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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파밍과 스마트팜

1. 서론

스마트팜은 수년간 농축산업계의 주요한 어젠다로 자리잡아 왔음.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의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 상황임. 본고는 스마트팜

과 관련한 개념을 검토하고 성우농장의 접근법과 전략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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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팜의 접근법 - 비판적 검토

1) 기존 스마트팜의 접근법

¡ 비닐하우스·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

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스마트팜 코리아에서 참조)

¡ 한국 스마트팜의 키워드는 “PC”,“모바일,“환경”,“모니터링”,“자동 제어”에 있음.

－ 키워드에서 보듯이 스마트팜의 핵심은 모니터링과 자동화 설비에 있으며 설비의 목

적은 환경 제어에 한정 되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본 설비들은 현장에서 과거부

터 적용되어 왔으며, 이들 설비를 도입하는 목적과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은 정립되지 않았음.

－ 인터넷 검색 결과 정책차원에서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적용

하는 해외 사례를 찾지는 못했음. 단 농축산 설비 업체의 홍보 자료에 스마트팜이라

는 단어는 많이 활용 됨.

2) 스마트팜과 관련한 개념 1- 스마트 파밍(스마트 농업)

¡ 스마트팜과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정책적 용어는 스마트파밍(스마트농업)이 있음.

FAO에서 스마트파밍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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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Farming is a farming management concept using modern technology to 
increas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스마트파밍(스마트농업)은 농산물 생산량이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을 
적용하는 영농 개념이다.

－ 스마트파밍의 키워드는 “생산성(생산량과 품질)”, “현대적 기술”, “농업경영(Farm

Management)이다.

－ 한국의 스마트팜이 PC, Mobile, 제어장치 등 특정 디바이스로 정의되는 반면 FAO

는 스마트농업의 목적을 생산성으로 구체화 하고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은 “현대적 기술”, “농업경영” 등과 같이 광의로 정의하고 있음.

－ FAO의 개념에는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중심적임. 결국 스마트팜의 핵심은 농업현장

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임.

현대적 기술은 굳이 컴퓨터-모바일 장비나 제어기기로 한정되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농업 경영 방식 역시 제어로 한정될 이유가 없음.

3) 스마트팜과 관련한 개념 2- 스마트 팩토리

¡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제조업의 전략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음. “스마트 팩토

리”는 축산, 시설 원예 등 제조업과 유사성이 높은 농축산업에서 참조할 만한 개념임.

¡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The Smart Manufacturing is a broad category of manufacturing with the goal of 
optimiz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Smart manufacturing is the process that 
employs computer controls, modeling, big data and other automation to improve 
manufacturing efficiencies.
Smart manufacturing aims to take advantage of advanced informatio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to enable flexibility in physical processes to address a 
dynamic and global market.“

“스마트 제조업은 최신의 정보 및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 하는
제조개념.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 과정에서 컴퓨터제어, 
모델링, 빅데이터, 자동화 등을 적용 함.”

또한 스마트 팩토리는 ICT 기술의 활용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 됨.

“주요 내용은 1)기초수준-공장 내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제품의 생산이력을 관리

2) 중간1수준-생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분석

3) 중간2수준-시스템을 통해 생산공정을 제어

4) 고도화수준-맞춤형 유연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공장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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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파밍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스마트팜”이

라는 개념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차용한 것으로 추정 됨.

－ 시설농축산업에서 적용 할만한 스마

트 팩토리의 핵심 개념은 무시됨.

－ 스마트 농업에서 강조하는 농업현장

중심 철학도 무시됨.

¡ 결국 “스마트 팜(스마트 농장)”은 시

설, 도구주의적 수준으로 퇴행하고,

스마트 팩토리-스마트 파밍의 핵심

철학은 사라진 상황.

1) 접근법

성우농장의 전략은 현장의 문제 중심인

스마트파밍을 근간으로 함. 단 양돈업은

시설축산으로서 스마트 팩토리의 방법론

을 참조할 수 있음.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환경

변수 규명

적용 가능한 기술과
경제성 검토

개발

보완

적용 및 성과 분석

－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개념, 키워드는 “프로세스 최적화”, “다양한 기술 요소 (컴퓨

터 제어, 모델링, 빅데이터,자동제어)”,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공정제어”,“유연한 생

산”, “지능형 공장” 등이 있다.

－ 스마트 팩토리 역시 현장 중심 (프로세스), 유연한 기술 도입 전략 등이 중요한 전

략이며, 모델링-지능형 등 Algorithm/분석 기반의 접근법이 강조된다.

4) 결론

3. 성우농장의 접근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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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당면한 주요 환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기후 변화
-과거와 다른 차원의 길고

혹독한 무더위
-짧고 강력한 환절기

우리 기후조건에 맞는
정밀 환기

악취 민원 증가

축사 예너지 효율성
개선

한돈 품질 안정성에 대한
불만

IOT/Cloud 기반의 정
밀 환기 시스템 및 알
고리듬 기반의 지표
분석과 능동 제어(자

체 개발)

-.패시브하우스 개념
도입.

-.수냉식 냉방 시스템
자체 개발 및 적용

¡ 생산성 차원에서 성우농장의 기본 전략은 생산성의 “상향 평준화”임.

¡ 북대서양 대양성 기후인 유럽을 기준으로 개발된 환기제어 개념을 우리나라 기후조

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네덜란드 기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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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로 가는 길

1) 도구중심적 사고의 극복과 프로세스 중심적 접근법

2) 정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 지표의 정립

우리 농장이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요소가 무엇일까?

도입하는 기술의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은 보장되는가? 도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

3) 정통 정보기술 방법론 적용

4)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에 관련한 방법론 적용

5) 현장 중심의 정보-지식 네트워크 구축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