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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강원도가 스마트 팜 육성을 통해 강원도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수년간 진
행되어 온 강원도 농축산업의 구조변화 속에서 강원도 농축산업은 많은 위협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축적해 온 다년간의 시설농업 노하우는 스마트 팜
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팜 도입으로 고비용의 생산
구조,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소농구조의 영세성에 따른 수익성 저
하 등 강원도 농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강원도
의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팜 확산 등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
하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팜은 초기 정착단계에 있다. 2013년부터 농업부문 창조경제
의 일환으로 농업 ICT 융복합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015년부터는 농업의 미
래성장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스마트 팜 확산대책”을 마련하여 저변
을 확대하고 있다. 농축산식품부의 스마트 팜 정책 목표는 스마트 팜 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스마트 팜 관련 전·후
방연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미비 및
성과에 대한 불신,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 미정립, 농가의 운영능력 부족 등 스마트
팜 확산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통해 농축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2014년 우리나라에 스마트 팜이 도입된 이후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
성이 높아지고 품질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출 전문
시설원예 분야에서 스마트 팜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일
반시설농가보다 각각 평균 74.1%, 18.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 팜 도입
농가는 일반시설 농가에 비해 생산성 및 조수입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팜 농가의 단위당 토마토 생산량은 일반시설 농가보다 2.5배 높았고, 특히 유리온실
에서 재배한 경우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수입에 있어서도 스마트 팜 농가
가 일반시설 농가보다 평균 1.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스마트 팜 보급률은 전체 시설재배 면적의 1.9%, 농가수 기준 1.7%
에 불과하고 절대 규모도 지방 9개도 중에서 제주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강원도가 스마트 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요한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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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 간 진행되어온 강원도 농축산업의 변화 중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농가들
의 시설작물 재배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과 규모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
원도의 시설재배 노하우와 축산업 규모화가 ICT와 융복합되어 스마트화 된다면 강원
도 농축산업은 미래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강원도 농축산업이 ICT 융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강원도 농가
의 스마트 팜 도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투자 및 운영 관련 자금 지원, 전문인력 육
성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기존에 추진하던 시설현대화과 강
원도 농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

적으로 강원도 스마트 팜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
화 및 SW 개발,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모든 단계로 스마트화 확산, 전략품목의 규
모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팜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의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원도의 스마트 팜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
“강원도 ICT 혁신 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워킹 그룹간의 효과적인 실무조정을 통
해 스마트 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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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농업·농촌 여건은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소농
구조에 따른 영농규모화의 한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
장을 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EU,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상황이다. 대내적으로 농가인구수는 1995년 486만명에서 2014년 275
만명으로 43.4% 감소했고, 농가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은 1995년 16.2%에서 2014년
39.1%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농업생산을 위한 실질 자본투자도 위축되고 있는데, 1995~1997년 연평균 약 7조
원에서 2008~2010년에는 연평균 3.4조원으로 축소되었다. 1인당 경지면적은 약 0.6ha로
여전히 영세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농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호당
온실규모도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농업 생산성도 선진국
의 약 50%를 하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강원도 농축산업도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농업인구 감소, 경영주체의 고령화,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소
농구조 등 국내 농업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촌지
역으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을 초래해 농촌사회의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의 근간을 소멸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맞물려 농번기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커
지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농축산업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고랭지, 해안지 등 다양한 기
후지대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용이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작목재배 한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멜론, 포도, 복숭아 등 소득 작
목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설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시설오이,
시설나리 등 시설농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ICT, BT 등 첨단기술과 농업의 접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강원도 농축산
업은 시설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
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ICT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은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산업 영역에서 ICT의 융
복합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제조업 분야는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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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을 통해 전체 생산 공정이 자동생산 체제화되는 차세대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
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진화된 인터넷 기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각 산업영역에 확장시키고 있고, 첨단제조업파트너쉽(AMP)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ICT를 활용한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융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ICT 융복합 확산도 가
속화되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농업부문에서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ICT와 농업 간 융복합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시설농업, 축산, 과수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활
용한 스마트 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ICT 융복합을 통해 농업 생산성은 기존
영농방식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의 ICT 도입은 생산영역 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단계까지 확대되어 농
축산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농업활동의 스마트화는 ICT 기술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귀농·귀촌 잠재인력을 농
업·농촌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현재 강원지역에서 일부 과수, 축산, 버섯농가에서 스마트 팜
기술을 도입해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과수농가의 경우 무인 병해충 예찰 관리를
통한 조기 방제로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생산성 및 상품성이 향상되었다. 축산농가의
경우 카우매니저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주와 우유업체, 수의사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
용절감 및 고품질 우유 생산량 증대를 꾀할 수 있었다. 또한 버섯재배 농가는 재배시설
에 원격제어시설을 도입하여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재배환경을 조절하고 있다.
이처럼 강원도가 다년간 축적해온 시설농업 노하우는 개별 농가들이 스마트 팜으로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정 이미지로 대표되는 강원도 신선 농축
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아 경쟁력 있는 작목 생산에 ICT 기술을 접목하면 생
산성 및 품질 향상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 팜 육성 방안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강원도의 스마트 팜 육성을 통해 강원도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
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내외 스마트 팜
진출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발굴하고 그간 추진된 중앙정부의 스마트 팜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강원도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팜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강원지역 농축산업의 스마트화 전략

Ⅱ. 강원도 농축산업 현황
1. 농업인구 및 농가 현황
강원도 농가 수는 2005년 7.9만호에서 2015년 7.3만호로 연평균 0.7%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농가 수의 연평균 감소율(-2.2%)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농가 수 감소 추세도 완화되고 있다.
강원도 농가 인구 역시 2005년 23.7만명에서 2015년 17.6만명으로 연평균 3.0%의 감소
추세를 보여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의 연평균 감소율(-4.2%)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강원도의 호당 농가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2.4명이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5년 22.5%에서 2015년 35.5%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2> 강원도 농가 및 농가 인구 추이1)
(단위: 호, 명, %)
농가
전국

농가인구
전국

강원

2005
1,353,687
78,578 (5.8)
2010
1,177,318
72,472 (6.2)
2015
1,088,518
73,082 (6.7)
주 : ( ) 내는 전국 또는 전체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3,933,250
3,062,956
2,569,387

65세 이상
958,656 (24.4)
972,679 (31.8)
987,201 (38.4)

강원
237,277
191,922
175,567

65세
53,428
58,482
62,313

이상
(22.5)
(30.5)
(35.5)

경지 규모별 농가 수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경지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 비중
은 전체 농가의 67.7%에 이르며 3ha 이상인 농가 비중은 9.7%로 나타났다. 특히 경지규
모가 0.5ha 미만인 농가 비중은 전체의 46.5%로 소규모 영세농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 강원도 경지규모별 농가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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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산업 현황
강원도 전체 경지면적은 2015년 10만 7,277ha로 2005년 이후 연평균 0.9%씩 감소 추
세에 있다. 이 중 논 면적은 연평균 2.3%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밭 면적은 연평균 0.1%의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논은 36.3%, 밭은
63.7%이다.
<표 3> 강원도 경지면적
(단위: ha, %)
논

밭

계

논 비중

밭 비중

2005

49,245

67,767

117,012

42.1

57.9

2010

43,190

67,982

111,172

38.8

61.2

2015

38,979

68,297

107,277

36.3

63.7

자료: 통계청

반면 강원도의 시설재배 면적은 2016년 4,082ha로 2011~2016년 중 연평균 2.3% 증가
하였다. 동 기간 전국의 시설재배 면적이 연평균 1.5% 감소하면서 전국 시설재배 면적
대비 강원도 비중은 2000년 2.7%에서 2016년 4.9%로 상승하였다.
<표 4> 시설재배 면적
(단위: ha, %)
2000

2005

2010

2016

연평균 증가율
(2001~2016)

전국(A)

105,758

100,889

91,648

83,629

-1.5

강원(B)

2,824

3,168

3,420

4,082

2.3

비중(B/A)

(2.7)

(3.1)

(3.7)

(4.9)

자료: 통계청

시설재배는 2015년 부류별 면적 기준으로 과채류가 전체의 40.3%로 가장 높고, 이어서
화훼(3.7%), 엽채류(2.7%), 과수(2.1%) 순으로 나타났다. 과채류 비중은 2010년 35.3%로 낮
아지기도 했으나 이후 40% 내외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반면 엽채류 및 화훼 시설면적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시설재배 작물의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토마토가 59.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오이(22.7%), 수박(11.8%), 호박(4.1%)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하여 토마
토, 수박은 재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이, 호박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시
설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파프리카, 시설토마토, 피망, 멜론 등으로 작목
을 전환했기 때문이다1).

1) 2013년 기준, 강원도의 시설작목별 소득 수준은 10a당 파프리카가 1,605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시설토마토
814만원, 피망 536만원, 멜론 478만원 순이며, 시설오이는 433만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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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원도 시설재배 부류별, 작목별 재배 비중 추이
시설재배 부류별

시설재배 작목별

자료: 통계청

축산부문에 있어 강원도 가축사육은 최근 농가당 사육규모가 점차 규모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소규모 가축 농가의 폐업이 늘고 사육두수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축종별
로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
육두수는 젖소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5> 강원도 주요 가축 사육 농가 및 마릿수 추이
(단위: 천 호, 천 두(수), %)

2005(A)
2010
2015(B)
연평균 증감률

한·육우
농가
사육두수
15
130
13
207
6
177
-8.4
3.1

농가
0.4
0.3
0.2
-6.0

젖소
사육두수
26
18
16
-4.8

농가
0.7
0.4
0.2
-10.4

돼지
사육두수
295
372
339
1.4

닭
농가
10
7
5
-7.3

사육수수
6,352
6,089
6,485
0.2

자료: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업통계자료, 2015.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강원도 농축산업은 과거 10년 동안 농가 수 및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전체 농가인구에서 65세 농가인구 비중도 35%를 상회하는
등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영농규모의 영세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농촌 고령화,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의 문제는 강원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
키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후 온난화 등으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강원지역으로 북상하고 시설재배가
확대되면서 과채류, 과수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작목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의 시설작물 재배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파프리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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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토마토, 피망 등 수출 유망 품목이면서도 국내 수요도 높은 작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작목 개발, 영농기술 지도 등 지자체의 지속적인 영
농지원 시책에 주효했고 아울러 영농기술 습득이 빠른 젊은 신규 농업인 및 귀농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농가당 가축 사육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축
산물은 강원도 농가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농작물보다 높다. 강원도 축산농가의 규모화
가 진전되고 있고 농가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ICT 시설을 도입
하는 등 성공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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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의 스마트 팜 정책 추진 동향2)
1. 스마트 팜 정책 추진 경과
가.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스마트 팜 정부정책의 시발점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시장개방이 급격히 확
대되고 온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현
대화 사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이다.
정부는 1968년부터 융자,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신축 중심으로 실시되어 2000년대 이후 10년 이상이 넘은 온실이 97%를
차지하는 등 생산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였다. 더욱이 2007년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긴요해 지자 10년간(2008~2017) 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노후화된 비닐온실 등의 현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온실 증축, 재해대비
강화, 측창개폐기 등 자동화기기를 도입해 농업시설의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높이
는데 주력하였다.
2009년부터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도입해 다겹보온커튼, 지열냉난방설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설원예 생산액은 1990년 8천억원에서 2010년 5조 3천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호
당 시설원예 면적도 2005년 0.37ha에서 2010년 0.53ha로 증가해 시설원예의 규모화도 촉
진되었다.
나. 농업분야에 ICT 융합을 위한 R&D와 융복합 기술의 현장보급 정책 확대
산업현장과 IT기술의 융복합 사업은 ‘IT 839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산업분야에 걸친
유비쿼터스-IT(u-IT) 기술 검증사업이 시발점이다. 농업부문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과
ICT의 융합을 위한 R&D 확대와 이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
작하였다. 특히 2004~2009년에 걸쳐 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 주관으로 u-Farm 선도사업
이 실시되어 25개 모델이 운영되었다. 당시 사업은 소규모 실증실험 단계였으나 센서를
활용한 최적 생장환경 구현과 전자태그를 활용한 이력추적시스템 등 농식품분야와 IT기
술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2010년에는 농수축산분야 u-IT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2010년~2013년 중
ICT 융복합 모델 발굴사업을 통해 시설원예, 축산, 유통 등 총 20건의 모델 개발이 추
2)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박근혜정부 농정 중간보고서-농업과 ICT의 융합, 한국형 스마트 팜 확산」, 2016의 내용
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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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었다. 동 사업에서 가장 많이 시도된 분야는 시설원예 분야인데 특히 토마토, 파프
리카 등의 기술 수준이 크게 진전되었다. 한편 축산분야는 시장 규모가 큰 양돈을 중심
으로 사료 자동급이 시스템 등 핵심시설과 운영모델이 현장 적용단계에 진입하였다.
다. ICT를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 추진
그간의 농업과 ICT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확산 가능한 스마트
팜 모델이 정립되었고,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시설 증·개축 등 하드웨어 위주의 접
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ICT를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
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3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을 마련하여 생산, 유통, 소비
등 부문별 ICT 융복합 현황을 진단하고, 스마트 팜 보급, R&D,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정
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시설원예,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팜
의 본격적인 보급을 추진하였다. 이후 2015년에 창조농식품정책관실 출범과 함께 농식
품부 내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스마트 팜 추진체계가 일원화 되었고 정책자금 지원,
R&D, 교육·훈련, 관련 기업 육성 등 스마트 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기 위한 ‘ICT기반 첨단 농업·행복한 농촌 조성방안’이 추진되었다.

2. 스마트 팜 정책 목표 및 방향
가. 스마트 팜 정책 목표
정부의 스마트 팜 정책 목표는 첫째, 스마트 팜 보급 확대와 스마트 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 계획은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시설현대화 면적의
40%), 축산농가 700호(전업농의 10%), 과수농가 600호(규모화농가의 25%)에 스마트 팜을
보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전략 품목인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을 중심으로
유리온실 600ha를 첨단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축산분야는 현재의 양
돈 중심에서 양계, 소 등 축종별 모델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생산성을 30% 높이기 위해 스마트 팜 교육 등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스마트 팜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동시에 발전
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설치 지원 등 정부의
초기 투자가 시장 확대로 이어져 관련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산업으로까지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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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팜 정책 방향
정부의 스마트 팜 정책 방향은 첫째, 시설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팜 보급을 동시에 추
진해 ICT 융복합 시설 도입이 가능한 기반을 확대하고 농가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
이다.
둘째, 스마트 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
석·홍보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관련 기자재 및 생육관리 등 스마트 팜의 핵심 부품 및 기술을 국산화·표준화
하여 우리 농업 환경 및 여건에 맞는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을 보급하는 것이다.
넷째, 농업인과 관련 인력이 ICT 활용능력 및 작목별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스마트
팜의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하나 기업
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A/S와 같은 핵심기능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애로사항
을 해소하고, 관련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정책방향 중 하나이다.
<그림 3> 정부의 스마트 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주: 농림축산식품부(2016)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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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 팜 보급 실태
1. ICT 시설 일반 현황
우리나라의 스마트 팜은 최근 정부정책에 힘입어 농업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도입농
가 수도 증가하고 있지 관련된 정부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직
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용 시설의 ICT(스마트 팜) 도입
규모는 수치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설현황실태조사 결과(농축
산식품부, 2015)에 따르면, ICT 시설 농가 수는 2,625호로 전체 시설농가의 1.7%에 불과
하고, ICT 시설면적은 1,258ha로 전체 시설면적의 1.9% 수준이다.
<표 6> ICT 시설 도입 현황
(단위: 호, 필지, 동, ha, %)
구분
전체 농업용 시설(A)
ICT 시설(B)
비중(B/A)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농가수
필지수
151,496
311,025
2,625
5,686
(1.7)
(1.8)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동수
318,604
5,749
(1.8)

면적
64,528
1,258
(1.9)

ICT 구동방식별로는 PC가 6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휴대폰 16.9%, PC+휴대폰
16.2% 순으로 나타나 효율성 측면에서 ICT 시스템 운영은 아직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ICT 구동방식별 면적
(단위: ha, %)
구동방식

PC

모바일(휴대폰)

PC+모바일

ICT 시설 면적

841

213

203

비중

(66.9)

(16.9)

(16.2)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시설면적별 ICT 도입 수준은 0.3ha 미만이 전체 IC 시설면적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ha 이상은 1.3%에 불과해 규모면에서 아직까지는 소농 위주로 ICT 도입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 팜이 초기단계이고 ICT 기술교육 및 지원체계도 미비함에 따라
ICT 도입이 대규모 시설농업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강원지역 농축산업의 스마트화 전략

<표 8> 시설면적별 ICT 시설 도입 현황
(단위: 동수, %)
구분

합계

0.1ha 미만

0.1∼0.3ha

0.3∼0.7ha

0.7∼1ha

1ha 이상

개소

5,749

1,829

2,750

1,027

67

76

비중

(100.0)

(31.8)

(47.8)

(17.9)

(1.2)

(1.3)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한편 ICT 시설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닐이 전체의 8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유리온실 9.3%, 재배사 3.9%, 경질판 1.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리온
실 중에서 ICT 시설이 도입된 비중은 35.4%로 높은 반면 비닐온실은 1.6%에 불과해 유
리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ICT 시설을 도입하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표 9> ICT 시설 종류별 비중
(단위: 동수, %)
구분

합계

유리

경질판

비닐

재배사

전체시설(A)

318,604

1,506

673

310,413

6,012

비중

(100.0)

(0.5)

(0.2)

(97.4)

(1.9)

ICT 시설(B)

5,749

533

79

4,913

224

비중

(100.0)

(9.3)

(1.4)

(85.5)

(3.9)

B/A

1.8

35.4

11.7

1.6

3.7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각 지역 전체 시설재배에서 ICT 시설이 많이 도입된 지역은 면적 및 농가 수 기준으
로 전남과 경북이 각각 4.2% 및 3.1%로 가장 많았다. 강원지역은 전체 시설재배 면적
및 농가 수 대비 각각 2.0%, 1.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경북은 전국 스
마트

팜 도입에서 면적 및 농가 수 기준으로 각각 19.3% 및 21.7%를 차지하여 스마트

팜 도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은 스마트 팜 면적 및 농가 수가 각
각 전국의 4.8%, 전국의 10.4%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스마트 팜 재배면적(53ha)은 지방 9
개도(평균 115ha) 중에서 제주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스마트 팜의 영세
성을 극복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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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별 스마트 팜 도입 현황
지역별 시설재배 대비 스마트 팜 도입 비중

스마트 팜 도입의 지역별 비중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및 관련 업체 조사자료

2. ICT 시설 활용 실태
가. 작목별 스마트 팜 도입 현황
원예부문 주요 작목의 시설재배 면적 대비 스마트 팜 도입 면적은 2% 정도로 아직 초
기 단계에 있다. 품목별로는 파프리카가 스마트 팜 시설재배에서 스마트 팜 도입 비중
이

35.9%로 높은 반면 토마토(4.1%), 오이(2.3%), 딸기(1.2%)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수출

경쟁력이 높고 작기가 긴 작물일수록 스마트 팜 보급률이 높았다.
<표 10> 시설원예 작목별 스마트 팜 활용 현황
(단위: ha, %)
구분
시설면적(A)
스마트 팜 면적(B)
비율(B/A)

파프리카
738
265
(35.9)

토마토
5,329
216
(4.1)

수박
9,767
102
(1.0)

딸기
5,386
67
(1.2)

오이
2,804
65
(2.3)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농축산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2015년), 축산부문 스마트 팜 도입 농가는 261개소
로 파악되고 있는데, 돼지를 제외한 축종에서는 스마트 팜 도입 농가 비중이 0.5% 미만
으로 나타나 시설원예에 비해 보급률이 낮다. 하지만 2015년 스마트 팜 도입 농가수가
2014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에 비추어 향후 축산부문 스마트 팜 도입 농가 수는 빠르
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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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축종별 스마트 팜 도입 현황
(단위: 호, %)
구분
한우
젖소
돼지
양계
기타
전체농가
98,372
8,454
4,991
42,004
2,172
스마트 팜 농가
1
37
179
40
2
비중
(0.0)
(0.4)
(3.6)
(0.1)
(0.1)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및 관련 업체 조사자료

전체
155,993
261
(0.2)

시설원예의 스마트 팜 수준은 첨단형(상), 복합관리(중), 간편관리(하)로 분류할 수 있
다. 첨단형은 시설 규모가 1ha 이상의 대규모 원예전문생산단지 등에 도입되고 있으며,
복합환경관리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포함한다. 주요 재배 품목은 파프리카, 토마토(수
경), 장미, 국화 등이며, 시설은 외국산 비중이 70%로 높다.
복합관리형은 0.5∼1ha 규모로 연동형태의 일반원예시설에 주로 보급되고 있으며, ICT
를 이용해 복합환경관리와 에너지절감을 통제하고 있다. 주요 재배 품목은 딸기, 오이,
풋고추, 멜론 등이며, 시설은 국산 비중이 72%를 차지한다.
간편관리형은 0.5ha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도입되고 있으며, ICT를 활용해 환기, 보온,
가온 등의 생육환경을 제어한다. 주요 재배 품목은 참외, 수박 등이며 100% 국산 시설
을 이용하고 있다.
<표 12> 시설원예 수준별 스마트 팜 현황
(단위: ha, 호, %)
수준

면적

농가수

규모

주요품목

주요시설

제품

상

첨단형

394

305
(29%)

1ha 이상
원예전문생산
단지 등

파프리카,
토마토(수경),
화훼 등

복합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시설

국산 30%
국외 70%

중

복합관리

334

668
(64%)

0.5~1ha
일반원예시설
(연동)

딸기, 오이,
풋고추, 멜론,
토마토(토경)

복합환경관리+
에너지 절감시설

국산 72%
국외 28%

하

간편관리

41

74
(7%)

0.5ha이하
단동하우스

참외, 수박 등

간편환경관리
(환기+보온+가온)

국산 100%

계

769

1,047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한편, 노지과수 스마트 팜 농가는 453개소로 파악되며, 과일 재배농가의 스마트 팜 비
중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주요 과일류 재배농가(23만 3천호)의 약 0.2%로 추
산된다.
나. 스마트 팜 보급기업 현황
농가에 스마트 팜을 보급하는 기업은 2015년 총 34개이며, 이 중 시설원예가 전체의
47.1%(16개 업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축산(44.1%, 15개 업체), 과수(8.8%, 3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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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급한 스마트 팜 농가는 시설원예가 926호(56.5%)로 가장 많
았고 과수 및 축산이 각각 453호(27.6%), 261호(15.9%)로 나타났다. 한편 업체당 스마트
팜 보급 농가 수는 과수가 151호, 시설원예가 57.8호, 축산 17.4호로 나타났다.
<표 13> 스마트 팜 참여기업 및 보급농가수
(단위: 개, 호, %)
시설원예

과수

축산

계

참여업체수(A)

16(47.1)

3(8.8)

15(44.1)

34(100.0)

보급농가수(B)

926(56.5)

453(27.6)

261(15.9)

1,640(100.0)

업체당 보급수(B/A)

57.8

151.0

17.4

48.2

자료: 김연중 외,「스마트 팜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편 업체의 2015년 실적을 살펴보면 4개 업체가 첨단형(1ha 이상)을 보급했으며 6개
업체가 복합형(0.5∼1.0ha)을, 5개 업체가 간편형(0.5ha 미만)을 보급하였다.
<표 14> 시설원예 스마트 팜 기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외산
국산

보급실적기업

보급 업체

첨단형

4

프리바, 홀티멕스, 네타핌 등

복합형

6

그린씨에스, 우성하이텍 등

간편형

5

TLC, 유비엔, 나래트랜드 등

합계

15

자료 :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축산 스마트 팜의 경우 2015년 보급 실적이 있는 기업은 11개 업체로 추산된다. 이중
7개 업체(피그넷시스템, 리치피그, 코카, 이지팜 등)가 환경관리, 자동급이기, 사양관리
S/W 등의 국산형 시스템을 보급했고, 네달, 샤우어 등 4개 업체는 외산형 자동급이기
시스템을 보급하였다.
<표 15> 축산 스마트 팜 기업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외산

국산

합계

보급실적기업

비고

자동급이기

4

네달, 샤우어 등

환경관리

2

피그넷시스템, 리치피그 등

자동급이기

2

코카, 에코시스템 등

사양관리 S/W

3

이지팜, 함컨설팅 등

11

자료 :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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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별․경력별 활용 실태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시설원예농가 및 스마트 팜 도입농가에서도 60대
이상이 각각 59.8% 및

4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스마트 팜 농가의 평균

나이는 58.4세로 시설원예농가의 평균나이(62.1세)보다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가 뿐만 아니라 ICT 기술에 익숙한 젊은 농업인이 스마
트 팜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제품을 보완하고 현장 체험형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16> 연령별 스마트 팜 도입 현황
(단위: 호, %)
3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구분
호

비중

호

비중

호

비중

호

비중

호

비중

시설 전체

3,568

2.3

14,746

9.7

42,869

28.2

52,042

34.2

16,627

25.6

스마트 팜

114

4.6

343

13.7

916

36.5

794

31.6

79

13.7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스마트 팜 농가의 평균 영농경력은 28.2년으로 시설원예농가(평
균 32.6년)에 비해 4.4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농가의 스마
트 팜 도입 비중은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반면, 10년 미만인 농가 비중은 11.6%로
나타나 시설농업 신규 진출 농가와 5∼10년에 걸쳐 시설농업 노하우가 있는 중견 농가
의 스마트 팜 도입을 장려할 수 있는 현장 교육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7> 영농경력별 스마트 팜 도입 현황
(단위: 호, %)
구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호

%

호

%

호

%

호

%

시설 전체

6,507

4.3

11,084

7.3

19,050

12.5

115,380

75.9

스마트 팜

147

5.9

218

8.7

390

15.5

1,755

69.9

자료: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시설원예 수출물량 중 원예전문단지 물량 비중은 81.5%이며 이 중 스마트 팜으로 생
산한 물량은 48.5%를 차지한다. 이처럼 스마트 팜으로 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농
가는 전체 수출농가(2,846호)의 12.8%(365호)를 차지한다. 전체 시설농가 중에서 스마트
팜 농가비율이 1.7%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수출원예전문단지의 경우 스마트 팜 도입 비
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농가 중심으로 스마트 팜이 확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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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마트 팜이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견인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8> 시설원예 스마트 팜 농가의 수출 현황
(단위: 톤, 호, %)
원예전문단지 수출

원예전문단지 내 스마트 팜 농가 수출

전체
수출량

수출량

비중

농가수

수출량

비중

농가수

비중

40,368

32,896

81.5

2,846

15,969

48.5

365

12.8

자료: 유통공사 수출원예 전문단지 현황조사(2016)

원예전문단지 스마트 팜 농가의 주요 수출 품목은 파프리카가 1만 4,775톤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73.4%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그 밖에 화훼 761톤(13.0%), 딸기 324톤
(8.5%), 토마토 109톤(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원예 전문단지 수출농가의 스마트 팜 품목별 현황
(단위: 톤)
파프리카
화훼
전체
스마트 팜
전체
스마트 팜
수출량
24,156
14,775
3,365
761
자료: 유통공사 수출원예 전문단지 현황조사(2016)
구분

전체
2,780

딸기
스마트 팜
324

전체
1,194

토마토
스마트 팜
109

라. 스마트 팜 활용농가의 생산성 및 총수입
스마트 팜 농가의 단위당 생산량(kg / 10a)은 일반농가보다 적게는 1.4배, 많게는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토마토의 생산량이 일반농가의 2.5배였으며, 유리온
실의 경우 단위당 생산량(38,695kg / 10a)이 비닐하우스 단동(13,878kg / 10a) 및 연동
(18,214kg / 10a)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3)
한편, 스마트 팜 농가의 총수입은 일반농가 대비 평균 1.2배 높았으며, 품목별로는 토
마토가 1.3배로 조수입 차가 가장 크고, 참외는 1.2배, 그 밖에 파프리카, 딸기, 수박은
약 1.1배로 나타났다.

3)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는 독립된 형태인 단동 또는 여러 개가 인접해 있는 연동으로 구분한다. 연동은 겨울보온성 및 바
람 저항성이 뛰어나고 작업자의 작업반경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단동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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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 팜 주요 품목별 10당 생산성 및 조수입
생산성

조수입

주: 생산성은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시설현황 실태조사자료(2015), 조수입은 농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생산실적(20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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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문별 선도농가 사례
1. 시설원예
가. ICT를 이용한 딸기 고설수경재배4)
‘희망 담은 딸기농장’(전국 익산)은 정부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산업을 통해 2012년에
1,800평 규모의 6개 하우스에 스마트 팜 시스템을 설치했고, 고설재배로 전환하였다. 시
스템 설치비는 3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월 사용료는 1만 1,000원이다. ICT 도입 이후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온도와 습도, 측창, 수막, 환기시설 제어 등 5가지 기능을 제
어할 수 있게 되었고, 시스템이 딸기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작
물의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연매출액은 1억 8천만원이며, 주요 판매처는 농협 계
통출하가 9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 농가의 스마트 팜 성공요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ICT 관련 농업정책 정보를 지속적
으로 수집하여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점이다. 또한 익
산 딸기 BVB 수경재배회,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딸기 공선출하회 등 지역
품목연구회 및 공동 출하단체에 참여하면서 인근 농가들과 기술 및 재배 노하우를 공유
한 점을 들 수 있다.
<시설원예 사례농가(1) 개황>
○ 농장명 : 희망담은 딸기농장(전북 익산)
○ 품목 : 딸기
○ 연매출액 : 1억 8천만원
○ 판매처 : 농업계통출하 98%, 수집장 2%
○ 성공요인
- ICT 관련 농업정책 활용
- 지역 품목연구회 참여 등 선도농가와의 기술 및 경험 공유

4) 고설재배는 땅에 시설물을 설치해 어른 허리 높이 정도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수경재배라고도 불린다. 고설
재배의 특징은 상토를 스탠드위에 깔고 그 위에서 자라는 것인데, 병해충과 비료 등 모두 자동으로 스탠드위에 일정
부분만 뿌려 주고 있다. 또 앉아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릎과 허리 등을 압박하지 않아 육체적인 면에서도 상
당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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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울토마토 신품종과 ICT 기술 접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배불뚝이 농장’(충남 부여)은 친환경 ICT 융복합 기술과 신품종‘에티켓5)’토마토
생산 등으로 연매출 4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이다. 1997년 귀향 후 2002년 완
숙토마토 재배를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시작하였다.
현재 부여군 규암면 일대에 이 농장을 포함하여 인근 농가와 함께 2ha 규모의 재배단
지를 조성하고 있다. 배불뚝이 농장은 2014년 농식품 IT융합 토마토 표준모델 확산사업
에 참여하면서 재배면적 16만 6,000㎡ 중 2,600㎡에 ICT 설비를 도입하여 온실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췄다. 이로 인해 성장환경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자동제어, 원격제어가 가
능해졌다. 현재까지 ICT 설비 및 시설에 약 4억원을 투자했는데, 향후 ICT 설비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동 농장의 성공노하우는 무엇보다도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업기술원 등에서 제공하는
방울토마토 재배에 필요한 기술정보 습득과 신품종 발굴 노력에 있다. 또한 에티켓 방
울토마토가 가지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재배기술 및 마케팅 교육에도 지속적으로 참
여하는 연구개발 노력도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CT를 도입한 후
방울토마토 생산성 및 품질이 향상되어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과 식감을 가진
토마토를 생산하게 되었다.
<시설원예 사례농가(2) 개황>
○ 농장명 : 배불뚝이 농장(충남 부여)
○ 품목 : 토마토
○ 연매출액 : 4억 2천만원
○ 판매처 : 농업계통출하 50%, 기타(학교급식) 30%, 직거래 15%, 도매시장 5%
○ 성공요인
- 틈새시장 전략으로 신품종 발굴과 IT융복합으로 생산성 향상
- 꾸준한 연구개발 노력(네덜란드 산지견학, 충남마이스터대학 진학, 마케팅 교육
참여 등)
다. 채소 생산·유통의 시스템화
영농조합법인 천지원(전북 김제)은 시설하우스 2,000평, 노지 6만평에 양파, 양배추, 상
추 등 40여가지의 유기농 잎 채소류와 특수 채소를 재배하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조직이다. 천지원에서 생산한 채소가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유기농산물을 소
5) 에티켓이라는 방울토마토는 2012년 농촌진흥청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부여토마토시험장에서 공동개발한 신품종으로
완숙토마토와 대추형 토마토의 맛이 나며 껍질이 부드러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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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판매하면서 부터이다. 큰 상자에 포장해 납품하던 종전 방식을 벗어나 소포장으로
전환한 후 판로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소포장 신선채소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천지원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육묘단계에서 깻묵 발효액비를
관주하고 온도관리와 수분관리에 공을 들인다는 것이다. 토양관리에 더해 고칼슘 기능
성 채소생산을 위해 미네랄 석회와 미량요소인 광물질을 사용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도 농장 내의 저온 저장고, 냉동 탑차, 매장의 저온 저장고, 냉장
벌크로 이어지는 저온 관리 시스템인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곳곳에 떨어
져 있는 직영점까지 최대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유기농 및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우수농산물관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
고 농산물의 파종과 재배부터 유통까지 추적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력제 등도 시행하
고 있다.
천지원은 채소 생산을 위한 과학적인 시비관리, 콜드체인 시스템 및 생산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유통관리 시스템, 소비자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 ICT를 이용한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농업 부문의 수직 계열화를 실현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시설원예 사례농가(3) 개황>
○ 농장명 : 천지원(전북 김제)
○ 품목 : 채소류(양배추, 대파, 상추 등)
○ 연매출액 : 14억원
○ 판매처 : 직거래 100%
○ 성공요인
- 전문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 유기재배 품질인증 차별화
- 상품 소포장 통해 고객 욕구 충족

2. 과일류
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체계적인 사과 브랜드 관리
‘풍기댁’(경북 영주)은 온라인 직거래로 사과와 관련 제품을 판매한다. 농장주는 귀
농인으로서 온라인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에 관심이 커 온라인 마케팅, 영농지도 교육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했고, 시행
착오를 거쳐 풍기댁이라는 농장의 사과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현재 사과농사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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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평이고 사과는 9월 중순부터 수확이 시작되는데 다수의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재구매율이 70∼80%에 달한다.
풍기댁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해 두 번 이상 이용한 재구매자만 해도 5,000명에 이른다.
사과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 재배를 적용하고 있고, 판매도 주문 즉시
사과를 수확해 배송하는 직거래 방식이므로 사과의 신선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동 농장의 최대 강점은 IT를 이용한 온라인 고객관리이다. 판매방식이 직거래이므로
단골고객 또는 신규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은 농장 매출액 증대에 매우 중요한 부문
이다. 이에 사과 품질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단골
고객과 신규고객의 취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수의 개별 농가들이 소비지 시
장정보 확보 및 활용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IT 활용을 통해 시장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일류 사례농가(1) 개황>
○ 농장명 : 풍기댁(경북 영주)
○ 품목 : 사과
○ 연매출액 : 1억 7,000만원
○ 판매처 : 직거래 95%, 도매시장 5%
○ 성공요인
-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 신규 고객 유치, 재구매 고책 유치 등 고객 관리 강화
- 신선도 유지 위한 미생물 농법과 직배송
나. IT를 활용한 체계적인 고객 및 경영관리
‘류진농장’(경남 진주)의 주요 품목은 단감, 매실, 고구마이고, 재배면적은 단감 3
만평, 매실 8,000평, 고구마 3,000평이다. 농장주는 자체 연구 개발한 친환경 자연농법을
적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도라지, 홍삼, 오가피 등으로 액비를 만
들어 미생물과 함께 발효시켜 비료로 사용하고, 카놀라유와 가성가리로 천연 농약을 만
들어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포닌이 함유된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유기
농 단감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농가의 단감 평균 당도는 17∼20 브릭스로 단감의 평
균 당도(14.5브릭스) 보다 월등히 높다.
류진농원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다. 1차 생산된
과일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곶감을 낱개 포장해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감 말랭이, 감식초,
감즙, 차 종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해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SNS 등을 복합
적으로 적용하며 농산물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였다. IT를 이용해 고객관리, 경영관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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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리도 실용적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생산 이력시스템도 도입하였
다.
현장 실습교육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농업인, 귀농인, 학생,
교직원 직무연수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일류 사례농가(2) 개황>
○ 농장명 : 류진농원(경남 진주)
○ 품목 : 단감
○ 연매출액 : 4억원
○ 판매처 : 직거래 100%
○ 성공요인
- 생산, 가공, 직거래 판매까지 일원화
-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통해 6차 산업으로 확장
다. 하우스 감귤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실현
‘선진농원’(제주)의 성공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끊임없는 재배법 연구, 과감
한 시설투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영농 등이 밑거름이 되었다. 전문적인 농사지식이
부족했던 초기에는 하우스 감귤에 대한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
고 인근 하우스 농가를 찾아다니며 재배법을 익혔다. 하우스 감귤 한 작목에 특화했으
며 관련 영농지식이 쌓이고 재배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재배규모를 확장시켜 현재 감귤
하우스는 약 2,000평에 이른다.
선진농원의 성공요인은 하우스 감귤의 생육환경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있다. 예컨대 하우스 가온에 소요되는 유류
비 부담을 줄이고 감귤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난방시설과 자동화시스템에
집중 투자하였다. 농장 하우스에 설치된 에너지절감 시설이 지하공기, 히트펌프시설, 다
겹보온커텐, 열풍기 등 4종류에 달한다. 비록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이
러한 투자는 가온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절감해 운영비를 줄일 수 있었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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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사례농가(3) 개황>
○ 농장명 : 선진농원(제주)
○ 품목 : 하우스 감귤
○ 연매출액 : 2억원
○ 판매처 : 농협계통출하 50%, 수집상 50%
○ 성공요인
- 5년간 수확 포기하며 재배법 연구 몰입
- 계획성 있는 시설투자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라. ICT 페로몬 트랩으로 맞춤형 해충방제
‘승덕농원’(강원 춘천)의 주요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이며,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적시에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IT 페로몬 트랩6)을 농장에 도입하였다. 이
를 통해 어느 농장에 어떤 해충이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농업연구기
관, 농업기술센터, 영농조합, 농업관련단체, 관리업체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상황에
맞는 빠른 방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도입 후 적기에 상황에 맞는 농약으로 방제를 할 수 있어서 과실의 상품성, 생
산성, 품질이 향상되어 농가 소득이 향상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예찰요원 인건비 절감,
실시간 상황에 맞춘 방제 경보시스템 가동, 예찰 비용 및 농약 사용량 감소가 가능해졌
다.
그러나 IT 페로몬 트랩 사업은 관련 기관의 주도적인 병해충 정보관리 및 농가관리가
필요한데, 실무자의 주기적인 부서이동으로 인해 업무 연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현장
의 우려도 있어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과일류 사례농가(4) 개황>
○ 농장명 : 승덕농원(강원 춘천)
○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 성공요인
- IT 페르몬 트랩 도입으로 효과적인 방제작업 수행
- 친환경 과일 생산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6) IT 페로몬 트랩은 다양한 해충을 유인하는 델타형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유인된 해충 정보를 바이오센터서 분석하
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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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부문
가. ICT 융복합 설비 액상급이시스템
‘애니포크영농조합법인’(전남 영광)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규모는 현재 1만
5,000두에 이른다. 영농기술은 2010년 2년 동안 덴마크 등 유럽과 미국, 국내의 양돈 시
설 등을 직접 방문 및 조사를 통해 습득했고, 2014년에는 현재의 최신식 첨단설비를 갖
춘 축사를 완성하였다.
애니포크영농조합의 시설은 모두 IT 설비와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축사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특히 IT를 이
용해 축사 내부의 온도 확인 및 조절이 가능하고 액상급이시스템을 통해 일정 시간에
사료를 급여하여 돼지의 생육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료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 또
한 돼지들이 하루 동안 먹은 사료량과 움직임 등이 모두 자동으로 기록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1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축사양에 이용한다.
액상급이시스템은 이미 유럽 및 북미에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애니포크영농조합의 액상급이기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유모돈, 이유
자돈, 육성·비육돈 액상급이기로 구성된다. 액상급이기를 사용하면 부산물 없이 기존
배합사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15%, 부산물을 1∼2가지 사용할 경우 20∼30% 정도 사
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액상사료는 건식사료에 비해 먼지가 없고 먹기에 다툼이 없
어 돼지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애니포크영농조합법인의 성공요인은 최신식 첨단설비와 IT를 이용한 사양관리, 동물복
지를 고려한 시설 설계와 ICT 융복합 설비의 결합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의 사료 공
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 친화적 양돈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산부문 사례농가(1) 개황>
○ 농장명 : 애내포크영농조합법인(전남 영광)
○ 품목 : 돼지
○ 성공요인
- 국내외 축산업 추이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
- 최신식 첨단설비를 갖춘 돈사와 액상급이시스템의 결합
- 동물복지를 고려한 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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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돈 시설에 적합한 맞춤형 ICT 융복합 설비 도입
‘산수유양돈교육농장’(전남 구례)은 우선 양돈경영의 인력부족 문제를 ICT로 극복하
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산수유양돈교육장에서는 포유모돈 자동급이기, 비육돈 선별기,
냉·난방시스템,

CCTV를 활용한 돼지 관리시스템, 온·습도 기록관리 및 모니터링 시

스템, 임신돈 자동급여시스템, 비육돈 환기운영시스템, 원격 전기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ICT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ICT 장비 도입은 양돈 사육과정 상 노동집약적인 부분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통제할 수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양돈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어 일
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축산부문 사례농가(2) 개황>
○ 농장명 : 산수유양돈교육농장(전남 구례)
○ 품목 : 돼지
○ 성공요인
- 농장에 적합한 ICT 장비 선별로 투자 효율성 증대
- ICT 자동화시스템으로 인력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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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스마트 팜 성공요인
1. 농장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ICT 도입
농축산업 부문의 ICT 도입은 농장 경영의 질적 향상과 농축산물 생산의 품질 및 생산
성 향상을 도모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ICT 도
입에 따른 높은 투자비용이 농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지 정부의 농업
부문 스마트 팜 육성 정책에 편승해서 농가의 여건에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
지질 경우 농가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별 농가는 ICT가 가지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장여건과 품목의 사양
또는 생육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연동형 온실에서는 온
습도, 이산화탄소, 양액 등 자동제어와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적용
과 지열 냉난방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축산부문에서는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자동
사료 급이기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 농업시스템 관련 기관 또는 보급업체의 실무담당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교
육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데이터에 기반한 작물(가축)의 생육환경 조성
선진 농가들은 농장시설과 ICT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작물 또
는 가축의 최적 생육환경에 필요한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영농활동에 이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다.
과일류 생산농가의 경우 예찰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적시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돈사육 농가는 원격제어를 통해 인터넷이 허용되는 한 장소에 구애없이 효
율적인 농장관리가 가능해졌다. 반드시 농업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장주
입장에서는 시공간적인 효율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3. 농장주의 확고한 의지
스마트 팜 선진농가의 공통점은 농장주가 영농활동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성공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농가들은 ICT 도입을 통해 기존 영농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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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승덕농원(강원 춘천)의 경우 농장주는 기존 농장경영 체제가 사과, 배, 복숭아
의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IT 페로몬 트랩 시스
템을 도입해 병해충 방제 효과를 제고하였다. 이로 인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이전
방식보다 과일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직거래를 통한 농장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잠재적인 고객층 확보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애니포크영농조합법인(전남 영광)의 농장주도 선진 양돈 기술 습득을 위해 덴마크, 미
국의 양돈산업 견학, 국내 선진농가로 부터의 기술 자문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ICT를 융합한 최신식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4. 충성도 높은 단골고객 확보 및 관리
ICT를 도입한 선도농가들의 특징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직거래, 특히 온라인 거래
를 통해 충성도가 높은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 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
른 시설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가격이 높지만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가 스마트 팜 농축
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도농가들은 ICT 융복합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소비 부문
까지 스마트화를 확장하고 있다. 풍기댁(경북 영주)의 경우 사과 품질 및 고객서비스 향
상을 위해 온라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단골고객과 신규고객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구매고객의 재구매 비율을 높이고 있다. 류진농원(경남 진주)의 경우 전자상거
래와 SNS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IT를 이용해 고객관리, 경
영관리, 회계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5. 관련 분야의 노하우 축적 및 기존 기술과의 시너지 효과 실현
스마트 팜 선도농가들은 ICT 기반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
로 받았고, 자신의 농업여건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 즉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의 기술을 ICT 도입을 통해 보완하면서 저비용·고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승덕농원(강원 춘천)은 병해충 방제 정보 수집과 이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운영관련
정보까지 전문 컨설턴트 또는 농업관련 유관기관 전문 실무자들과 상호 피드백을 주고
받는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국내외 선진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밴치마킹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스마트 팜 기획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문제
를 해결하는 자구적인 노력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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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강원도 스마트 팜 발전 방향
1. 비전 수립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업인구 감
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소농구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강원도 농축산업도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 하에 강원도
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1차 산업의 농축산업 생산 부문, 2차 산업의 농축산물 가공 등
제조, 3차 산업의 직판장,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을 융복합한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강원도는 3차 산업인 농촌관광에 있어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농축산업 생산·유통·소비 부분에 ICT 도입을 통한 가치사슬 전체의 스마트
화는 강원도 농축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
다. 왜냐하면

ICT를 도입하면 1차 농축산물 생산단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 문

제를 해소할 수 있고, 농축산물 생산의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나아가 농축산업 부문의 ICT 도입은 정부의 시설현대화 사업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 첨단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생산
단계에서의 혁신은 다음 가치사슬 단계인 농축산물 유통·가공·소비에 이르는 전체 단
계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각종 농축산물의 유통정보 및 소비지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화 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새로
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가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지난 수년 간 진행되어온 강원도 농축산업 변화 속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최근 농가
들의 시설작물 재배가 크게 확대된 데 있다. 특히 시설작물 중에서도 파프리카, 시설토
마토, 피망 등 수출이 유망하면서도 국내 수요도 높은 작목 도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
한 강원도 축산농가의 규모화는 시설현대화 및 ICT 융복합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구조
로의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원도의 다년간 축적된 시설재배 노하우와 축산업 발전 가능성은 스마트 팜
확대를 통한 강원도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농축산업 부문의 ICT 도입을 통해 강원도 농축산
업이 처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팜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ICT 융복합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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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확대를 통한 강원도 농축산업의 비전은“ICT 융복합을 통한 강원도 농축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정부의 스마트 팜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되, 강원도의 농축산업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
다.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제시한다. 단기적으로 기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단기 전략, 스마트 팜을 미래 성장 동력화 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협
력체계 구축 및 강원도 ICT혁신센터 신설이다.

2. 추진 전략
가. 강원지역 스마트 팜 저변 확대를 위한 단기 전략
단기적으로 강원도 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투자 및 운영 관련
자금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기존에 추진
하던 시설현대화 사업과 강원도 농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1) 스마트 팜 투자 및 운영 관련 자금 지원
강원도의 스마트 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투자자본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ICT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소요되어 농가 부
담이 크고 만약 스마트 팜이 실패할 경우 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마트 팜 투자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 팜 희
망농가에게 설비투자비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자체는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투자 상담, 투자로드쇼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2) 스마트 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강원도 스마트 팜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업 부문은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ITC 활용이 익숙치 않아 IT 융복합 도입 수준이 비교적 낮다. 또한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ICT 시스템과 최신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축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작목별 전문성과 ICT 역량을
갖춘 스마트 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진청에서 실시하는 스
마트 팜 특별 직무교육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 시켜 품목별 전문가의 ICT 역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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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품목별 전문 실무자를 지
정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축적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인
을 위한 ICT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CT 교육과정을 품목별로 세분
화하고 선도농가의 스마트 팜 교육장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스마트 팜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농가의 스마트 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팜 성과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농가들의 확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강원도는 스마트 팜 관련 재정 및 기술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지자체의 스마트 팜 관련 시책에 대해 모르거나 스
마트 팜 도입 후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의 성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 강원지역의 스마트 팜 보급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우선 강원도의 품목별 스마트 팜 선도농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이들 농가의 경영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ICT 교육프로그램을 선도농가와 연계하여 선도농가의 경
영성과를 보다 현실감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4)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ICT 도입으로 시너지 창출
강원도 스마트 팜 확대를 위해서는 ICT 도입이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IT 기술은 첨단장비를 갖춘 농업시설과 융복합 시 더 큰 시너지 효과
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애니포크영농조합법인의 스마트 팜 성공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돼지 사양관리와 동물복지를 고려한 첨단시설과 ICT 융복합 설비의 결합은 보통
의 축산 스마트 팜보다 매우 높은 경영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편 시설 현대화 추진과 더불어 ICT 설비 도입시 금리 인하 또는 지원 한도를 확대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합관리 차원에서 규모화·현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설품목에 대해서는 스마트 팜 지원을 확대해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동시
에 높일 필요가 있다.
(5) 강원도 농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
스마트 팜 보급 시 시설형태, 품목(축종), 경영주의 재배 노하우, 자본금 등을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 팜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 강원도 농업은 최근 시설재배가 확대되면서
ICT 도입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전체 시설작물 재배에서 스마트 팜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낮고, 규모도 영세하다.
특히 강원지역은 밭 농업 비중(63.7%)이 높고 서늘한 기후를 활용한 고랭지 채소 작목
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노지 재배 작물의 관수 및 관비 통제 시스템 보급을 통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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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스마트 팜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시설원예 분야의 스마트 팜 솔루션
개발 및 보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ICT를 접목한 노지형 스마트 팜 솔루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IT를 이용해 노지 작물의 관수 및 관비 통제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수준까지 진전된 상태이다. 노지형 스마트 팜 기술 개발 및 보급은 강원도의
스마트 팜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강원도 스마트 팜 미래 성장 동력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중장기적으로 강원도 스마트 팜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
및 SW 개발,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전단계로 스마트화 확산, 전략품목의 규모화 및 해
외시장 개척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1) 스마트 팜 기술 표준화 및 다양한 SW 개발 보급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IoT(Internet of Things), IoE(Internet of Everything)를 활
용하여 스마트 팜의 표준화, 자동화, 최적생장알고리즘 등 분야별 핵심 기술·모델을 단
계별로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앞서 강원도 스마트 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설관련 하드웨어 보급이 필요하다면 성
장세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 팜의 소프트웨어관련 핵심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작물생육을 진단하고 이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복합환경제어에
필요한 작물생육 최적 환경설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농가의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나아
가 첨단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하거나, 2014년에 발족된‘시설원예융복합협동조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연계 체계
를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스마트 팜 농가를 커뮤니티화하여 SNS를
통해 제품 고장유형, 해결책 등을 공유하고 제품 생산업체 전문가도 참여시켜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농축산물 가치사슬 모든 단계로 스마트화 확산
ICT 융복합은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모든 단계에서 현
장의 혁신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활용 범위는 유통 부문에 있어서 산지유통센
터의 ERP(입고-선별-가공-포장-출하)와 ICT를 접목하는 것이다. 즉, 유통센터 경영 및
생산·가공·유통관리, POS-Mail 및 가상스토어를 통한 농산물 전자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통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소비자 니즈(Needs) 등을 파악하고 R&D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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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개발된 제품에 대해 각 부문별
실증 검증을 실시해 상용화 여부를 진단하고, 시설원예 복합환경제어, 지능형 축사관리,
전자직거래, 소비자 안전정보 및 농촌관광·의료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3) 전략품목의 규모화 및 해외시장 개척
최근 시설원예 농가의 평균 재배면적 증가, 대형유통 및 식자재업체의 신선농산물에
대한 주산지 직구매 증가, 축산업의 규모화, 시설원예 품목의 수출 증가 추세는 시설원
예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설원예 수출물량 중 수출원예전문
단지에서 스마트 팜으로 생산한 물량은 48.5%로 절반에 육박하다. 이는 전체 시설농가
중 에서 스마트 팜 보금 비율이 1.7%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수출농가
중심으로 스마트 팜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스마트 팜이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견인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 시설작물은 토마토, 딸기, 수박, 오이 등 다양하며, 이들 품목은 강원도 농업에
서 고수확 품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국내
타지역과의 품목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수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어 스마트 팜 규모화를 위해서는 전략품목의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
수출용의 경우 현재 강원지역 파프리카가 일본 수출이 호조를 보여 신선농산물 수출
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딸기, 토마토도 주요 수출 농산물이다. 정부의 농산물
수출 증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수출원예단지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전략품목을 확
대해 인접한 중화권 및 한류가 강한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농축산업 부문의 ICT 융복합 사업은 스마트 팜 특성 상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청, 대학 및 정부 출연 연
구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팜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지
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주산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팜을 보급을 늘려 나가
고 있다. 또한 국내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 개발
을 위해 농촌진흥청, 출연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모델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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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농식품부의 스마트 팜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강원도는 스마트 팜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설정하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스마트 팜 기술개발·운영을 위해 실무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팜의 특성 상 정책, 경제, 경영, 재배(사육)기술, 농
학, 및 첨단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
으로 통합관리하고 강원도 농업 특성에 맞는 스마트 팜을 기획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
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가칭‘강원도 ICT 혁신 센터’를 신설하여 스마트 팜 협력체계안에
서 다양한 워킹 그룹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강원도 스마트 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구를 통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강원도의 스마트 팜 육성
전략 및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고 대학,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등 농업관
련 유관기관의 주체별 역할과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림 8> 강원도 스마트 팜 비전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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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농축산업의 스마트화 전략

Ⅷ. 결론
최근 우리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각 산업에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농축산업에도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올 다양한 ICT 기술들이 스마트 팜 형태로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재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설정된 최적 재배 조건에 맞게 각종 환경
을 통제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 팜 정책 추진 및 농가의 도입 상황은 아직은 일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진행
되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정부가 도입에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설재배 노
하우와 축산업의 규모화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스마트 팜 도입을 위한 기본 잠재력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원지역은 백두대간 양쪽으로 다양한 기후대를 보유하
고 있어 높은 일교차를 활용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왔다. 이
러한 성장 잠재력을 이용하여 강원지역은 농축산업 부문에 ICT 도입을 통한 스마트 팜
을 확대함으로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팜을 둘러싼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다양한 주체가
역할을 분담해 전략 마련, R&D 및 기술지원, 현장에서의 적용, 피드백 등이 원활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 농축산업이 ICT 융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
해서는 적절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단기 전략으로는 스마트
팜 도입 확산을 위한 초기자금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 성과에 대한 홍보 강
화, 강원도형 스마트 팜 보급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스마트 팜의 기
술 표준화, 유통 및 소비 단계의 스마트화, 전략품목의 규모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관기관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강원도형 스마트 팜 정책 추
진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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