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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의 국내외 
정책 및 서비스 현황1

1. 클라우드의 개념과 서비스 모델

1.1.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의

□ 클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상에 자료를 저장해 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

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상에 저장된 자료들은 간단한 조작 및 클릭으

로 쉽게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고, 인터넷상의 서버에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

는 것뿐만 아니라,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문서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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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 (개념)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컴

퓨팅 자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임.

그림 1-1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클라우드 정보보호 안내서』.

❍ 아마존 웹서비스(AWS)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컴퓨팅 파워, DB 저장공간,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IT 자원을 필요에 따라 인

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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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 네이버 지식백과의 정의

- 구름(Cloud)과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급하

는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로,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환경을 말함.

❍ (등장배경) 서버의 유휴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기 시작

- ’96년 컴팩 컴퓨터의 Internet solution division 전략 보고서에서 처음

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등장

- ’06년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통한 저장공간 및 연산 자원 제공 서비스인 S3

와 EC2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시작

- 개별 서버의 자원 사용률은 평균 10~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함으로써 사용률을 70%까지 향상 가능

-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클라우드 컴퓨팅 초기 확

산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최근 클라우드의 효과는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의 창출로 발전하고 있음.

* (클라우드 1.0)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전산 외주화,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추구

* (클라우드 2.0) 신기술 융합, 신규서비스 창출, 스마트공장 등 지능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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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클라우드가 4차 산업

혁명의 기초 인프라로 부각

-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자원과 인공지능 개발

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개별기업이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클라우드를 통해 4차 산

업혁명 실현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음.

❍ (특징)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특징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한 데이터 저장·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기존의 방식

과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소유(클라우드 제공

자)와 관리(사용자)를 분리하는 방식임.

그림 1-2  컴퓨팅 환경의 변화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클라우드 정보보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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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용)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면 개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서

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 시간과 장소, 접속기기에 따른 제약이 없고,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도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인터넷이 연결되기만 하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기기에

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음.

  ∙ 재택근무나 출장 중에도 사무실에서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

  ∙ 인터넷 쇼핑몰에서 갑작스럽게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

-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만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특징

  ∙ 주문형 셀프서비스가 가능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과금체계로 인해 서버 구축

과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됨.

  ∙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을 구현하기 위해 가상화와 분산처리 컴퓨팅 기술

이 다양하게 적용

표 1-1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구분 내용

접속용이성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능
･ 클라우드에 대한 표준화된 접속을 통해 다양한 기기로 서비스를 이용

유연성
･ 클라우드 공급자는 갑작스러운 이용량 증가나 이용자 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주문형 
셀프서비스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클
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가능

가상화와 
분산처리

･ 하나의 서버를 여러 대처럼 사용하거나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가상화 기
술을 접목하여 컴퓨팅 자원의 사용성을 최적화

･ 방대한 작업을 여러 서버에 분산처리함으로써 시스템 과부하 최소화

사용량 기반 
과금제

･ 이용자는 서비스 사용량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
･ 개인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방식과 유사함

자료: 산업은행 조사월보(2019).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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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유형

□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류 및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제공범위 기준)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운용형태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IaaS(Infrastructure-as-a-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

라 자원을 사용량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PaaS(Platform-as-a-Service): 개발자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테스트,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 SaaS(Software-as-a-Service):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구축사업자 기준) 클라우드 컴퓨팅을 누가 어떻게 구축하여 서비스하느냐에 

따라 공용(public), 사설(private), 하이브리드(hybrid)로 구분

- 공용 클라우드는 AWS, Microsoft, Google과 같은 외부의 클라우드 컴퓨

팅 사업자가 HW와 SW 및 기타 IT 자원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제공

- 사설 클라우드는 개별 기업이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

경을 구축하는 경우

  ∙ 여러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위한 공동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도 함.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사설과 공용 클라우드를 결합한 형태로 기업의 핵

심 시스템은 내부에 두고 외부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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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류

구분 내용

서비스 
유형

l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 이용자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자원만을 임대·제공하
는 서비스

･ 예시: Amazon EC2, S3 등

PaaS
(Platform as a 

Service)

･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임대·제공하는 
서비스 

･ 예시: Linux, Apache, PHP, MySQL, MS-Azur, Google-
Apps 등

SaaS
(Software as a 

Service)

･ 이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하는 서비스
･ 예시: 웹메일 서비스, iCloud, Dropbox, Google Docs, One 

note 등

서비스 
운용형태

Private Cloud
･ 기업 및 기관 내부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여 내부자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Public Cloud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여러 서비스 사용자가 이용

하는 형태 

Hybrid Cloud
･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결합 형태 
･ 공유를 원하지 않는 일부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빗 정책

을 설정하여 서비스를 제공

자료: 강원영(2012).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동향』.

□ 적용분야

❍ 컴퓨팅 자원을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

장 효과적

❍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몰처럼 고객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영역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매우 효과적인 분야

-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출시 초기에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자체 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

- 또한, 고객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최대 수요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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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클라우드 방식이 효과적이

며, 실제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의 주요 고객은 게임과 e-commerce 

분야임.

❍ 단시간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이나 시뮬레이션 분야

도 클라우드 이용에 효과적인 분야

- 인공지능 개발이나 금융회사의 리스크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분야는 방대

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간에만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

- 정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되어 대규모 컴퓨팅이 필요한 작업을 위해 자

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방식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

❍ 클라우드를 통해 유연한 컴퓨팅 자원 활용이 가능하지만, 최상의 안정성과 보

안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적용에 한계

- 통상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 가용률은 99.95%로 온프레미스

(On-premise) 환경에서 추구하는 99.999%에는 미치지 못함.

  ∙ 24시간 365일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인 경우 클라우드 전

환에 따른 리스크가 높음.

-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관련된 공정 데이터 등의 처리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사용해야 하는 클라우드 환경과는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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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는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 등 3가지 

그룹으로 분류

그림 1-3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자료: 김병일 외(2012).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및 정책 방향』.

□ 각 구성요소 개요

❍ 공급자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

- 공급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서비스 제공자)에 각종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및 컴포넌트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업임.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단말 등 HW와 설비를 제공하는 HW/ 

IDC 설비 및 단말업체(IaaS를 구성하기 위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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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SW 솔루션 업체(PaaS를 구성하기 위한 솔루션)

  ∙ CRM, ERP 등 응용 SW를 SaaS에 탑재하는 응용 SW 솔루션 업체(PaaS

를 구성하기 위한 솔루션)

- 공급자들은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 즉 HW/IDC 설비 및 단말업체는 장비 

납품을 통해, 클라우드 SW 솔루션 업체들은 솔루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얻

으며, 응용 SW 솔루션 업체는 사용자들이 사용하여 얻어진 수익금을 배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제공자는 공급자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를 구성·운용하는 기업임.

  ∙ 기업 내 private 클라우드 구성을 위한 IT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private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 일반 개인 또는 기업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로 구분

- 이들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급자로부터 컴퓨팅 자원 및 서비스 제공 플랫폼

을 공급받아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

용한 용량에 따라 과금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 서비스 사용자

- 사용자는 기업 사용자, 개인 사용자 및 창의적 서비스 운영자로 구분

  ∙ private 또는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업 고객인 기업 사용자

  ∙ public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인 고객인 개인 사용자

  ∙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창의적 서비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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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사용자들은 제공자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컴퓨팅 자원을 할당받

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임.

1.4.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동향 및 트렌드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동향

❍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장비 인프라

가 갖춰져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문형 서비스, 동적 자

원할당, 데이터 동기화 등 클라우드의 특징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솔

루션이 요구됨.

표 1-3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기술 개념 및 요소기술

구분 주요특징 요소기술

주요기술
• 가상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해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선 시스템 운영
• 한 대의 전산자원을 한 대처럼 운영하거나 그 반대로 운영하는 기술

Resource Pool
Hypervisor 
가상 I/O
Partition Mobility

대규모 분석처리 • 대규모의 서버 환경(수천 노드 이상)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기술 분산처리기술

오픈 
인터페이스

•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 클라우드 기반 SaaS, PaaS에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확장 및 기능 변경에 적용 가능

SOA 
Open API
Web Service

서비스 
프로비저닝

• 서비스 제공업체가 실시간으로 자원을 제공
• 서비스 신청부터 자원 제공까지의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의 경제성과 유연성 증가

자원 제공 기술

자원 
유틸리티

• 전산자원에 대한 사용량 수집을 통해 과금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술
사용량 측정, 과금 
사용자 계정 관리

SLA
(서비스 

수준관리)

• 외부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수준이라는 계량
화된 형태의 품질 관리 기술 요구됨

서비스 수준 관리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 민감한 보안 정보를 외부 컴퓨팅 자원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기술
방화벽
침입방지 기술
접근권한 관리 기술

다중 공유 
모델

• 하나의 정보자원 인스턴스를 여러 사용자 그룹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
• SaaS를 제공하는 데 필수 요소로 꼽힘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1).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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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SaaS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Oracle·MS 같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이들 제품에 

익숙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임.

□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

❍ 2019년 기술 전망은 주요 시장 조사 기관이나 컨설팅 기업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전체 기술군에서 클라우드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핵

심 트렌드는 4가지 정도로 축약됨.

- 첫째, 가트너는 자율권이 강화된 엣지 컴퓨팅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점점 엣지라고 부르는 단말 기기에 센서, 저장 공간, 컴퓨팅 기능, 첨단 인

공지능 기술이 내장되면서 지금보다 더 자율성을 갖는 엣지 컴퓨팅 모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함.

그림 1-4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컴퓨팅

자료: 삼성 NEWSROOM( https://news.samsung.com/kr: 2019. 11. 21.).



클라우드 서비스의 국내외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5

- 둘째, IDC는 단말 기기와 시스템의 25%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함.

- 셋째, 많은 조직은 일반적인 앱보다는 버티컬 SaaS 앱을 사용하게 될 것으

로 예측

- 넷째, 2024년에는 글로벌 1,0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의 90%는 멀티 클

라우드와 하이브리드 기술과 도구를 통해 의존성을 피해갈 것으로 전망함.

그림 1-5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모델

∙ 공공부문의 기관 내부에 구축된 전용 클라우드 시스템과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민간 클라우드를 
유기적으로 연계

  - (하이브리드) 공공부문의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되, 민간의 우수한 기술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보완

  - (멀티) 2개 이상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하여 장점을 모두 활용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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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시장 현황

2.1. 세계 시장

□ 클라우드 산업 시장 규모

❍ 가트너는 ’17년부터 ’21년까지 전 세계 공용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약 

17.6%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1년 시장규모는 ’17년 1,453억 달러 대비 91.5% 증가한 2,783억 달러

  ∙ 전체 서비스 중에서 SaaS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1년 비중은 

40.7%로 ’17년의 40.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와 플랫폼인 

IaaS와 PaaS가 주도할 전망임

  ∙ IaaS와 PaaS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1년 시장 규모는 

’17년 대비 각각 267%, 23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의 멀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aaS와 PaaS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표 1-4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전망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클라우드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BPaaS, 서비스형 비즈니스 프로세스)
42.2 46.6 50.3 54.1 58.1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서비스
(PaaS, 서비스형 플랫폼)

11.9 15.2 18.8 23.0 27.7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58.8 72.2 85.1 98.9 113.1

클라우드 관리 및 보안 서비스 8.7 10.7 12.5 14.4 16.3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

(IaaS, 서비스형 인프라)
23.6 31.0 39.5 49.9 63.0

총계 145.2 175.7 206.2 240.3 278.2

자료: 산업은행 조사월보(2019).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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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너는 서비스형 비즈니스 프로세스(BPaaS*) 부문에서 7.9%의 수익 성장

률을 선보이며 2019년 관련 매출이 5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Business Process as a Service. 클라우드를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 가트너는 특히 해당 부문의 구매자들이 공급 업체에 더욱 심층적인 전문성, 

기술, 글로벌 배포 능력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을 연결하고 새로운 

자동화된 디지털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서비스 포트

폴리오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

□ 글로벌 클라우드 주요기업 동향

❍ AWS가 압도적 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MS와 구글, 알리바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 ’06년 상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AWS가 전 세계 시장의 34%를 차

지하면서 시장을 지배

- MS의 Azure는 ’10년, 구글 클라우드는 다소 늦은 ’13년부터 시장에 진입

- 아마존의 AWS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보

  ∙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많은 고객을 바탕으로 컴퓨팅 자원

활용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어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고, 고객 유치에 유리

- 유통기업인 월마트(Wal-Mart)와 타깃(Target)이 최근 이해상충 이슈로 

인해 AWS에서 MS와 구글로 이동

❍ 시장 진입이 늦었으나 MS는 ‘Cloud First’ 전략을 바탕으로 AWS를 추격하

고 있으며, 구글도 머신러닝 분야의 우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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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가 연간 약 45%씩 성장하는 반면, MS와 구글은 85~98%의 성장률 기록

  ∙ 데이터 센터 지역 수: AWS(19), MS Azure(44), 구글(17)

-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2위와 5위를 기록

그림 1-6  기업별 경쟁 포지션(2018년 3분기, IaaS 및 PaaS 시장 기준)

자료: 산업은행 조사월보(2019).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그림 1-7  기업별 시장점유율(2018년 2분기, IaaS 및 PaaS 시장 기준)

자료: 산업은행 조사월보(2019).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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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시장

□ 클라우드 산업 현황

❍ 2018년 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발표한 ‘2018년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

모는 1조 5천억 원 수준, 올해는 작년보다 4천억 원 증가한 1조 9천억 원 규

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률을 20%에서 40%로 계획하였으나, 공공부

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여전히 저조하여 2015년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

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

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정보 등급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절차가 미비한 사유 등으로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

며,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운영하는 정부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Cloud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사실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

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대형 IT 서비스 기업들과 각각 짝을 

이루어 (AWS-LG CNS, MS-삼성SDS, IBM-SK C&C)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령에 속도를 붙이고 있음.

❍ 파트너사인 국내 IT 서비스 업체의 수많은 계열사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대규모 IT 사업 구축 및 운영 경험이 많은 파트너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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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국내 다른 대기업까지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 국내 기업으로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NBP(네이버 비즈

니스 플랫폼)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외국 사업자에게 정보를 맡기는 

것을 꺼려하는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주요 타깃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 ｢클라우드 발전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내 중소·중견 IT 업체들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SW·HW 5곳 업체들이 ‘(가칭)국산클라우드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 클라우

드 시장에서 협력방안 논의를 기하고 있음.

❍ 각 회사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클라우드 업무 환경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며, 티맥스오에스·틸론·이노그리스 등의 SW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자체 IDC를 2~3년 내 건립할 계획임.

□ 국내 기술 수준

❍ 국내 클라우드 기술 수준은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

- ’17년 ICT 기술 수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의 

클라우드 기술 수준은 75.1로 비교 대상 중 가장 낮고 유일한 70점대

❍ 세부 분야 중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화 기술은 훨씬 더 큰 격차

- 플랫폼 사업화 기술(미국=100): 중국(89.0), 유럽(84.0), 일본(81.4), 한국(72.7)

❍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큰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하나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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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클라우드 기술 수준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

□ 국내와 해외의 클라우드 시장 구조의 차이점

❍ PaaS와 SaaS 서비스 시장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과는 달리 국내 시장은 IaaS 

서비스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임.

- 이는 아직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산자원의 분산, 공유 등 효율적 관

리 효과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융합 서

비스의 창출, 플랫폼을 통한 개발비용 및 기술 향상 등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수준임을 증명

그림 1-9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구성 비중 현황

자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14). 『중소 클라우드 기업 협업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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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개발 모듈들이 PaaS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AWS(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유인요인이 되고 있음.

- 응용서비스 개발 기업들은 AWS에서 제공되는 PaaS 서비스 모듈들을 이

용하여 신속한 개발과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짐.

❍ 반면,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과거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업체들의 인프라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수준이 아직 많은 상태이며, 응용서비스 개발기

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PaaS 컴포넌트들의 수준이 미흡한 실정임.

3.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시사점

3.1. 주요국들의 클라우드 정책 현황

□ 미국의 클라우드 육성 정책

❍ 오바마 정부의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 미국은 2011년 오바마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 미국정부 CIO인 비벡 쿤

드라(Vivek Kundra)는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발표

* The White House, “Fedral Cloud Computing Strategy.” Feb 8, 2011.

- 핵심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당시 연방정부의 IT 비용을 800억 불

에서 200억 불로 낮추는 것을 목표

-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여 클라

우드 컴퓨팅을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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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미국정부의 클라우드 사용 비용은 계속 증가하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회계연도의 클라우드 계약 규모는 65억 불로 전 회계연도의 49

억 불 대비 급증하였으며, 8년 연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국방부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훈부, 나

사(NASA)가 그 뒤를 잇고 있음.

그림 1-10  미국 정부 클라우드 비용 현황

자료: 윤대균(2018).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클라우드 동향.”

❍ CIA가 아마존 AWS와 맺은 6억 불 규모 C2S 구축 및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실험

- CIA는 AWS상에 구축한 C2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실험도 계획하고 있음.

- 민간 기업과 함께하는 클라우드 기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미국정부의 클라

우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

❍ 미국방부의 클라우드화 프로젝트: JEDI

- 미국 국방부는 보유한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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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발주하여 국방 관련 고위 부서장이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진행 중임.

- JEDI(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

는 미국 국방부의 기본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약 340만 

명의 사용자, 400만 개의 기기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

- 이는 단지 국방부의 클라우드 전환뿐만 아니라, 국방부를 지원하는 수많은 

기업들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만들기 때문에 그 파

급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국방부 클라우드 프로젝트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10년간 최대 

100억 불에 달하는 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처음 2년간의 제안서

를 기반으로 선정을 하며 향후 8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

❍ 트럼프 정부의 「클라우드 Only 행정명령」

- 트럼프 정부로 넘어와서도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IT 현대화에 관한 2017년 대통령 보고서에서도 상용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이메일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 오바마 정부에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이를 더욱 확대하

는 방향으로 클라우드 Only 행정명령을 발표함.

- 정부와 정부 에이전시, 그리고 일반 기업들 간의 기존 관계를 지속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략의 상당부

분을 할애하고 있음.

- 상용부분에서의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을 공공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더 큰 생

태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도 정부에서 IT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

요 고려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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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클라우드 육성 정책

❍ ’16년 정부 정보화 예산의 10%(1.1조 원)를 클라우드에 활용, 공공조달 거버

넌스 구축(’11년) 및 클라우드 스토어 개설(’12년)

- 클라우드 스토어에 등록된 2만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중 90%를 중소기

업이 제공

- 공공 데이터의 90%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

❍ 영국 클라우드 유통체계(G-Cloud) 개요

- (개요) 영국은 ‘정부 ICT 전략(’10년 3월)’의 일환으로 ‘정부 클라우드 전략

(Government Cloud Strategy)(’11년 3월)’을 발표

  ∙ 정부클라우드 전략에 따라 영국정부는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를 신설하고, ‘전문 유통플랫폼(Digital Marketplace)’을 

구축·운영 중 

- (G-Cloud)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 시 기존 발주/입찰/경쟁 없이 디지

털 마켓플레이스에서 G-Cloud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검

색·선정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계약제도

  ∙ G-Cloud 프레임워크: 정부(조달청, CC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급업체 간의 계약으로 유럽연합 공식저널(OJEU)에 명시된 공식 

조달절차에 따라 동의하는 방식으로 협약 진행. 신규 프레임워크 계약고

지는 6~9개월 단위이며, 현재 G-Cloud 10 운영 중(’18.7.~)

-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공공부문이 G-Cloud에서 다루는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제공기업은 서비스를 등록/판

매하고, 공공이용자는 서비스를 검색/선정하여 구매

  ∙ 2012년 2월 G-Clouud 일환으로, ‘G-Cloud Store’를 개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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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에 G-Cloud 스토어를 대체한 Digital Market Place를 개

설하여 제공 중

  ∙ (제공자-판매절차) 프레임워크 기본협약 체결(조달청-제공기업 간) 후, 

프레임워크 기간 동안 서비스를 판매하며, 제공자-구매기관 간 직접계약

(Call-Off)을 체결하고, 월별 인보이스 발행 보고서를 조달청(CCS)에 제출 

  ∙ (공공부문-구매절차)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에서 서비스를 검색/평가/선정 후 G-Cloud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템

플릿에 따라 제공기업과 직접 계약(Call-Off) 체결

* (서비스 구매원칙) 프레임워크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확한 

감사내역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매해야 함(서비스 검색기록/제공업

체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 보관).

* (Call-off 계약) 기본협약에 기초한 구매자와 제공자 간의 구체적 계약으로 공

급자가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구사항 등을 명시할 수 있음.

❍ G-Cloud를 통한 클라우드서비스 유통 현황

- (주요 운영실적) 2012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G-Cloud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서비스 40억 7,532만 파운드(약 5.9조 원) 규모 거래

  ∙ 2012년 2월, 258개 기업의 1,700개 서비스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G-Cloud 10) 3,505개 기업의 24,543개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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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영국 G-Cloud 추진 경과 및 주요 실적

자료: 한영미(2019). “영국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유통현황(’12~’18년).”

- (공공부문 세부 이용내역) G-Cloud 프레임워크 거래실적의 81%가 중앙

정부를 통해 이뤄졌으며, 19%는 기타 공공부문에서 이용

  ∙ G-Cloud 프레임워크를 통해 클라우드서비스를 가장 많이 구매한 부서는 

내무부(Home Office)로 4,120건, 다음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3,105건,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2,022건 순

❍ 디지털마켓플레이스 4년간의 주요 운영성과

-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청(GDS)은 2014년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4년간의 운영성과를 GDS 블로그를 통해 밝힘 

  ∙ (서비스 제공기업 공공부문 진출 지원) 서비스 제공기업들이 정부와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복을 제거하고, 새롭고 단순한 계약절차 제공

* CCS 정책부서와 정부법률부서와 공동으로 새로운 계약을 설계하고, 지속적

으로 디지털마켓플레이스 개선 추진

  ∙ (글로벌 진출 지원) 영국 제공기업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

체계를 혁신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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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클라우드 육성 정책

❍ 「가스미가세키(霞が関)*」프로젝트 추진으로 중앙부처·지자체의 클라우드 도

입 지원(’13년)

- ’21년까지 모든 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운영비용 30% 절

감 계획

- 2020년까지 데이터센터 규모 확대(서버 400만 대) 및 글로벌 기업의 데이

터센터를 일본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

❍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산 학 관의 제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급하고 

“재팬 클라우드 컨소시엄”이라는 민간단체를 2012년 설립

❍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SP, SaaS 서비

스의 정보보안 대책 가이드라인(2008년) 및 클라우드 시큐리티 가이드라인

(2011년), 클라우드 보안 감사제도(2012년) 등을 추진해옴.

❍ 총무성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선진적 클라우드 서비스 창출 지원사업”

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미래의 성장 모습을 Society 5.0으로 구현하고자 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Society 5.0의 주요 축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

- 이를 위해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규

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

❍ 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해 5대 전략 분야 중 ‘서플라이 체인의 차세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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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IoT 관점에서 Smart Manufacturing 분야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

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중

- Society 5.0의 5대 전략 분야는 ① 건강수명 연장 ② 이동혁명 실현 ③ 서

플라이체인 차세대화 ④ 쾌적한 인프라/도시 조성 ⑤ 핀테크 분야

□ 중국의 클라우드 육성 정책

❍ (중국) ’21년까지 중국 클라우드 시장을 71조 원으로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3개년 계획(’17~’19년) 발표(’17년 3월)

- (중점목표)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SW 기업의 클라우드로의 빠른 전환 

지원, 클라우드 핵심기업 육성

❍ 클라우드 컴퓨팅의 혁신 발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

-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능력 강화: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 서비스

를 발전시키고, 정보기술기업의 클라우드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지원함.

  ∙ 국제경쟁력을 지닌 주력기업 양성에 주력하고, 기업경영관리, R&D/ 디

자인 등 다양한 온라인 응용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진

입장벽과 혁신원가를 낮추어 새로운 업태와 신 비즈니스모델을 발전시킴.

  ∙ 개인정보 저장, 온라인도구, 교육·엔터테인먼트 등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정보소비를 확대함.

-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핵심기술을 장악하

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업사슬 전체의 혁

신을 견인함.

- 전자정부 발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현존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을 통

합하고, 전 기관과 부처 간 전면적 정보 공유를 실현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30   ❙

에 대한 정부의 조달 규모를 확대함.

- 빅데이터 개발 및 이용 강화: 정부기관 데이터 개방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범 응용을 추진

-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시설 구축: 정보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지

역 클라우드컴퓨팅센터를 구축함. 클라우드컴퓨팅센터와 관련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건설과 집중 현상을 방지함.

- 안전보장 강화: 클라우드 정보안전 정책 법규를 연구 제정하여 평가심사 

및 감독을 강화함. 클라우드 안전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응용을 지원함.

3.2. 우리나라 클라우드 정책 현황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클라우드 법 제정 이후 도입/확산 위주 지원

❍ (기반조성) 산업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15년 3월) 및 1차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15년 

11월) 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계획上 목표: ’18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40% 이상 민간 클라우드 이

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기준고시

(’16년 4월) 및 인증제도 시행(’16년 5월), 가이드라인 마련(’16년 7월, 행안부)

  ∙ 현재(’18년 6월)까지 총 5개 IaaS 분야 인증사업자(KT, NBP, 가비아, NHN 

엔터, LG CNS)가 인증 배출 및 SaaS에 대한 인증도 추가 예정(’18년 下)

- 그러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개별 법

령상 각종 규제‧제도 등으로 활성화 미흡



클라우드 서비스의 국내외 정책 및 서비스 현황❙   31

❍ (도입‧확산) 국내 산업계 도입 확산을 통한 기업 육성 정책 추진

- 클라우드 활용 인식 개선, 원천 및 응용 기술개발, 민간 및 공공 도입 지원 

등 업무용 중심의 클라우드 R&D 및 이용확산에 중점

그림 1-12  클라우드 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업 현황(’18년 기준)

단위: 억 원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추진배경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클라우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차, ’19~’21)

❍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 중요성 증대

-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

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혁신적 서비스로 진화

  ∙ (클라우드 1.0)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전산 외주화,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추구

  ∙ (클라우드 2.0) 신기술 융합, 신규서비스 창출, 스마트공장 등 지능화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

이며, 클라우드는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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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시점

-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에 따라, SW의 개발 방식, 동작 방식, 배포 및 유통 

방식 등 전반적인 SW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

  ∙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빈번히 사용되는 기능이 모듈로 제공(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포함)되며, 개발자는 제공된 모듈을 조합하여 손쉽게 SW를 개

발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서비스 가능

- 국내 SW 산업이 구축형(SI), 패키지형 SW 개발에 치우쳐 있어 글로벌 환

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

❍ 범부처 협력을 통한 클라우드 본격 활성화 필요

- 1차 기본계획에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하였으나 클라우드

를 활용한 공공·민간의 혁신 사례 창출은 미흡 

- 2차 기본계획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사례 창출에 초점

표 1-5  클라우드 컴퓨터 실행(ACT) 전략의 추진경과

연월 내용

’9.12.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

’11.5.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관계부처 합동)｣ 마련

’14.1. ｢클라우드 산업 육성 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

’15.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5.11.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 수립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16~’18) 국무회의 보고

’16.12. 「2017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17.12. 「2018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17.11∼’18.5.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18.1.∼’18.4. 「SW, 구름 타고 세계로 TF(민관합동)」 운영

’18.4.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 개최

’18.6.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안)｣ 수립

’18.9.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심의·조정

’18.12. 제10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확정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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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의 비전과 목표

❍ 비전 체계도

그림 1-13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의 비전과 목표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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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전략

그림 1-14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실행전략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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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표 1-6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법·제도 개선
•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 확대(공공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클라우드 맞춤형 조

달 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19~),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대응체계 확립 등

시장경쟁력 강화

• 공공의 클라우드 활용 강화,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별 글
로벌 진출 추진

 ① (공공부문)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SW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
드 플랫폼’ 구축 확산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

 ② (민간부문) 창업 플랫폼 및 제조, 서비스 등 산업과 연계한 산업플랫폼 등 분야별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③ (글로벌 진출) 국내 인프라 서비스(IaaS) 기능 강화 및 개방형 플랫폼 확산 ODA 연계
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 추진,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SW 서비
스(SaaS) 육성 추진

생태계 신뢰성 확보
•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동 기술확보, 재직자 교육, R&D 연계 등을 통한 실무형 인력양

성,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 육성

혁신사례

• 범부처 협력(All@CloudⓇ)을 통해

 ① 전통산업(농업, 제조업 등),
 ② 서비스업(의료, 금융 등), 
 ③ 공공(스마트시티 등) 등 혁신사례 창출 추진

• 과기정통부가 실행(ACT)을 통한 혁신사례를 만들고, 소관부처에서는 동 사례를 토대로 
규제개선 및 전국 확산 보급 등 본 사업 추진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산업특화 플랫폼 구축 관련 정책

❍ 농업클라우드는 산업특화 플랫폼이므로 이와 관련된 클라우드 정책을 검토함.

❍ (플랫폼 구축) 신기술 융합형 산업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제조, 서비스, 사회기반 등 주요 산업* 중 규제개선 및 클라우드 적용을 통

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분야 발굴(’19년~)

* 산업분야 구분(예): 제조(항공, 조선, 자동차 등), 서비스(금융, 교육, 물류, 게

임 등), 사회기반(건설, 농업, 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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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기업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융합한 산업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19년~)

* 마이크로서비스, API 제공 등을 통해 향후 다양한 SW 기업 참여 유도

❍ (보급·확산) 산업 특화 클라우드 시범지구 선정 및 실증 

- (시범지구)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실증할 시범지

구를 선정하고 수요자 대상 검증(’20년) 및 국내 확산(’21년~)

*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그림 1-15  산업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의 구성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생태계 신뢰성 조성) 클라우드 적용‧확산 기술 확보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

성화 기반 마련 및 차기 기술 선점과 단계적 R&D 추진을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

- (도메인별 특화 기술) 제조, 교육,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별 요소기술 확보

를 통한 도메인 특화 클라우드 솔루션 확보(’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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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서비스 기반기술)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블록체인 등) 융합을 통해 

전통산업 및 서비스 혁신을 촉발하는 플랫폼 기반기술 개발(’18년~)

  ∙ AI 융합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한-EU 국제공동연구, ’18~’20년)

- (미래 서비스 니즈 충족)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계기술(CSB) 고도화, 

국제 표준 연계 등 인프라 기반 기술 확보(’18년~)

❍ (혁신 분야 발굴) 데이터 활용·신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고, 공공‧산업 파급 효

과가 높으며, 규제개선 등이 필요한 부처별 혁신 과제 발굴(’19년~)

- (전통산업 혁신형) 농업, 제조업 등 전통산업군이 기 보유한 데이터에 IoT/

센서 등 측정데이터를 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

- (서비스 혁신형) 교육, 금융, 의료 등 기존 서비스 산업에 신기술 융합을 통

한 혁신적 신규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과제

- (공공 혁신형)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BigData 등)을 행정업무, 전자 정

부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 및 대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그림 1-16  산업특화 분야별 혁신사례 발굴 프로젝트(예시)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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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플랫폼(PaaS) 글로벌 확산 관련 정책

◈ 산업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약한 고리인 PaaS 관련 
정책을 검토함.

∙ (현황)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간 상호 호환성 미흡으로, 클라우드 도입 효율성 저하 및 민간 분야 플랫폼 경쟁
력 확보 난항

  -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종속우려로 후발국들은 개방형(Open Source) 플랫폼 
기반 정보화 수요 증가

∙ (정책개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적용 및 상호 호환 기반 마련(’19년) 및 플랫폼 전담 지원체계 구축‧운영
(’20년~)

  - 미국(Cloud.gov), 영국(Gov.UK PaaS), 호주(GovPaaS) 등 정부 플랫폼 구축·운영
  - 세계 최고 수준 전자정부 인지도를 바탕으로 개방형 플랫폼 국제 협력강화 및 해외 공공정보화 시장 창출 

추진(’21년 5개국)

❍ (국내 생태계 강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지속 고도화 및 활성화

- AI·IoT·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 신기술 적용을 통한 지속적 고도화 추

진 및 무상 배포로 국내 기술력·경쟁력 강화 지원(~’19년)

  ∙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 고도화 지원사업(R&D, ’17~’19년, 64억 원)

- 플랫폼 확산과 풍성한 응용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참여형 플랫폼 개발(’20년~)

  ∙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자생적 고도화 방안 검토(민관 합동 재단 설립 등)

❍ (국내 확산) 개방형 플랫폼(PaaS) 확산*을 통한 공공‧민간 클라우드 상호호환 

생태계 조성(’19년~, 매년 3기관)

* 서울총장포럼(공유대학플랫폼), 농진청(작물빅데이터), 한전(POP HuB) 등 공

공부문 및 코스콤·SK(주)·KT 등 9개 기관 MOU 체결 등 개방형 PaaS 확산 중

- SW 개발을 위한 통합형 PaaS 제공 여부가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선정에 중

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안성원 2019).

- 자체·민간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산

업특화 서비스별 리소스 사용량에 따른 운영 인프라 유연성 확보와 규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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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따라 자체 클라우드 내 운영 서비스의 신속한 이전 기반 지원

-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 관리‧확산 전담 조직 구성·운영(’20년~)

  ∙ 연구개발(기능고도화, 신기술반영 등), 기술지원, 교육, 표준·인증, 글로벌화 등

❍ (개발협력 연계) 공공정보화 부문 ODA 연계를 통한 글로벌 확산 기반조성

- 공공정보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국(51개국),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129개 도시) 등을 대상으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협력 추진(’19년~)

  ∙ 클라우드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개발협력 연계 

해외 진출 방안 정책연구 추진 중(’18년 下)

- 국제협력단·수출입은행 등 ODA 전담기관과 협력을 통한 수요발굴 추진

  ∙ ODA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19년 사전타당성, ’20년 사업심의 후 ’21

년 구축 추진

그림 1-17  ODA 사업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글로벌 생태계 조성) 글로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 커뮤니티 형성

- (공동행사)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글로벌 커뮤니티 간 소통·연계의 장

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해커톤·콘퍼런스 등 개최(’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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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클라우드의 확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우선적 클라우드화 추진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도입이 필요한 시점

-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도입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대전환 필요

- 농촌진흥청, 농정원 등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서비스들을 농업클라우드로 

통합하고, 민간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적극 이용하는 등 농업클라우드 서비

스를 창출해야 함.

□ 산업특화 클라우드 육성 정책에 발맞춰 농업클라우드의 적극 추진

❍ 농업 업무 비즈니스 모델에 특화‧전문화된 플랫폼 경쟁력 강화 

- 농업 도메인의 업무 특성을 분석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빈번히 사용되

는 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공통모듈로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농업특화 

SaaS 개발자는 제공된 모듈을 조합하여 손쉽게 SW를 개발

❍ 농진청, 대학 등에서 산학연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팜 알고리즘(오

작동 탐지, 최적 생산 가이드 등), 저온저장고 관리 알고리즘, 선별 알고리즘 

등 연구 결과물을 PaaS 모듈로 포함하여 SaaS 개발에 활용

- 연구 결과물로서 알고리즘 등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들이 자사 SW 개발에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

- 알고리즘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 평가, 개선, 재적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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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 (도메인별 특화 기술) 제조, 교육,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별 요소기술 확보를 

통한 도메인 특화 클라우드 솔루션 확보(’19년~) 정책에 근거하여 PaaS, 

SaaS 단계에서 필요한 농업특화 공통모듈 및 응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

굴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에 탑재

❍ (신서비스 기반기술) 4차 산업혁명 신기술(AI, 블록체인 등) 융합을 통해 전통

산업 및 서비스 혁신을 촉발하는 플랫폼 기반기술 개발(’18년~)

- 농업 도메인의 업무와 이슈를 잘 분석하여 효과성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

고, 이를 해결할 응용 서비스 창출 시 AI, IoT,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PaaS 레벨의 공통모듈의 강화 및 이를 활용한 SaaS 레벨

의 서비스 발굴

□ ODA 연계를 통한 글로벌 확산의 기반으로서 농업클라우드 육성

❍ 국제협력단·수출입은행 등 ODA 전담기관과 협력을 통한 수요발굴 추진

- ODA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19년 사전타당성, ’20년 사업심의 후 ’21년 

구축 추진

❍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최근 스마트팜 진출이 확산됨에 따라 농업클라우

드 기반 서비스 창출을 고려 필요

- 개별 프로젝트 위주의 시장 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농업클라우드 육성 정책

과 함께 스마트팜의 해외 진출 지원 시 농업클라우드와 연계된 종합적 서비

스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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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특화 클

라우드 플랫폼과 핵심서비스 발굴이 필요함.

□ 통합과 융합으로서 클라우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의 강화

❍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등 각 기관별로 농업 분야에 클라우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호 간 긴밀한 협력 체계 필요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9년 All@Cloud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업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

- 농촌진흥청과 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서비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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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농업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분석2

1. 미국, 유럽의 농업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

1.1. 이기종 디바이스 연계를 통한 서비스 통합 “ONFARM”

□ ONFARM(www.onfarm.com) 서비스 개요

❍ ONFARM은 미국의 노지 농업에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를 구현하

고 있는 기업으로서 28개 파트너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의 데이터

를 손쉽게 ONFARM의 서비스로 통합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처방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

❍ ONFARM은 개별 농장에서 발생 가능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저장소로 수집해 

사용자 기반의 대시보드 서비스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ONFARM Ready Partners™”로 불리는 기업들과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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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농업 IoT 기업들과의 협업네트워크를 통해 농장에 설치된 이기종 장비

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손쉽게 수집하는 체계를 구현하였고,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은 ThingworX라는 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기종 장비업체들과의 협업 및 데이

터 통신체계 구축에 집중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업인에

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에 집중하고 있음.

그림 2-1  ONFARM의 비즈니스 모델

자료: 저자 작성.

□ 등급별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 ONFARM의 통합대시보드 서비스는 농장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장비, 소

프트웨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을 고도화하는 가치를 제공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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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가지 등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월 50달러를 내는 

Standard 등급과 월 250달러로 이용할 수 있는 Enterprise 등급으로 구분 

서비스를 제공중임.

- Standard 서비스는 월 50달러 사용료이며, 이기종 장비 연계를 3개 업체

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 계정을 5개까지 발급해주기 때문에 농

장에서는 5인 이하의 관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농장에 적합함.

- 제공되는 서비스는 200개의 시각화된 데이터 차트가 제공되고 고급기상

정보와 생육모델, 질병관리 모델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

- Enterprise 서비스는 월 250달러 사용료이며, Standard 서비스에서 제

공되는 기본 서비스 외에 ONFARM과 제휴된 28개 업체들의 이기종 장비

들을 모두 연동이 가능하며, 500개의 시각화된 데이터 차트를 제공받고 사

용자 교육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음.

표 2-1  ONFARM의 등급별 제공 서비스

Standard Enterprise

$50/월
최대 3개 업체와의 연계 가능
최대 5개의 계정 생성 가능
관수 일정 관리
200개의 시각화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필터링 및 Export
데이터 기술 통계
문자 및 음성 알람
알람 설정
고급 기상 서비스
생육 모델
질병 관리 모델
고객 지원

$250/월
Standard 등급 서비스
모든 업체와의 연계 가능
무제한 계정 생성
무제한 데이터 히스토리 뷰
500개의 시각화 데이터 스트림
고급 고객 지원
현장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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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종 하드웨어/소프트웨어들로부터 데이터의 수집

❍ ONFARM의 파트너 기업 소개

- ONFARM은 28개 파트너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각 기업들의 이기종 장비

들이 ONFARM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집이 가능한 체계를 구현함.

-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ONFARM과 제휴된 기업들의 장비(온습도 센서, 데

이터 로거, 트랙터 등)들을 간단한 조작으로 하나의 대시보드로 통합서비

스가 가능해짐.

표 2-2  ONFARM의 28개 파트너 회사(ONFARM Ready Partners™)

회사명 주요 비즈니스 영역 H/S 상장여부
AGRIAN 재배 관리 SW N

AGSENSE 관개, 토양 HW/SW N
aWhere 기상 SW Y
BANNER 센서 HW/SW N

CAMPBELL SCIENTIFIC 센서 HW N
Cermetek 토양 SW N

Davis Instruments 기상 HW/SW N
DECAGON 토양 HW N
DYNAMAX 토양, 농장비 HW N

ESRI GIS SW Y
FARMOBILE 농장비 HW/SW N

HSTI 토양 HW N
IRROMETER 토양 HW N
JOHN DEERE 농장비 HW Y
McCROMETER 농장비 HW N
OBSERVANT 재배 관리, 관개 HW/SW N

Pessl Instruments 기상 HW/SW N
pH Technologies 센서 HW N

RAIN BIRD 관개 HW/SW N
RAINWISE 기상 HW/SW N

RANCH SYSTEMS 기상, 제어 HW/SW N
Raven Industries 농장비 HW N

SENTEK 토양 HW/SW N
SPECTRUM TECHNOLOGIES 기상, 재배 관리 HW/SW Y

TerrAvion 이미지 SW N
Valmont 관개 HW Y

Western Weather Group 기상 HW N
WiseConn 관개 HW/SW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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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 파트너 기업 분야별 포지션

그림 2-2  ONFARM의 파트너 기업 분야

자료: 저자 작성.

- 28개 파트너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는 재배관리, 토양수분 

측정, 관개, 기상정보, 센서 장비, 농장비, GIS 및 이미지 처리 등 7개 분야

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기업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업체들이며 자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ONFARM은 이들 기업

들이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들을 농가의 필요에 의해 하나의 클라우드

로 통합하여 종합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각 개별 서비스 기업들도 ONFARM의 서비스에 결합함으로써 자

사 제품의 판매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에게도 통합 서비스 가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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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ONFARM Ready Partners™ 소개

AGRIAN

- 위치: 미국, 캘리포니아
- 주요 비즈니스: 농업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작
- 홈페이지: http://www.agrian.com/
- 상장여부: N

대표 서비스 및 제품

 Agrian Platform

 농지 매핑, 작물 보호, 양분 적용 등의 데이터 수집
 모든 재배 기간의 투입량 데이터 저장
 데이터 리뷰 및 공유
 식품 안전 규정 준수의 자동 관리 및 생산자에게 자사 로고 마케팅 허용

<대표 화면>

<대표 화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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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OBILE

- 위치: 미국, 워싱턴
- 주요 비즈니스: 농업 정보 수집 및 판매 시스템
- 홈페이지: https://www.farmobile.com/
- 상장여부: N

대표 서비스 및 제품

 PUC Subscription

 PUC(Passive Uplink Connection): 센서 및 기타 농업 경영 데이터 수집 기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경지 내 농업 경영 데이터를 EFR(Electronic Field Record) report 

제공 
 경영 어드바이저와 수집된 데이터 및 EFR 공유 가능
 수집된 데이터의 판매 가능

<제품 사진>

 Farmobile Note App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EFR에 자세한 경지 변화 정보 기입 가능
 시간과 지리적 메타정보가 태그된 텍스트 및 사진 전송 가능
 지리 정보 태그를 통해 EFR상에서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 지정 가능
 전송된 데이터 Farmobile 대시보드에서 열람 가능

<제품 사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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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eere

- 위치: 미국, 일리노이
- 주요 비즈니스: 농업, 건설, 중장비 판매 및 대여
- 홈페이지: https://www.deere.com/
- 상장여부: Y

대표 서비스 및 제품

 글로벌 농업 분야 장비 개발/판매 업체

 농업용 트랙터 등 중장비 판매 및 대여
 건설용, 임업용 중장비 판매 및 대여

<주요 제품 사진>

자료: 저자 작성

CAMPBELL SCIENTIFIC

- 위치: 미국, 유타
- 주요 비즈니스: 농업 기온, 습도 측정 센서
- 홈페이지: http://www.campbellsci.com
- 상장여부: N

대표 서비스 및 제품

 255-100 Analog Output Evaporation Gauge

 대기 중 증발률을 측정하는 센서
 유선 연결된 증발 팬의 수분 수준의 변화를 

통해 증발률 측정
 자사 데이터로깅 제품과 연동 가능
 114 gram, 스테인리스

<제품 사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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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BIRD

- 위치: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 주요 비즈니스: 스프링클러 장비 및 관리 시스템
- 홈페이지: http://www.rainbird.com
- 상장여부: N

대표 서비스 및 제품

 LF 시리즈

 관수를 위한 스프링클러 시리즈
 노즐에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상세한 튜토리얼을 제공

<제품 사진 및 튜토리얼>

 Uniformity Pro Software

 관수 제어 솔루션으로 사용량 패턴 및 예측 기능 제공
 또한, 농가가 보유한 장비와 결합이 쉬운 디플렉터와 노즐을 추천해 주는 기능도 제공

<솔루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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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된 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

❍ ONFARM은 통합관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ThingWorx”라는 IoT 클라

우드 플랫폼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ThingWorx는 각종 IoT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기 연결을 

위해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이기종 기기

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기기 연결이 가

능하도록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제공

- 기기연결은 기본적으로 SDK를 제공: JAVA, C, .NET 등 다섯 가지 언어 

지원

- 기기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IP 주소 및 포트 등을 설정하면 

ThingWorx 플랫폼과 연결됨.

□ ONFARM 사례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시장의 전체 이익이 상승하는 생태계 조성

- ONFARM은 노지 농가가 활용하는 제품/서비스 관련 주요 기업과 연계해 

상호 이익이 증가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

- 서비스 사용자(농가)가 늘어날수록 ONFARM과 연계된 기업 역시 직/간접

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 참여자(기업, 농가)가 많아질수록 각자의 이익과 더불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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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 및 관리의 효율화

- IoT 플랫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기존 서비스 개발 업체가 집중해야 할 영

역이 변화하고 있음.

- 기존에는 제공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개발에 동일한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했

으나, 플랫폼의 발달로 서비스 기획 및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ONFARM 또한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리 

및 전략 구상에 집중하고 있음.

-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 활용은 명과 암이 존재하나, 현재 비즈

니스 생태계에서 요구되는 유연함을 갖추려면 그 활용은 필수적임.

❍ 분산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

- ONFARM은 ThingWorx를 이용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현황 및 예측 분석을 맞춤형 

대시보드로 제공

- 분산된 데이터를 응집해 의미 있는 결과로 표출하는 니즈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됨.

1.2. 기상/토양정보를 이용한 노지스마트팜 “FarmLogs”

□ FarmLogs(www.farmlogs.com) 서비스 개요

❍ FarmLogs는 미시간주 Ann Arbor에 위치한 스마트팜 서비스 기업으로서 

2011년에 설립한 이래 약 50,000농가에 기상정보와 토양정보를 이용한 적

정 생육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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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e Vollmar, FarmLogs CEO 및 공동창업자는 “우리는 기술이 농장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재배자에게 성공을 돕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We believe that technology can make it easier to 

run a farm, and we aim to provide our growers with tools that help 

them achieve success.)”라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FarmLogs의 서비스는 무료 버전인 FarmLogs Lite, 월 29달러를 납부하는 

FarmLogs Essentials, 월 99달러 요금제인 FarmLogs Complete로 구성

되어 있음.

그림 2-3  FarmLogs 홈페이지 화면

자료: FarmLogs 홈페이지(https://www.farmlogs.com: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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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Logs의 핵심 서비스 소개

❍ 핵심 서비스를 위한 수집 데이터

- FarmLogs는 농무성과 NOAA로부터 토양분석 데이터와 기상데이터를 클

라우드로 수집하여 활용하고, 서비스 대상 농장에는 토양수분, 온습도 등 

환경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자체 드론을 이용하여 서비스 대상 농장의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식

생지수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 서비스 제공

표 2-3  FarmLogs의 활용데이터

구분 데이터 활용 서비스

외부

NOAA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기상 서비스

농무성 토양 데이터 토양 분석 서비스

내부
자체 드론을 통한 영상 정보 토양 분석 서비스, Scouting

사용자 농장 환경 데이터 모든 서비스에 활용

❍ 핵심 서비스 개요

- FarmLogs의 핵심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음.

  ∙ 첫째, RAIN & HEAT HISTORY 서비스로 농장이 위치한 구역에 대한 정확한 

강우량 및 온도 정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관개 일정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둘째, Soil level, Yield optimization으로 농업인에게는 토양 성분에 적

합한 영양분 및 작물의 선택, 사용자 농장의 토지 임대료 결정에 활용, 효

과적인 병충해 및 생육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농장 구역에 대한 강우량 및 온도 정보를 이용하여 적

정 생육에 필요한 관개 관리를 지원하고, 토양성분 및 위성사진을 이용한 

식생지수 모델을 통해 병충해/생육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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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 HEAT HISTORY 서비스 기본 개요

❍ 서비스 목적 및 타깃

- 농장 단위의 강우량 정보 제공을 통해 관개(Irrigation)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서비스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농장 내 강우 센서를 보

유하지 않은 노지 스마트팜 농가들임.

표 2-4  RAIN & HEAT HISTORY 서비스

구분 내용

서비스 개요
강우량 및 온도에 대한 일/주별 데이터 제공
사용자 농장 구역의 강우량 및 온도를 이전 시점과 비교 분석한 정보 제공
사용자 계정으로 강우량 관련 특이 사항에 대한 리포트 제공

서비스 사용 
농가

농장 내 강우량 센서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
정확한 강우량 측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
생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농가

강우량 추정 
방법

NOAA에서 제공하는 기상 정보의 범위는 *농장 단위까지 지원되지는 않음.
 - 예를 들어, 상주시 모동면의 기상 정보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 장비 하나로부터 

측정된 수치임.
 - 실제 상주시 모동면에는 여러 농장이 존재하는데, 각 농장이 위치한 구역마다 기상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음. 효과적인 재배 관리를 위해서는 농장이 위치한 곳의 정확한 기상 정보가 필
요함.

FarmLogs는 대상 농장의 기상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자체 추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농
장이 위치한 곳의 강우량 및 일사량을 추정하고 있음.

❍ 추정 모델

- 최근 정밀 농업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세부 국지 기

상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하며, FarmLogs는 이러한 로직에 기준해 강우

량을 추정하는 판단됨.

- 예를 들어, 타깃 지역에 강우량계를 일정 기간 설치해 실제 강우량을 측정

하고, 타깃 지역 주변 기상 관측소(ex: 무안의 경우, 목포, 나주, 함평) 데이

터를 활용하고, 추정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지형(고도, 산 등)을 고려하여 

실제 관측치와의 차를 목적함수로 설정해 목적함수가 최소화되는 가중치

를 탐색함으로써 추정 기상을 도출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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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기 로직에 의해 추정된 강우량 수치와 사용자 농장의 강우 측정기

로부터 측정된 수치를 비교하는 등 보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강우량 정보에 대한 정확도가 높은 수준이며, 현재도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RAIN & HEAT HISTORY 서비스 세부 내용

❍ RAIN HISTORY

- 자체 모델에서 추정된 사용자 농장에 대한 강우량 정보를 그래프로 제공함(일/주별).

- 사용자 농장의 영농 일정과 연계된 강우량 정보를 제공함.

- 사용자는 자체 모델에서 추정된 강우량 정보를 활용해 효과적인 관개 일정 

수립이 가능함.

그림 2-4  FarmLogs의 최근 강우량 정보 제공 화면

번호 내용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명칭은 사용자 임의로 지정) 



해당 농장이 위치한 곳에 대한 *최근 강우량 수치
*확인하는 시점 기준 전일(전일 0시 ~ 23:59)에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 최근 비가 왔던 시점의 강우량 정보 
제공
재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준일 경우 파란색으로 표출
*수치가 0.1 이상일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
*전일 기준이 아닌, 최근 시점의 경우 0.1 이상을 기록해도 회색으로 표시

 확인하는 시점 기준 전일이며, 0.1 이상의 비가 왔을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

 회색 박스로 나타날 경우, 0.1 보다 낮은 강우량

자료: FarmLogs 홈페이지(https://www.farmlogs.com: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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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HISTORY

- 온도 데이터와 연계해 농작물의 성장 수준 정보를 제공함.

그림 2-5  FarmLogs의 온도 정보 제공 화면

번호 내용

 누적 및 개별 온도 선택 창

 기간 선택 창

 금년 및 10년 평균 구분 선

 주별, 일별 선택 창

 일자

 해당 일자 GDD 수치

 해당 연도 누적 GDD 수치

자료: FarmLogs 홈페이지(https://www.farmlogs.com: 2019. 11. 23.).

- GDD(Growing degree day)는 국내 용어로 ‘유효적산온도’로 표현되며, 

작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온량을 의미함.

- GDD를 통해 성장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음.

 

max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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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max는 특정 작물 생육에 필요한 최고 온도를, min 특정 작물 

생육에 필요한 최저 온도를, 는 보통 10도 정도로 설정함.

그림 2-6  FarmLogs의 GDD 정보 제공 화면

번호 내용


해당 일자의 GDD 수치
여기서 564는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누적 GDD

 파종 일자

<작물 성장 분석 서비스 예시>

자료: FarmLogs 홈페이지(https://www.farmlogs.com: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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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작물의 성장 단계를 알려주며, 향후 재배 

활동을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작물마다 GDD 산출 식은 상이하며(투입되는 수치만 다름), FarmLogs에

서는 이를 활용해 구체적인 작물 성장 분석 서비스도 제공함.

□ Soil level and yield optimization 서비스 기본 개요

❍ 서비스 목적 및 타깃

- 본 서비스는 토양 및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농장의 생육 관련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며 주요 고객은 토지 임대 사업 및 생육 관련 농자

재 투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싶은 농가임.

- 이를 위해 USDA(미국 농무성)에서 제공하는 토양 정보 및 자체 항공 이미

지를 활용해 농장의 토양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육 의사

결정(비료, 농약 투입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2-5  Soil level and yield optimization 서비스

구분 내용

서비스 개요

□ Soil level
 USDA 토양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 농장 토양 정보 제공함(GIS).
 농가는 이를 토지에 필요한 영양분 요소 및 작물 선택에 활용함.
 농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시, 임대료 결정에도 활용함.

□ Yield optimization
 항공 이미지를 활용해 사용자 농장의 생육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서비스 사용 농가
 농장을 여러 구역으로 분할해 활용하고 있는 농가
 토양 및 생육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농가
 비료 등 영양분 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싶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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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level and yield optimization 서비스 세부 내용

❍ Soil level

- 사용자 농장의 위치를 입력하면 해당 구역의 Soil Map이 표출됨.

- USDA에서 제공하는 토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가 산출되며, GIS 

형태로 정보를 제공함.

- 미국 농가의 경우, 보유한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정보는 임대료 결정에도 도움을 줌.

그림 2-7  FarmLogs의 Soil level 제공 화면

<토양 pH를 타깃변수로 설정해 추정한 결과를 시각화한 예>

 

번호 내용

 사용자 농장의 토양 종류(위의 경우, 양질토, 미사질 점토를 의미)


사용자 농장의 토양 종류에 따른 면적 및 차지하는 비율
해당 농장에서 양질토, 미사질 점토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클릭할 경우, Soil Maps 정보 화면으로 이동

<기본 정보를 입력한 토양에 대한 시각화 결과>

 

번호 내용


토양의 상태를 시각화한 정보
토양 종류에 따라 색상이 상이(이것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토양에 필요한 영
양분 및 작목 선택에 활용 가능)

 해당 구역의 토양 정보

자료: FarmLogs 홈페이지(https://www.farmlogs.com: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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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서 보다 정밀한 서비스를 위해 토양수분센서를 설치할 경우 보다 정확

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농장에서 토양수분센서를 추가로 설치하면 외부 기상대로부터 추정된 서

비스보다 더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함.

- 토양 종류 및 각종 성분(장력, 토양 용적밀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양의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는 최근까지 정밀 농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 타깃 변수가 토양 수분(Soli moisture)인 경우도 있고, 토양 내 pH를 기준

으로 연구되는 경우도 있음.

-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각 성분(장력, 토양 용적밀도 등)을 추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최종 타깃 변수를 추정(성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측정

할 수 없으므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한 성분 추정 모델이 별도 존재)

- 성분 추정 모델 예시:     

그림 2-8  토양 pH를 타깃변수로 설정해 추정한 결과를 시각화한 예

자료: FarmLogs 홈페이지(https://www.farmlogs.com: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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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eld optimization

- 자체 드론을 통해 수집된 항공 이미지 분석 서비스임.

- 이미지 분석을 통해 생육 및 토양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함.

- 1~2개의 이미지를 2주에 한 번씩 제공함

- 수집된 항공 이미지와 식생지수를 연관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작물의 

생육 상태를 파악함.

- 위험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람을 제공함.

- 병충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알람 및 리포트를 제공함.

그림 2-9  항공 이미지와 식생 지수를 연관시킨 예시

번호 내용

 해당 구역 작물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초록색에 근접할수록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

 항공 이미지를 식생지수로 표현한 작물 상태


하단에 “Show True Color”를 클릭할 시, 이미지로 변경
반대로 하단에 “Show Vegetation”을 클릭할 시, 이미지로 변경

 사용자 농장 이미지 히스토리

자료: FarmLogs 홈페이지(https://www.farmlogs.com: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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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스마트 워치로 확인한 작물 상태(Left), 위험 상황에 대한 알람(Right)

번호 내용


사용자 농장에서 위험 상황이 발견된 구역
흰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용자가 지정한 전체 농장 구역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리포트(2주에 한 번)와는 별도의 서비스


왼쪽에 근접할수록 낮은 위험도를 의미하며, 오른쪽에 근접할수록 높은 위험도를 의미
의 경우, 표시된 지역에서 중앙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작물 상태에 대한 내역으로 이동

자료: FarmLogs 홈페이지(https://www.farmlogs.com: 2019. 11. 23.).

❍ 드론을 이용한 식생지수 산출로 과학적 분석 서비스 제공

- 식생지수 정의

  ∙ 인공위성, 항공기를 통해 관측된 다중 분광대 영상 자료에는 지상 대상물

의 각 파장대별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특성을 이용해 특정한 정보 추

출이 가능함.

  ∙ 식생지수는 관측된 영상 자료의 파장별 반사특성을 이용해 식생의 상태를 

표현한 지수로 정의함.

- 식생지수의 활용

  ∙ 건강한 녹색 식생은 가시광선 파장에너지를 40~50% 반사하며, 가시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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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에너지는 80~90%를 흡수하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식생은 건강한 

식생보다 근적외선 파장에서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반사하고, 가시광선 파

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반사함.

  ∙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가 일반적으로 활용

되는 식생지수이며, 식생의 활력도가 낮은 시기에는 SAVI(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가 활용되기도 함.

□ FarmLogs 사례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노지스마트팜 농가에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최소의 설치, 최대 효과 모델 구현

- 농무성과 NOAA로부터 토양분석 데이터와 기상데이터와 자체 항공이미

지를 클라우드로 축적한 후 이를 이용한 농장 분석 서비스 제공

- 농업인은 기본적 서비스 외에 추가로 강우량, 토양수분 센서 등을 설치하

면 더 나은 예측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유효적산온도로 생육단계 예측, 토양성분과 pH 값을 이용한 토성 추정, 자체 

항공사진을 통해 식생지수 모델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

- 작물 과학자들이 연구 개발해 온 작물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수집된 환경데

이터(토양수분, 기상, 항공 이미지 등)를 적용

- 작물 연구 모델의 효과성을 서비스를 통해 피드백 받음으로써 연구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선

❍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농가 편의성 증진

- 항상 몸에 부착하고 있는 웨어러블 장치인 스마트워치를 통해 서비스하여 

편리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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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스트리아의 노지스마트팜 서비스 “Pessl Instruments”

□ Pessl Instruments(www.pesslinstruments.com) 서비스 개요

❍ Pessl Instruments는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노지스마트팜 서비스 기업으로

서 “Turning Information into Profits”을 기업이념으로 하여 관개, 병해충 

등 생육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84년 설립된 이래 가입 

농가수가 3,700여 농가에 이르고 있음,

- 무선 기반 스마트팜 장비를 METOS® 브랜드로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서

비스는 FieldClimate.com을 통해 서비스

- 존디어, 신젠타, 바스프 등 농자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 핵심 서비스 개요

- 농장의 환경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토양수분센서, 온습도센서, 기상센

서 등 스마트팜 장비를 설치하고 이 데이터와 각종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지능형 관개/관수 의사결정을 지원

- 서비스 기본 프로세스: 토양, 작물, 환경(기상 등) 모니터 데이터 분석 

관개 의사결정지원 자동화

- 대시보드 서비스를 통해 농장 환경을 손쉽게 파악 가능

- 토양수분 장력 정보를 통해 적정 관개 시점 결정

- 잠재 증발산량 정보를 통한 적정 관수량 결정

- 데이터 로그로부터 수집된 토양 및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 환경 분석

(온습도, 토양 수분 추이 등) 서비스 제공

- 일별 토양수분 장력(kPa) 추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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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man-Monteith(FAO-56) 방법으로 추정된 잠재 증발산량() 정

보를 통해 관개 의사결정 지원

- iMETOS MobiLab은 모바일 기반 휴대용 장치로 질산염, 인산염 및 칼륨 

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토양의 비료상태를 즉각

적으로 파악하여 클라우드로 전송 후 분석 결과를 제공

그림 2-11  Pessl의 서비스 프로세스

자료: Pessl Instruments 홈페이지(www.pesslinstruments.com: 2019. 11. 25.).

❍ Pessl Instruments의 핵심 서비스: FieldClimate

- 자체 제작 및 개발된 노지 스마트팜 장비(데이터 로거, 센서 등)와 관리 SW

가 결합된 솔루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SaaS

를 기반으로 제공됨.

- 서비스 흐름은 토양 및 환경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지원 

관개 자동화

- 농장 상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SaaS 기반 서비스 제공

- 농장 상황, 기상 예보, 작물 모형 설정 등 사용자 기반 대시보드 서비스

- 사이트 주소: www.FieldClim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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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장치

❍ 데이터 로그(Data logger) 및 센서를 통한 토양/작물/환경 모니터링

- 자체 제작된 데이터 로그: iMETOS 시리즈

표 2-6  iMETOS 시리즈 제품별 상세설명

제품명 내용 비고

<iMETOS 3.3 제품>

농장 기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기상 스테이션(Weather station)
태양열로 충전 가능한 배터리 
(Solar-panel-rechargeabl
e battery)

1년 간 수집 데이터 저장 가능
간단한 인터페이스(Interface) 
절차를 거치면 다른 데이터로
그 제품 ‘Radio Node’와 연계 
가능

<iMETOS ECO D3 제품>

측정 가능한 범위(연계 가능 센
서)는 강우, 온도, 토양 수분, 
염분
태양열로 충전 가능한 배터리 
(Solar-panel-rechargeabl
e battery)

간단한 인터페이스(Interface) 
절차를 거치면 다른 데이터로
그 제품‘Radio Node’와 연계 
가능

<iMETOS RADIO NODE 제품>

측정 가능한 범위(연계 가능 센
서)는 토양 수분, 온도, 강우, 
유량(Water flow), 잎 건조함, 
습도 등 생육 관련 파라미터 측
정 가능

자료: Pessl Instruments 홈페이지(www.pesslinstruments.com: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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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Data interpretation)

❍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www.FieldClimate.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모바일 서비스도 제공 중), 알람 설정도 가능함.

그림 2-12  Pessl의 대시보드 화면 예시

<강우량, 온도 등 시간대별 기상 추이(left) 및 테이블로 제공된 화면(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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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essl Instruments 홈페이지(www.pesslinstruments.com: 2019. 11. 25).

□ 관개 의사결정 지원(IDSS)

❍ 잠재 증발산량()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관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www.FieldClimate.com에서 제공함.

❍ 잠재 증발산량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Penman-Monteith(FAO-56) 방법

을 활용하고 있음.

❍ 잠재 증발산량을 알면 작물에 필요한 최적의 관수량을 산출할 수 있음.

<사용자 농장에 설치된 데이터 로그별 배터리 잔량, 강우량(지난 7일간) 정보>

<토양수분 장력(단위: kP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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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증발산량을 추정하는 알고리즘: Penman-Monteith(FAO-56)

❍ 기본 개념

- Penman-Monteith 방법은 1965년에 제안된 증발산량 산정 방법으로, 

공력저항 및 표면저항을 고려한 물리학적 접근 방식임.

- FAO-56 PM 방법은 Penman-Monteith 공식을 바탕으로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곳의 표면 반사율(Albedo)이 0.23, 표면저항이 70s m—1, 높이

가 0.12m인 잔디와 같은 기준 작물을 설정해 지표면을 모두 덮은 상태의 

증발산량을 추정함.

-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온, 습도, 복사량 및 풍속에 관한 기상 자료

가 필요하며, 일별 잠재 증발산량을 추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음.

  ∆     

∆         

- 상기 식에서 은 잠재 증발산량(mm day—1), 은 순복사량(Net ra-

diation, MJ m—2 day—1), 는 토양 열 유속 밀도(Soil heat flux den-

sity, MJ m—2 day—1).

- 은 2m 높이에서의 일 평균기온(℃), 는 2m 높이에서의 풍속(m s—1), 

  는 포화 증기압에서 실제 증기압(kPa)을 차감한 포화 결손량, ∆은 

증기압 곡선의 기울기(kPa ℃—1).

- 은 건습계 상수(Psychrometric coefficient, kPa ℃—1)이며, 분자 앞 

부분의 0.408 상수는 에너지 단위인 MJ m—2 day—1를 mm day—1로 

변경하기 위한 단위환산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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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활용 방법

- 활용에 있어 표준 방법은 태양복사 에너지 또는 일조 시간,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최대 상대습도, 최저 상대습도, 풍속을 이용하는 것임.

- 예를 들어, Allen et al.(1998)이 제안한 방법으로 ,   , ∆를 기상

청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는 복사열 에너지와 비교하

여 매우 작고, 지표가 식물로 피복되어 있을 때 더욱 작아지므로 일 단위 연

구일 경우 는 제외시킬 수 있음.

- 건습계 상수 는 별도 계산이 필요한데, Allen et al.(1998)의 연구를 참고

하면 아래와 같음.

  


  ×  

- 은 건습계 상수(kPa ℃—1), 는 대기압(kPa), λ는 수증기 잠열(2.45 MJ 

kg—1), 는 일정한 압력하에서 측정한 비열(정압 비열)(1.013×10—3 

MJ kg—1 ℃—1).

- 는 기체 상수의 비(건조한 공기와 수증기의 분자량비, water va-

pour/dry air = 0.622)이며, 대기압은 정상 기온 범주에서 경미하게 변하

므로 각 지점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아래와 같이 산출 가능함(건습계 상

수는 일정하다 가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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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개 자동화

❍ 기본 프로세스

그림 2-13  Pessl의 관개 자동화 프로세스

자료: Pessl Instruments 홈페이지(www.pesslinstruments.com: 2019. 11. 25.).

❍ Pessl Instruments의 데이터 로그 제품 3개가 아래 2개의 커뮤니케이션 장

비(Device)와 연계됨.

그림 2-14  Pessl의 데이터 로그와 연계되는 커뮤니케이션 장비

  

자료: Pessl Instruments 홈페이지(www.pesslinstruments.com: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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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로그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상기 장비를 통해 플랫폼 내 서버와 연동되

어 www.FieldClimate.com에 표출되고, 사용자는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

로 관개 일정을 수립하거나 데이터와 연계해 자동화할 수 있음.

□ Pessl Instruments 사례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농장 서비스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라인업 구축

- 노지농가의 생육, 병충해 진단을 위한 최적 스마트팜 디바이스를 개발

- 모바일 기반 휴대용 토양분석기 등 결합

- 클라우드 서비스인 FieldClimate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구성

❍ 잠재증발산량 추정 알고리즘 등 작물모델을 이용하여 최적 서비스 제공

- 작물모델을 이용하여 지능형 관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제공

- 모바일 기반 휴대용 토양분석기 등 장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실시간 연

계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

2. 일본의 농업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

2.1. 농업 데이터 연계 클라우드 “WAGRI(와그리넷)”

□ WAGRI(www.wagri.net) 추진 배경

❍ 일본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미래투자전략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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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투자전략 2018에는 “Society 5.0” 및 “데이터구동형 사회”로의 변혁

을 기본 전략으로 하며, 농업분야에서는 로봇이나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가속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명시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각기 다른 농업 ICT 시스템의 연계, 그리고 

품목 및 부문 간 공유해야 할 데이터의 표준화, 공적 기관 등이 보유하는 농

업·지도·기상 등의 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의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WAGRI)”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농업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킬 데이터 기반으로

서의 성장 전략

- IoT 시대에 들어서, 본격화되는 스마트농업은 향후 한층 더 공동 대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 서비스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상호 호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형식이 제각각인 상태여서 쉽지 않

은 상태임.

- 스마트농업의 추진에는 데이터 및 서비스의 상호 연계가 없고, 공적 데이

터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유 등으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는 과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각부·전략적혁신창조프로그램(SIP)의 “차

세대 농림 수산업 창조 기술”을 통해 와그리넷(농업데이터연계기반 農業デー
タ連携基盤)이 2016년 설립되었음.

- 일본 내각부 등이 IT 벤더 및 농기계 메이커의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

터 연계가 가능한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 협의회(WAGRI)」를 창립

- 게이오기쥬쿠대학(慶応義塾大学)이 중심이 되어,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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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 NEC, 후지쓰(富士通) 등의 IT 대기업뿐만 아니라 KUBOTA 및 

YANMAR, 이세키농기(井関農機) 등의 농기계 메이커, 전국농업협동조합

농업회, 금융기관, 지자체, 유통소매업, 농업생산법인 등 2019년 3월 시점

으로 342사가 참여

- WAGRI는 조화를 뜻하는 일본의 와(和)와 농업을 뜻하는 AGRI의 합성어

로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새로운 조화를 촉진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의미임.

□ WAGRI(www.wagri.net) 서비스 개요

❍ WAGRI는 농업담당자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농업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하

고 경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농기계 제조-유통, 농

산물 유통에서 소비까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데이

터를 연계하고 있음.

❍ 농업의 ICT 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 농업부문에서도 환경 데이터와 작물 정

보, 생산 계획 및 관리, 기술 노하우, 각종 통계 등 다양한 농업 데이터가 생산

되고 있으나,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가 거의 없고, 형식이 다른 데이터가 개별

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데이터간 통일성을 도모하고 연계하여 데이터를 살아

있는 정보로 활용하고자 함.

❍ WAGRI는 농기계 제조, 판매업체, ICT 업체, 농업연구기관, 정부기관, 농협, 

농업인 등 농업 관계기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공유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각 기관, 업체간 장벽을 제거하고 데이터 

포맷 등 표준화를 통해 농업에 관련된 시설, 장비, 센서 등을 연결하에 풍부한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돕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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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와그리넷을 경유한 데이터의 활용 이미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9).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의 구축에 대해서』.

❍ WAGRI 데이터는 민간기업과 농업연구기관, 행정기관에 의해 생성된 데이

터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ICT 업체를 통해 수집하여 종합적으

로 제공하고 있음. 생육예측모델 데이터와 실제 생육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있어 모델과 현장 데이터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상업적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상업적 데이터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매할 수 있음.

□ WAGRI(www.wagri.net)의 데이터 흐름

❍ WAGRI는 크게 6개 데이터로 분류되며, 기상, 농지, 지도, 생육예측, 토양, 

통계 APC가 포함되어 있음. 제공되는 API는 9개 항목, 총 43개가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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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와그리넷 데이터 흐름

자료: 와그리넷 홈페이지(www.wagri.net: 2019. 11. 27.).

- 각종 마스터계 API: 6개

- 영농관리 API: 2개

- 지도 API:1개

- 농지 API: 3개

- 기상 API: 6개

- 재배관리 API: 1개

- 토양관리 API: 2개

- 센서 API: 9개

- 벼 품종 데이터베이스 API: 3개

- 데이터 가공 API: 8개

- 반복작업(정기작업) APC: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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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와그리넷 대표 API 목록(2019. 3.)

분류 API 이름 설명 공급 업체명 사용료

각종 
마스터계 

API

농작물 마스터 농작물 이름의 마스터 정보 Nextscape 무료

농사 마스터 농사 이름의 마스터 정보 Nextscape 무료

농약 마스터
농약의 명칭, 종류, 유효성 구분 등 기본 정보 
제공

농림수산소비
안전기술센터

무료

비료 마스터 비료의 명칭, 종류 등 기본 정보 제공
농림수산소비
안전기술센터

무료

농사 기본 온톨로지 
(AAO)

농사 어휘 사전. 농사 용어 사이의 관계 정보 
제공

농업연구소기구 
국립정보학

연구소
무료

농작물 어휘 체계 
(CVO)

농작물 어휘 사전. 농작물의 기본 정보 (학명,
영명, 동의어) 제공

농업 연구소기구 
국립정보학

연구소
무료

영농 관리 
시스템 API

농업 종사자 　 Nextscape 무료

포장 관련 　 Nextscape 무료

지도 API 지도 정보
배경지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도 데이터 및 
항공 사진 데이터 (항공 사진에서 1의 상세지도) 
/ API / Public / Map

NTT 공간 정보 유료

농지 API

농지 핀 정보 
데이터

각 농지의 중심 좌표 (위도·경도) 데이터 농림수산성 무료

필지 폴리곤
농지의 구획 모양, 용·배수의 정비 상황을 GIS
화한 데이터

농림수산성 무료

기능 폴리곤
논농사, 밭농사, 용수로 등 농지 이용 현황 
데이터

농림수산성 무료

　기상 API

날씨 예보 정보 기상청 발표 기상 예보 하렛쿠스 무료

기상 정보의 과거 
정보

1㎞ 메쉬당 추정 실황 값 하렛쿠스 유료

기상 메쉬 정보의 
예보 정보

HalexDream. 1㎞ 메쉬마다 예측 데이터. 하렛쿠스 유료

기상 특별 경보·
경보·주의보

기상청 발표에 경보·주의보 API 하렛쿠스 유료

장기예측 일별 기상 정보
주식회사 라이프 
비즈니스 웨더

유료

지역 날씨 부현 날씨 데이터 기상청 무료

재배 관리 
API

성장 예측 정보
쌀·밀·콩의 성장 예측, 벼의 적정온도 장애에 
관련되는 추비 진단·수확 적기 진단 정보 제공

비전 테크 유료

토양 API

축척 20만 분의 1 
토양도

토양 특성 별 지형 데이터 (축척 20만 분의 1) 농업 연구소기구 검토 중

축척 5만 분의 1 
농경지 포괄적 

토양도
토양 특성 별 지형 데이터 (축척 5만 분의 1) 농업 연구소기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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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류 API 이름 설명 공급 업체명 사용료

센서 API

측정 단위 센서의 측정 단위 정보 Nextscape 무료

측정 항목 마스터 센서의 측정 항목 마스터 정보 Nextscape 무료

센서 마스터 센서의 마스터 정보 Nextscape 무료

데이터 스트림 센서 데이터 스트림 정보 Nextscape 무료

측정대상 위치, 
범위

센서의 측정 대상의 위치, 범위 정보 Nextscape 무료

센서 집약지역 위치 센서의 집약지역의 위치 Nextscape 무료

측정 조건 센서의 측정 조건 정보 Nextscape 무료

측정 결과 센서의 측정 결과 정보 Nextscape 무료

센서 집약지역 센서 집약지역 정보 Nextscape 무료

벼품종
데이터

베이스 관련 
API

벼 품종 데이터
베이스 특성 검색은 

OData를 사용

벼 품종의 육성 경과, 형태적 특성, 생태적 
특성, 품질 및 맛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농업 연구소기구 검토 중

벼 품종 데이터
베이스 특성 
(품종 공통)

벼 품종의 육성 경과, 형태적 특성, 생태적 
특성, 품질 및 맛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농업 연구소기구 검토 중

벼 품종 데이터
베이스 품종 정보 
검색은 OData를 

사용

벼 품종의 육성 경과, 형태적 특성, 생태적 
특성, 품질 및 맛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

농업 연구소기구 검토 중

데이터 가공 
API (ETL)

ETL Uploader 
작업 관리

ETL 작업 등록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ETL 정의 데이터 
관리

ETL 정의 데이터의 등록, 검색, 삭제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ETL 정의 데이터 
관리 (반복실행용)

반복실행 ETL 정의 데이터의 등록, 검색, 삭제 
기능을 제공

　 무료

ETL 작업 로그 
관리

ETL 요청 로그 검색, 삭제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ETL 차이 감지 
데이터 관리

ETL 차이 감지용 데이터 검색, 삭제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ETL 후처리 요청 
관리

ETL 후처리 요청 데이터의 등록, 검색, 삭제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ETL 후처리 작업 
관리

ETL 후처리 작업 등록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ETL 후처리 로그 
관리

ETL 후처리 로그의 등록, 검색, 삭제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반복실행 
작업 API 

(ETL)

ETL 반복작업 정의 
관리

ETL 반복작업 정의 데이터의 등록, 검색, 
업데이트, 삭제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ETL 반복실행 작업 
실행 로그 관리 

ETL 반복작업 시작 로그의 등록, 검색, 삭제 
기능을 제공

Nextscape 무료

자료: 와그리넷 홈페이지(www.wagri.net: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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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GRI의 데이터 취급 및 관리

❍ WAGRI에는 공공 및 민간데이터가 유통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있어 많은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와 기업이 소유권을 가진 데이터가 임

의로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을 해소시키고 WAGR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취급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표 2-8  WAGRI의 데이터 취급관리

구분 시스템으로서의 대책 규정의 정비

농업인
개인 데이터를 WAGRI 운영사업자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영역
을 구축

농업인과 WAGRI 이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서
를 정비

기업
개인 데이터를 WAGRI 운영사업자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

WAGRI의 운영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
하는 규약을 정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8).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WAGRI의 데이터 취급 및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대책

- 농업인등이 ICT 벤더의 영농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WAGRI상에 개인 데

이터를 관리·보존하는 경우, 이는 Private 데이터로서 WAGRI 운영 사업

자도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 또한 WAGRI에 접속하는 민간기업이 타인과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공유할 

경우, “어떤 데이터”를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

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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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WAGRI상의 시스템 대책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8).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WAGRI의 데이터 취급 및 관리: 규정의 정비

- 농림수산성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음.

- WAGRI에서 이용자와 운영 사업자가 체결하는 규약에는 데이터 시스템 

제공자와 WAGRI의 각종 API가 체결하는 데이터 제공 규약, WAGRI와 

데이터 이용자가 체결하는 데이터 이용 규약,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모

두 행하는 자와 WAGRI가 체결하는 데이터 제공 이용 규약이 있음.

- 그리고 데이터 이용자와 농업인 간에는 계약서의 형태로 규약을 체결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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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WAGRI 활용에 따른 규정의 정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8). 『농업분야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 WAGRI의 활용 사례

❍ WAGRI는 2019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효과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 WAGRI를 활용한 사례로 히타치 솔루션이 WAGRI를 활용하여 작업효율

화를 도모한 사례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WAGRI가 실제

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음.

❍ 히타치 솔루션의 “WAGRI를 활용한 밀재배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 히타치 솔루션은 이바라키현 반도시(茨城県坂東市)에서 밀재배 확대를 도

모하기 위해 WAGRI 활용을 통한 작업효율화의 성과를 실증하는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음.

- 이 프로젝트는 농업인과 보급지도원이 히타치 솔루션이 제공하는 영농 관

리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의 IT 보급의 과제를 해결함과 동

시에 빅데이터 활용형 농업의 실현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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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히타치 솔루션은 자사의 영농 관리 시스템인 GeoMation 지리 정보 

시스템에 WAGRI가 제공하는 농지, 토양, 기상, 생육 예측 데이터를 활용

하였고, 각각의 포장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해당 포장에서 이루어진 작부 

및 작업 실적, 시비, 추비량 등의 정보를 클라우드상에 입력·공유하였으며, 

이를 보급지도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그림 2-19  히타치 솔루션의 밀재배 지원 클라우드 시스템 전체구조도

자료: 신동철(2019).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서 재인용.

❍ 밀재배 지원 클라우드 시스템의 주요 업무프로세스: 농업인

-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밀의 시비 및 파종 기간인 11~12월에 

각각의 포장도에 품종 및 파종일을 GeoMation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이후 보리밟기 시기인 이듬해 1~2월에는 GeoMation 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작업을 실시

- 경립기인 3~4월에 들어서는 GeoMation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생육 

예측을 확인하고 추비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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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4~5월 사이인 출수기 추비 기간에는 WAGRI를 이용해 포장마다의 

추비량을 확인하고 실제 추비량을 포장에 입력하며, 6~7월에 밀 수확을 실시

그림 2-20  히타치 솔루션의 밀재배 지원 프로젝트 업무프로세스 개요

자료: 신동철(2019).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서 재인용.

❍ 이바라키현 개량보급센터 보급지도원의 업무프로세스

- 농업인의 이러한 체제에 맞춰 이바리키현 개량보급센터의 보급지도원들은 

3~4월에 생육 작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엽록소 수치를 획득, WAGRI

에 입력·공유

- 이후 8월부터는 포장별 품질조사를 실시하여 밀의 단백질 함유량 등의 조

사 결과를 WAGRI에 입력

- 그리고 농업인 및 보급지도원이 입력·공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장별로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며, 해당 결과는 11월에 농업인이 참석한 

연구회에서 보고되고 다 같이 개선사항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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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클라우드로 축적된 농작업 데이터와 생육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포장별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듬해 밀 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를 실시함.

□ WAGRI 데이터 클라우드 활용 기대효과

❍ 이처럼 WAGRI를 활용한 히타치 솔루션의 프로젝트 사례처럼 농업클라우드 

서비스로서 WAGRI는 농업인 및 보급조직,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양

한 메리트를 제공하게 됨.

❍ 농업인 입장에서의 WAGRI의 이용 장점

- WAGRI 시스템 내에 농지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이 용이

- 장기 작업 계획 설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정확성 도모

- 또한 인접 농지의 정보를 참고로 한 다양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귀농 

장벽의 저하로 인한 농촌사회의 유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 가능

❍ 영농지도를 담당하는 보급조직 입장에서의 WAGRI의 이용 장점

- 작물 생육 단계에서의 정확한 장기 작업계획, 치밀한 정보에 따른 보다 정

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며, 

- 이를 농가의 영농지도에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이라는 효과를 얻

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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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WAGRI 활용에 의한 생산현장 측면의 장점

구분 WAGRI 활용 WAGRI 미활용 시의 대응

데이터 
공유기반의 

구축

생산자
농지 데이터 구축 노력의 감소
GIS 도입 장벽의 저하

수작업으로 인한 농지 데이터 구축 노력 
증가
GIS 도입 장벽의 상승보급조직

작업계획
(장기)

생산자
과거 실적 및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장기 작업 계획 수립
귀농 장벽의 저하

과거 실적 및 경험에 의존한 장기 작업 계
획 수립
귀농 장벽의 상승

보급조직
당해 연도 기상예보에 근거해 작물생
육단계 마다의 조사작업 계획 수립 용이

과거 실적에 근거한 작업 계획 입안이 필요
기후변동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증가

작업계획
(단기)

생산자
경운, 농약살포, 수확 등 기상 상황에 
좌우되는 작업의 판단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상상황
에 좌우되는 작업 실시에 대한 판단 애로

분석 및 
의사결정

생산자
인접 농지의 정보를 참고로 다양한 
의사결정 가능
귀농장벽의 저하

과거 실적 및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
귀농 장벽의 상승

보급조직
생산자가 입력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에 의한 분석 가능

보급조직이 수집한 정보만 활용함에 따
라 정확한 분석 애로

자료: 신동철(2019).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서 재인용.

❍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장점 

-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인증 시스템 및 API의 사양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시스템내에서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용이해짐.

- 또한, 농지 단위의 작업 기록을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 데이터로서 등

록·관리할 수 있게 되며, 많은 생육 기록에 근거한 높은 예측 수준을 실현

할 수 있게 됨.

- 그 밖에 다품종에 대응한 생육 예측 API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측을 위한 

설명변수 데이터는 예측대상 연월에 따라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해당 데이

터를 따로 입력할 수고도 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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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WAGRI 활용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장점

구분 WAGRI 활용 WAGRI 미활용 시의 대응

데이터의 효율적인
취득

모든 데이터가 통일된 인증시스템 및 
API 사양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시스
템 내에서의 활용 용이

각 연계 대상 사이트마다 작업
각기 다른 데이터 포맷으로 인해 GIS 작업 
등 처리 애로

데이터 구축의 간편성
농지 단위의 작업 기록을 별도의 프로
그램 개발 없이 가능

작업 기록의 등록에 있어 현장의 요건에 
따른 개개의 DB 구축 필요
관련 API 별도 개발 필요

풍부한 데이터에 근거한 
생육 예측

많은 생육기록에 근거한 높은 예측 수
준 실현
다품종에 대응한 생육 예측 API
예측을 위한 설명변수 데이터는 예측 
대상 연월에 따라 자동 계산되기 때문
에 해당 데이터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음

대량 생육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수집하고 
예측 모델의 튜닝이 필요
WAGRI와 동등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은 업체수준에서 불가능
예측을 위한 설명변수 데이터를 별도 수집
하여 모델에 입력 필요

유연한 데이터 구조
GIS소프트웨어에 의한 다양한 처리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

별도 GIS 구축 시 데이터 정제를 시스템에 
맞게 별도로 해야 함

자료: 신동철(2019). “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에서 재인용.

□ WAGRI 사례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공공, 민간 조직에 흩어져 있는 농업 관련 데이터를 통합제공하여 새로운 서

비스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농지데이터, 기상데이터, 각 농업조직들의 생산, 유통 데이터들을 축적하

여 활용이 용이하게 API로 제공

- 하지만 아직 제공 데이터의 공백이 많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아 지속

적으로 투자가 필요함.

- 스마트팜 ICT 장비들과 농기계, 드론 등 기계장치 데이터 등을 수집 제공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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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음성인식장치 등을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SaaS 개발 시 활용 지원

- 농지, 토양, 기상 등을 지도 API로 매시업하여 제공하면 응용 서비스 개발 

시 매우 간편해질 수 있음.

- 히타치 솔루션은 밀재배 지원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자체 GeoMation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반이 없는 기업들도 GIS 기반 서비스를 SaaS로 개발 시 용이할 수 있음.

- 음성인식모듈 등을 PaaS 서비스 컴포넌트로 제공하여 SaaS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공공데이터와 민간회사의 상업적 데이터를 획득하여 제공 시 데이터 계약 및 

과금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정비되고 있음.

- 데이터 취급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누출 및 기업 소유 데이터의 보호

-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거래소로서 자리매김할 기반을 갖춰가고 있음.

2.2. 후지쯔의 아키사이(AKISAI) 클라우드

□ 서비스 개요

❍ (주)후지쯔에서는 약 10년 전인 2005년에 농업분야에 새로운 서비스 모델 제

공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Akisai(秋彩)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착안

하여 2008년에 食·農 클라우드 Akisai를 탄생시켰으며 4년간의 실증을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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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사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경영, 생산, 판매부분

으로 구성되어 노지재배, 시설재배, 축산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부문>에는 중견 농업법인을 위한 경영관리, 대규모농업법인을 위한 농

업회계, 농업위원회를 위한 농가대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21  AKISAI 클라우드 전체 구성도

자료: ㈜ 지농 내부자료.

□ 핵심서비스

❍ 경영관리 SaaS

- 농업법인들의 회계, 인사, 세무관리 등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SaaS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솔루션은 세무사들과 연계하여 

회계, 급여, 세무신고 등을 법인체가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렇게 농업전문 세무사 등과 연대하여 최신 제도·세제에 대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농업법인에 가장 효율적인 농업경영관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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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상 업무 중 입·출하 전표의 취급구분만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나누

어지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도 서비스 활용을 받을 수 있고, 발생주의 입

력에 의해 결제예정 전표도 자동 작성되기 때문에 자금관리에도 활용이 가

능함.

- 더욱이 법인 세금 신고서, 소비세 신고서도 입력한 회계 데이터에 의해 자

동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음.

그림 2-22  F&AGRIPACK 경영관리 서비스

자료: 농촌진흥청(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 농업생산관리 SaaS 집약 관리

- 농업인의 생산현장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지유통조직은 종합적 생산계획, 생산이력, 수확량 예측, 수급

조절 및 영농지도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식품가공 도소매까지 연결하여 체계적인 데이

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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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생산경영관리 SaaS 업무 프로세스

자료: 농촌진흥청(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 세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 <계획단계>에서는 재배지침, 재배이력, 작부검토, 작부계획, 적기관리, 

생산계획, 작업계획, 작업예정, 수확계획, 출하계획, 영농계획책정 지원, 

GAP 점검시트 등을 관리

  ∙ <기록단계>에서는 작업일기, 작업기록, 작업수정, 관찰사진, 수확기록, 

출하기록, 자재매입기록, 기상데이터 기록, 공급량 회답, 서류관리, GAP 

체크 등을 관리

  ∙ <확인단계>에서는 작업달력, 작업이력조회, 작업진도·평가, 작업계획 일

람, 작업 실적, 자재재고 확인, 수확 실적, 사진검색, 비용집계, 간이분석, 

센서 데이터, 기상데이터, 재배상황, 생육예측, GAP 달성도 확인, 지도참

조 등을 관리

- 농업인이 포장에 스마트팜 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축적되어 생육예측 및 GAP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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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SaaS & 시설환경제어 박스(box) 

- 아키사이는 UECS(유비쿼터스 환경제어시스템: Ubiquitous Environment 

Control System)로서 자율분산형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데, UECS는 각 

스마트팜 장비들의 통신표준으로서 이를 준용한 제품들 간에는 상호운용

이 보장되는 체계임.

- 이 서비스에서는 온실과 클라우드를 접속해 데이터의 계측·장치제어를 수

행하는 기본서비스와 온도, 습도, CO2, 토양수분으로 복수장치를 제어하

는 복합제어옵션이 가능하며, 작물과 시설 등에 의해 최적인 환경제어를 

수행하는 옵션기능이 있음.

- 유럽의 회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앙집중관리형 시스템에 비해 본 시스템

은 UECS(유비쿼터스 환경제어시스템: Ubiquitous Environment Control 

System)로서 자율분산형 시스템으로 종래보다 도입비용이 저렴하고 설치

가 용이하며, 유지관리가 뛰어나고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음.

- UECS 기반 스마트팜 기기들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는 아키사이 시설원예 

SaaS로 축적되어 생산과정의 시각화와 온실의 원격감시, 장치의 원격제어

가 가능하고 적기 작업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질 높은 농산물을 안정

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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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시설원예 SaaS와 UECS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자료: 농촌진흥청(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 우보(牛步) SaaS

- 우보 SaaS는 축산 농장에서 소의 임신진단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소의 소

의 행동 특성을 이용해 우보기(소 걸음 수 측정기)를 활용한 걸음 수 데이터

의 추이로 발정시간(발정징후)을 감지해 이용자에게 메일로 통지하여 수정 

기회를 맞춤으로써 높은 수태율로 번식이 가능하고 수태율 향상을 통해 운

영비용의 삭감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아래 그림처럼 우사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소에는 만보계 기능이 있는 

장치를 소 오른쪽 앞발에 부착하여 소의 발걸음 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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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소 임신 진단을 위해 만보계 및 송신기 설치 장면

자료: ㈜ 지농 내부자료.

- 이렇게 만보계와 게이트웨이를 통해 측정된 실시간 발걸음 수는 목장 사무

실의 인터넷 공유기를 거쳐 AKISAI 클라우드 서버로 축적되고, 축적된 데

이터를 분석하여 소의 정상적 발걸음 패턴과 비정상적인 발걸음 패턴을 학

습하여 소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됨.

- 특히, 임신이 가능한 가임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농업인에게는 매우 큰 도

움이 되므로 발정개시 판단 모델을 적용하여 농가에게 알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정적기 대비 8시간 전에 

수정하면 암소가 나오고 수정적기 8시간 내에 수정하면 수소가 나오는 확

률이 70% 수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눈으로 발정징후를 확인하는 데 24시간 감시가 필요

했지만 시스템에 의해 자동감시가 가능하여 시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또한 수정률 향상에 의해 정액 비용과 수정 작업을 줄일 수 있고, 

전농(JA)은 농가별 계획적인 운영을 지도할 수 있으며 생산제어를 통해 공

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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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소 발걸음 수를 통해 발정개시 시점 판단 그래프

자료: ㈜ 지농 내부자료.

그림 2-27  우보 SaaS 데이터 흐름도

자료: ㈜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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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ISAI 사례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UECS 기반 자율분산형 통신표준 체계에 의해 운용됨으로써 여러 회사들의 

이기종 제품 간 상호운용 가능

- 아키사이는 UECS(유비쿼터스 환경제어시스템: Ubiquitous Environment 

Control System)로서 자율분산형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데, UECS는 각 

스마트팜 장비들의 통신표준으로서 이를 준용한 제품들 간에는 상호운용

이 보장되는 체계임.

- UECS 기반 스마트팜 기기들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는 아키사이 시설원예 

SaaS로 축적되어 생산과정의 시각화와 온실의 원격감시, 장치의 원격제어

가 가능하고 적기 작업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질 높은 농산물을 안정

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

❍ 생산-판매-경영 전반에 걸쳐 이용가능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구축 제공

- 생산파트로는 노지(벼, 밭작물), 시설원예, 축산, 과수 등 다양한 작물에 맞

는 SaaS 시스템을 제공

- 소발정탐지시스템인 우보처럼 IoT 디바이스와 결합된 서비스 모델이 제공

- 경영관리 및 분석, 출하/판매 관리 등 생산자와 생산조직이 함께 이용가능

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

2.3. 일본전기(주)의 “농업 ICT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

□ 서비스 개요

❍ 일본전기(주)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시스템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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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사회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농업을 주제로 농

업 ICT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를 위한 서비스, 의료분야 서비스, 금융, 제조, 건

설, 운송/물류, 도매, 소매, 농수산, 이벤트 관광 분야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를 개발함.

- 농수산 분야로는 농지 기본 대장 시스템, 포장관리시스템, 영농지도지원시

스템, 농업기술 학습지원 시스템, 생산원가 데이터 활용 서비스, 집출하 컨

트롤 시스템, 상담회 지원 서비스, GAP 인증 지원 서비스, GIS 농지면적 

측량 서비스, 농업교육 서비스, 하우스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있음.

그림 2-28  일본전기(주)의 농수산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자료: NEC 솔루션 홈페이지(https://www.nec-solutioninnovators.co.jp: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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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소개

❍ 포장(圃場)관리 시스템

- 이 서비스는 원예 하우스의 경보 센서와 환경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원격으로 하우스의 상황 파악

이 가능한 서비스임.

- 농장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2-29  포장관리시스템의 세 가지 유형

구분 서비스 형식

소규모형
(농장이 한 곳인 

경우)

대규모형
(여러 농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영농지원형
(다수 농가를 
영농전문가가 
통합관리 지원)

자료: NEC 솔루션 홈페이지(https://www.nec-solutioninnovators.co.jp: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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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ICT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IoT 모듈을 구축하여 일본전기(주)와 

NEPON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팜 장비들을 클라우드로 수집하고 이 정보

를 이용하여 농장 환경모니터링 및 각종 구동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으며, 

영농지도원이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시보드로 구현하고 있음.

-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되도록 구현되어 있어 3가지 유

형별 서비스의 진화가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이 가능함.

그림 2-30  일본전기(주)의 농업 ICT 클라우드 중 포장관리시스템 구성도

자료: 농촌진흥청(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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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지도 지원 서비스

- 산지에서 영농지도원은 작물 자체의 생산기술 지도와 새로운 작물에 관한 

지도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기술·경영지도, 농축산물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

고 농업경영 전체에 대한 농가의 상담 창구가 되는 동시에 지도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 지금까지 농업분야에서 ICT 이용의 전형적인 접근법은 포장에 기온, 일사 

등을 계측하는 센서를 설치해 포장 정보를 정량화해 생산자의 작업 판단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나, 본 서비스를 통해 농장의 환경과 작업과정을 스마트

팜 기술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하게 되었음.

- 이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일본 내 대표적인 과수인 감귤에 적용하여 산지별

로 다양한 품종을 생산해 산지(産地) 브랜드(brand)화하여 출하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즉, 일본의 농업산지는 산지 단위에서 생산 지도 담당자인 JA(전국농업협

동조합연합회)의 영농지도원 혹은 행정의 보급지도원이 농업인을 지도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지도를 구현하고 있음.

- 이는 최근 보급 지도, 영농 지도를 하는 인원이 계속적인 감소 경향에 있고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인의 지도원이 200가구 이상의 

농가를 담당해 지도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도 다수

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질지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로 수집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PDCA 사이클을 기본 업무 철학으로 하여 생산자 지도(Plan), 농장에서 농

작업(Do), 생육상태 체크(Check), 수확목표 결정 및 피드백(Action) 등의 

4가지 사이클에 맞게 영농지도를 함에 있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농장에 설치된 스마트팜 장비로부터 환경/제어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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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으로 생육정보 조사(크기, 산도, 당도 등)

  ∙ 출하 시 선별기를 통해 출하평가(등급, 당도, 산도 등)

  ∙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영농지도 서비스 제공

그림 2-31  영농지도원의 업무 프로세스

자료: 농촌진흥청(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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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지도원용 태블릿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영농지도 시 기

록된 데이터를 조회하여 활용하고 현장지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음.

- 당도선별기를 통해 축적된 농장별 선별결과를 이용하여 목표관리 및 농가

지도까지 진행하고 있음.

그림 2-32  영농지도원의 농가 지도 내용

자료: 농촌진흥청(2016). 『일본의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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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업 서비스와의 제휴와 협력 체계

❍ 일본전기(주)의 농업 ICT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파트너 

기업들을 위한 얼라이언스 사업을 2018년 10월 발표함.

- 얼라이언스 브랜드명: agrinet

❍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각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

가공, 축산, 수산, 제조, 의료 등 폭넓은 업종에 대한 본 서비스 기반의 제공을 

추진하고, 사업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이 얼라이언스 사업에서는 여러 파트너 기업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대

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함.

- 파트너 기업에 의한 Agrinet의 재판매 및 서비스 기반을 활용한 자사 브랜

드로의 서비스화 추진

- 서비스 기반과 파트너 기업의 서비스의 제휴를 추진하고 환경센서 정보 등 

서비스 기반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파트너 기업의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짐.

- 서비스 기반과 파트너 기업의 환경 센서나 환경 제어반 등의 기기의 제휴를 

추진함으로써 본 시스템이 포괄할 수 있는 기기 장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

업인들의 이용 편리성을 높임.

❍ 일본전기와 NEPON은 현재 8개 회사와의 협업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3년간 

총 50개 회사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음.

- ㈜하이템은 에그팜오트메이션(채란양계시설) 내의 기기 가동 및 작업 공정

을 일원관리할 수 있도록 본 서비스와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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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는 딸기의 신규 취농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하우스의 환경 센싱/

환경제어에 본 서비스를 채용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신규 

취농자에 대한 하우스의 원격관리에 적용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

지도를 진행하고 이 역시 영농지도지원서비스 패키지를 자사의 브랜드화

하여 전개하고 있음.

- 일본 IBM(주)는 IBM Cloud와 본 서비스 기반을 제휴하여 모범농가의 영

농기술이나 노하우를 재현한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

용하여 신규 농업인들이 농사를 망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

며, 대규모화를 지향하는 농업법인들에게도 본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농

장관리가 가능하도록 AI 서비스를 개발 중임.

□ 농업 ICT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일본전기(주)는 사회솔루션 사업으로서 농수산 분야에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

을 클라우드로 개발하여 제공

- 농업인에게 필요한 생산관리 파트, 영농지도원용 시스템, 농업인 교육 시

스템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

- GAP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인이 스마트팜 이용 및 SaaS 서비스 이

용 시 자동으로 인증관리와 연계

❍ 농장관리 시스템을 영농형태별로 3가지 유형으로 선택 이용 및 확장 가능하

도록 제공

- 소규모형, 대규모형, 영농지원형 등 규모와 조직형태별로 서비스를 구성

-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되도록 구현되어 있어 3가지 유

형별 서비스의 진화가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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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지도원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지조직들이 농업인을 관리, 지도

- 영농지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영농지도 서비스 구현

- PDCA 사이클을 기본 업무 철학으로 하여 생산자 지도(Plan), 농장에서 농

작업(Do), 생육상태 체크(Check), 수확목표 결정 및 피드백(Action) 등의 

4가지 사이클에 맞게 영농지도하는 모델을 적용

❍ 타 기업 서비스와의 제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확대

- 각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축산, 수산, 제

조, 의료 등 폭넓은 업종에 대한 본 서비스 기반의 제공을 추진함.

- 일본전기와 NEPON은 현재 8개 회사와의 협업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3년

간 총 50개 회사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음.

2.4. 낙농/축산농가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팜노트

□ 서비스 개요

❍ ㈜팜노트(www.farmnote.jp)는 2013년 11월 설립 후 “세계 농업의 두뇌를 만

든다”는 이념으로 Internet of Animals의 세계를 실현하기위해 스마트팜 기술

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낙농/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핵심서비스로 2014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우군(牛群)관리시스템 Farmnote

를 판매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IoT 기술을 적용하여 소에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접목한 Farmnote Color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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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소개

❍ Farmnote

- 최적의 목장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N-Screen 기술을 적용하여 PC-태

블릿-스마트폰을 통합적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클라우드 플랫폼은 Amazon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mazon Web Services 

(AWS)”를 베이스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였음.

그림 2-33  Farmnote 클라우드 서비스

자료: 팜노트 홈페이지(https://farmnote.jp: 2019. 11. 28.).

- 본 서비스는 현재 3,500여 축산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과금체계는 다

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되고 있음.



110   ❙

그림 2-34  Farmnote의 과금체계

자료: 팜노트 홈페이지(https://farmnote.jp: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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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note Color

-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축용 IoT 센서를 이용하여 Farmnote Color 시스템

을 개발하였음. 소 활동량과 반추 시간, 휴식량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축의 발정 증상이나 질병 의심을 감지하고 생산자의 스마트 폰이나 PC

에 흔적 통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2-35  Farmnote의 과금체계

자료: 팜노트 홈페이지(https://farmnote.jp: 2019. 11. 28.).

- Farmnote Color의 기반 시스템은 3,500여 축산농가들이 기록관리하는

데 사용 중인 Farmnote이며 이 시스템에 Add-On 서비스로서 소에 목걸

이형 IoT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활동량을 수집, 클라우드로 전송함.

-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의 활동, 반추, 휴식을 계산하고 이 정보에서 

번식에 중요한 발정, 질병 예측을 인공지능으로 탐지하여 농업인에게 스마

트폰 등으로 전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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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노트 사례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클라우드 플랫폼은 Amazon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mazon Web Services 

(AWS)”를 베이스로 개발

- PaaS 개발 모듈을 잘 활용하여 IoT 데이터를 수집, 정제, 가공, 분석하고 

있으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SaaS 서비스를 개발 제공

❍ 축산농가 생산관리 웹시스템인 Farmnote와 소 행동탐지 디바이스인 Farmnote 

Color를 단계별로 개발하여 농가 확대하고 다양한 과금 서비스 제공

- 2014년 Farmnote 출시, 2017년 Farmnote Color 출시

- 100두 이내는 무료, 200두까지는 두당 40엔 등 과금체계를 통해 많은 농

가 확보

3. 국내 농업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

3.1. 딸기농장의 단기체감모델 시범사업 서비스

□ 대상 서비스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스마트팜 빅데이

터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통해 농가 생

산성 향상과 서비스 활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민간기업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상용화를 목적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연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시스템의 명칭은 농장산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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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5개 딸기농가에게 App과 Web 버전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 사업명칭: 스마트팜 빅데이터 기반 단기 체감모델

- 서비스 대상 농가: 딸기(설향) 125개 농가

  ∙ 전북(25), 전남(25), 경남(25), 경북(25), 충남(25)

❍ 기존의 스마트팜 환경센서데이터의 경우 수집되는 센서의 정보만을 표출하

여 3~5분 형태의 데이터로 보여주지만, 농장산책 서비스의 경우 환경 센서데

이터를 1분 단위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보여주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센서

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DIF 관리, 이슬점 관리, 수분부족분 관리, CO2 관리 

등 다양한 주제별 서비스를 농가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장비보다 가격이 저

렴함.

□ 주요 서비스 소개

❍ 농장산책 서비스는 농업인 스스로 시설의 환경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영농 

환경관리 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규모 단동 비닐하우스

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영농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

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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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스마트팜 빅데이터 기반 단기 체감모델 - 서비스 구성도

자료: ㈜지농 내부자료.

❍ (환경 모니터링) 센서장비가 설치된 시설 내부의 온·습도, 일사량, CO2, 근권

온도를 실시간(최근 3시간, 1분 단위)으로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음.

❍ (환경관리) 영농 시 관리가 필요한 일출(몰)온도, 주야간 온도차이(DIF), 수분

부족분, 결로 등을 실시간(1분 단위)으로 그래프 또는 계기판(안전, 주의, 위

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음.

❍ (병해진단) 딸기(설향) 주산지(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농가 125호를 대

상으로 데이터 수집과 병해예찰 모델(잿빛곰팡이, 응애)을 개발하여 서비스 

진행 중에 있음.

❍ (컨설팅서비스) 환경센서데이터와 생육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컨설턴

트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육조사, 병해진단, 데이터컨설팅 서비스를 주

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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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스마트팜 빅데이터 기반단기 체감모델 - 농장산책 장비

자료: ㈜지농 내부자료.

❍ 장비구성: 내부 온습도센서, 근권부센서, CO2 센서, 일사센서, 외부기상대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내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

어 환경관리의 편리성·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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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스마트팜 빅데이터 기반단기 체감모델 - 농장산책 App 서비스

자료: ㈜지농 내부자료.

❍ App: 구글스토어 검색(농장산책)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SNS 로그인(카톡)

서비스와 연동하여 로그인이 간편하고 기능조작이 쉽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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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스마트팜 빅데이터 기반단기 체감모델 - 농장산책 관제서비스

자료: ㈜지농 내부자료.

❍ 기존 스마트팜은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초기 진입이 제한적이지만, 농장산책 

서비스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 수집/저장/관제까지 진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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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스마트팜 빅데이터 기반단기 체감모델 - 농장산책의 클라우드 구성

자료: ㈜지농 내부자료.

❍ 농업빅데이터 클라우드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래폼(NBP)를 이용하여 서비스

하고 있음.

그림 2-41  스마트팜 빅데이터 기반단기 체감모델 - 농장산책의 과금체계

자료: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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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산책의 과금체계는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부터 통합브랜드 조직형까지 

의 가격을 책정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 단기체감모델 사례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농자재 기업의 빅데이터 서비스와 클라우드의 결합

- 농지 면적 및 농업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

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영농 모델로 농업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결합 진행

❍ 시설하우스 생육환경 분석해 병해충 예측 및 방제 통합 관제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 농업인/컨설턴트(환경데이터), 컨설턴트(생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

의 방제예측 관제 서비스 구성

❍ 소규모 농가 생산성 향상 위한 저비용·초간편 디지털 농업 모델

- 대규모 유리온실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동 비닐하우스에도 저렴한 비용으

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영농 확산

3.2. 노지 스마트팜 모델: 화성시 포도 관제 서비스

□ 대상 서비스 개요

❍ 스마트팜 도입에 적합한 화성시의 포도 농업 구조

- 화성시는 포도 재배면적 1,006ha로 경기도 1위, 전국 6위의 포도 작목 주

산지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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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관내 28개 읍·면동 중 송산, 서신, 마도 등 3개 면에 생산지역이 모

여있고, 재배품종 중 95% 이상이 캠벨얼리로 집중도가 높아 균일한 환경

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여 포도 생육 알고리즘 연구개발에 유리함.

❍ 시설원예 중심 스마트팜에서 벗어나 노지 과원의 특성에 맞는 포도 전용 원격

제어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용화 현장 적용

- 그동안 스마트팜 기술은 온실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고가 장비 위주로 

제품 상용화

- 가격이 높고 기능이 복잡한 기존 스마트팜 기자재는 경영자 역량이 부족한 

고령, 소규모 농가에서는 진입 장벽이 있었음.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세한 노지 농가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포도 

과원 전용의 저가형 스마트팜 장비와 자동화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

가에 보급하고 있음.

❍ 기상재해, 돌발병해충 발생이 빈번한 노지 농업의 영농애로를 해결하는 솔루

션으로 미시 기상관측 네트워크 및 병해충 정보 알림망 구축

- 기후변화, 개화기 저온피해 등 기상재해, 꽃매미, 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으로 농가소득 감소 등 피해 극심

- 기상청의 동네예보 서비스로는 화성시 전역의 기상정보를 촘촘하게 파악

할 수 없어 국지 기상 데이터 수집용 기상 측정 장비 설치(10개 지점)

- 수집한 기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화성시 전역 기상 분포 지도 생

성 및 적산온도 분석을 통한 포도 생육단계 예측, 온습도 자료를 이용한 병

해충 발병 예측 안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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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성 송산포도 스마트팜 기술 농업혁신대회 최고상 수상 기사 주요내용

화성시는 전북 장수군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열린 2019 농업기술보급혁신 경진대회에서 스마트농업 기반구축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시는 2015년 전국 처음으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내부가 아닌 노지(밭이나 과수원) 전용 포도 스마트
팜 프로그램을 개발, 관내 농가 66곳에 시범 사업으로 보급했다.

자료: 연합뉴스(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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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서비스 소개

❍ 포도 원격농장관리시스템과 병해충 예측시스템으로 구성

- 포도 원격농장관리 시스템은 농장에 센서노드, 제어노드 등 사물인터넷 장

비를 설치하고 농업인이 스마트폰 등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원관측 데

이터를 조회하고 관수기 등 제어설비를 원격지에서 제어하는 농장운영시

스템임.

- (전용 스마트팜 장비) 노지 환경에 맞게 통신망, 전기망 구성이 자유로운 구

조로 저비용의 저가형 ICT 장비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

- (통합 관제시스템) 농장 환경데이터, 생육데이터, 농가작업일지 등을 한화

면에 집적한 대시보드 서비스를 운영하여 농가지도업무에 활용함.

- (농업인용 서비스) 농업인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데이터 조회 및 관수 

등 원격제어 관리를 할 수 있음.

그림 2-42  화성 포도 관제시스템 전체 구성

자료: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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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 예측시스템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관내 대표 기상관

측 지점에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국지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

집·분석해 포도 생육단계 예측, 기상위험 예측, 병해충 발병 예보 정보 생

산에 활용하는 지도사업 지원시스템임.

- (GIS 분포지도 서비스) 10개 기상관측점에서 수집한 기상데이터를 공간내

삽법에 의해 처리하여 화성 전역 기상정보를 표현한 날씨분포도 생성

- (병해충 발생 예측) 온도, 습도 등 기상 데이터와 병해충 예측 감염 모형을 

적용해 병충해 발병 위험 단계를 안전, 예보, 주의보, 경보로 지수화

- (기상재해 발생 예측) 기상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해, 저온해(상해), 고

온해 등 위험경보 발령

그림 2-43  포도 과원 기상관측시스템 구성

자료: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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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원격농장관리시스템 세부 내역

- (전용 스마트팜 장비) 전기선, 통신선 가설이 어려운 노지 과원 환경을 고려

하여 태양광 발전, 무선 통신망 구조로 장비 구성을 설계하였으며 농가 통

신비 절감을 위해 사물인터넷 통신기술을 적용함.

그림 2-44  포도 과원 전용 스마트팜 기자재

자료: ㈜지농 내부자료.

- (통합 관제시스템) 다수(65개소) 농가의 현재 운영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농장의 상태정보(이상/정상), 환경정보, 제어이력정보를 

집약하여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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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다수 농가 모니터링용 통합관제시스템

자료: ㈜지농 내부자료.

- 개별 농가에 대해 현재의 운영상태, 생육사진, 실시간 환경정보를 차트로 조회

그림 2-46  개별 농가 집중 보기 차트

자료: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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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비교 대상 농가에 대해 관리되고 있는 환경정보를 표와 그래프 형태로 표출

그림 2-47  센싱 요소별 데이터 비교 서비스

자료: ㈜지농 내부자료.

- (농업인용 서비스) 본인 농장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정보 및 날씨정보, 가격정

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농가의 영농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영농일지 제공

그림 2-48  농업인용 모바일 서비스

자료: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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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생육 단계에 맞는 목표 토양수분값을 설정하고 현재 적산온도(생육단

계 판정), 토양수분(관수 유무 판정), 기상예보(관수 시점 판정) 정보를 종

합해 정밀하게 관수 제어 전략을 운영하는 지능형 관수제어 서비스 구현

그림 2-49  지능형 관수제어 서비스

자료: ㈜지농 내부자료.

❍ 병해충 예측시스템 세부 내역

- (GIS 분포 서비스) 매 10분 단위로 현재 날씨 분포 지도와 내일, 모레의 일

별 날씨 예보 지도 생성

그림 2-50  지도 위에 화성 전역 날씨 예보 정보 표출

자료: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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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시설별, 품종(캠벨얼리, 거봉)별 생육 단계 도달 일자 분석

그림 2-51  생육 단계 예측 지도 서비스

자료: ㈜지농 내부자료.

- (병해충 발생 예측) 노지, 시설, 품종(캠벨얼리, 거봉)의 병(흰가루병, 잿빛

곰팡이병 등 4종), 해충(장님노린재, 미국선녀벌레 등 4종) 발생 예측 지도 

생성(해충 최대 미래 +7일, 병은 +2일)

그림 2-52  병해충 발생 예측 지도

자료: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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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재해 발생 예측) 노지, 시설, 품종(캠벨얼리, 거봉)의 기상위험(동해, 

고온해, 저온해, 야간고온해) 발생 예측 지도 생성(최대 미래 +7일)

그림 2-53  포도 과원 기상관측시스템 구성

자료: ㈜지농 내부자료.

□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국내 농업 환경과 농가 역량에 맞는 한국형 농업클라우드 기술 개발

- 국내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소농은 사용하기 쉽고, 농가 활용 목적에 최적

화되어 있으면서 저비용의 투자로도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맞춤형

(예: 센싱 전용 서비스, 제어 전용 서비스 등) 제품이 적합함.

- 화성포도클라우드 시스템은 관수기의 원격 구동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

향하고 있으며 H/W와 S/W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동

❍ 농업용 장비(센서부, 제어부)의 낮은 신뢰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농업클라우드 기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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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센서 중 온·습도를 제외한 일사량, CO2, 토양수

분, EC, pH 센서는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측값의 정확성,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분석 서비스 개발에 애로 발생

- 기본 센서들의 정확도를 높여 적산온도 관리, 병해예찰 등 서비스 개발 시 

신뢰성 더욱 갖추어야 함.

❍ 미시 기상대 설치 등 노지 스마트팜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공 서비스로 구축

- 화성포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의 경우 관내 권역별로 설치한 10개 기상대

로부터 미시 기상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어 기상청 제공 정보보다 높은 신

뢰도를 가질 수 있었음.

- 병충해 예찰을 위해 페로몬 트랩 등을 농가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여 노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인프라로 구축이 

필요함.

❍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수확 후 품질정보 수집을 통해 품질 고도화

-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환경/생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품

질(당도) 데이터 수집이 필요

- 기상데이터(기상대), 선별기(유통조직) 데이터를 화성 포도 빅데이터로 수

집하고 재배관리 알고리즘 등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한 단계 진보한 한국

형 농업 클라우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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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동형 온실의 분산제어클라우드: 유비엔 팜링크

□ 대상 서비스 개요

❍ (주)유비엔은 2008년 설립 이후 경북 지역에서부터 농산물 전자상거래, 스마

트팜 솔루션 구축 등 ICT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농가의 생산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임.

❍ 국내 최초 분산처리 클라우드형 스마트팜: 팜링크

- ㈜유비엔의 스마트팜 솔루션 ‘팜링크’는 스마트폰으로 시설하우스의 온습

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개폐 및 CCTV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언제 어

디서나 농작물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음. ‘팜링크’는 국내 최초 분산처리 클

라우드형 스마트팜으로 다양한 작물과 온실에 적용가능하고, 무선기반의 

스마트팜을 구현해 자체배터리로 동작하는 무선센서 및 무선제어노드를 

적용하고 있음.

- 분산처리 스마트팜은 각 동/구역마다 구동기와 센서를 두어 개별동작과 통

합동작이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온실 구조에 따른 확장성이 뛰어남.

- 무선과 자체배터리 내장형 제품은 농가가 손쉽게 설치, 업그레이드하고 확

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동중심의 국내 시설원예산업에서 최적의 제품

이라고 자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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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유비엔의 클라우드 스마트팜 서비스 구성도

자료: ㈜유비엔 홈페이지(http://www.ubncorp.kr: 2019. 11. 30.).

□ 핵심 서비스 소개

❍ (주)유비엔의 스마트팜 통합 솔루션 "Farmlink v3.0" 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무선으로 제어되는 구동기, 자체 배터리로 동작하는 무선센서, 사용자 맞춤형 

웹/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운용 중인 무선통신 기반의 스마트팜임.

그림 2-55  유비엔 클라우드 스마트팜 “팜링크” v3.0

자료: ㈜유비엔 홈페이지(http://www.ubncorp.kr: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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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기반 기술 과 서비스 -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

이터 이용과 제어가 가능

- 모바일 및 웹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온실관리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실시간 장비 상태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가능

- 향후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그림 2-56  팜링크 v3.0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성도

자료: ㈜유비엔 홈페이지(http://www.ubncorp.kr: 2019. 11. 30.).

❍ 분산처리 개별제어 서비스 - 기존 통합제어기의 기능을 분리하고 분산하여 

통신기반의 구역별 또는 동별 제어 서비스

- 개별 모터 간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 부여 가능

- 시간에 따른 단계별 제어 가능

- 농가에서 편리하게 확장·축소 가능

- 필요 기기의 규격화로 다양한 하우스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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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팜링크 v3.0의 분산처리 농가 적용 구성도

자료: ㈜유비엔 홈페이지(http://www.ubncorp.kr: 2019. 11. 30.).

❍ 무선 센싱/무선 제어 - 무선 통신기반의 시스템 구성으로 설치·이동이 자유

롭고, 제어기 확장 및 변경이 용이

- 완전 무선 통신기반의 시스템 구성

- 자체 배터리 사용으로 자유롭게 설치 및 이동 가능

- 제어기 확장과 변경에 쉽게 대응 가능하고 설치 비용 절감

- 2중, 3중의 비상대책 지원

그림 2-58  팜링크 v3.0의 무선센서 및 무선 제어기

자료: ㈜유비엔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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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형 스마트팜 - 다양한 온실 환경과 농가 요구에 맞게 조합이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 구성

- 다양한 농작물 및 농가 요구사항 적용 가능

- 무선 기반의 기기 구성 및 기능별로 모듈식 분리 가능

- 센서 및 제어기의 손쉬운 추가

그림 2-59  팜링크 v3.0 하드웨어의 모듈 구성도

자료: ㈜유비엔 내부자료.

그림 2-60  팜링크 v3.0 하드웨어의 모듈 구성도

<배터리 이용 무선센서> <네트워크 관리기> <태양광 무선인터페이스>

자료: ㈜유비엔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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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 사용자에 맞는 맞춤형 자동화 설정 및 복합 제어 설정

이 가능한 시스템

- 한눈에 확인 가능한 온실 관리 시스템 및, 재배이력과 센싱 정보에 대한 통

계 및 향후 추이 정보 제공

- 사용자 화면 내 센서의 추가, 제어기 설정 변경 등 기능 제공

- Mobile/ Web/ Tablet 등 모든 디바이스에 동일한 정보 제공

- 농가에서 맞춤형 자동화 설정 및 복합 제어 설정 가능

그림 2-61  팜링크 v3.0의 모바일 및 관리자 화면

자료: ㈜유비엔 홈페이지(http://www.ubncorp.kr: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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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비엔 팜링크의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국내 스마트팜 솔루션의 클라우드 발전 가능성과 필요성 제시

- 기존의 센서 데이터의 단순 클라우드 저장과 활용에서 확대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제어와 센싱, 자동화 설정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기

반 스마트팜 기술 적용의 가능성과 필요성 제시

❍ 단동형 온실, 노지 등 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기술의 고도화

- 소규모 농가에서 주요 활용되는 단순제어 스마트팜 기술을 고도화하여, 무

선통신 기반의 모듈화되고 규격화된 제품으로 확장성을 높임. 또한 원격업

데이트 등 원격지 관리가 가능하여 고비용 유지보수 구조의 개선

❍ 국내외의 스마트팜 장비와 센서의 시스템 호환성

- 팜링크 시스템의 수정 없이 타사의 센서, 구동기, 설비 등의 기자재를 인터

페이스 노드를 통해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어 시스템의 호환성과 확장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

❍ 데이터 농업을 위한 시스템

-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데이터농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성



138   ❙

3.4. 스마트농업 생산·유통·판매 가치사슬 통합 모델 그린랩스

□ 대상 서비스 개요

❍ 농장 경영관리 토탈 시스템

- 농작물 생산관리, 유통관리, 판로연결에 이르는 모든 농산업 밸류체인을 

IT 서비스로 구현

- 이용자는 ICT 환경제어 스마트팜으로 생산관리를 함은 물론 유통관리 시

스템을 통해 B2B 및 B2C 유통채널에 연동하여 농산물 판매까지 단일 프

로그램으로 이용

❍ 범용 스마트팜 소프트에어 구현으로 다양한 스마트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

- 스마트온실: 시설 외부, 내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모터, 전원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생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 유지

- 스마트축사: 축사 내 가축들의 건강을 센서와 고화질 CCTV로 체크하고 사

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을 원격/자동으로 제어

- 스마트 과수원: 외부 환경에 민감한 과수원의 기상상황과 토양수분 및 온

도를 체크하여 병해충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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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그린랩스 시스템의 단순+복합제어 결합 모델 

자료: 그린랩스 팜랩스 제품소개서.

<참고> 그린랩스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 농림부 장관상 수상 기사 주요내용

그린랩스는 시리즈 A 누적투자 총 40억 투자 유치 및 신보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에 선정된 농업테크 기업으
로, 지난 2017년 창업 이후 매년 3배 수준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생산관리에만 국한된 기존 스마트팜 시스템과 차별화를 둔 그린랩스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농작물 생산관리, 유통 관리, 판로연결에 이르는 모든 밸류체인을 IT 솔루션으로 구현했다.

자료: 한국경제(201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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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서비스 소개

❍ 대화형 복합 자동 환경제어 시스템

- 온도, 시간 등 단일조건에 의한 단순제어 기능 구현

- 온도, 습도, CO2 등 복합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등록하여 자동제어 기능 구현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계제어(예: 1차 보온커튼 개폐, 2차 창문 개폐, 3차 

온풍기 제어) 기능 구현

- 시간/센서 정밀 제어를 일출일몰 시간을 계산하고 자동 제어 시간 및 반복 

설정을 통해 생육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

-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원클릭 UI 적용

그림 2-63  그린랩스 시스템 소개 - 단순+복합제어 기능

자료: 그린랩스 팜랩스 제품소개서.

- 농부가 직접 농장 환경에 맞춰 자동제어 조건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등록 및 수정

- 개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자동제어 기능 이용

- 대화형으로 구현하여 별도 설명서 없이 간편하게 기능 이용



한미일 농업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분석❙   141

그림 2-64  그린랩스 시스템 소개 - 자동제어 무한 등록 기능

자료: 그린랩스 팜랩스 제품소개서.

❍ 유통관리 시스템 탑재

- 마켓메이트 솔루션으로 생산관리와 유통관리를 동시에 지원

- 현금 입출금 관리, 매입매출 관리, 정산 통계, 계산서, 재고관리, 거래처 관

리, 등 농장 경영에 필수적인 기능 위주로 구성

그림 2-65  그린랩스 시스템 소개 - 마켓메이트 솔루션

자료: 그린랩스 팜랩스 제품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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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캠페이: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 없이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흥정된 가격

으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불결제 서비스

그림 2-66  그린랩스 시스템 소개 - 로캠페이

자료: 그린랩스 팜랩스 제품소개서.

- 출하기 고객관리를 위한 SMS 일괄발송 및 간편결제 연동 기능 구현

- 국내 주요 택배사와 시스템 연동으로 운송장 자동발행 기능 구현

- 바코드를 활용한 간편한 재고관리 기능 구현

- 농산물 판매를 위한 식품 판매 대행 서비스(그린랩스 모회사와 연결)

그림 2-67  유통관리 부가서비스

자료: 그린랩스 팜랩스 제품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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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클라우드 시사점

❍ 손쉬운 UI 적용으로 서비스 만족도 높음.

- UI/UX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전반 기획

- 기존 센서, 제어기 보급 위주의 스마트팜 회사와 비교해 소프트웨어 경쟁

력 보유

- 지속적인 앱 업데이트로 출시 후 대폭적으로 기능 보강

❍ 스마트농업 전체 가치사슬을 관통하는 토탈패키지형 클라우드

-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을 기본으로 다양한 농장 경영 지원 기능 솔루션화

- 바코드 기반 재고관리 시스템, 온라인 B2B 신선식품 거래시스템,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화물 및 택배 운송관리 시스템, 농사 핀테크 시스템 등 통합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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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3

1. 농업클라우드 관련 핵심 이슈 및 시사점

1.1. 클라우드 관련 기술 및 정책 시사점

가. 클라우드 우선 정책의 전면화에 따른 농업 정책 개선점

□ 주요국의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클라우드 First

❍ 미국은 오바마 정부부터 현재 트럼프 정부까지 클라우드를 산업 전반의 플랫

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2019년 미국 국방부는 보유한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

우드 프로젝트를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발주: JEDI 프로젝트

- 트럼프 정부의 「클라우드 Only 행정명령」을 통해 상용부분에서의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을 공공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 나아가고

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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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는 영국정부는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

를 신설하고, ‘전문 유통플랫폼(Digital Marketplace)’을 구축·운영 중 

-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

써 영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가스미가세키(霞が関)*」 프로젝트 추진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13년)

- ’21년까지 모든 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운영비용 30% 절

감 계획

❍ 중국 정부는 ’21년까지 중국 클라우드 시장을 71조 원으로 육성 및 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발전 3개년 계획(’17~’19년) 발표(’17년 3월)

- (중점목표)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SW 기업의 클라우드로의 빠른 전환 

지원, 클라우드 핵심기업 육성

□ 농업 분야 공공 서비스의 클라우드화 추진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농정원, 농진청, 각 지자체 등의 스마트팜 서비스 구축 시 자체 구축이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공공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고, 신규 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분야별 각종 

규제 등 보수적인 법‧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미흡함.

-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도입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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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스마트팜통합관제 시스템이 각 지자체에서 구축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하드웨어와 운영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자체 구축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클라우드 우선정책과 반하는 상황이 많음.

❍ (국내 사례 시사점) 화성시의 포도스마트팜관제시스템의 경우 2017년 초기 

사업계획에서는 화성시청 내 전산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상하였으나 

스마트팜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임을 인식

하고 사업을 변경하여 진행해 옴.

-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2015.11.10.)”이 기본 계획으로 존

재하는데, 이 계획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원칙”

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3-1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원칙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안).”

-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외부의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시각이 강하여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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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공공의 클라우드 사용 원칙이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민

간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고, 지자체는 정보자원 중요도가 “하”인 경우만 

민간클라우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농식품부나 농진청, 지자체 등 농업기관들 상당수가 공무원 기관

인 관계로 민간클라우드로 전환 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현실임.

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특화 클라우드 육성

□ 특화·전문화를 통한 농업클라우드 시장의 창출

⇒ “4차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에 의거하여 농업 분야에서도 산업 특화 
클라우드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화

❍ 정부는 클라우드 활성화 기본 계획을 통해 산업 특화 클라우드 육성 강화

- (도메인별 특화 기술) 제조, 교육,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별 요소기술 확보

를 통한 도메인 특화 클라우드 솔루션 확보(’19년~)

- (전통산업 혁신형) 농업, 제조업 등 전통산업군이 기 보유한 데이터에 IoT/

센서 등 측정데이터를 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

❍ 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ODA 사업과 연계를 통해 클라우

드 기반 해외 진출 도모

- (개발협력 연계) 공공정보화 부문 ODA 연계를 통한 글로벌 확산 기반조성

을 위해 클라우드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개발협력 

연계 해외 진출 방안 정책연구 추진 중(’18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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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팜의 해외진출 사업 확산에 발맞추어 농업클라우드 플랫폼을 국

내에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 전

략 수립 필요

- 국내에서 개발된 농업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 필요

□ 통합과 융합으로서 클라우드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의 강화

❍ 농식품부, 농정원,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및 농업 관련 기관들이 스마트팜시

스템을 비롯한 서비스 발굴 시 자체 서비스화가 아닌 클라우드 방식으로 개발

하고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서비스화 추진 필요

1.2. 농업클라우드 사례를 통한 이슈 및 시사점 

가. 농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 (선진사례) 생태계 관점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사례들의 시사점

❍ (ONFARM) 노지 농가가 활용하는 제품/서비스 관련 주요 기업과 연계해 상

호 이익이 증가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

- 서비스 사용자(농가)가 늘어날수록 ONFARM과 연계된 기업 역시 직/간접

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 참여자(기업, 농가)가 많아질수록 각자의 이익과 더불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짐.



152   ❙

❍ (AKISAI) 생산-판매-경영 전반에 걸쳐 이용가능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구축 제공

- 생산파트로는 노지(벼, 밭작물), 시설원예, 축산, 과수 등 다양한 작물에 맞

는 SaaS 시스템을 제공

- 소발정탐지시스템인 우보처럼 IoT 디바이스와 결합된 서비스 모델이 제공

- 경영관리 및 분석, 출하/판매 관리 등 생산자와 생산조직이 함께 이용가능

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

❍ (NEC) 일본전기(주)는 사회솔루션 사업으로서 농수산 분야에 다양한 응용 서

비스들을 클라우드로 개발하여 제공

- 농업인에게 필요한 생산관리 파트, 영농지도원용 시스템, 농업인 교육 시

스템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

-  GAP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인이 스마트팜 이용 및 SaaS 서비스 이

용 시 자동으로 인증관리와 연계

❍ (NEC) 농장관리 시스템을 영농형태별로 3가지 유형으로 선택 이용 및 확장 

가능하도록 제공

- 소규모형, 대규모형, 영농지원형 등 규모와 조직 형태별로 서비스를 구성

-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되도록 구현되어 있어 3가지 유

형별 서비스의 진화가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이 가능함.

❍ (NEC) 영농지도원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지조직들이 농업인을 

관리, 지도

- 영농지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클라우드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영농지도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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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CA 싸이클을 기본 업무 철학으로 하여 생산자 지도(Plan), 농장에서 농

작업(Do), 생육상태 체크(Check), 수확목표 결정 및 피드백(Action) 등의 

4가지 싸이클에 맞게 영농지도하는 모델을 적용

□ 농산업 전체 생태계를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추진

❍ 시장의 전체 이익이 상승하는 생태계 조성

그림 3-2  국내 원예산업의 생태계

자료: 저자 작성.

- 국내 원예산업의 생태계는 생산 산업을 중심으로 후방산업으로 비료, 종

자, 농약, 농기계, 시설 기자재, ICT 서비스 등이 있고, 전방산업으로 도매

시장 및 소매유통, 외식업체가 유통 및 소비 부문을 담당

- 지원 산업으로 컨설팅, 품질인증, 육종, 검역/방역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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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부문을 살펴보면 생산농가와 이들의 조직체인 산지유통센터, 농협, 

작목반 등이 있고 식품가공산업도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함.

- 축산업 분야도 비슷한 가치사슬이 산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원예산업 보

다 더 규모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발

전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고 있음.

그림 3-3  국내 축산업의 생태계

자료: 저자 작성.

❍ 농업클라우드 플랫폼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

- 농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각 조직, 기업들의 활동들에 필요한 시스템

을 농업클라우드로 개념화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플랫폼적 관점에

서 개발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스마트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고 농가용, 조직

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축장이나 가공장, 산지유통센터 등과 스

마트팜 데이터가 연계/활용되는 모델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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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자재/축산자재 회사들에게도 생산자들로부터 나오는 각종 데이터

들을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하여 제품의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등 부가적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질 것임.

- 나아가, 농축산물 이력추적관리, GAP 인증, GMP 인증, HACCP 인증 등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프로세스와 품질관리를 클라우드로 포괄할 수 있

을 것임.

그림 3-4  국내 축산업의 SW 생태계

자료: 저자 작성.

나. 분산된 데이터의 수집, 가공, 정제를 위한 집합소 구축

□ (선진사례) 데이터 관점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들의 시사점

❍ (와그리) 공공, 민간 조직에 흩어져 있는 농업 관련 데이터를 통합제공하여 새

로운 서비스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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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데이터, 기상 데이터, 각 농업조직들의 생산, 유통 데이터들을 축적하

여 활용이 용이하게 API로 제공

- 하지만 아직 제공 데이터의 공백이 많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아 지속

적으로 투자가 필요함.

- 스마트팜 ICT 장비들과 농기계, 드론 등 기계장치 데이터 등을 수집 제공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와그리) 공공데이터와 민간회사의 상업적 데이터를 획득하여 제공 시 데이터 

계약 및 과금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정비되고 있음.

- 데이터 취급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누출 및 기업 소유 데이터의 보호

-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거래소로서 자리매김할 기반을 갖춰가고 있음.

❍ (ONFARM) 온팜은 서비스 개발 시 IoT클라우드 플래폼인 ThingWorx를 

이용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농장을 관리

할 수 있는 현황 및 예측 분석을 맞춤형 대시보드로 제공

- 분산된 데이터를 응집해 의미 있는 결과로 표출하는 니즈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됨.

❍ (AKISAI) UECS 기반 자율분산형 통신표준 체계에 의해 운용됨으로써 여러 

회사들의 이기종 제품 간 상호운용 가능

- 아키사이는 UECS(유비쿼터스 환경제어시스템: Ubiquitous Environment 

Control System)로서 자율분산형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는데, UECS는 각 

스마트팜 장비들의 통신표준으로서 이를 준용한 제품들 간에는 상호운용

이 보장되는 체계임.

- UECS 기반 스마트팜 기기들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는 아키사이 시설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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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로 축적되어 생산과정의 시각화와 온실의 원격감시, 장치의 원격제어

가 가능하고 적기 작업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질 높은 농산물을 안정

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

❍ (NEC) 타 기업 서비스와의 제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확대

- 각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축산, 수산, 제

조, 의료 등 폭넓은 업종에 대한 본 서비스 기반의 제공을 추진함.

- 일본전기와 NEPON은 현재 8개 회사와의 협업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3년

간 총 50개 회사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음.

□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데이터를 수집, 축적하기 위한 노력 집중 필요

❍ 표준 기반 서비스의 창출에 집중 필요

- 농업분야의 기본 데이터들이 산출되고 있는 스마트팜 서비스의 경우 영세

한 기업들의 이기종 장비들이 서로 비표준에 의해 제공됨으로써 데이터의 

수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일부 프로세스에서 KS 표준이 제정되는 등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

나 아직 현장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

중 지원이 필요함.

❍ 농업데이터 거래소 등 관련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유용한 데이터에 대한 확보

와 체계적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

- 일본의 와그리(WAGRI) 사례처럼 공공과 민간 조직이 산출하고 있는 데이

터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적절한 과금정책과 보안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

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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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업 데이터들을 단순히 취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정

제, 가공하여 수요기업들이 SaaS 개발 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시업

(Mash-up)하여 데이터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체계의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함.

다. 농업의 생산/저장/유통 관련 연구와 클라우드의 결합

□ (선진사례) 연구와 결합된 농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례들의 시사점

❍ (FarmLogs) 노지스마트팜 농가에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기존에 연구된 작

물관리 모델을 활용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농가는 최소의 장치를 도

입하여 활용

- 농무성과 NOAA로부터 토양분석 데이터와 기상데이터와 자체 항공이미

지를 클라우드로 축적한 후 이를 이용한 농장 분석 서비스 제공

- 농업인은 기본적 서비스외에 추가로 강우량, 토양수분 센서 등을 설치하면 

더 나은 예측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유효적산온도로 생육단계 예측, 토양성분과 pH 값을 이용한 토성 추정, 자

체 항공사진을 통해 식생지수 모델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

- 작물 과학자들이 연구개발해온 작물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수집된 환경데

이터(토양수분, 기상, 항공 이미지 등)를 적용

- 작물 연구모델의 효과성을 서비스를 통해 피드백 받음으로써 연구모델도 

지속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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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ssl Instruments) 잠재증발산량 추정 알고리즘 등 작물모델을 이용하여 

최적 서비스 제공

- 작물모델을 이용하여 지능형 관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제공

- 모바일 기반 휴대용 토양분석기 등 장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실시간 연

계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

 

❍ (화성시 포도스마트팜 서비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포도명품화사업단은 송

산 지역에 집중된 포도농가에 병해충 예찰 및 지능형 관수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권역별 10개소의 기상대를 설치하여 미시 기상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

하여 서비스를 제공

- 10개소 기상대로부터 확보된 기상데이터로 미시기상 모델을 적용하여 농

가 위치에 가장 근접한 기상정보를 제공

-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적산온도를 이용한 병충해 예찰 서비스 제공

□ 농진청 및 대학의 작물생산모델 등 연구성과를 클라우드로 활용 필요

❍ 작물 생육모델, 병해 모델, 충해 모델 등 작물과학자들이 개발해온 다양한 연

구성과들을 이용하여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 필요

- 아래 그림은 포도 생산관리 시 관수를 생육단계별로 최적화함으로써 품질

향상을 높이고자 화성농업기술센터 포도명품화사업단이 구상하고 있는 지

능형관수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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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포도의 지능형관수모델

자료: 화성포도명품화사업단(2019). “화성포도관제시스템 발전방향.”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 생육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연구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클라

우드를 이용한 관리가 결합될 필요가 있음.

라. 클라우드를 이용한 융복합 서비스 창출 지원

□ (선진사례) 농업클라우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의 결합 시사점

❍ (Pessl Instruments) 노지 스마트팜 서비스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라인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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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반 휴대용 토양분석기 등을 서비스에 적용하여 농업인 또는 영농

지도사가 토양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클라우드로 전송

- 클라우드 서비스인 FieldClimate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구성

❍ (WAGRI) GIS, 음성인식장치 등을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SaaS 개발 시 활용 지원

- 농지, 토양, 기상 등을 지도 API로 매시업하여 제공하면 응용 서비스 개발 

시 매우 간편해질 수 있음.

- 히타치솔루션은 밀재배 지원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자체 GeoMation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반이 없는 기업들도 GIS 기반 서비스를 SaaS로 개발 시 용이할 수 있음.

- 음성인식모듈 등을 PaaS 서비스로 컴포넌트로 제공하여 SaaS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FarmLogs)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농가 편의성 증진

- 항상 몸에 부착하고 있는 웨어러블 장치인 스마트워치를 통해 서비스하여 

편리성 증진

-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스마트워치를 통해 농장 상황을 편리하

게 조회

❍ (NEC, 화성 포도) 영농지원시스템에 산지유통센터의 비파괴당도선별기의 선

별정보 연계 

- 농업인의 생산품을 수집, 선별, 판매하는 산지유통센터(APC)에 설치된 비

파괴당도선별기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전송되도록 구축

- 클라우드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생산과정 정보와 최종 선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농계획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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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클라우드 플랫폼에 음성지원 API, 스마트워치 API, 생육자동측정 

도구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응용 SW들이 탑재되어 활용

❍ 농업클라우드에서는 농업 관련 업무에 필요한 도구들을 클라우드에서 손쉽

게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디바이스 연결 API를 제공해야 함.

- 이를 이용하면 다양한 응용 SaaS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농업 특화 클라우

드로서 보다 유용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일본 WAGRI 서비스의 농업용 GIS 제공으로 다양한 SaaS 서비스 개발을 쉽

게 하는 서비스, FarmLogs처럼 서비스를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등 SaaS 개발 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각종 개발 컴포넌트들을 많

이 개발하여 배치하여야 함.

2. 농업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2.1. 농업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의 강화

표 3-1  농업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슈

구분 계층별 경쟁요소 농업클라우드 핵심이슈

SaaS
타깃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PaaS 모듈을 이용한 신속한 개발

IaaS와 PaaS를 활용한 SaaS 서비스 개발이 쉽
지 않은 환경
민간이 특정 SaaS 서비스를 개발해도 유효한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음

PaaS
SaaS 개발에 필요한 개발도구의 풍부한 지원과 확대
IoT, SNS, 공공 DB, 기업업무 DB 등 각종 데이
터의 수집, 축적 용이

농업 특화된 개발도구에 대한 개념 부족
알고리즘, 로직, 공통모듈, 컴포넌트 등 농업 특화 
Platform의 지속 개발

IaaS
저렴한 사용료
가변적인 요금 설정

농업의 각 가치사슬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축적
이 가능한 인프라
기업은 당장 유지 비용 감당이 어려움
공공은 수집 데이터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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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계층별 경쟁요소 대비 농업클라우드 핵심이슈

❍ 클라우드 인프라로서 IaaS의 핵심 가치는 비용절감인데 농업 분야 서비스 기

업들은 데이터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음.

❍ 클라우드 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PaaS의 핵심 가치는 각종 응용 SW를 손쉽

게 만들 수 있는 개발도구의 지원에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서 이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하고, 특히 농업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면 이에 대

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

❍ 농업인이나 농기업, 소비자 등이 직접 사용할 응용 SW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의 핵심 가치는 저렴한 비용으로 타깃 고객의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개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클라우드여야 함.

가. 농업 IaaS 경쟁력 강화

글상자 1  핵심이슈

∙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요금

  - 스마트팜 등 농업용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클라우드 사용요금은 과거 서버 호스팅 방
식에 비해 비싼 수준임.

∙ 기업이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 관리하기에는 당장의 유용성 부재

  - 다수의 기업들이 농장으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비용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음.

  - 반면, 농정원 등 공공기관들은 스마트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들이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필요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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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서비스 기업들의 Data 수집, 축적에 대한 지원

❍ (기업의 현황) 현재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기업의 경우 수집되는 

스마트팜 센서, 제어기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클라우드 사용료가 크

게 늘어 3개월에 한 번씩 이전 데이터를 지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 바로 데이터의 축

적인데 기업 입장에서 당장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는 과거 데이터를 지속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A기업의 경우 300여 축산농가에 급이기, 환경모니터링 등 IoT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매일 쌓이는 데이터가 1GB가 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이

전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음.

  ∙ 이 업체 대표와 인터뷰 시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계속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는 질문에 “당장 서비스화될 가능성이 없고, 언젠가 서비스를 만

든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비용을 더 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전 데이

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비용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응답

- 경북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B 업체의 경우도 같은 경우인데, 이 업

체도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있지만 역시 3개월이 

지난 데이터는 삭제하고 있었음.

  ∙ 최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옮기면서 과거 

데이터를 별도 스토리지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전환

  ∙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이 계속 발생하여 삭제 유혹이 있다고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민간 기업이 공동데이터를 이용

하여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데이터의 가공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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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일반/AI) 비

용 지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으로 데이터 공급기업, 

수요기업의 발굴 및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촉진

그림 3-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2019. 5.)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공공데이터 분야 수요기업 2차 공모 안내서.”

❍ 농업 클라우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의 축적이 우선이므로 각 기

업별로 수집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사

업을 추진해야 함.

- 농업 서비스 기업이 민간클라우드(NBP, 가비아, KT 클라우드 등) 이용 시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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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클라우드 전용 인프라 구축

❍ 농기업들의 안정적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기업이 클라우

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창출 및 운영

- 농식품부의 정보화 전담 기관인 농정원이 농업 클라우드 IaaS 부문 전담사

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농정원 내에 사설클라우드(Private Cloud) 인프라를 구축하여 각 기업들

에게 가상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

  ∙ 이 경우 사설클라우드 구축 및 관리에는 상당한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

고 기업들의 실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보안성이 매우 

강화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가능성을 점검해보아야 함.

- 반면 농정원이 민간 기업의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를 임대하여 농

기업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

❍ 사설 클라우드 Vs. 공공 클라우드의 차이점

- 이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공공 클라우

드라고 하며, 특정 기업이나 집단(커뮤니티)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클라우

드를 사설 클라우드라고 함.

  ∙ 미국 정부는 국방부의 업무를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하여 

JETI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

하기 위하여 단독 클라우드를 선택(2019년 10월 현재 MS의 애저 선정)하

여 구축 중임.

  ∙ 미국 사례처럼 농업 클라우드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음.

  ∙ 민간 기업의 공공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보안

성 인증까지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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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공이 구매하는 사업

❍ (사례) 일본의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WAGRI)은 클라우드 내에 기업들이 산

출한 데이터는 Private 데이터로서 보호하고 민간(IT 벤더)이 이를 활용 시 

과금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음.

❍ (사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오픈마켓인 데이터스토어를 구축 운

영 중인데, 농업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유료화하여 판매한 사례가 없지만 타 

분야에서는 거래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

❍ 농정원의 경우 스마트팜 데이터를 품질수준에 따라 차등 구매 계획을 세움.

표 3-2  농정원의 스마트팜 데이터 품질 등급별 단가 기준(안)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
정의

데이터
연속성

주기 100점 50점 이상 50점 이상 50점 이하

수집율 100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이하

데이터 예시

A등급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데이터셋이 
충실하게 구성

B등급 데이터 + 
1작기(6개월) 동안 

‘가’작물(예: 딸기) 생육 
측정 데이터

농가 기본정보
(시설현황, 품목정보, 

작기 정보) +
1작기(6개월) 동안 

A온실 내부 환경 계측 
데이터

데이터 가격
(1농가, 1작기 기준)

20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단가 산정 근거
A급 스마트팜 

데이터셋 데이터 
가격 × 200

전문조사원이 농가에 
방문하여 스마트팜 

데이터를 조사하는 경우 
1작기 동안 농가에 

지급하는 사례비 평균치

자동 수집되는 환경 
데이터를 스마트팜 
기업에서 구매하는 

경우 지급 대가 평균치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 『양질의 스마트팜 데이터셋 확보방안』.

- 데이터 단가 및 과금 기준

  ∙ 스마트팜 데이터셋 데이터 단가 기준은 앞서 정의한 품질 등급별로 차등

화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금표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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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보통 도농업기술원에 설치) 등이 스

마트팜 활용 농가나 스마트팜 기자재 설치 기업에서 데이터를 구매했을 

때 지급하는 사례비, 유지관리비 등 데이터 조사 업무에 따른 대가 지급 조

사 가격을 참고하여 데이터 단가를 산정

  ∙ 농가 기본 정보와 농장 환경 데이터가 함께 있는 B등급의 스마트팜 데이

터셋은 1작기당 20만 원으로 데이터 가격을 책정

  ∙ A등급 데이터는 B등급의 데이터에 작물 생육 측정 데이터를 더한 데이터

셋을 의미하며 1작기당 100만 원으로 데이터 가격을 책정

  ∙ S등급은 데이터 연속성과 데이터셋 필수 구성 품질 수준이 매우 높아 복합

환경제어 알고리즘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이며, 데이

터 가격을 1작기당 200만 원으로 책정

그림 3-7  정부 지원에 의한 데이터 활용 수요/공급곡선의 이동 효과

  → 예산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수요 확대(①→②)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공공데이터 분야 수요기업 2차 공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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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 PaaS 경쟁력 강화

글상자 2  핵심이슈

∙ SaaS 개발에 필요한 개발도구의 풍부한 지원과 확대

  - 농업 클라우드가 산업특화 클라우드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농업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시스템으로 구
현하는데 필요한 개발도구들이 클라우드 내에 탑재되어 있어야 함.

  - 작물별 생산 최적화 알고리즘, 오작동 탐지 모델 등 연구모델들 역시 농업 클라우드 내에 탑재되어 지속 활
용 및 피드백을 통해 로직의 고도화 필요

∙ IoT, SNS, 공공 DB, 기업업무 DB 등 각종 데이터의 수집, 축적

  - 농업 현장에서 산출되는 각종 데이터들이 손쉽게 클라우드로 축적될 수 있도록 연계 모듈이 개발되어야 함.

  - 도매/소매 데이터, 학교급식 데이터, 비파괴당도 선별 데이터 등 유용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필요

□ 농업 특화 클라우드로서 민간 IT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모듈의 

발굴 및 설계, 배포, 피드백 체계의 구현

그림 3-8  농업 클라우드 PaaS 공통모듈의 관리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용 SW 개발 시 필요한 공통 모듈에 대한 발굴

- 농업용 SW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들과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해 공통모듈

화 가능한 시스템을 발굴

- 예를 들어, 스마트팜 서비스 시 각종 센서와 제어기들의 오작동 탐지를 위

한 알고리즘, 이상치/결측치 보정 모듈, 일출/일몰 시간 설정 모듈 등 서비

스 개발 시 필요한 개발 모듈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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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모듈의 개발과 배포 및 피드백

- 농업 클라우드 PaaS 내에 탑재된 공통모듈을 이용하여 다양한 SaaS 서비

스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응용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

- 예를 들어, 오작동 탐지 모듈을 기업들이 스마트팜 관제시스템에 탑재함으

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업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임.

❍ 농업 클라우드에서 PaaS의 역할

- 아래 그림처럼 PaaS 계층에 스마트팜 서비스에 필요한 특화 모듈이 탑재

됨으로써 SaaS의 응용 서비스를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음.

그림 3-9  농업 클라우드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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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학계 등에서 개발된 각종 업무 로직들의 PaaS 탑재

❍ 그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생산성 최적 알고리즘 개발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

화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고

도화가 가능해질 것임.

❍  PaaS 계층에 이들 알고리즘의 Input 데이터와 Output 데이터를 정의하고 

SaaS 개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 정의” 작업 진행

-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딥러닝, 머신러닝 또는 전통적 작물모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음.

- 이들 알고리즘은 특정 데이터들이 Input 요소이며, 이들 데이터들을 통해 

목적하는 결과값(Y)이 산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업 응용 SW에서 활용

하기 위해서는 Input과 Output이 API로 정의됨으로써 개발도구화가 가능함.

그림 3-10  농업 알고리즘 등의 활용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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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예시) AI 기반 생육측정 알고리즘

-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의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데이터 및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는 생육데이터를 생육조사요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줄기 길이, 과실 면적/

무게, 직경, 엽면적 등을 자동 측정하는 AI 기반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음.

- 이러한 알고리즘 역시 PaaS 계층에 공통모듈로 탑재되면 다양한 응용 서

비스가 가능해질 것임.

그림 3-11  토마토 등 작물의 생육 상태 측정 모델 개발 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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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산출 데이터의 축적을 위한 PaaS 모듈 개발

❍ 생산과정, 유통과정 단계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산출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

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클라우드의 구축이 매우 시급함.

- 스마트팜 농가들로부터 센서, 구동기 등 IoT 데이터들의 체계적 수집을 위

해서는 이기종 장비들의 데이터 수집기 등이 PaaS에 구축되어야 함.

- 산지유통센터에는 비파괴당도선별기, 저온저장고, 계근대 등 선별, 저장, 

포장, 판매 관련 데이터들이 산출되고 있으나 대부분 로컬시스템에 존재하

거나 유실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산지유통센터의 비파괴당도선별기의 경우 전국에 외산 벤더를 포함

하여 10여 기업이 설치·운영 중인데 과일의 개체별 무게, 당도, 숙도, 경도 

등이 분광분석 데이터로 나오고 있지만 이를 응용 SW로 연결하기 쉽지 않

은 상태이므로 PaaS에 이들 기업들과 제휴하여 데이터 연계 API를 제공하

는 것도 농업 클라우드 PaaS의 특화 서비스가 될 것임.

그림 3-12  생산-유통 과정상의 각종 데이터 수집관리 문제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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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 SaaS 경쟁력 강화

□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개별 서비스 개발의 한계

❍ 농업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영농기록장인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약 16종의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되고 있으나 대부분 활

용이 미흡한 상태임.

그림 3-13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운영 중인 농가 영농기록장

자료: 저자 작성.

- 스마트팜을 구축한 농업인들이 모바일로 환경모니터링, 구동기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농업인용 모바일 서비스가 각 스마트팜 회사별로 개발되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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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기능은 환경모니터링과 구동기 제어에 그치고 있어 작업기록, 경

영관리 등의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고, 단일 농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되고 있어 산지유통조직이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

능이 없어 산지유통조직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음.

□ 명확한 서비스 타깃을 대상으로 유용한 응용 SW의 SaaS화

❍ 일본 NEC(일본전기)의 영농지도원용 품질지도 시스템 등 명확한 타깃을 대

상으로 서비스 개발

그림 3-14  산지유통센터의 농업인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서비스 개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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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여 산지유통센터와 150여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의 생산지도를 기본 

업무로 하고 있는 농협과 농촌지도기관들을 대상으로 생산자 관리 시스템

의 개발

□ PaaS의 공통모듈을 활용한 다양한 SaaS 개발의 촉진

❍ 농업 클라우드의 IaaS에 다양하고 유용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PaaS에는 응

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및 개발도구들이 탑재되어 있다면 매우 손쉽

게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가능해짐.

❍ 아래 예시는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All@Cloud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 사업으로 농업 클라우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데 해당 사업에서 구축하고 있는 서비스의 예시임.

그림 3-15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사업 중 농업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례

자료: ㈜지농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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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준 기반 클라우드 생태계의 조성

가. 농업클라우드 내 IoT 서비스 확산을 위한 표준의 필요성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표준의 필요성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 발표회 

및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스마트팜 기업체, 협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운영 현장 애로사항, 향후 발전 방안 

등 논의(2018.12.20.)

-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기자재의 비표준화로 인한 낮은 호

환성, 기자재의 낮은 품질로 인한 활용도 저하를 사용상 애로사항으로 꼽

고 있음.

표 3-3  농업인의 스마트팜 애로사항

충청북도 OOOO OOO 대표 건의사항 충청남도 OOO 대표 건의사항

〇 애로사항
 - 업체 회사들끼리 연계가 안 됨
 - 회사마다 각 제품의 품질은 제각각이라 필요한 제품

들로 골라서 설치를 하려고 해도 제품 연동이 되지 
않아 한 회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구매해야 함

 - 또한, 자기네 회사 제품이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맞지 않아 새로 하나 설치하려면 그 회사 제품으로 
다시 구매해야 하므로 돈이 이중으로 듦

〇 애로사항
 - 편리함과 효율성은 우수하나 제어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스마트팜 설치 기기의 표준화
 - 농가마다 기기가 달라 의견 공유가 어려움
 -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스마트팜 제어기술(활용능력) 

부족

〇 발전방안
 - 다른 회사 제품끼리도 서로 연계해서 쓸 수 있었으

면 좋겠음 

〇 발전방안
 - 스마트팜 기기 및 관리기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
 - 스마트팜 도입 전이나 도입 후에도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필요

자료: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 발표회 및 발전방안 간담회 농업인 의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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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을 구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상호 연결성 미흡

그림 3-16  비표준으로 인한 스마트팜 서비스의 제약 모습

자료: 저자 작성.

- 스마트팜 제공 업체들의 하드웨어(이기종 제품) 상호 연결 서비스 애로

  ∙ 이기종 제품 간 연결을 위해서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표준에 의해 개발되

어야 함.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를 구현하는 하드웨어들과 이를 이

용하는 소프트웨어(영농일기, GAP 인증시스템, 산지유통센터 품질관리시

스템 등) 간 상호연결이 되어야 다양한 응용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짐.

  ∙ 통신표준(기계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 체계)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못하

여 업체들도 제각각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 상호연결/상호운용 불가

□ 스마트팜 관련 표준 현황

❍ 스마트팜 관련 표준제정 현황

- 국내 농업·IT 융합 관련 표준화는 RFID/USN 융합협회를 통해 2010년부

터 시설원예 및 식물공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일부 표준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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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이 2014년에 설

립되어, 스마트농업 전반의 유즈케이스, 시설원예 센서 인터페이스, 메타

데이터 및 플랫폼, 생산유통 관련 표준들을 개발하였음.

- 식물공장 관련하여, 식물공장 시스템 요구사항 프로파일, 농산물의 RFID 

발급 규칙 및 표준 식별코드 체계, 생체삽입형 RFID 900MHz 이용한 서비

스 프로파일 등 9건이 USN 포럼 표준으로 제정되었음.

- 시설원예 관련하여, 2010년부터 온실관제시스템 요구사항 프로파일 표준 

등을 개발하여 TTA 표준으로 채택하였고, 온실관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

치들의 구성, 구성 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 장치와 운영시스템 간의 인터

페이스 표준들이 개발되었음.

- 축산 관련하여, 센서, 구동기에 대한 전기적/물리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

준이 개발되었으며, 추가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KS 표준 제정 경과

- 2015~2016년 스마트온실 ICT 핵심부품 및 기기 *25종을 단체표준(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 제정

* 센서 13종(2016년 6월), 구동기 9종(2015년 12월), 복합기 3종(2016)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 중 스마트팜 기자재 22종을 2건의 KS 

국가표준으로 등록(2018년 12월)

- 상기 표준에서는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구동기(천·측창, 관수 등의 구동

기 9종)와 센서(온도, 습도, 토양 함수율 등 13종)의 기계·전기적 연결 규격 

등을 정의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센서, 구동기, 제어기 등 스마트팜 핵심 부품 

간의 통신에 적용되는 3건의 표준을 KS 국가표준으로 등록(2018년 12월)

- 상기 표준에서는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규격 등 통신규격을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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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차원에서 단일화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에는 국가표준원, 전파연구원

등에서 국가표준 작업을 병행하고 있음.

❍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서 표준 적용 현황

- 농림사업시행지침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표준 적

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표준 기자재만 정부 지원 가능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

(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 

10.0845)을 따라야 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발간한 *ICT 융복합 설치규격 및 서비

스 범위 

    * 시설원예분야에 따르면 스마트팜 기기는 온실관제메시지 인터페이스 표준을 따를 것

을 권고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 표준을 따르는 제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음.

□ 스마트팜 표준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현황

❍ 검인증 전담부서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인증시행 계획

을 수립하고 있음.

표 3-4  스마트팜 장비 검인증 계획

검정범위
’19 ’20 ’21 ’2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단품 (인터페이스)

호환성 `

통신프로토콜
 

자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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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표준에 대한 검증은 2021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표준을 따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검인증을 받을 방법이 현재로는 부재한 

상태임.

❍ 표준 확산을 위한 연구과제 진행 현황

- <2019년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시행계획(2019년 1월)>

- 공고규모: ’19년 정부출연금 185.7억 원 이내

- 공고 과제 내 표준관련 과제

❍ 표준을 적용한 스마트팜 제품의 확산을 위해 과제 진행 중(2020년 1월 목표)

이나 적용표준 역시 KS 표준으로 제정된 5건의 표준에 대해서만 적용을 목표

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현장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3-5  스마트팜 표준 관련 연구과제 현황(2019)

과 제 명
연구
기간

’19년 정부 출연금
(백만 원)

(청) 2-1. 스마트팜 2단계 표준화 로드맵 구축 및 기 제정 표준의 고도화 12개월 500

(부) 2-2.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팜 개방형 제어기 고도화 및 산업화 12개월 1,000

(부) 2-3. 표준기반 시설과수 적용 ICT 패키지 통합운영시스템 산업화 12개월 300

(부) 3-2. 보급형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 산업화 12개월 500

(부) 4-2. 표준기반 약용작물 적용 ICT 패키지 통합운영시스템 산업화 12개월 300

(부) 5-2. 표준기반 버섯재배사 적용 ICT 패키지 통합운영시스템 산업화 12개월 500

(부) 6-5. 표준기반 스마트 공정육묘 통합관리시스템 산업화 12개월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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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비전

□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프로세스

그림 3-17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표준 기반 생태계 프로세스

자료: 저자 작성.

❍ 필요한 표준을 기술의 발전에 맞게 신속히 제정하고, 제정된 표준을 스마트팜 

기업들이 제품에 적용, 실용화재단에서 이를 검정 후 인증서 발급

❍ 표준적용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비표준 제품과 경쟁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

- 기존 비표준 제품들이 시장에 보급된 상태에서 바로 표준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의 변화가 

가능

□ 스마트팜 업체의 표준 적용을 위한 지원 사업 제안

❍ 현실적인 표준이 제정되고 검인증 체계가 갖춰지면 표준 적용 제품에 대한 시

장유통 촉진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

- 스마트팜 확산 사업, 정부지원 관련 사업 시행 시 표준 준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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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업체의 표준 적용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

- 기제품을 가진 기업들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표준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가

지지 않고 있으며, 제품 전환 시 매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

로 표준 기반 제품의 출시는 기대하기 어려움.

- 선도 기업은 표준 제품으로 상호호환성이 높아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 존재

그림 3-18  통신표준 검인증 정책의 수립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 표준적용 촉진을 위한 상시적 지원 체계 구축(표준의 제정 및 기업 확산)

- 기개발 표준을 보급하기 위한 상설상담실 운영

  ∙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 지원(표준적용 가이드, 교육 등)

  ∙ 기술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국가표준 개정 요구사항 도출

  ∙ 표준기반 개발 결과물들의 호환성 시험 및 인증 프로세스 지원

- 표준으로 전환 의지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교육, 홍보

  ∙ 표준기술안내서, 표준전환 사례집 등 제작

  ∙ 관련 세미나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업체의 인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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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검인증 체계 구축

- 전담부서인 농림기술실용화재단의 스마트팜 검인증 역할의 강화

  ∙ 현재 농기계 검인증 체계는 조직과 예산이 갖춰져 있으나 스마트팜과 관

련한 전담 조직과 예산은 미흡한 상태임.

- 관련한 조직과 예산을 수립하여 신속한 검인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기업의 표준전환 지원

-  표준 전환 대상

  ∙ 인터페이스 표준 적용 제품: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양액기 등

  ∙ 통신 표준 적용 제품: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제어기, 운영프로그램

※ 통신표준전환은 Firmware의 재개발이 되어야 하고, 운영프로그램의 일부 재개발 필요

그림 3-19  스마트팜 디바이스의 표준 적용 대상

자료: ㈜지농 내부자료.

- 기존 스마트팜 서비스 기업들은 자기 제품을 표준으로 바꾸기에는 전환비

용이 발생하고, 현재 설치된 제품들 역시 비표준 제품이므로 이를 전환하

기 위한 정책적 지원 수립 

  ∙ 표준 기반 제품 전환 시 전환 비용 지원 등 정책 발굴 필요



국내 농업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   185

다. 기대효과

□ 농업인의 스마트팜 제품 구매 시 중복투자 제거

❍ 표준 적용 제품을 도입한 농업인은 기능 확대, 장비 노후화 교체 시 최소의 비

용으로 관리

- 예시1) 온습도 모니터링 장비 구매 후 온실 제어기능 확대를 하려고 하면 

추가 센서 구매 없이 제어 서비스 부착 가능

- 예시2) 설치한 제품의 오작동, 노후화 발생 시 같은 표준을 따르는 최적의 

제품을 구매하여 교체 가능 -> 기 설체 업체에 종속되는 문제 해소

❍ 스마트팜 공급 기업 역시 A/S 비용의 획기적 절감

- 현재 A/S를 하려면 원거리 농장을 방문하는 비용도 크고, 어떤 문제인지 

진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근거리 농장에만 설치해야 하는 애로가 있음.

- 표준 기반 제품 생태계가 갖춰지면 관련 업체 간 제휴를 통해 제품 개발 업

체와 제품 A/S 업체 등으로 업무 분장이 가능해짐.

□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대농업인 서비스 개발 촉진

❍ 현재 스마트팜 서비스는 농장자동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표준 기반 생태

계가 갖춰지면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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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표준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시장접근성 변화상

자료: 박주영(2016). 『농축산업 ICT기기 규격화 및 표준화 필요성』.

- 스마트팜 하드웨어 업체 중심의 생태계가 컨설팅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알고리즘 업체 등 다양한 비즈니즈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4차산업 기술 기반 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여 고급일자리 창출

이 가능해짐.

- 결국, 이러한 생태계는 농업인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농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 표준 기반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도모

❍ 스마트팜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하기에는 규모가 영세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

려운 상태이지만, 표준 기반 생태계가 갖춰지면 여러 기업들이 각자의 경쟁우

위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휴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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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표준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진출 변화상

자료: 저자 작성.

- 국내 스마트팜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본, 

중국 등 시설원예 장치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 경쟁력 있게 진출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모델로 표준기반 생태계 시스템을 적용하여 글로

벌 진출 교두보화

- 네덜란드는 PTC+처럼 후진국/개도국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이들이 네덜

란드의 시스템을 자국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네덜란드 주 수출품이 농업자

재/시스템(10조 원 이상)이 되고 있음.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교육대상을 국내 농업인/창업농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으로 넓혀, 개도국 농업 관련자들이 농

업을 배울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 이를 이용하여 이들이 한국의 농업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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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 특화 클라우드의 구축 및 운영

가. 공공기관의 농업클라우드 구축 계획

□ 농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농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분석과 의사결정을 통해 지능형 농업이 가

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함.

그림 3-22  농식품부의 농업클라우드 추진계획(안)

자료: 김상철(2019). 스마트 농업 기술현황과 발전전망.

❍ 기술 개발 단계적 프로세스

-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기술을 3단계로 구분하여, 

  ∙ 1세대는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농장 내 각종 디바이스들을 연결하여 자동

화를 추구하는 단계

  ∙ 2세대는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생육 계측 및 생육 모델을 통해 지능형 제

어가 구현되는 단계

  ∙ 3세대는 자동화 로봇과 에너지 효율화, 글로벌 표준을 통해 글로벌 수출

로 나아가는 단계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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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세대 스마트팜 구축 단계에 와 있으며 이 단계의 핵심은 클라우드서비

스에 있음.

- 각 스마트팜 업체들이 농장에 구축한 장비들이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수집

되고 클라우드에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성 최적 모델, 이상탐지 

모델, 병해충 예찰 모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

그림 3-23  3세대 스마트팜 추진 모델

자료: 김상철(2019). 스마트 농업 기술현황과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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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산업특화 클라우드 구축 - 농업분야

❍ 2019년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특화 클

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시범 사업으로 농업분야와 R&D 분야 등 2개 분야를 선정하여 클라우드 서

비스의 구축 진행중

그림 3-24  2019년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 사업 플랫폼 분야 공고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2019년 범부처 협업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 (ALL@Cloud) 사업 플랫폼 

분야 공고.

❍ 추진배경

- 클라우드 서비스는 AI·빅데이터·IoT 등 신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각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

- 전통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활용도를 제고하여 데

이터 활용의 기반 마련, 혁신적 서비스의 발굴·확산 촉진 필요

※ (관련 계획)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8.1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데이

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18.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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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개요)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 분야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축

적‧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적 서비스 창출

- (클라우드 SW 플랫폼) 자체구축형(On-Premise)으로 동작하던 기업용

SW*, 산업 특화 SW**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하여 

  ∙ 이용자의 편의성‧활용성 제고 및 다양한 데이터 축적‧연계‧활용을 통한 차

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3자에 의한 추가 기능 개

발(PaaS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확장이 가능한 SW 환경 구축

 * 문서도구(문서저작, 변환), 협업응용(그룹웨어, 기업용 SNS), 자원관리(ERP, CRM 등)

** 제조(조선, 자동차 등), 서비스(교육, 물류 등), 사회기반(농업, 의료 등) 등

- (혁신적 서비스) AI, Io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업혁신·국민 편익 증진 등 

파급력이 높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플랫폼 생태계 확장

❍ 추진상황

- 농업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공모하여 2020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클라우드 기반 농업혁신 SW플랫폼”이 구축 중임.

그림 3-25  클라우드 기반 농업혁신 SW 플랫폼 사업내용 및 구축방안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클라우드 기반 농업혁신 SW플랫폼 착수보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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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플랫폼 구상

-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을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농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NBP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임.

그림 3-26  범부처 농생명 영역 혁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모델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클라우드 기반 농업혁신 SW 플랫폼 착수보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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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클라우드의 다양한 진화

□ 각 기관별 농업클라우드 구축 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통합적 

서비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 아래 그림처럼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플랫폼 간 결합을 통해 목표로 하는 서비

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음.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컴퓨팅,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

라우드 모두를 효과적으로 혼용하는 컴퓨팅 플랫폼임.

- 농업 IT 기업들의 레거시 시스템과 농업 클라우드 간의 결합모델로서 PaaS 

계층의 개발도구들을 활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플랫폼 제공

- 각 기관별로 구축하는 농업클라우드 역시 각각의 농업 내 특화 모델을 정의

함으로써 상호 중복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상호 시

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성장 발전해야 함.

그림 3-27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개념도

자료: 윤대균(2019). “하이브리드 클라우드-2019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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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에 특화된 클라우드 Vs. 농식품 유통에 특화된 클라우드 등 농업클

라우드의 특화 모델 역시 가능함.

- 농진청의 스마트팜 2세대 모델의 기반으로서 스마트팜 클라우드의 구축을 

통해 스마트팜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 활용 서비스 개발

  ∙ PaaS에 스마트팜 오작동 탐지, 생산성 최적화 모델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개발 및 탑재

- NIPA 등의 클라우드는 학교급식, 로컬푸드, 산지유통센터 등을 타깃으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 정제, 분석, 활용 서비스에 특화할 수 있음.

  ∙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로컬푸드 POS 데이터, 학교급식 유통 데이터 등 

특화 데이터의 수집 모듈 및 분석 모듈을 PaaS에 개발

그림 3-28  농업 분야의 다양한 특화 클라우드 구성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클라우드 간 상호 연계, 

활용되는 클라우드 간 통합 서비스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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