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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과 농업 빅데이터의 통합적

개념모형 및 한국 스마트농가 현황과 방향성

송희1)

-------------------------- 요약 ----------------------------

오늘날 농업은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농업 인구의 감소 및 빈곤 증가 등을 해결하

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CT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농업에 적용되면서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관리 및 유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한편,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농업의 두 개념이 어떻게 연관되는

지 알아보고 그 스마트 농업과 농업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방향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Mentzer and Kahn(1995)과 Handfield and

Melnyk(1998)이 제안한 반복적 과학적 연구 프로세스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는 첫 단계

인 통합적 이론 및 개념 모형 개발과 두 번째 단계인 사례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통합적 모델을 위해서 문헌 출판 시기와 출처를 고려하였고 총 29개의 문헌을, 사례 적

용을 위해 스마트팜 선도사례 25가지와 추가적으로 12가지 사례를 조사하여 첫 번째 단

계의 모형을 적용시켰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가치사슬과 환경의 혁신과 이해관

계자들 간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협력과 공유의 지속이 필요하다. 이에 스마트 농업과

농업 빅데이터는 자동화와 예측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기술과 데이터를 매개로 다자

협력과 가치공유가 가능하게 한다. 한편, 한국 스마트 농가의 경우 예측 기술이 부족하

며 교육,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또한 한정적이었으므로 데이터 관련 농가 직업훈련, 네

트워크와 민관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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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농업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조성제(2016)에 따르면 농

업은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각국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고 생존과 직결

되는 산업으로 경제적인 현황까지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현재 농

업의 발전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선진국의 농업은 새로운 첨단 산업

으로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자는 보다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지닌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농업은 기아와 농산물 생산자의 빈곤을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 발전되고자 한다. 모두 공통적으로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농업 인구의 감소 및 빈곤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있

는 것이다.

이 때 농업에서는 IC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 패러다임과는 새로운 패러

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Walter, Finger, Huber와 Buchmann(2017)에 따르면 자동화

및 로봇기기를 통해 생산 및 재배를 할 수 있고, 무인 비행기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s)에 달린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바이오매스 개발 및 fertilization 상

태를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다. 모아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작물의 병충해를 알아

내어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센서를 활용하여 가축에 가상 펜스를 설치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도 있다. 이제

는 기술이 농업에 적용됨에 따라 농업용 로봇의 등장, 기계의 자동화, 빅데이터로 인

한 예측 등이 가능해졌고 기술이 도입되기 전과 후로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관리

및 유통이 매우 편리해졌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기술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지속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농업의 두 개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고 그 스

마트 농업과 농업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의 등장배경과 이를 반영한 농업의 구조는 무엇인가?

2. 지속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농업의 연관성은 무엇이며 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3. 스마트 농업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분야에 주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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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분야와 지속가능한 구조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등장하는 이슈 및 해결책

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5. 스마트 농업 및 해당 분야의 한계점 및 극복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지속가능한 농업에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있으며 가치사슬, 환경, 이해관

계자,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넌스의 요소가 있다. 한편, 스마트 농업은 ICT의 기술적

요인과 조직, 네트워크, 교육과 같은 비기술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가지 종류

로 나뉜다. 그 중 데이터화된 농업 및 빅데이터와 분석이 선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데이터 사슬에는 수집, 축적, 분석 및 처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첫 두 단계는 농기계회사들이, 그 후의 단계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요 참여

자로 있었다.

1. 농업의 변화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1) 이슈 및 트렌드의 변화

(1) 기존 농업의 이슈 및 트렌드

기존의 이슈 및 트렌드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몇 천 년 전에는 동물의 가축화와 작

물의 재배였고, 몇 백 년 전에는 윤작(crop rotation)과 농업의 생산성 확대였다. 최근

몇 십 년간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이슈는 체계적 사육(systematic breeding)과 인

공 비료 및 살충제와 관련하여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녹색 혁명’이었다. Walter et

al.(2017)에 따르면, 농업은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재 제 4의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

트렌드를 모두 포함하여 얼마나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녹색 혁명’과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이게, 개인의 노동효율

성 역시 높이면서 ‘농업 생산성’을 수요에 맞게 생산시킬 수 있는지 또한 사회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제도 및 지원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가 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농업의 등장

① 농업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구한승 등(2015)에 따르면 미래에 농업 및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199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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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8년까지 약 20년 동안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비중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농촌의 고령화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농가 경영주만을 살펴보았을 때도 60대 이상인

사람이 2005년 58%에서 2030년에는 84%까지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② 곡물 재고율 하락

최근 곡물의 수요가 매우 높아지면서 곡물의 재고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수요가

높아지는 그 원인으로는 중국과 인도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식용

작물 및 가축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원인도 존재한다. 바로 바이오연료용

곡물 및 가축용 곡물사료의 사용량 증가에 있다. 이에 2010년 기준 곡물 재고율을 살

펴보면 구한승 등(2015)에 따라 약 20%를 웃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 바이오

연료의 트렌드와 생산국가 미래정책을 고려해보았을 때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바이오 연료생산에 이용될 옥수수는 2007

년 사용량의 2.6배인 2억 5천만 톤(세계 생산량 전망치의 28%), 대두는 현재 사용량의

2.1배인 9,200만 톤 (세계 생산량 전망치의 31%)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은 농업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가령, Faulkner와

Cebul(2014)에 따르면 무선 데이터 전송기술을 통해 농부는 농가에 있거나 다른 시에

있는 구매자와 회의를 통해 어디서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 수확

량,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s),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GPS 기술 등은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 위

험관리 등에 기여하고 있다. Grobart(2012)에 따르면 축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유제품 농장은 소를 먹이고, 헛간을 청소하고, 젖소를 착유하는 것과 같은 활동에서

로봇이 이미 노동을 대신하고 있다. 한편 Jones, Antle, Basso, Boote, Conant, Foster

와 Janssen(2017)에 따르면 농산물 농장에서도 정밀기술을 통해 각각의 작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지속가능성의 3가지 측면

(1) 경제적 지속가능성

Neven(2014)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가치 중 경제적인 측면에는 a) 기업 혹은 생산주

체에 의해 증가한 이익, 혹은 포괄적으로 토지 임대료 및 저축을 포함한 자산 소유자

에 대한 수익까지 포함되며 b) 생산적인 직업으로 인해 증가한 임금 노동과 c) 정부

의 세수입 증가와 d) 소비자 만족도 증가를 통한 돈의 가치 상승이 있다. 증가하는 세

금 기반으로 인한 세수입 증가 역시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을 가능

하게 만들고 개선시킬 수 있다. 후에 신중하게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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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및 가치의 증가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2) 사회적 지속가능성

Neven(2014)에 따르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포용성(inclusiveness)을 나타내기도 한

다. 이 때 포용성이란 자원과 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며 무엇보다 부가가치의 공평한 분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우선,

최대한 많은 참여자가 이익을 받고, b) 일자리 수준이 높아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업무의 경우 로봇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

을 창출해야 한다. 농업에서는 현존하는 일자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가가

치가 창출되는 수확 후 처리, 가공, 물류 등에서도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되어야 한

다. c) 세 번째로, 정부는 지원과 보조금을 사용하여 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 d) 마지

막으로 사회문화적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관행, 정책 규정 혹은 농장 및 식품

가공 공장의 근로 조건 등을 지켜야 하며 식품의 안전, 동물의 도축, 할랄 또는 코셔

와 같은 가공법, 생선 및 가금류에 대한 신선도에 대한 선호 등 소비자 시장에 대한

연구 및 충족이 포함된다.

(3) 환경적 지속가능성

다른 어떤 산업군보다도 농업은 특히 생산 단계에서 자연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는 기후의 변동성과 자원의 고갈로 인해 더욱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

황이다. 이에 대한 원인의 종류로 Neven(2014)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종의 남획이

나 금지된 화학물의 사용과 같이 당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요인과 영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 온난화와 같이 점진적으로 큰 타격을 줄 요인이 있다고 한다.

이 두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VC를 통해 운영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개농업, 보존농업, 온실, 계약 농업 및 공공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업

그레이드된 농업의 구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구조

(1) 가치 사슬(Value Chain)

Porter(1985)가 정의한 가치사슬과 Neven(2014)이 정의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사슬(SFVC; Sustainable Food Value Chain)을 고려해보면 SFVC는 농장, 회사 및 관

계자들이 생산하는 특정 농산물과 이를 특정 식품으로 변형시키는 일련의 모든 가치

창출활동을 뜻하며 지속가능성의 3가지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사슬

'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최종소비자에게 구매되고 소비되어 경제적인 이익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천연자원을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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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갈시키지 않아야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자

변형과 같은 기술, 다량의 종자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 농

부 및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제도가 변해야 한다. 목표 또한 프로세스를 새로

이 발전시키는 것, 제품 혹은 시장을 변화 혹은 찾는 것, 그리고 이해 관계자간의 기

능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의 예시로 ICT 기술의 사용, 금융 상

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시장 구조의 변화, 정보 시스템 구축, 확장된 모델 등이

있다.

(2) 환경

Neven(2014)은 가치 사슬 내에 실제 행위자는 사회적 요소와 자연 환경적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요소란 한 사회

를 형성하는 인간 구조들을 말하며 소비자 선호 및 종교 요구사항과 같은 비공식 사

회 문화적 요소 및 규정, 법률 및 정책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적 요소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연 환경적 요소에는 토양, 공기, 물, 생물 다양성, 천연 자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운영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와 국외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내환경의 경

우 국가의 식품 안전법 등이 있고 국외 환경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식품 안

전 표준 등이 있다.

(3) 이해관계자(Stakeholders)

Goedde, Denis, Tanaka, Yamada와 Nakada(2017)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란 가치 사

슬의 성과 및 가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농업종사자, 기타 농업 관련 사

업, 영리 및 비영리 서비스 제공업체,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

다. 식품 VC개념은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수출 및 슈퍼마켓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산

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농산물 및 시장에 적용될 수 있다. Neven(2014)에 따르면

많은 수의 소규모 농민들이 참여하는 주식 농산물 시장의 비공식 시장(informal

markets)의 경우 공식 시장(formal markets)과 동일한 비용 및 소비자 요구와 같은

환경적 압력을 마주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식품과 마찬가지로 시장 및 소비자 기반

의 VC 변화전략을 유도해야 한다. Nuthall(2011)와 Verdouw, Beulens, Reijers와 van

der Vorst(2015)에 따르면 농사 및 낚시와 같은 농업 및 축산업의 경우 생산, 축적,

가공 및 분배(도소매)의 네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으며 농업에서 중요한 생산과 축적

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① 생산자 및 소작농(Smallholder)의 도시화

생산의 단계를 살펴보면, 특히 김연중, 국승용, 김용렬, 이명기, 김종선, 김윤형, 심재

헌(2013)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의 식량은 소작농에 의해 생산된다.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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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그들 식품의 90%가 소규모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다. Neven(2014)에 따르면 전통적인 소작농은 자본 부족현상(undercapitalized)

과 저비용 가족 노동력을 특징으로 갖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 생산성

을 달성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생산한 식품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소비하며 높은 거

래비용, 낮은 시장력 및 금융 서비스 및 인프라의 제한된 접근, 비공식성(informality)

의 특징이 있다. 한편, Janssen et al.(2017)에 따르면 도시 지역은 직업 관련된 기회들

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 복지, 공공기관 사용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때 더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역시 이러한 도시화를 피할

수 없다.

② 축적자(Aggregation)의 중요성

Neven(2014)에 따르면 특히 축적의 단계는 개발도상국과 비독점적 농업 구조를 가

진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단계로, 생산자들의 대부분인 소작농이 생산한 적은 양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저장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축적의 단계는 위

와 같이 생산자들이 담당하거나 축적에 특화된 매개업자들, 식품가공업체들 그리고

간혹 도소매업자들이 담당하기도 한다. 모든 농가가 직접 가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거나 단순히 원재료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일 경우 소작농이 소규모로

농작한 것을 모으는 행위자가 존재하며 소비자까지 가치가 전달되기 위해 중요한 단

계이다.

(4)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구조이다. 여기서 Wolfert,

Ge, Verdouw와 Bogaardt(2017)는 '거버넌스'란 사슬의 특정 단계 내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수평적 결합과 전반적 사슬 간 그들의 수직적 결합이 나타내는 모든 결합 형태

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Neven(2014)에 의하면 이런 결합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요

소들에는 정보 교환, 가격 결정, 표준 설정, 지불 구조 형성, 계약, 마켓 파워, 마켓 리

더, 도소매 시장 시스템 결정 등이 있다. 지원 제공자들의 경우 역시 종자 및 비료,

보험, 확장 서비스 내장 역시 제공하는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은 실제로 단일 공급 및

제공자에 의해 한꺼번에 제공될 수도 있으며 결합에 의한 계약과 같은 거버넌스 구조

의 일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5)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Osterwalder(2004)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 및 주체자가 다른 이해관계자들

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이자 구조, 네트워크이며 이는 가치의 생산, 판매, 마

케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한편, Wolfer et. al (2017)에 따르면 기술적인

돌파구와 함께 기관 및 제도의 뒷받침이 함께 있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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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배를 통해 농가들의 빈곤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Sanghvi, Simons와 Uchoa(2011)와 Boettiger, Denis와 Sanghvi(2017)에 따

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각자 농업에 접근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다자간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른데, 민간부문

의 경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맞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VC의 환경적 부

담을 줄이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부문의 경우 이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 개발과 지속가능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다자간의 협력

은 장기간으로 공유될 가치까지 내다보며 공급자와 수혜자 간 합리적인 가치가 오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듦으로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2.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의 정의와 종류

1) 스마트농업의 정의

Walter et al.(2017), 구한승 등(2015), 조성제(2016), 김연중 등(2013)의 정의를 모두

종합해보면 스마트 농업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요인과 비기술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

다. ICT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비기술적인

부분 역시 기술적인 부분이 선행됨에 따라 자연히 따라오게 되었다. 기술적인 요인은

ICT를 활용한 기술인 빅데이터, 센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이 농업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말하며 비기술적 요인들에는 교육, 정책, 네트워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농업의 형태를 통해 작물 및 가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품질 역시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높이거나 바꿀 수 있다. 질의 향상은 농업

생산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종사자의 삶과 정책의 효과성에도 포함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가져오게 된다.

2) 스마트농업의 6가지 종류

스마트 농업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적 요인과 비기술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

으며 그 중 기술의 요인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농업 기

술의 종류에 따라 스마트 농업도 나뉠 수 있다. Walker, Kurth, Wyck, &

Tilney(2016)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클러스터와 27가지의 농업 기

술로 묶을 수 있다. 이를 스마트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상위 5위권

이 반영된 투자 선호도와 함께 표로 나타내본다면 다음 <표 1>과 같을 수 있다. 이

처럼 현재 스마트 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들인 농기계 및 장비, 농축산물 가공,

비료 및 영양, 종자 및 작물보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기업은 현재까지 일반 농

업에서 축적되어 온 자본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기술을 채택하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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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농기계 및 장비 회사들은 자동화와 로봇에, 농축산물

가공회사들은 가공 스마트화에, 비료 및 작물 영양회사와 작물 보호 및 종자회사들은

농업 생물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표 1> 농업기술 클러스터와 세부기술

농업기술 클러스터 
(AgTech Cluster)

기술
투자 

선호도*(%)

농업 생명과학
(Agricultural Bioscience)

생물학(Biologics) 29

신화학약품(New chemicals) 13

신작물(New crops) 23

유전학(Genetics) 10

종자(Seeds) 15

데이터화된 농업
(Data-enabled Agriculture)

센서와 연결(Sensors and connectivity) 25

데이터 저장 및 수집(Data storage and aggregation) 19

하드웨어 최적화(Optimization hardware) 27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s) 17

빅데이터와 분석(Big data and analytics) 46

자동화와 로봇
(Automation and Robotics)

전자화(Electrification) 8

자동화 장비(Autonomous equipment) 23

드론(Drones) 12

로봇(Robotics) 15

공급망과 물류
(Supply Chain and Logistics)

작물 저장(Crop storage) 6

포장 및 유통기한(Packaging and shelf life) 13

식량안보 및 추적(Food security and traceability) 29

재산 및 차량 최적화(Asset and fleet optimization) 4

농축산물 가공
(Agricultural Processing)

가공(Processing) 13

바이오연료 및 에너지(Biofuels and bioenergy) 17

바이오소재(Biomaterials) 4

바이오화학(Biochemicals) 6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Alternative Business Models)

대체 식품(Alternative foods) 6

실내 농업(Indoor agriculture) 10

기술기반 공유(Technology-enabled sharing) 2

전자상거래(E-commerce) 4

농업의 서비스화(Farming as a service) 8

*투자 선호도: 농기계, 농축산물 가공, 비료 및 영양, 종자 및 작물보호 산업 등에 

종사하는 50명의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투자 시 선호되는 상위 5가지 영

역을 고르라고 한 후 전체 사람 수 대 선택한 사람 수를 계산한 백분율

출처 : Walker, Kurth, Wyck, & Tilney(2016)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6가지 기술 클러스터 중에서 데이터화된 농업이며 그

중 빅데이터와 분석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스마트 농업 이해관계자들

은 데이터화된 농업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띠는 기술 클러스터

로써는 유일하다. 그만큼 이 분야는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과 관련된 만큼 기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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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이해관계자들이 종사해오던 분야가 아니며 도전할 기회가 더 많은 것이다. 한편,

농기계 및 장비회사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로는 센서와 네트워크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들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데이터

수집과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센서이고 이는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기계 및 장비에 장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여기서 VC란 Venture Capital을, Others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포함한 그 외에 

모든 기술들을 말한다.

출처 : Walker, Kurth, Wyck, & Tilney(2016)

[그림 1] 이해관계자별 기술 클러스터 투자 선호도

3. 스마트농업의 빅데이터(Agricultural Big Data)

1) 농업 빅데이터 정의 및 적용범위

이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빅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어렵지만 일반적

으로 빅데이터는 De Mauro, Greco와 Grimaldi(2016)에 따르면 정보 자산 가치로서의

변환을 위해 특정 기술과 분석적 방법이 사용되며 많은 양, 속도 및 다양성을 주요

특징으로 뽑을 수 있다. 한편, Yang(2014)에 따르면 지금까지 빅데이터 기술과 방법을

농업에 적용하는 것을 기술의 적용, 투자 및 농식품 부문의 부가가치 실현의 기회로

간주해오는 중요한 추세가 있어왔으며 이를 농업 빅데이터라고 한다. 농업 빅데이터

의 적용범위는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량 공급망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Faulkner와 Cebul(2014)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농업 운영에 대한 예측 및 통찰력

을 제공하고 실시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 모델 자체변화를 이끌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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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스마트 농업 프로세스와 농업별 빅데이터의 적용

스마트 농업 

프로세스
작물 가축 원예 어류

스마트 센서 및 

모니터링
로봇과 센서

생물 측정, GPS 

추적

기온, 습도, 

이산화탄소, 온실
자동화(AIS)

스마트 분석 및 

계획

씨뿌리기, 경작하기, 

생산 모델링
사육, 모니터링 조명, 에너지관리 감시, 모니터링

스마트 통제 정밀 농업 착유 로봇 날씨, 정밀 감시, 모니터링

클라우드 속 

빅데이터

기후, 생산, 토양, 

시장, 농업인구
가축 움직임

기후, 시장, 

소셜미디어
시장, 위성

출처: Wolfart et al.(2017)

2) 농업 데이터 및 분석의 종류

Devlin(2012)에 따르면 현장 혹은 농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심기, 뿌리기, 식재, 생

산, 청사진, 토양 유형, 날씨 및 기타 적용사례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데이

터는 어디서부터 생성되었느냐에 따라 프로세스 생성 데이터(PM; process-mediated),

기계 생성 데이터(MG; machine-generated) 그리고 인간 생성 데이터(HS;

Human-sourced),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PM 데이터의 경우 전통적 비즈니스 데이터라고 부르며 종자 및 기계 물품들 구매

하기, 키우기, 비료 뿌리기, 주문 접수하기 등 일반적인 농업 프로세스에서 이익이 발

생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MG데이터의 경우 급격히 증

가하는 센서와 스마트기기에 따라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 자체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를 말하게 된다. 이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와 같은 기술

이 발전하면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Janssen, Porter, Moore, Athanasiadis, Foster,

Jones와 Antle(2017)에 따르면 센서가 증가하고 데이터 양 역시 점차 늘어남에 따라

수집한 농업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운 기술 및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데이터 역시 엑셀 형식이 아닌 소리나 이미지와 같

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HM 데이터는 이전에 책과 예술 작품에 기록

된 사진, 음성 및 영상에 기록된 인간 경험의 기록이다. 최근 등장한 HM 데이터는

디지털화 되어 대표적으로 개인용 PC에 저장된 파일부터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 이

세 데이터 중에서 기존 농업에 해오던 것이 PM이었고 현재 스마트 농업에서 스마트

기계 및 센서를 통해 활용하고자하는 데이터는 MG이며 앞으로 MG와 더불어 중요해

질 것은 마케팅 및 수요를 위해 사용될 HM으로 볼 수 있다.

한편, Wolfert et al.(2017)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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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Capture) 축적(Aggregate) 분석(Analyze) 처방(Prescribe) IT 플랫폼

설명

의사결정에 

관련된 초기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통합 및 

표준화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패턴 

및 트렌드 

분석

특정 의사결정 

추천

데이터 관련 

인터페이스 

제공

주요 

참여

자

Ÿ 농기계 

제조업자

Ÿ 정밀 농업 

하드웨어 

제조업자

Ÿ 농기계 

제조업자

Ÿ 농업 

도소매업자

Ÿ 농학자

Ÿ 작물보호 

및 

종자업자

Ÿ 소프트웨어 

회사

Ÿ 작물 보호 

및 

종자업자

Ÿ 농업 

도소매업자

Ÿ 농학자

Ÿ 농기계 

제조업자

Ÿ 작물 보호 

및 

종자업자

<표 3> 농업 빅데이터 프로세스와 관련 이해관계자 

온도 조절과 같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피드백 관련 메커니즘부터 작물 보호 전략 수립

과 같은 딥러닝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까지 다양하다. 농장 내에서 생성되는 빅데이

터 외에도 농업 시장 관련 데이터, 날씨와 같은 자연 데이터 등과 같이 다른 외부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와도 결합을 새로 할 수 있다.

3) 농업 빅데이터의 프로세스와 이해관계자들

실제로 활동하는 주체들인 농업 빅데이터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알아본다면 다음

과 같은 <표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집 및 축적 단계에서는 농기계 및 하드웨어

제작자들이 센서 제조업자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로 기계에서 발생

하는 MG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분석 및 처방 단계에서는 기존의 R&D에 역량이

있는 작물보호 및 종자업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역시 활동하고 있다. 농업 도소매업자들의 경우는 농산물 및 식품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HM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Guild(2014)에 의해 몬산토와 같이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던

거대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농업 생산자들에게 토양, 종자, 기후

등 분석결과를 팔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몬산토의 경우 기후예측에서 유전공

학까지 빅데이터 분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자들이 그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 회사인 John Deere 역시 스마트 기계를 생

산해내고 있으며 거기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Wolfert et

al.(2017)에 의하면 Fujitsu와 같은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던 기업이 참여하여 카메라

와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와 강수량, 습도, 토양 상태 등을 수집해서 가치를 제

공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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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참여

자

Ÿ 작물 보호 

및 

종자업자

Ÿ 센서 

제조업자

Ÿ 정부 및 

공공기관

Ÿ 위성 및 

공중사진 

제공자

Ÿ 소프트웨어 

회사

Ÿ 농업 

도소매업자

Ÿ 농학자

Ÿ 소프트웨어 

회사

Ÿ 소프트웨어 

회사

출처 : Walker et al.(2016)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Mentzer and Kahn(1995)과 Handfield and Melnyk(1998)이 제안한 반복

적 연구 프로세스를 사용하였다. 이들이 말한 과학적 연구란 1) 먼저 귀납적으로 현상

및 이론들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이론 및 개념 모형을 파악하는 것이며 2) 개발된 개

념 및 이론 모형을 각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연역적 과정을 거쳐, 3)

마지막으로 기존 모형을 수정 및 강화하는 반복적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러한 프로세

스를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 이론과 현상들에 대해 보편적인 관계와 연관성을 발견하

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첫 단계인 통합적 이론 및 개념 모형 개발과 두 번째 단계인 사례 적용을 목

적으로 한다.

2. 문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의 필요성에서 살펴보려한 질문들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들을 살펴보았다. 특정한 시기를 잡은 이유는 살펴보려는 스마트

농업과 기술은 다소 최근에 등장한 현상이며 2010년 이전에는 많은 문헌이 없을 것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 전

의 문헌도 찾아보았다. 기간 외에도 연구 질문과 연관성이 있고 ‘Web of Science’나

‘Science Direct’와 같은 공식적인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출판이 된 문헌들을 찾

고자 하였다. 우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국내 논문들을 찾아보았고

그 후에 Web of Science, Science Direct와 Google Scholar를 찾아보았다. 검색한 키

워드는 먼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Food, Value Chain Sustainable Food Value Chain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37호

- 62 -

등이었고, 그 후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농업, 정밀 농업, 기후 스마트 농업,

Agriculture, Smart Agriculture, Climate-Smart Agriculture, Agribusiness 등을 검색

하였다. 그 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 농업의 세부분야인 농업 빅데이터에 대해

검색했으며 키워드는 Big data, Agtech, Agricultural Big data 등 이었다. 국내 논문

학술지, Web of Science와 Science Direct의 경우 연구 질문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

과 연구 현황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의 논문도 함께 위해서였고 Google

Scholar의 경우 관련된 국제기구(FAO, OECD 등) 홈페이지에 등재된 공식적 보고서

혹은 컨설팅 보고서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부분의 문단을

읽고 본 문헌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나 스마트 농업과 지속가능성은 비

교적 최신 등장한 주제이기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

과 총 29개의 논문, 학술지 및 보고서를 고찰하였다. 통합적 모델 구상에 주요 사용한

이론 및 개념으로는 1) 일반적 농업의 분석 구조, 2)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조적 특징,

3) 빅데이터와 농업의 개념적 틀, 4) 스마트 농업의 개념과 동향, 5) 스마트 농업의 종

류와 6) 빅데이터의 가치사슬이 있다. 한편 과학적 연구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서 한

국 스마트팜 사례가 있는 사이트(http://www.smartfarmkorea.net)를 참조하였고 스마

트팜 선도사례 25가지와 추가적으로 12가지 사례를 조사하여 첫 번째 단계의 모형을

적용시켜 보았다.

Ⅳ. 연구결과

우선 첫 번째 연구결과인 통합적 이론 및 개념 모형 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은 가치

사슬과 환경이 포함된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모델, 거버넌스 구조가 포

함된 '분배와 지속'으로 나뉠 수 있다. '가치 창출'은 자동화와 예측으로 스마트 농업

의 기술적 요인과 연관되며 '분배와 지속'은 새로운 참여자를 포함하고 기존 관여자

가 변화하며 기술 공급자를 포함한 다자협력과 수요자 중심의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

다. 농업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매개로 지역화, 데이터 관련 기술 공급자 참여, 측정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위 5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

한편, 두 번째 연구결과인 사례 적용에서 한국의 37가지 스마트농가 평가결과를 명

암(상, 중, 하, 없음)으로 표현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데이터의 양과 기술이 부족해

예측보다는 자동화와 원격화에 초점을 맞춰 휘발성이 강하였다. 교육은 농기계 사용

법이, 거버넌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1. 통합적 개념모형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연구 질문 및 목적을 달성하고 통합적 개념 모형을 구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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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주로 사용한 이론 및 개념으로는 a) 일반적 농업의 분석 구조, b) 지속가능한 농

업의 구조적 특징, c) 농업 빅데이터의 개념적 틀, d) 스마트 농업의 정의와 동향, e)

스마트 농업의 종류와 f) 빅데이터의 가치사슬이 있다. 이 개념과 이론들을 모델 구상

에 적용한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한편, 이를 실질적인 통합적 개

념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과 농업 빅데이터의 통합적 개념모형

지속가능한 구조를 가치사슬(VC), 이해관계자(Stakeholders),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와 환경의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VC와 그

것이 발현되는 환경을 묶는다면 생산되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가치 창출’ 부분으로 나

눌 수 있고 그 후에 증가한 가치를 변화된 이해관계자들 간 구도와 결합에 따라 분배

하고 가치의 흐름을 지속하는 ‘분배와 지속’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가치 창출’ 부분에서는 등장하는 지속가능한 구조적 특징은 앞서서 보았던 지속가

능한 세 가치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며 혁신적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분배와 지속’ 부분에서는 생산자의 도시화, 축적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각

이해관계자별 인센티브와 역량을 파악한 후 다자협력을 통한 합리적 분배와 소비자

중심의 가치 지속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구조의 경우 ‘가치 창

출’과 ‘분배와 지속’,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 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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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개념
주요 논점 개념 모형 적용점

관련 

구성요소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조적 특징

지속가능한 농업에는 

기술개발, 협력 등과 같이 

총 10가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특징이 

있다(Deven, 2014)

Ÿ 지속가능성은 가치 중심인 

가치 창출과 행위자 중심인 

분배와 지속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지

속

가

능

한 

농

업

농업 

빅데이터의 

개념적 틀

농업 빅데이터 적용 

시스템은 기관 및 기술 

네트워크,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나눠볼 수 

있다(Wolfert et al., 2017)

Ÿ 농업은 가치사슬 및 환경,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모델과 

기관 네트워크인 거버넌스 

구조로 나눠볼 수 있다.

Ÿ 지속가능한 농업은 가치 

창출과 분배와 지속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농업의 구조

농업의 기본 가치사슬은 

생산, 축적, 가공, 판매로 

이루어져 있다(Deven, 

2014)

Ÿ 4가지 외에도 단계가 

추가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스

마

트 

농

업

스마트 

농업의 

정의와 동향

스마트 농업은 기술적 

요인과 비기술적 요인으로 

나뉜다(구한승 등, 2015)

Ÿ 기술적 요인은 주로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비기술적 

요인은 주로 분배와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

Ÿ 기술적인 요인으로 

가치사슬이 단축될 때는 

자동화, 추가될 때는 예측이 

등장한다.

Ÿ 비기술적인 요인 역시 

지속가능성의 분배와 지속과 

연결이 된다.

스마트 

농업의 종류

스마트 농업에는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데이터화된 농업과 

빅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Walker et al., 2016)

Ÿ 스마트 농업 중 농업 

빅데이터를 집중 분야로 

선정하였다.

Ÿ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의 

주요 요인과 연결이 된다.

농

업 

빅

데

<표 4> 기존 이론 및 개념과 통합적 개념모형에서의 적용

1) 스마트농업으로의 5가지 전환요소 (Transformation Implications)

그렇다면 현재의 농업을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

술적 요인을 높여 가치창출을 높이는지, 또 가치가 창출된 후에 비기술적인 요인을

어떻게 활용하여 분배와 지속성을 높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때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에서 살펴보았던 가치사슬(VC), 이해관계자(Stakeholder),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

넌스 구조를 기본적인 틀로 기준을 잡고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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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가치사슬

빅데이터 사슬은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 분석, 

처방이며 데이터의 정확성, 

소유권 그리고 기술공급이 

문제가 된다(Wolfert et al., 

2017)

Ÿ 농업 빅데이터 적용 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은 직업훈련, 

민관협력이 된다.

이

터

스마트 농업으로서의 전환이란 우선 두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ICT 기술들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이고, 이런 기술적 요인이 포함된 농업을 실질적으로 농업 관계

자들에게 실행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하는 교육, 정책 및 홍보

와 같은 비기술적 요인들이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 즉 기술적 요인의 접목 단계에

서는 가치 사슬 및 농업 프로세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구조의 가치사슬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생산, 축적 및 관리, 가공, 판매가 구성요소이다.

이 때, 한 기술이 가치사슬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이런 요소를 단축시키는 것 혹은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단축 요인으로는 로봇 및 센서의 발달로 인한 a)

자동화(Automation)가 있다. Wolfert et al(2017)에 따르면 스마트 장치는 모든 종류의

센서, 내장된 지능 등의 자율적 상황 인식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 도구(강우 계기판,

트랙터, 노트북 등)에 자율적인 행동을 수행하거나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추

가 요인에서는 b) 예측 및 정밀성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쌓여왔던 정보들을 재해석

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예측하야 생산량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비기술적 요인의 실행에서는 이해관계자들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

화에 주목할 수 있다. c)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이해관계자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구한승 등(2015)에 따르면, “생장분

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생장상태 측정기기 업체, 재배지원 솔루션업체, 재배지원서비스

업체 등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근래에 WSN 센서 및 저전력 센서 네트워킹 제품의

등장으로 WSN 기반 센싱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제공업체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

이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에서 농업 종사자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d) 기술을 공급

해주는 기술공급자와 합리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은 가치 생산과 관계 유

지지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e) 농업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VC의 최종 소비자

인 수요자들의 만족도 증가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2) 지속가능한 구조와 농업 빅데이터

Devlin(2012)은 농업에서 빅데이터는 예상 생산량 모델, 예상 사료 섭취량 모델과 같

은 미래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실시간 운영 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고 혁신직

언 조치를 취하고 게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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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처럼 농업 빅데이터는 가치 창출과 분배 및 지속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전환점 5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 예측과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농

업 빅데이터는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과 데이터를 매개로하여 기

술공급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생성해내는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분배와 지속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1) 가치 창출과 농업 빅데이터

① 실시간 지역별 특성 반영 및 예측

Poppe, Wolfert, Verdouw와 Renwick(2015)에 의하면 과거의 자문 서비스는 연구

및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인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현재는 지역의 특정 상

황에서 생성되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실시

간 분석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농업에서 중요시되는 특정 상황은 날씨와 특히 그 변동성이다. 지역별 기상 및 기

후 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의사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자동화를 위한 분석결과 도출

또한 단축의 요인에서 자동화를 살펴보면 자동화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

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기계 및 로봇이 움직이는 동선 혹은 지능을 결정

하며 이에 대입하는 빅데이터의 분석 및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실제로도

농기계 장비 회사에서는 자동화 및 로봇 외에도 데이터화된 농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

며 둘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③ 측정 및 평가를 통해 정책 도출 및 현황 파악 가능

김연중 등(2013)에 의하면 소규모 상업 농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소작농들은

농산물 관련하여 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금융 지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는

본인 농가의 수익성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게 하며 수익성에 대한 평가와 생산

성 향상에 대한 투자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농업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여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한다면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관리를 하

는 시스템이 생긴 후 현재의 상태파악과 앞으로의 목표 설정까지의 정책과 제도 설립

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2) 분배 및 지속과 농업 빅데이터

① 빅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 등장 혹은 변화

이해관계자들은 시장력이 센 기술 회사, 벤처 자본가 및 소규모 스타트업과 진입기업간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시의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조건하에 오픈 데

이터를 게시하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다. 기업과 같은 이익집단 외에도 학계 및 비영리집단과

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구한승 등(2015)에 따르면 캐나다의 Hoongendoorn사는

작물의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최적 생장 조건을 관찰하며 전문가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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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② 데이터를 매개로한 공급자 확보와 지속

형성된 이해관계자의 구조가 지속되려면 기술공급자에게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농촌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에 따라

얻는 것이 확실하다.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적인 가치를 생산할 수도 있고 공

공기관은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통해 농촌 및 도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어서 지속

성도 더욱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이다. 이는

역량을 가진 이해관계자 간 교류가 이루어지며 서로의 인센티브가 유지가 되도록 제

도적인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농가에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치

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상응하는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 때 Chen, Mao와 Liu(2014)에 의하면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품질, 데이터 접근

성, 보안, 책임, 데이터 소유권, 개인 정보 보호 및 비용 분배에 대한 계약 등이 포함

된다.

③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니즈 예측

한편, 농부들이 수요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자 할 때 그 빅데이터를 이용

하여 나올 수 있는 분석 도출 결과들에 주목할 수 있다. Tong, Hong와 JingHua(2015)

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식품의 안전과 영양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 브랜드, 포장 등도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

치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만족하는 가치들을 생산해내어서 거래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데이터가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

(Human-sourced Data), 즉 소셜미디어 혹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데

이터의 경우 역시 이를 소비자 트렌드 변화 및 수요예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④ 높은 실행가능성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는 정밀 농업의 발달선상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실행가능

성이 있다. Sonka(2014)와 Corsini, Wagner, Gocke와 Kurth(2015)에 따르면 정밀 농

업은 빅데이터 발달에 중요 드라이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확하고 세밀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의사 결정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농장 관리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

져왔다. 따라서 이 당시에 등장한 여러 농업 기술 회사들이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하

였고 데이터와 관련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한국의 37가지 스마트농가 사례적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공된 37개의 스마트 농가 사례는 19개의 시설원

예, 11개의 축산, 5개의 과수 그리고 2개의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규모 법인

및 농가는 2개, 중소규모의 농가는 35개였다. 기술의 경우 대부분 환경제어, 통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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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 제어와 같이 제어 측면 및 온실 판넬에 집중되어 있었다. 교육의 경우 기기회로

이상이나 스마트 기기 작동법 등을 배우며 컨설턴트가 2주에 한 번씩 세팅을 해주는 등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받고 있었다. 데이터의 측면에서 그들은 스마트폰과 농장의 기기

를 연동하는 것, 수치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 등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스마트 농업 선도 사례들의 경우 가치 창출 측면에서 모두 예측

의 측면보다는 자동화와 원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들은 데이터화에 대한 중

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를 단편적으로 그 순간에만 사용하는 휘발성의 측면이 강하였

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스마트 농기계 사용법에 그치고 있으며 거버

넌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

기술의 수준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시행 년 수 또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빅데이

터를 활용하기에 축적된 데이터의 양과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37가지

스마트 농가 사례들을 표로 한눈에 나타내면 <표 5>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선진 정

도를 상중하 및 공백(상: 음영 +60%, 중: 음영 +30%, 하: 음영 –30%, 없음: 빈칸)으

로 표현하였고 가장 진한 색이 상이다. 평가의 기준은 한 요인에서 세 가지 이상의

시도를 하고 있다면 상, 두 가지라면 중, 하나라면 하이며 시도가 아예 없다면 공백이

다. 자동화의 경우 환경제어, 디지털 제어, 양액 제어, 온실 판넬 자동화 등의 시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두 가지 이상의 원격화 및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측의 경우 기후예측 등 정도만 있었으며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새로운 이

해관계자의 참여의 경우 대부분 기술회사, 컨설턴트 더 나아가 학교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기존 이해관계자의 경우 단순 교육을 받고 있는 경

우 하, 스스로 필요성을 찾아 변화하고 있다면 중 그리고 스스로 퍼실리테이터가 되

어서 기술 공유 및 모임을 설립한 경우 상이다. 대부분 대규모의 농가들이 기술 협력

및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본인의 농가로 다른 지역의 농가들을 초대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농가는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기술공급자인 정부기관, 기업의

공급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었지만 인센티브 및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도입은 하, 인

센티브 및 역량을 고려한 시도는 중, 실제로 본인 농가와 기업의 역량과 인센티브를

연결시킨 경우 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상은 없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역량 파악

및 데이터의 중요성을 더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에

대한 것은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상품 준비 정도가 있었으며 가치 창출에서

예측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만족도 혹은 새로운 기회 포착을 한 두 농가만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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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주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치 창출’ 부분에서는 가치사슬(VC)과 환경의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분배와 지속’을 통해 얻어진 가치를 이해관계자간(Stakeholder) 구도와 결합

(Business Model, Governance Structure)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여 이 구조를 지속시

키는 것이다. 이 구조와 관련하여 스마트 농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우선 기술적 혁

신인 자동화와 예측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 후 비기술적 제도 및 환경으로 기술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새로이 투입하고 그들과 합리적인 가치를 거래하여 소비자의 만

족도를 높여서 가치의 분배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스마트 농업의 6

가지 종류 중 선진 이해관계자들은 데이터화된 농업와 농업 빅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와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가치 창출의 경우 실시간 지역별 특

성을 반영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자동화를 위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또한, 디

지털화되어 저장이 되는 특성으로 인해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는 현황

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게 되었다. 분배 및 지속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거나 혹은 기존의 이해관계자가 변화하였고, 농업 생산자 중심으

로 보았을 때 이들과 데이터를 매개로 하여 공급자를 확보하고 지속할 뿐만 아니라 데

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니즈를 예측하여 만족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농업 빅데이터

는 현재 정밀 농업의 발달선상에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실행가능성을 띤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선도 사례들의 경우 가치 창출 측면에서 모두 예측의 측면보다는

자동화와 원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들은 데이터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지

만 이를 단편적으로 그 순간에만 사용하는 휘발성의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교육은 스마트 농기계 사용법에 그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경우 정부 보조금

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 기술의 수준이 아직 초기단

계이고 시행 년 수 또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축적된 데이

터의 양과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면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농가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이점이 있고, 기본적인 농업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들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적 이점이 있다. 한편, 협력의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의 데이터는 한계가 있으

므로 지역별 농가 모임을 통해 각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지역의 연구기관 및 컨설턴트를 이용하여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빅데이터화가 될 때 분석과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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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 및 제언

1) 기술적 이슈: 생산자 및 축적자 데이터 전처리 교육훈련

<표 6> 데이터 사슬과 각 단계별 이슈

데이터 사슬 최첨단 기술 주요 이슈

데이터 수집

센서, 오픈 데이터, 무인항공기(UAV), 

생물학적 센서, 유전지도, 상호간 

데이터

접근성, 정확성, 형식

데이터 저장
클라우드 플랫폼, 무선저장시스템, 

데이터 창고(warehouse)
신속성, 보안성, 비용

데이터 운송 무선, 클라우드 플랫폼, 오픈데이터 보안, 법적 책임성

데이터 변환 머신러닝, 알고리즘, 시각화, 익명화
데이터 소스의 다양성, 

자동화와 준비의 어려움

데이터 분석 생산 모델, 인지적 컴퓨팅
데이터 소스의 다양성, 실시간 

분석의 어려움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시각화
소유권, 사생활 침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어려움

출처: Wolfert et al.(2017)

위 <표 6>은 데이터 사슬과 각 단계별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최

대한 많이 수집하여 빠른 속도로 분석결과를 내는 것이 빅데이터의 본질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를 현재 농업에 적용 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Lesser(2014)에 따르면 현재 농업 데이터의 수준이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

점이 있다. 또한, Yang(2014)에 따르면 데이터 수집 및 통합 역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분석 단계의 제대로 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

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생산 단계에서 농기계와 장비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얻는 것은 계약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Farmobile이란 회사는

PUC(Passive Uplink Communicator)란 기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무선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수집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 중

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다음 [그림 3]은 농업 빅데이터의 처리과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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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농업 빅데이터 처리과정

출처: Wolfert et al.(2017)

한편 두 번째 이슈로는 Kshetri(2014)에 따르면 농축산물 생산자들, 특히 개발도상

국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으로 얻어진 솔루션과 가치를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있다. 이 때, 두 가지 이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기 위해

우선 첫 번째 이슈는 기존 농업에서 변화를 위해선 새로운 특성을 지닌 이해관계자가

등장해야하고 이는 아예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투입하거나 기존의 이해관계자를 교육

및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주체는 기존 농업관

련 종사자, 스타트업, 데이터 관련 기업 등이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농산

물 생산자와 축적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농업의 VC와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소규모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생산자와 농축산물을 수집하는 축적가가 있으며 이는 농업 데이터 프로세스에서

Capture와 Aggregation이라는 단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이들은 생산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며 실질적으로 데이터 전

처리 과정에서 아웃라이어가 생기거나 이상한 점이 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이들은 기존 농업에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화 시킨 데이터를

보는 법, 중복 제거(deduplication), 노이즈 제거(denoising), 이동 및 정리(cleaning) 등

을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면 기존 농업 관련 지식과 연관 지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

을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조에서 살펴보았듯

이 축적자와 같은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하며 생산과 동시에 데

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도 매

우 큰 이득이다.

이는 또한 두 번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어 더 높은 소득을 얻음에 따라 기업 및 공공기관

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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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데이

터를 분석하거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상당 수준의 지식과 비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므로 농가에서 실제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이를 행하는 거대

주체들이 잡아내기 힘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기존 농업의 생산자와 수집자가 담당

하게 된다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기술적 이슈: 데이터 소유권 및 분배를 위한 민관협력

기존 농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농업 기술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Lesser(2014)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는 현재의 구조로 인해 이들의 파워가 더욱 막강해지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구

조와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다양한 농업 기술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활발히 활

동을 하고는 있지만 Lesser(2014)는 이들이 거대 기업에게 흡수될 경향이 크다고 보

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Big Data Coalition은 농장과 농업기술제공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항에는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수집, 제3자 접근성, 투명성과

일관성, 보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분석자 간의 계약만으로는 데이터의 소유권

과 보안, 즉 데이터는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대한 이

익 분배를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할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

질 수 있다. 이 때 Wolfert et al.(2017)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식량 안보와 효율

성 증가 등의 이유로 빅데이터를 사용할 유인이 있고 무엇보다 데이터 관련 중요한

이슈인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파트너십을 잘 형성하고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서

로가 얻어가는 가치가 무엇이고 제대로 분배되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은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기업, 공공기관 스스로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제공받는 농업 생산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기

업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공공기관 및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또한 데이터 생

성자이자 농업 생산자에게 돌아갈 이익은 어디까지인지 데이터의 소유권과 가치에 대

해 명확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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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점

1) 기술 보급의 어려움

구한승 등(2015)에 따르면 또한 일본의 경우 작물수확, 접목 로봇 등 농업용 로봇

위주의 스마트 농업기술을 개발 및 추진 중이며 기술적인 측변에서 정밀도가 최고 수

준이나 개발비용 상승에 따른 원가증가로 상용화가 어려운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

우는 최근 전자상거래 활용이 활발해졌으나 시설 자동화나 농업경영관리에 대한 활용

은 아직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적용의 경우 네트워크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이 중요한데, 농촌의 경우 특히 개발도상국은 이런 기술적 인프라가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농업 생산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 분배의 어려움과 정부의 역할

스마트 농업 초반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시급해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

버넌스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중요해진다. 하지만 정부 및 기관이 초반의 제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현재 스마트 농업 및 농업 빅데이

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중 거대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

의 목적이 이윤 추구인 만큼 농업 생산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기관은 데이터 통합의 공통된 기준, 소

유권 등 법적 혹은 사회적인 기준을 세워놓아야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다. 또한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사회 및 지역의 농업 사회 구조에서 성공했던 모

델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사회의 특징과 기존 농업 구조를 자세히 분

석한 후 그 지역의 전문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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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etical Framework of Sustainable Smart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Big Data & Current Issues and Strategic Directions of

Smart Farmers in Korea

Hee Song

As sustainability and the introduction of ICT are attracting attention in modern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reveal how Sustainable Agriculture and Smart

Agriculture are related and to suggest a direction to small farmers who occupy most

of the workforce of agriculture. In this study, there are two outputs of developing

theoretical model and applying cases in Korea. For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create innovation of value chain and environment and to continue fair

distribution of created values among stakeholders. This study discovered that Smart

Agriculture, especially Agricultural Big Data, creates value through automation and

prediction, which enables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sharing values through

technology and data. On the other hand, smart farmers in Korea lacked forecasting

skills when creating values and not to mention when distributing and preserving

them which consist of education, network, and governance. Therefore, vocational

training for farmers related to data, networking with themselves, and cooperating

with private sectors should be implemented.

To specify, for technical factor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stages of

data capture and aggregation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parts of big

data as duplications and outliers exist. Thus, vocational training related to farm data

pre-processing which improve quality of data by cleaning and detecting errors has

advantages in capacity and time by involving farmers. For non-technical factors, in

order to distribute and preserve the value well,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more

data through networks of regional farmers. In addition, coope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s like farm machinery or software companies by considering the incentives and

capacities of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s, and farmers can be the solution

regarding data ownership and stages of analyzing and prescribing data.

Key words: Sustainable Agriculture, Value Chain, Smart Agriculture, Agricultural Big Data,

Smallholder Farmers, Pre-processing Data, Vocational Educ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