10년 이상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35

18.0

1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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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직거래 & 화상정보
향후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38.9%는 농산물 직거래가 활
성화될 것으로 전망(6~8점, 6점: 긍정적, 8점: 매우 긍정적)하였고, 15.0%가
이에 대해 부정적(0~2점, 0점: 매우 부정적, 2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평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망은 4.67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4-26> 향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망
단위: 명
매우 부정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전망

→

매우 긍정적

평균

0

1

2

3

4

5

6

7

8

1

18

10

14

44

31

47

16

12

4.67

38.9

100.0

활성화 전망비율(%)

15.0

46.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현재 온라인 농식품 구매 시 주로 제공되고 있는 가격과 규격 정보 이외
에 화상(이미지)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 특
히 신선식품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색, 형태가 상품에 따라 다르고 이러
한 특성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소
비자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3%가 화상(이미지)
정보가 온라인 구매 시 필요하다(6~8점, 6점: 필요, 8점: 매우 필요)고 응답
하였다.
<표 4-27> 온라인 구매 시 화상(이미지) 정보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화상(이미지) 정보

매우 불필요
0

1
1

정보의 필요성비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
2

17

3
3

10.8

필요성

9

→

매우 필요

4

5

6

7

8

29

32

51

16

37

35.9

53.3

합계
(가중평균)
195
(5.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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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건강과 식품의 연계 및 개인 맞춤형 농식품
개인 맞춤형 농산물이 일반화되는 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9%
가 5~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3~5년
미만의 응답률이 26.3%, 2년 미만이 21.6%, 10년 이상이 19.1%로 나타나
소비자의 전망으로 개인 맞춤형 농산물의 일반화 시기를 전망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8> 개인건강 맞춤형 농산물의 일반화 시기 전망
단위: 명, %
예상 시기
현재 실현 가능
2년 미만

응답 수

비율
6

3.1

42

21.6

3~5년 미만

51

26.3

5~10년 미만

58

29.9

10년 이상

37

19.1

194

100.0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대형유통사나 카드사와 같은 판매자가 개인의 과거 구매이력 정보를 이
용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추천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
은 뚜렷한 선호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44.6%는 이에 대해 보통 수준
(3~5점)의 인식도를 답하였고, 부정적(0~2점, 0점: 매우 부정적, 2점: 부정

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7%, 긍정적(6~8점, 6점: 긍정적, 8점: 매우 긍
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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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과거 구매이력 정보를 분석한 소비자 맞춤형 구매 추천 정보 제공에 관한
소비자 인식도
단위: 명
매우 부정적
←
0
1
2
3
5
17
32
19
27.7

소비자 맞춤형 구매 추천 정보
인식 비율(%)

인식도
4
39
44.6

→
5
29

매우 긍정적
7
8
15
7
27.7

6
32

평균
4.06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하지만 더 나은 수준의 개인 맞춤형 추천 구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14.9%만이 긍정적
(6~8점, 6점: 긍정적, 8점: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부정적(0~2점, 0점: 매우 부정적, 2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1%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향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본인의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다소 부정
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0> 개인정보 제공 의향
단위: 명, %
구분
개인정보 제공

매우 부정적
0

1

15

15

향후 의향 비율(%)

←

의향

2

3

4

38

27

43

35.1

→

매우 긍정적

5

6

27

21

50.0

7

가중평균

8
6

2
14.9

3.42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4.1.5. 기술 간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범위 확대
생명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공학기술들이 농업과 융복합되면서 농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농식품의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다. 생명공
학기술 및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의 상업적 생산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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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진행중인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구입의향과 시장전망을 조사하였다.
소비자의 배양육에 대한 구입의사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자의 6.2%만이 배양육을 구입하는 것에 긍정적(6~8점, 6점: 긍정적, 8점: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절반 이상인 53.3%가 부정적(0~2점, 0점:
매우 부정적, 2점: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배양육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만이 긍정적
(6~8점, 6점: 긍정적, 8점: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45.1%가 부정

적(0~2점, 0점: 매우 부정적, 2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여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저항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1> 배양육 관련 소비자 구입의사 및 향후 시장전망
단위: 명
매우 부정적

구분

0
21

1
17

배양육 구입의사
구입의사 비중(%)
배양육 시장전망
14
13
시장전망 비중(%)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
2
66
53.3
61
45.1

인지도
3
26
21

4
46
51

→
5
7
40.5
22
48.2

매우 긍정적
6

7
8

가중평균

8
2

2
6.2

7

3

3
6.7

2.69
100.0
3.07
100.0

향후 배양육 시장의 성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74.9%가 안전성을 선택하였고, 그다음으로는 품질(맛)이 16.9%, 가격경쟁

력이 6.2%로 나타났다.
<표 4-32> 배양육 시장 성장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비율

안전성

146

74.9

품질(맛)

33

16.9

가격경쟁력

12

6.2

4

2.1

195

100.0

접근성(구입의 편리함)
합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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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차산업혁명이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차산업혁명이 농식품 소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를 요인 분석하였다. 소비자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도는 Likert 척도로 조사되었으므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을 이용하여 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소비
자의 4차산업혁명 인식도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스마트스토어 경험
유무,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선호도, 향후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전망, 개
인 맞춤형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개인 맞춤형 구매 추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향, GMO 및 LMO 구입 의향, 배양육 구입 의향, 현
재 신선농산물·가공식품 온라인 구입의 비중, 연령 및 가구소득과 같은 응
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사용하였다.
<표 4-33> 소비자의 4차산업혁명 인식도 분석 결과
독립변수

Coef.

Std.Err.

z

P>|z|

D(1=스마트스토어 경험 있음)

0.2334

0.1791

1.30

0.192

스마트스토어 선호도

0.1888***

0.0547

3.45

0.001

농산물 직거래 전망

0.0929*

0.0557

1.67

0.095

개인 맞춤형 식품 선호도

0.1698***

0.0607

2.80

0.005

개인정보 제공 의향

0.0567

0.0505

1.12

0.261

GMO/LMO 구입 의향

0.0998*

0.0523

1.91

0.057

배양육 구입 의향

0.0035

0.0557

0.06

0.949

신선농산물의 온라인 구입 비중

0.0054

0.0044

1.22

0.222

가공식품의 온라인 구입 비중

-0.0019

0.0043

-0.45

0.655

응답자 연령

-0.1689*

0.0991

-1.70

0.088

0.0318

0.0788

0.40

0.686

가구소득
Number of obs

181

LR chi2(df)

94.6(11)

Prob > chi2

0

Log likelihood
-297.527
주: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체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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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나 개인 맞춤형 농식품, GMO·LMO
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4차산업혁명이 농식품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생산농가로부
터 직접 구입하는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일
수록 4차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연
령이 낮을수록 4차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존의 대형유통망이 아닌 스마트스토어나 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방식에 대하여 호의적인 소비자가 전반적인 4차산업혁
명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식품이나 GMO·LMO와 같은 신기술을 농식품에 접목하는 것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일수록 4차산업혁명이 농식품 소비
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스마트스토어 경험 유무나 개인정보 제공 의향, 배양육 구입 의향,
현재 신선농산물·가공식품의 온라인 구입 비중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
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소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4차산업혁명이 농식품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새로운 기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3. 소비자 분석결과 시사점
본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농식품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대
부분의 농식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 비중의 변화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선농산물의 경우 응답자의
63.8%, 가공식품은 55.4%가 향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온라인 구매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응답하여, 온라인 구매 비중이 향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
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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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상점, 직거래, 개인 맞춤형 농식품 등 새로운 형태의 농식품 소비
에 대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통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에 비해 배양육이나 GMO·LMO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소비자의 4차산업혁명 인식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상점, 직거래,
개인 맞춤형 농식품, GMO·LMO에 우호적인 소비자가 4차산업혁명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보통 수준인 소비
자들의 새로운 형태의 농식품 소비에 대한 인식을 홍보·교육 등을 통해 개
선하고, 배양육이나 GMO·LMO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정책 및 제도를 개
선한다면 소비자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또한 개선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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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이번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은 2017년 11월 30일,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잘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 문제 심화라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4차산업혁명이라는 정보화·지능화 혁명을 모멘텀으로 하여 해결하고자 한

다. 즉, 정부·대기업 주도 산업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생산성 향
상을 지향하는 산업 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지능화 혁신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과 튼튼한 주
력산업 육성, 둘째,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셋째,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넷째,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기술·데이터·네트워크 확보
등이다.
즉, 단순히 4차산업혁명 기술 개발 차원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 사회 안
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고질적인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정보
지능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혁신 또한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정책을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기술 분야
에서는 지능화 기술경쟁력 확보, 혁신 성장 동력 육성, R&D 체계 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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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산업 분야에서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생산·
공유 기반 강화, 신산업 규제 개선, 중소·벤처 및 지역거점 성장 동력화이
다. 그리고 셋째, 사회 분야에서는 핵심인재 성장지원, 미래사회 교육 혁신,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이버 역기능·윤리 대응 강화 등이다.
농식품 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은 스마트팜 확산이 핵심이다. 농림
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 4월 16일,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농가 중심 시설·기자재 보급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정
책 범위를 청년 농업인 교육과 창농, 전후방기업의 기술 실증 등으로 확대
하여, 농업부문 혁신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정책과제32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
계 조성을 통해 청년인력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초기 창농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스마트팜 종
합자금 도입, 농식품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투자를 촉진한다.
둘째, 스마트팜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과 동반성장을 촉진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농기자재·식품기업·연구기관·농업인 등이 함께 실증
연구를 통해 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스마트팜 확산과 혁신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을 조성한
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교육 및 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창업·연
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의 개념이다. 올해 2개 시·도를 선
정했으며, 2021년까지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핵심시설로 하는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확산방안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의
기본방향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부합한다. 첫째,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실
증단지를 통해서 시설원예 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둘

3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4. 18.) “농업 혁신성장, 스마트팜이 선도한다.”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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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우수한, 젊은 창농 인력
을 육성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
트농업 관련 농가·농기업·연구기관의 혁 신밸리 집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능화 기술·데이터·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대응과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농식품 부문 정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시되
어 있다.33
정부는 농업과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 농업을 육
성하고 연구개발 개편, 데이터 생태계 구축, 후방산업 지원 등 농식품 혁신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 세부 방안으로는 첫째, 생산에서 유통·소비,
위험 관리 등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한다. 둘째,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22년: 4개소) 등 스마트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셋째, 고질
적인 현장문제 해결, 4차산업혁명 투자전략 마련 등 농식품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연구개발 체계를 개편한다. 넷째, 생산·유통·
이력 등 데이터를 망라한 농식품 빅데이터 지도 작성 및 빅데이터 활용 플
랫폼 구축으로 활용도를 제고한다. 다섯째, 민간기업, 창업 희망자, 농업인
등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데스트베드를 조
성하고, 스마트팜 전문연구센터 운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촉진하며,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확대 운영으로 컨설팅·마케팅·투자유치

등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는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 제시되어 있다.34 ICT 융합이 14대 분야 중 하나이며, 첨단 농
림기계 기반기술,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 구현 기술, 수익형 식물공장 비즈
니스 모델 개발, 지능형 농업용수 통합제어 시스템이 50대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스마트

33
34

농림축산식품부(2018)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2016)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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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
핵심·융합기술 확보를 통한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크게 네 가지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로, 누구나 더 편하고
쉽게 고품질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
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는 차세대 스마트팜 혁심·기
반기술 연구로, 최첨단 지능정보 융합기술 개발 및 플랫폼 운용 등을 통한
글로벌 기술선도 스마트팜 구현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스마트팜 투 테
이블 연구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는 농식품 수급예측·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주도형 스마트팜 수출·상용화 연구가 있으며, 이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기술 자립도·경쟁력 제고를 통한 스마트팜의 현장 확산 촉진과 전후방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한다.
앞서 제시한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농업 이슈와 관련된 정책 및 연구개발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대부분의 미래농업 이슈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세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어, 정책적으
로는 미래농업 모습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래농업 모습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기획보고서 또는 제2차 농
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의 연구개발 과제들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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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미래농업 이슈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분야
미래농업 이슈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분야
<농발계획> 생산에서 유통·소비, 위험 관리 등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고추,
노동력 절감 농업으로 마늘, 무 등 노지채소 분야로 확산하고, 무인 트랙터·드론 방제 등 농작업의 스마트화
전환
추진
<스마트팜 다부처> 지능형 농작업 로봇 모듈 개발
<농발계획> 식량자급률 제고, 어린이·취약계층의 식생활·영양 개선, 공공급식의 품질
식량 안보(가용성,
제고
접근성, 안전성)의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고품질·고생산성 주곡 신품종 개발 및 안정
중요성 증대
생산 기술, 밭작물 생산성 증대 기술 등
<농발계획> 빅데이터 기반 수급예측모델(BIGFOS) 고도화: 드론 활용, GIS
농산물 수급 예측
작황정보시스템 개편 등 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수급DB와 BIGFOS의 통합운영
생산성
고도화로 가격 안정 <스마트팜 다부처> 농식품 수급관리 및 산지유통 시스템 고도화:
·
농식품 수급예측·관리 기술 고도화 및 국가단위 수급관리 플랫폼 구축
생산량
<농발계획> 스마트팜 협의체를 통해 핵심기자재 개발·표준화
증대
<농발계획> 스마트팜, 가축질병 대응 등 4차산업혁명의 농업 접목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추진 및 융합연구확대: 생산 정밀화 등
복합 환경 자동 제어를
<스마트팜 다부처> 차세대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통한 생산성 향상
- 인공지능, 로봇, IoT 기반의 공통 기반 플랫폼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세부내역 : (Plant farm) 생산관리, 제어/자동화, 표준모델/맞춤형, (Animal farm)
생산관리, 작업관리, 환경관리
<농정원 지식융합본부 사업소개> 농식품 ICT융복합 촉진사업: 현장중심의 빅데이터
원격 전문가 지원
기반 컨설팅 지원
가능으로 경영 효율성
<스마트팜 다부처> 농작업 환경 데이터 송수신 및 원격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고도화,
증대
표준 기반 농업환경 계측 및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농발계획> 저투입 농업 개발·보급
자원(비료, 농약, 농수, <농발계획>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지관리직불’ 도입여건 조성, 적정
농지, 에너지 등) 최적 상호준수의무에 농약, 비료 사용 기준 등 포함 추진)
이용으로 비용 절감 및 <스마트팜 다부처>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온실, 패키지형 에너지시스템 고도화
<스마트팜 다부처> 스마트온실 작물 및 재배시스템 조건에 따른 생산단계별 인력 및
자원 고갈에 대응
농자재 수요 예측모델 개발
<농발계획> 지역별, 재해별, 품목별 재해 지도를 작성, 기후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기후
재해 예방 및
적합한 작부체계 확립
변화
<스마트팜 다부처> 농촌 재난·재해 통합관리 기술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응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농림축산 기상재해 실시간 첨단
농산물 생산 가능
·
지속
예측경보 시스템
가능
<농발계획> 내한·내염성 등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개발·보급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농업
<스마트팜 다부처> 재해·병해충 저항성 품종 확보기술
신품종 도입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기술변화 적응 품종 개발 및 생산기술 개발
<농식품부 보도자료>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2030년까지의 농축산·식품·목재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스마트팜 다부처> 온실가스 배출 방지를 위한 축산분야 친환경 에너지자원화 이용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스마트팜 다부처> 저탄소농업기술 적용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술 개발

106

국내외 4차산업혁명 관련 농업정책과 연구동향

(계속)
미래농업 이슈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분야
온라인-오프라인을
<민간> 중국 알리바바: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제품 수요 및 재고파악을 통해
융합한 유통관련 새로운
유통과정의 손실이 최종적으로 0에 가까워지도록 벨류체인을 리모델링
플랫폼 등장으로 효율성
국내 마켓컬리: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농식품 주문 및 배송
제고 및 신가치 창출
<농발계획> 이미지경매,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가격 급등락 완화, 모바일 등을 활용한
농산물 화상거래(경매)
상물분리 거래방식 확대
시스템으로 전환 및
<스마트팜 다부처> 농식품 수급관리 및 산지유통 시스템 고도화
농산물의
- 농축산물 산지유통 시스템 고도화 및 기술 표준화
on-demand화
* 농산물 수확후 손실률 저감기술 고도화 및 한국형 APC/LPC 시스템 개발
신가치
<농발계획> 인력양성, 제품 개발 지원체계 개편 및 창업·경영 확대 지원
창출
건강-식품 연계
<스마트팜 다부처> 디지털트윈 기술기반 기능성 신소득 작물 대량생산 및 산업화
비즈니스 성장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질환개선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개발 기술
<농발계획>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개인 맞춤형 농식품
<스마트팜 다부처> 개인 건강 맞춤형 식품 생산 기술
소비 확대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체질별 맞춤형 장기능 개선 천연소재 개발
<농발계획> 소비자 알 권리 강화, GAP, HACCP 등 안전·품질관리 강화
<스마트팜 다부처> 농식품 품질·유해요소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식품의 안전성
(이력제, 원산지 등) - 농식품 품질 판정·인증 기술 고도화 및 전주기 이력관리 플랫폼 개발
- 농식품 유해요소 신속·조기 진단 및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생명공학과 연계한
<농발계획> 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
미생물 처리기술 적용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안전한 식품 유통관리를 위한 항미생물
신소재 개발
확대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농발계획> 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
농업의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농생명 유전체 정보분석 및 응용기술 개발,
기술 적용 확대
범위
유용 유전자 특성 규명 및 활용 연구
(GMO, LMO 등)
확대
<농발계획> 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
바이오 생물학 적용을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기능성 아미노산 소재 개발 및 대량 생산(의료
통한 신약·에너지 생산
용 아미노산 및 펩타이드 소재 개발), 바이오에너지 고효율 생산 및 산업화 기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민간> 국내 MGB그룹: 동물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통한 배양육 개발
인공 배양육 생산
주: 농발계획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스마트팜 다부처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
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기획보고서를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림축산식품부(201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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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연구 동향

2.1. EU
EU 농업 정책 및 농업연구·혁신 정책을 다루고 있는 공동농업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과 Horizon 2020은 4차산업혁명을 직

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EU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디지털 기술
(혁명) 관련 농업 연구·혁신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 European
Commission(2016)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의 우선순

위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대와
다분야·다국적 연구협력을 강조하고 있다(임영훈 2017).
EU는 Horizon 2020 하에서 EU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연구 프로

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는 주로 ICT, 로봇, 빅
데이터 등 핵심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추구한다.
<표 5-2> EU 차원의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국제협력연구 프로젝트 (EU 펀딩)
프로젝트 명칭
기간

총비용

펀딩 유형
주관/파트너

IoF 2020(Internet of
Food Farm 2020)

<Horizon 2020>
Industrial
Leadership-LEIT-ICT

2017~2020

네덜란드/16개국 70개 조직

Smart-AKIS
2016~2018

약 35억 유로

<Horizon 2020>
Societal Challenges ②
약 200만 유로 그리스 / 8개국 12개 조직

주요 내용
- 유럽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
전반에 IoT 기술의 적용 가속화 연구
- 유럽 IoT 플랫폼인 FIWARE 등의 개방형 표준 및
아키텍처를 활용한 농식품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유럽 사물인터넷 혁신연합(AIOTI) 이니셔티브 연계
- 유럽 내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활동 촉진
- 정밀농업, 로봇자동화, 농장관리시스템 등 관련하여
현장 중심 개방형 혁신활동(연구·실증·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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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프로젝트 명칭
기간

총비용

펀딩 유형

주요 내용

주관/파트너

<Horizon 2020>
-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농업 관리시스템 개발
Industrial Leadership-SME - 최종고객 실증, 5개국 시장 출시, 5년 내 시장확대로
2,800만 유로 매출 실현
2016-2018 약 136만 유로 독일//3개국 3개 조직

AgriCloud P2

4D4F(Data Driven Dairy
Decision For Farmers)
2019~2019

약 210만 유로 영국/8개국 15개 조직
<EU FP-7>
5ICT-ERANET

ICT-AGRI 2
2014~2017

<Horizon 2020>
Societal Challenges ②

약 237만 유로 덴마크/17개국 23개 조직

- 낙농 부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기술 연구
-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 분석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표준작업절차(SOPs) 개발
- ICT, 로봇기술의 농업 적용 연구·혁신 어젠다 개발
- 기기-소프트웨어-데이터를 통합한 정밀농업
ICT 플랫폼 구축 연구

자료: Cordis 및 ICT-AGRI 홈페이지; 임영훈(2017) 재인용.

2.2. 일본
일본 농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제점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35
첫 번째 문제는 농업 종사자의 감소 및 인력 부족이다. 현재 고된 작업
을 비롯한 많은 작업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생산 유지
가 어려운 지역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화, 자동화로 노동력 최소화 농업을 지향한다.
농기계의 자율주행 기술과 제초작업의 로봇화 등으로 대폭적인 노동력 감
소(생력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실현, 수확 작업 등 인력에 의존하던 작업의
자동화, 야간작업에 의한 24시간 작업 등을 실현하고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경험과 직감에 의지하는 농업이다. 경험과 직감에 따른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신규 취업 영농인의 기술 습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접근이 쉬운 농업을 추구한다. 화상 해석

35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2017)를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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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병해충 등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
한다. 선도 농가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노하우를 기록·데이터화하고 신규
취업농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 번째 문제는 침체된 수익성과 온난화 등 새로운 위험 발생이다. 농장
간의 차이에 관계없는 획일적인 관리로 인해 수량 등 생산성 제고에 한계
가 존재한다. 또한 이상 기후와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 등 이제까지 경험하
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인 생산을 추구한다. 또한 센서 등에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해석하여
농장마다 최적 재배관리 방법 제시, 기상데이터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네 번째 문제는 생산 중심의 농업으로 인해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수요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바로 생산·유통 등 개별 주체들 간 연계가 부
족하다는 점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의 연계·효율성을 높인다. 시장동
향과 실수요자, 소비자 등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수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을 실현, 생산에서부터 트럭 등의 운행 정보까지 공유하여 높
은 수송비용을 절감한다.
일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통한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로
드맵을 제시하였다.
<표 5-3>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시기

단중기(∼2020) 목표

장기(2020∼)

목표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17년 프로토 타입
착수, 2019년을 목표로 서비스 본격 제공 실시)
- 원격감시에 의한 자율주행 농기계의 무인주행 실현, 수확 로봇 실용화
(2018년 사람의 감시에 기반 한 무인 시스템 시판, 2020년 원격 감시에
의한 무인 자율 시스템 실현)

- 데이터를 활용한 전
략적 생산 추진
- 로봇화로 단기간에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작업 zero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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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시기

대응

단중기(∼2020) 목표

장기(2020∼)

a

농업의 리얼 데이터 공유 및 이용 활용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농업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 지도, 토양, 기상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기반을 통한 개방
화 및 제공

- 농업데이터 연계 기
반을 통한 생산·유
통·소비의 연계 체
계 구축

b

자율주행 기술과 수확 로봇 등의 실현
- 준천정위성(quasi-zentih satellite)을 활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
용으로 농업기계의 운전보조와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황 실현
- 원격감시에 의한 무인 주행 실현을 위해서 촤상인식을 통해 장애물과 인간
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회피 또는 정지하는 등의 안정성 확보 기술 확립
- 딥러닝 등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과실 수확 등과 같은 복잡한 작업 로봇화
- 화상해석을 통해 병해충의 증상 해석 등 다양한 AI 활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

- 로봇화· 자동화된
노동력 최소화 농업
의 실현

c

농업 현장의 법과 제도 정비
- 데이터 활용과 빅데이터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내실
화·실천
-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의 안전 관련 법과 제도
정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2017).

일본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4차산업혁명관련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일본 낙농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등에 의한 농가호수 감소로 규
모 확대가 가능해지고 있다. 규모 확대에 따라 관리하기 힘들어진 사료생
산은 컨트랙터(contractor) 등 외부위탁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트랙터 운전
자 확보 및 기량 향상 등의 과제가 쌓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랙터나 낙농생산 법인 등 목초 수확 및 초지 작
업의 수탁 면적을 향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경영체의 이용을 염
두하여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드론과 동의)와 인공
지능 기법을 이용한 초지감시 기술(항공촬영 영상에서 잡초가 많은 지역이
나 영양가 등의 정보추출 기술) 및 경사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사용 가능한
로봇트랙터를 개발하고자 한다.
무인항공기와 인공지능 기법을 연계하여 무인항공기로 얻은 정보를 초
지 관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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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는 개발한 기술을 기초로 고(高)영양목초를 수확하기 위한 노동
력 절감 목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4년 후
경사지에도 사용가능한 로봇트랙터를 시판화하는 것이다. 또한 UAV~클
라우드시스템~로봇트랙터를 연계한 목초생산 생력화·자동화기술의 기본
형을 개발하여 수확 등 목초생산을 위한 노동 비용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연구계획 개요
① 무인항공기와 ICT·AI 활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목초지 관리·생산기술 개발
1-1) 초지정보 효율적 수집과 목초지의 영양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UAV 항공촬영 영상에서 초지의 식생진단 및 수량·영양가 추정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컨트랙터가 UAV를
활용한 초지관리 작업을 합리화할 때 활용 가능한 매뉴얼(입문서)을 작성
1-2) 초지 정보와 로봇트랙터을 연결시키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
UAV에서 얻은 정보를 초지관리 담당자가 간단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로봇트랙터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전달할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② AI활용형 초지용 로봇트랙터 이용을 통한 목초 생산 자동화 기술개발
2-1) AI활용형 초지용 로봇트랙터 개발
경사가 있거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사용 가능한 초지작업용 로봇트랙터를 개발. 개발한 로봇트랙터가 초지에서 안전
하게 운행·작업을 하기 위한, AI기법을 활용한 위험감지 시스템 도입
2-2) AI활용형 노동력 절감·자동화 목초 생산 기술체계 평가
개발한 개별기술을 체계화하고 구축한 고영양목초의 생력적인 생산체계의 평가를 하여 목초 생산 작업체계에서
노동비용 50% 감소를 당성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함.
자료: 일본 농연기구(2016).

2.3. 중국
중국 정부 역시 농업을 정보화 전략의 중요한 분야로 선정하고 각종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40호에서 ‘인터넷+’ 현대농업을 11개 중점임무 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국

무원(2015)의 전자상거래 대대적 발전으로 경제의 신동력 육성 가속화에
관한 의견 24호는 ‘농촌 전자상거래 적극 발전 추진’을 주요 임무로 지정
하였고, 국무원의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요강 인쇄 발행(2015) 50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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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농업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10대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였

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요강은 제20
장 농업기술장비 및 정보화 수준 향상(스마트농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중앙 1호 문건은 ‘인터넷+’ 현
대농업의 대대적인 추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터넷 등 현대정보기술 응용, 농업 전산업 사슬 개조 업그레이드 추진을
주문하였다.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년)은 14개 항목의 중대
프로젝트에 포커스를 맞춘 ‘스마트농업’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스마트농업을 중국 농업발전의 중대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즉, 중국은 농업 분야에 있어서 생산구조 불균형, 낮은 품질, 자원
환경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력, 토지 및 자
연자원, 자본, 제도, 혁신 등 5대 요소 최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의 스마트농업 발전 목표는 생산 스마트화, 경영 네트워크화,
관리 데이터화, 서비스 온라인화 수준을 대폭 향상 시키는 것이다. 한편 스
마트농업 중점 프로젝트는 농업장비 스마트화 프로젝트, 농업 사물인터넷
지역 시험 프로젝트, 농업 전자상거래 시범 프로젝트, 글로벌 농업 데이터
조사 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농정 정보화 심화 프로젝트, 정보 농촌진
입 프로젝트, 농업 정보화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 프로젝트, 농업정보경
제시범구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3. 시사점

세계 각국은 당면한 농업·농촌의 문제점과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유럽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회원국 간 국제협력 프로
젝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점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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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감소 및 인력 부족, 침체된 수익성과 온난화 등의 새로운 위험 발
생, 다양한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
키고자 한다.
중국은 생산구조 불균형, 낮은 품질, 자원 환경 제약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력, 토지 및 자연자원, 자본,
제도, 혁신 등 5대 요소 최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각국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자체를 목표
로 삼고 있기보다는 자신들이 직면한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농업·농촌에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상되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농업
모습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농산업 적용을 촉
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정책과 연구개발 간 연계성을 보다 강
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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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농업의 비전 및 목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농업의 비전은 산업간 융복합과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세웠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선정했다. 첫째, ICT 융복합 혁신 생태
계 조성, 둘째, 기후 스마트농업과 정밀농업 확대, 셋째, 농식품 산업의 온
오프 연계 플랫폼 강화, 넷째, 농업의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바이오와 ICT
융복합을 통한 신가치 창출이다.
<그림 6-1> 미래농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자료: 연구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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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전략36

2.1. 핵심 기술경쟁력을 갖춘 농산업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시장과 관련해서 핵심 기

술 경쟁력을 갖춘 벤처와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시장 수요를 창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거래
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벤처·스타트
업, 대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일례로, 관개 설비의 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국의 스
타트업 회사 크롭엑스(Croopx)는 2~3개의 센서를 설치하고 통신망과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토양 수분 상태 등을 확인·분석한 후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농장주에게 각각의 토지에 어느 정도 물이 필요한지 알려준
다. 공공연구기관인 미국 농업연구청(USDA-ARS)의 맵을 활용해 최적으
로 센서를 설치한다. 구글은 물 사용량은 줄이되 생산량은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크롭엑스에 900만 달러(약 10억 원)를 투자하였다(이종원 2017).
따라서 농산물 생산, 마케팅, 법률상담, 특허 대응, 연대 보증 폐지 등 기
술을 가진 인력들이 스타트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농산업 기업의 특허대응전
략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시장이 조성되기 전 초기에는 공공사업 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병해충, 질병 등 농업부문 재난방지사업과 같
은 국가사업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여 신기술의 공공사업 수요를 창출하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등 기존문헌을 참고하고 본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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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공서비스에 신속히 적용하고 기업들이 응
용할 수 있도록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장
비-S/W-재료 등 3D 프린팅 관련 중소 농·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 진흥 촉진이 필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
신기술진흥센터 2018).

2.2. 활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의 공유 플랫폼 구축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활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비즈니스가 가능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과 홍보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이를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수많은 스
타트업 회사들이 날씨, 종자, 토양 데이터 등을 분석해 농업 생산성 제고,
비용 절감, 수확 적기 결정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이
러한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농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온팜(ONFARM)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농장 정
보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작물 생산 정보를 자동으로 습득·분석하여 재배
전략을 제공하는 정밀 농업 솔루션이다.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의 매핑 기능을 통해 미국 전체 USDA(미국 농무부) 토

양 정보와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에 기반 하여 서리, 수분부족, 빠른 풍속
등 위험 상황을 사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이종원 2017).
한편, 공공데이터의 보존연한을 확대하고, 사물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수
집 등을 통해 축적 데이터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R&D 데이
터에 대해서 농산업기업 등의 수요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하고,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데이터 분석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D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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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의 소재, 장비, 물성, 응용데이터를 오픈 DB로 제공하여 후발 연구자들
의 초기 실패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그런가 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각종 시범·실증 사업에서 구축된 시
스템과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 혁
신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여 사용자 수요에 맞는 충분한 분석
능력을 갖춘 연구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시설원예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
터 연구 결과의 주변농가에 대한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농산업기업이 필요한 “대형장비를 갖춘 Lab”을 만들어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마지막으로 농작물, 농작업 등에 관한 명칭, 환경정보 데이터 항목, 관련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용하고 표
준화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침과 제도 마련이 선
행되어야만 정보 수집 농가 및 품목의 확대, 생산을 포함한 유통·소비로의
정보 수집 항목 확대, 기관 빅데이터 정보공동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가능
하다.

3.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법·제도·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 성과의 농업 현장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제
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실용화 단계에 가까운 로봇기술의 현장 도입 및 정착
을 위하여 2016년 로봇농기계에 관한 안정성 확보 지침을 마련하였다
(임영훈 2017). 한편, 농기계 산업의 경우 무인농기계 허가가 핵심 과제로,

일본의 경우 2018년 출시한 콤바인에 대하여 무인화 불가로 결론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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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율자동차의 도로 주행문제와 같은 연장선에 있으므
로, 무인농기계 허가와 자율자동차 도로 주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3D 프린팅 제품과 기존 제품 간의 품질동등성을 인증하는 기
준 마련이 필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일몰법｣ 제정으로 기술변화에 따라 법이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사전 장애를 해소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 공유 및 활용 활성화 신규시장 조기 창출을 위해 ｢개
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규정을 정비한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이 관
련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정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 공유, 비식별화 조치 등을 실시하면서
정보 공유, 활용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2018). 이를 테면 통신을 통한 농작업 데이터 수집의 규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무선 데이터 수집에 적용되는 규제법은 ｢개인
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하거
나 또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사물인터넷 확산으로 생산되는 빅데이터 공개, 공유 범위와 방법 등에 관
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문 기관
및 규범 마련 또한 필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그런가 하면 기술개발이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로봇 활용 관련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산업안전관리기준 상 생산현장에서
는 펜스 없이 로봇을 활용할 수 없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
흥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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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스마트농업 R&D 집중 투자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에 따르면, 120개 국가전략기술 등 스마트농업
과 연관성이 있는 18개 개술의 기술수준은 평균 78.9%이다. 차세대 유무
선 통 네트워크 기술(5G), 데이터 분산처리 시스템 기술 등 스마트팜 구현
을 위한 기반기술과 핵심 요소기술은 일정수준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스
마트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기술(환경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
술, 자연재해 모니터링·예측 대응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평균 이상인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가치 창출 기술, 병해충 저항성
품종 확보기술, 맞춤형 신재배 기술, 생산시스템 향상 기술 등에 집중 투자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 관련 기술 분야와 세부 분야를 구성한 후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69.0%에 그치고 있다.
수급관리 분야는 80%에 해당되나 환경·위험관리 분야와 농업·농촌 활력
분야, 생산정밀화 분야 등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열악하다.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관리, 안전 소비, 드론·위성, 소비효
율, 축산 부문에 중점 투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중간 순위인 유통·물류, 재난관리, 시설원예, 에너지, 농업용 로봇
등은 현장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한
다. 즉 먼저 실용화 기술 개발로 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스마트농업과 관련 연구개발에 있어 관련 부처별 주요 연구 분야
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개발된 단위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과 실증 사업은 농림축
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센서 국산화, 플랫폼,
클라우드 시스템 등 분야별 공동요소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초연구로 하는 등 부처 간 명확한 역할 설정과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이
종원 2017). 특히 농업부문 재난 및 안전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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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제품개발은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사
업추진 계획안 수립과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표 6-1> 스마트팜 관련 기술수준 평가 결과(2017년)
구분
생산정밀화

유통지능화
소비활성화

농업·농촌 활력

환경·위험관리

무인지능화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① 시설원예

네덜란드

70.5%

8.2

② 노지

미국

63.1%

7.8

③ 축산

네덜란드

71.5%

8.5

④ 수급관리

네덜란드

80.0%

5.3

⑤ 유통물류

미국

70.9%

6.2

⑥ 안전소비

미국

75.8%

5.9

⑦ 소비효율

미국

71.7%

6.3

⑧ 관광

미국

58.2%

9.3

⑨ 귀농귀촌

네덜란드

60.4%

8.7

⑩ 교육복지

미국

66.4%

13.1

⑪ 재난관리

미국

70.6%

6.9

⑫ 에너지

독일

70.2%

5.9

⑬ 생태

독일

68.8%

8.2

⑭ 농업용로봇

미국

69.5%

5.8

⑮ 드론·위성

미국

72.1%

4.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

마지막으로 ICT 융복합 기자재 및 시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공지
능 및 로봇 등을 실증할 수 있는 데트스베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
가 조성하고자 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실증단지이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매우 중
요하다.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고 우
리나라 농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국산 농기자재 시장이 확대되고 연구개
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농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국내 시장만을 타깃으로 하기 보
다는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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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충분한 실증과 검증을 통해 제품과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전문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기술 활용 및 유통인력
양성

인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연구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기
술 활용 인력과 유통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농업분야 인공지능 분야
의 경우, 기초·기반 기술 연구개발 인력보다도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농
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생산인력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생육
과 환경 데이터를 연계하여 최적의 품목 맞춤형 S/W를 개발하는 전문 인
력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인력이 필요하다. 3D 프린팅의 경우, 글로벌 경
쟁력 확보가 가능한 스마트농업 응용제품 또는 소재에 특화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또한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
교육과정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무료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보편적
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한편,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2022년 6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품목 재배 교육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H/W·S/W
교육을 병행하고 실증단지 참여 기업의 실증 테스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
공하여 다양한 기술의 활용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들에게 창농뿐만 아니라 기술창업을 포함한 취업의 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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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에 두고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

하였다. 제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2016. 1.)의 핵심주제는 “4차산업혁
명의 이해”였으며 이는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우위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
으로 내세우고 첨단제조업 파트너십(AMP: Advance Manufacture Partnership)
프로그램,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준비, 일본은 로봇 혁명을 신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국은 제조 2025계획을 세워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를
2020년 40%, 2025년까지 70%의 자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해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11. 30.).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그동안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즉, 산업혁신과 사회적 문
제 해결 방안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제시하
고 있다.
농업분야는 노동력부족, 수급불안, 가축질병, 식품의 안전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고도화,
생육정보 분석·생산량 예측, 구제역·조류 인플레인자(AI) 예측모델 개발,
이력제 확대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응용 기술인 H/W(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드론)와 S/W(환경제어, 병해충예찰, 농식품 거래 플랫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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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보)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정책자료, 선행연구, 미래관련 예측보고서 등으
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를 발굴하였다. 전
문가 조사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분야(IoT, AI, 로봇, 빅데
이터, 식품, R&D, 정책)의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미래이
슈에 대한 중요성,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기간 등 조사하여 IPA분석을 실시
하였다.
소비자 조사는 201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스마트 상점에
대한 인식도, 웹사이트 이용 현황, 향후 S/W(웹, 애플리케이션 등) 활용의
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S/W 개발 보급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 중국, 네덜란드 출장에서 현재 각국의 스마트팜 운영실태, 기술수
준 및 기술개발방향 및 정책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혁신성
장을 위한 농기계 분야(무인·자율)에 주목하여 농업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중점 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 농업의 과제를 먼저 파악한 뒤, 파악된 과제를 기초로 농업의
미래 이슈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 적용 수단(H/W,
S/W)의 보급실태 및 성과, 기술수준 및 개발방향, 보급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농업의 과제는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 부족,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곡물자급률 하락,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여건 악화, 농업생산을 위해 사용된, 농약·제초제·살충제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식품안전성 문제 등이다.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 이슈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
는데, 첫째, 농업의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 둘째,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
능농업으로 전환, 셋째, 농업에서 신가치 창출, 넷째, 농업의 범위 확대 등
이다.
첫째 농업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임.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력 절감 농업
으로의 전환, 식량 안보(가용성, 접근성, 안전성) 중요성 증대, 농산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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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고도화로 가격 안정, 복합 환경 자동 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 원격
전문가 지원 기능으로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쩨,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세부적으로 보
면 자원(비료, 농약, 농수, 농지 등)의 최적 이용으로 비용 절감 및 자원 고
갈에 대응, 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가능, 새로운 기
후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온실가스 감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농업에서 신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세부적으로 보면 온
라인-오프라인을 융합한 유통관련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효율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 농산물 화상거래(경매) 시스템으로 전환 및 농산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on-demand), 건
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식품의 안전성
(이력제, 원산지 등) 등으로 농업의 신가치가 창출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의 범위 확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에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생물 처리기술 적용 확대,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 적용 확대(GMO,
LMO 등), 바이오 생물학 적용을 통한 신약·에너지 생산, 합성생물학을 이

용한 인공 배양육 생산 등으로 농업이 단지 1차 생산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로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4
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적용수단(H/W와 S/W)의 실태, 성과, 기술수
준 및 기술 개발방향,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되는 수단으로는 무인·자율농기계, 드

론, 로봇 등(H/W)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자율
농기계의 기술수준은 자동조향(Level1)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고기술 소유
국과 기술격차는 최소 5년 이상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 하면 자율주행
트랙터를 수도작에 이용할 경우 생산비를 관행농법과 비교해서 30%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 제초작업을 무인화로 전환하면 10a당 1시간 소요되고,
인력으로는 16시간이 소요되어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자
율주행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기반 정비, 특히 밭 농업
의 경우 파종 및 정식시기부터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업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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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식거리의 표준화 그리고 무인·자율주향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림 7-1>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수단(H/W 및 S/W)의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드론은 주로 파종 및 방제(액체, 알비료, 균제, 과수 연막방식) 등에 사용
되고 있으며, 대상작물은 수도작, 노지작물, 시설원예, 과수 등으로 다양한
작물에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기술은 제어시스템인데 중국산을 이용
하고 있어 국내산 제어시스템(S/W)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농용 드론의 가
장 큰 성과는 농약사용량 및 농작업 시간의 절감이다. 항공약제 20리터로
6,000평에 살포가 가능하고 한 명이 하루에 3만 평 정도 농약을 살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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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드론이 최대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논·밭 이외의 다른 재배지에 다른 종자가 파종되거나, 약제가 비
산되어 살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드론산업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논밭의 기반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각종 환경제어, 농식품 거래 플랫폼, 웹,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정보시스템
등 S/W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생산분야 융복합 환경제어 S/W는 작물생육에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런 자동제어로 농가는 노동
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생산분야 S/W 활용도를 높이려고 농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
된 데이터도 본격적으로 분석·가공하고 있지 않다. 생산 분야 S/W 기술이
개발 보급·확대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뿐만 아니라 온실설계에서 부
터 시공, 내부설비, 관제 등 농업 생산시설의 표준화도 필요하다.
유통분야 S/W 개발 보급은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
로 전망된다. 5년 전 신선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19.1%이며, 최근에
는 구매 비율이 1% 증가한 20.1%로 나타나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반
면 가공식품은 5년 전 온라인 구매 비율이 28.3%이었으나, 최근에 3.6%
증가한 31.9%로 나타나 향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통부문에 새로운 농식품 거래 플랫폼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로
최근 소비자의 68.1%가 온라인 구매 시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그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25.5%, 텔레비전이 5.9%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가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핸드폰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4
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수단인 구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 이용되는
S/W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소비분야 온라인 농식품 구매 시 주로 가격과 규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나, 이외에 화상(이미지)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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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산물의 경우 색, 형태가 일반 공산품과 달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 53.3%가 화상(이미지) 정보가 온라인 구매 시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과 식품의 연계 및 개인 맞춤형 농식품으로 전환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로 대형유통업체나 카드사 같은
판매자가 개인의 과거 구매이력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추천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뚜렷한 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부정적
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암호화 기술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당면한 농업·농촌의 문제점과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EU는 Horizon 2020 하에

서 EU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부문 4차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는 주로 ICT, 로봇,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업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수익성 저하, 기
후온난화 등의 새로운 위험 발생 등을 해결하고 다양화되어가는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한다. 대응책은 로봇화, 자동화로 노동력 투입의 최소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인 생산성 추구, 생산·유통·판매 연계 등이며 이
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국은 생산구조 불균형, 낮은 품질, 자원 환경 제약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력, 토지 및 자연자원, 자본,
제도, 혁신 등의 5대 요소 최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농업정
책으로는 농업장비 스마트화 프로젝트, 농업에 사물인터넷을 연계한 지역
시험재배 프로젝트, 농업 전자상거래 시범 프로젝트, 글로벌 농업 데이터
조사 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농정 정보화 심화 프로젝트, 정보 농촌진
입 프로젝트, 농업 정보화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 프로젝트, 농업정보경제
시범구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각국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기보다는 자신들이 직면한 농업·농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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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고 이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농업·농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농업의 비전은 산업간 융복합과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의 지속적 성장이다. 추진전략으
로는 핵심기술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거래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의 공공사업 수요를 창출하
고,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농업부문에 신속히 적용하고 기업들이 응용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4차산업혁명 관련 장
비-S/W-재료 등 3D 프린팅 관련 중소 농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 진흥 촉진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에 활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의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
하다.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 경우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날씨, 종자, 토양 데이터 등을 분석해
농업 생산성 제고, 비용 절감, 수확기 결정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스마트 혁신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여 사용자 수요에
맞는 충분한 분석 능력을 갖춘 연구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시설원예 사물
인터넷 및 빅데이터 연구 결과의 주변농가에 대한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용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 수집 농가 및 품목 확대,
생산을 포함한 유통·소비로의 정보 수집 항목 확대, 기관 빅데이터 정보공
동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
농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농기계
산업의 경우 무인농기계 허가가 핵심 과제이다. 농가의 데이터 수집, 공유
및 활용 활성화 신규시장 조기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규정을 정비해야한다. 사물인터넷 확산으로 생산되는 농가의 빅데이터 공
개, 공유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데이터 신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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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보장하는 전문 기관 및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스마트농업분야 R&D에 집중 투자해야 한
다. 스마트농업과 관련 연구개발에 있어 관련 부처별 주요 연구 분야와 역
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부문 ICT 융복합 기자재 및 시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을 실증할 수 있는 데트스 베드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기술 활용 및 유통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인
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연구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기술 활
용 인력과 기술유통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경우, 특히 생육
과 환경 데이터를 연계하여 최적의 품목 맞춤형 S/W를 개발하는 전문 인
력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
리를 통해 2022년 6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 재배 교육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H/W·S/W 교육을 병행하고 실
증단지 참여 기업의 실증 테스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술
의 활용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들에게 창농뿐만 아
니라 기술창업을 포함한 취업의 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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