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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스마트팜 기술은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유통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농축
수산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융합기술로 정의하며, 특히 시설원예, 노지과수, 축산,
수산양식 및 농축수산 유통물류 분야들을 대표 적용 분야로 고려

< 스마트팜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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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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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스마트팜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융합기술로 농 어가의 소득 증대와 생산성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주요한 기술임. 최근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음에 따라
해외에서도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스마트팜 관련 산업체들의 영세성과 융합 표준의 부족으로 인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
본 전략맵에서는 스마트팜 서비스의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하여 농축수산업과 유통물류분야에 D.N.A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관련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화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의 중요성이 주목받음에 따라, 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외 관련
표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공략으로 추진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서비스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엣지-클라우드 구조 기반의 스마트팜 환경관리를 위한 관제 플랫폼 서비스 구조에 대한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다양한 스마트팜 기술과 서비스 도출을 위한 스마트팜 유즈케이스 및 시나리오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데이터 상호운용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엣지-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데이터 모델 요구사항 및 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트랙터 등 농업기계전반에 전장부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확보 추진, 무인항공방제의 항공방제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 및 M2M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교환 관련 표준기술 확보 추진
· 전자기 호환성 및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기능안전 추가 요구사항 표준화 진행 중
· 항공방제에 대한 안전성, 성능시험 방법 및 비산에 관한 측정방법 등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노지, 시설원예, 축산 분야
기자재 및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 기반 국제 표준화 추진
· 노지 작물 스마트 농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기준, 축산 ICT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표준화 진행 중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환경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표준 추진
· 축사 내외부 환경 및 가축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축산 메타데이터 표준
확보 추진
· 스마트축사 개발 관련 축종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환경 정보 수집 기술을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표준 추진
· 양식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과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환경 정보
수집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현장 어가를 위한 빅데이터
요구사항 및 메타데이터 표준 확보 추진
· 종자-양식(어업)-운반-가공-유통 등 수산 전주기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서비스
활용에 요구사항 및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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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 이력 추적 모델 표준
추진
· EPCIS 2.0와 EDI 기반의 Global Traceability Standards 표준 및 농축수산 분야 이벤트
모델링 표준화 추진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유통물류 어휘, 데이터모델, API 개정 표준 추진
· 생산, 유통물류, 소비 데이터 공유를 위한 EPCIS 2.0/CBV2.0 기반의 어휘, 데이터 모델,
API 표준 개정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차세대 바코드 기반 기술 표준 추진
· 차세대 바코드 표준 포맷, 데이터 캐리어 및 라벨링, 리졸버 기능 표준 추진

∼ 2024년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서비스 표준
확보 추진
· 엣지-클라우드 구조 기반의 스마트팜 환경관리를 위한 관제 플랫폼 서비스 구조 및
요구사항, 기능구조 등에 대한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데이터 상호운용
표준 확보 추진
· 엣지-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환경, 생육 및 관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및 API 정의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레벨2∼3 등급의 제품 상용화 기술 확보 추진, 제초로봇 및 과일수확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확보 추진
· 부분적 또는 준 자율주행 농기계의 등급별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전기트랙터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안전요구사항, 제어 통신, 시스템 통합 등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노지 분야 스마트 농업 기술
단기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공간정보 센서 등 핵심기술 국산화 및 트랙터용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데이터 활용 노지
디지털농업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 추진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환경 정보 수집을 위한 IoT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표준 추진
· 축사 내외부 환경 및 가축 상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통합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축산 데이터 운용관리
표준 확보 추진
· 스마트축사 운영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축사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 모델, 인터페이스 구조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최적 양식 환경 정보 분석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양식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과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최적 양식 환경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기반 수산양식
빅데이터 서비스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수산 전주기 단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오픈 서비스 API 및 수산양식 엣지컴퓨팅
활용을 위한 표준 추진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이력추적 모델의 블록체인화 표준
추진
· EPCIS 2.0와 EDI 표준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블록체인 트랜잭션 모델링 표준화 추진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농축산 유통물류 데이터 플랫폼 및 특화 모델 표준
추진
· 농축산업의 특화된 생산, 유통물류, 소비 데이터 공유를 위한 EPCIS 2.0/CBV2.0 기반의
어휘, 데이터 모델 표준 개정 추진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차세대 바코드 농축수산 서비스 모델 표준 추진
· 차세대 바코드 리졸버 시스템에 기반한 농축수산 서비스 모델 및 어휘 표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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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2026년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농업과 관계되는 다양한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데이터 교환과 관련된 통합 농장관리정보시스템 기술 확보 추진
· 농작업 프로세스 모니터, 제어 및 작업 실행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 모바일 장치를
농장 작업 프로세스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농장 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EFDI) 표준화 진행 중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수집된 축사 환경 및 가축 정보를 이용하여 축사
환경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기술 확보 추진
· 다양한 축사 환경 관리 시뮬레이션의 입출력 정보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축산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기술 확보 추진
· 스마트축사 운용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를 운용하기
위해서 축종별 수집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표준화가 진행 중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양식 환경 최적 제어를 위한 표준화 추진
· 양식장 스마트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과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환경정보를
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최적화를 위한 AI 기술의 서비스 표준 확보 추진
· AI활용 서비스 제공, 디지털 가상화, AI를 통한 전주기 연결, 메타데이터 등 관련 표준화
추진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글로벌 이력추적 연계 모델 표준
추진
· 블록체인 트랜잭션 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수산식품 안전 서비스용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표준화 추진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수산양식 유통물류 데이터 플랫폼 및 특화 모델
표준 추진
· 수산양식업의 특화된 생산, 유통물류, 소비 데이터 공유를 위한 EPCIS 2.0/CBV2.0 기반의
어휘, 데이터 모델 표준 개정 추진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차세대 바코드 리졸버 연결 표준 추진
· 차세대 바코드 리졸버 서버간 연결 및 서비스 검색 기술 표준화 추진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스마트팜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ITU-T SG13 및 ITU-T SG20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 GS1 사실표준화기구를 통한 식별체제, 데이터 모델,
서비스 공유에 대한 국제표준화에 지속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용 기계류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ISO TC23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을 기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스마트팜 표준을 통하여 기존의 표준이 기계 장비의 ‘성능’과 ‘안전’ 중심에서 ‘데이터’와
‘정보통신’중심으로 전환되어, 단위 기계장비를 넘어 시스템 중심으로, 안전과 호환성을
넘어 경영효율성 향상으로 전환
· 제조사별,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 등 표준의 제정으로 호환성 확보, 무역장벽 제거, 자원의
선순환, 규모의 경제, 상업화 촉진, 비용절감, 제품 개선, 공공안전 등 다양한 효과 제공
· 표준화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기술현황을 공유하고 및 방향성을 제시하며, 합의된
요구사항을 도출함에 따라, 기술발전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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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도입하여 품질경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생산제품에 대한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합성활동을 통한 품질향상 및
세계 무역 촉진
· 세계적으로 수산물 친환경 관련 국제인증은 시장에서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데이터 기반의 증명 없이는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에서 표준화 기술 기반의
데이터셋 마련으로 국내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수산관련 국제인증(ASC, MSC 등)을
획득하기 용이해짐
· ICT 융복합 사업 추진상의 비표준화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및 업체 기술개발 발판 마련
· 스마트팜 관련 표준요소 발굴, 기 제정된 단체 및 국가표준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기 제정 표준이 적용된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제품이 국제 스마트팜 시장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여 선점 가능성 확대
·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 등에 표준적용제품 활용 및 실증 확대로 정책 효과 배가
· 센서, 구동기 등 표준대상 범위 확대의 기회로 활용
· 첨단영농을 위한 농업환경제어 빅데이터 구축 기반조성으로 활용
· 표준 선도 기업에게는 자사 기술 활용한 시장 우선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후발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통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기술 집약적 농어업 실현을 통한 국내 식량 자급률 향상
· 농어업의 식량 안보 증진과 더불어 환경적 가치 증진을 통한 비시장 가치 확산에 부합하는
농어업의 선진화 유도
· 규격화 및 표준화된 스마트팜 ICT 부품 및 장비 활용에 따른 정교한 정밀제어를 통한
농수산물, 가축의 질병예방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
· 표준기반의 이력추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 스마트 APC, 데이터기반의 정밀 농축수산업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
· 기존 농수축산업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의 기자재 업체의 시장 진입의
용이성으로 농수축산업 전반의 외연 확대를 통한 농수축산업 관련 기자재 산업 활성화
· ICT 기자재 간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제품 탐색 비용 절감 및
농업인 편익 증진 기여
·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의 다양한 생산관리 활용 및 생산량 등 성능 축적 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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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기존 농축수산업 분야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국제 공식표준화기구나 사실
표준화기구들에서 현재 표준화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나, 비록 현재는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표준화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시설원예, 노지과수,
축산, 수산양식, 농축수산 유통물류 분야를 중분류로 선정
< 스마트팜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시설원예의 작물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ITU-T
위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관제 프레임워크 표준
SG13/
- 시설원예 환경 관리를 위한 IoT 기반 기능 요소, 유즈 SG20,
IoT 기반의
케이스,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
oneM2M,
시설원예 환경
- 스마트팜 환경제어를 위한 통신 기술 표준(유선, 무선, OCF,
관리 표준
PLC 등)
W3C,
-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시설원예) 관제서비스
ISO
플랫폼 표준
TC23

O

작물의 생육 환경, 생육 상태 등에 관한 데이터의 표현
방법과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 스마트팜(시설원예) 데이터 항목 표준
- 스마트팜(시설원예) 관제 및 생육 데이터 모델 표준
- 스마트팜(시설원예) 데이터 개방을 위한 클라우드·빅데이터·
Open API 기반의 스마트팜 데이터 서비스 표준

ITU-T
SG20

②

O

시설원예의 작물 병해충 관리를 위한 데이터 및 서비스
시설원예 병해충 표준
관리 표준
- 시설원예 작물의 병해충 관리 요구사항
- 시설원예 작물 병해충 관제 프레임워크 표준

ITU-T
SG13

②

X

스마트팜 실내 작업 관리(접목, 방제, 수확 등)를 위한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의 기능 요구사항 및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스마트팜
-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의 기능 요소
실내(온실, 원예)
-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의 안전 기능 요소
로봇 운용 표준
- 실내 작업을 위한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와 운영
시스템(또는 온실통합제어기) 간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간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ITU-T
SG20,
JTC1
SC41,
ISO
TC23

⑤

X

시설원예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ICT 기자재의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
- 시설원예 환경 센서 및 구동기 시험항목 표준 기술
- 시설원예 환경 센서 및 구동기 시험방법 표준 기술
시설원예
- 시설원예 온실통합제어기 호환성 및 안전성 시험항목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 기술
및 인증 표준
- 시설원예 온실통합제어기 호환성 및 안전성 시험방법
표준 기술
- 스마트팜 농작업자동화기기(또는 로봇)와 시설원예 온실
통합제어기 간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 표준

ITU-T
SG11

⑥

X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시설
원예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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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노지
과수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스마트팜 실외 환경(수도작, 밭작물, 과수 생산)에 필요한
로봇의 농작업 데이터와 통신 프로토콜,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위한 표준
- 농업용 로봇과 모바일 장치를 포함한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요구
스마트팜
사항 표준
실외(과수,
- 농작업 모니터링, 관리, 진단 및 사고 데이터 표준
밭작물 등) 로봇 - 농작업 로봇 간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표준
운용 표준
- 자동화 및 자율주행관련 수준 정의, 설계 원칙 및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
- 전기트랙터 관련 일반사항 및 물리적 인터페이스, 안전
요구사항, 제어통신 등의 표준
- 농업용 드론에 대한 환경요구조건 및 살포 시험방법
표준

ISO
TC23,
OECD

②

O

노지과수 환경, 생육 및 제어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빅데이터 기반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 표준
노지과수 데이터 - 스마트팜(노지과수) 생산 단계 데이터 항목 정의
수집 제공
- 스마트팜(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Open API 기반 스마트팜 데이터 제공 서비스
프레임워크

ITU-T
SG20,
W3C

①

O

⑤

X

ITU-T
노지 작물의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SG20,
IoT 기반의
위한 Io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관제 프레임워크 표준
oneM2M,
노지과수 환경 - 노지 환경 관리를 위한 IoT 기반 기능 요소, 인터페이스, OCF,
관리 표준
데이터 및 프로토콜
W3C,
- 스마트팜 환경제어를 위한 통신 기술(유선, 무선, PLC 등)
ISO
TC23

축산

노지 작물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데이터 및 서비스 표준
노지과수 병해충
- 노지 작물의 병해충 관리 요구사항
관리 표준
- 노지 작물의 병해충 관제 프레임워크 표준

ITU-T
SG13

②

X

스마트축사의 환경 및 질병 관리를 위하여 축사 내·외부로
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운영 및 관리
하기 위한 표준
IoT 기반의
- 축사 내·외부 환경 정보 수집 인터페이스, 데이터 분석,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표준
관리 표준
- 동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이상행동, 소리
정보, 환경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ITU-T
SG20

⑤

O

스마트축사 생산 단계에서의 데이터 수집 제공 방법에 대한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 스마트축사의 생산 단계에서 수집을 필요로 하는 가축
스마트축사
생장,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 항목 정의 표준
데이터
- 양돈, 양계, 낙동 및 한우 등에서 사용되는 급이/급수기,
수집 제공
생산출하, 번식 등의 장비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 표준
제어하기 위한 표준
-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빅데이터·
Open API 기반의 스마트팜 데이터 서비스 표준

ITU-T
SG20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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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농장동물을 위한 동물복지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연계
및 인증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동물복지 인증 -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관리를 위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
관리 표준
절차
- 동물복지 농장 정보 수집 및 운용 방법
- 동물복지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

ITU-T
SG20

⑤

X

스마트축사 기자재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 요구
스마트축사
사항, 절차 및 평가 관련 표준
상호운용성 시험
- 스마트 축사용 센서 및 구동기노드 시험항목 표준 기술
및 인증 표준
- 스마트 축사용 센서 및 구동기노드 시험방법 표준 기술

ITU-T
SG11

⑥

X

농업 및 축산분야 탄소배출 정보의 수집, 분석, 절차 및
평가 관련 표준
- 농 축 자원순환 모니터링 표준 기술
- 주기별 탄소배출 정보수집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 농축산 탄소저감 관리 서비스 표준기술

ITU-T
SG20/
SG11

⑤

X

축산질병의 사전 차단, 예방, 운영, 이상 감지, 현장 진단,
축산감염병 대응
확산 차단, 교육 관련 표준
지능 플랫폼
- 축산 감염병 무인 지능화 표준 기술
표준
- 축산 감염병 대응 디지털 농민 교육 플랫폼 기술

ITU-T
SG20/
SG11

⑤

X

⑤

X

ITU-T
SG20,
ISO
TC234

⑤

O

종자-양식(어업)-운반-가공-유통 등 수산 전주기 단계에서
ITU-T
데이터 수집, 분석, 서비스 활용에 대한 데이터 및 API 표준
SG20,
빅데이터 기반의 - 수산양식 데이터 정의 표준
ISO
수산양식 데이터 - 수산양식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서비스
TC234,
수집 제공
API 표준 등
GS1
서비스 표준 - 수산양식 디지털트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서비스
MSWG,
API 표준 등
GDST
- 수산양식 엣지컴퓨팅 활용을 위한 표준

④

O

농축산
탄소배출저감
그린ICT 표준

축사 디지털
트윈 표준

생물, 시설, 환경, 기후, 에너지 및 작업 등의 복합 데이터의 ITU-T
지능화된 분석, 예측,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관련 표준 SG13/
- 스마트축사 디지털 트윈 요구사항 표준
SG20,
- 스마트축사를 구성하는 객체 표준기술
oneM2M,
- 디지털트윈 기반 환경, 사양, 에너지 관리 축사 인터 OCF,
페이스 표준 기술
ISO
- 디지털트윈 무인 서비스 표준 기술
TC23

양식장 환경 데이터의 수집, 제공, 관리 및 시설 제어를
위한 표준
- 양식장 내/외부 환경정보(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IoT 기반의 양식
등) 및 사육정보(먹이공급 시간, 공급량 등) 관리를 위한
환경 관리 표준
데이터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
- 양식 환경제어를 위한 데이터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
- 양식 시설(사료공급장치, 급수밸브, 산소발생장치, 히트
펌프 등) 제어를 위한 데이터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
수산
양식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팜 205

표준화 항목

농축
수산
유통
물류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수산양식 기자재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 요구사항,
절차 및 평가 관련 표준
수산양식 기자재 - 수산양식장 내 센서노드, 구동기노드, 제어기, 사료공급
상호운용성 시험 장치, 펌프, 여과기, 살균기 등의 ICT활용 기자재간 상호
및 인증 표준
운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 요구사항, 절차 및
평가 표준
- 수산양식 기자재 규격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

ITU-T
SG11

⑥

X

가상의 양식장과 실제 양식장과의 데이터, 제어 연동을
통해 환경 및 양성 관리를 위한 아쿠아 트윈 통합 프레임
5G 기반 아쿠아 워크 표준
디지털 트윈 - 아쿠아 트윈 시뮬레이션을 위한 5G 기반 데이터 동기화
표준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
- 아쿠아 트윈 환경 및 양성 시뮬레이션 입출력 인터
페이스 및 데이터 규격 표준

ITU-T
SG20

⑤

X

농축수산물의 신뢰성 있는 이력 데이터 수집 및 이력추적,
GS1
농축수산 이력 블록체인 기반의 위조방지 표준
MSWG,
데이터, 추적, -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중요 이력 데이터 수집 및 이력
JTC1
위조방지(블록체
추적 프레임워크 표준
SC31,
인) 표준
-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이력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GDST
블록체인 표준

④

O

GS1
농축수산물의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물류 흐름에서
농축수산
MSWG,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 공유 모델 표준
유통물류 데이터
JTC1
-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이벤트 데이터 모델 및 API 표준
공유 표준
SC31,
-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제3자 인증 데이터 표준
GDST

④

O

농축수산 분야 온/오프라인의 생산자, 유통 물류, 소비자
GS1
간의 서비스 공유를 위한 서비스 모델링, 등록, 검색,
농축수산 스마트 접근을 위한 표준
MSWG,
서비스 표준 - 농축수산물의 차세대 바코드인 디지털 링크 표준
JTC1
SC31
- 서비스 공유 프레임웍인 서비스 리졸버 기능 표준
- 비대면 유통물류를 위한 서비스 식별 및 모델링 표준

④

O

GS1
농축수산물, 농축수산 기업, 물류 및 유통기업 등을 글로벌 MSWG,
하게 식별 및 분류하기 위한 코드 체계 표준
JTC1
농축수산 식별
- 농축수산물 단위별 상품 식별자 및 농축수산 관련 기업 SC31,
분류 체계 표준
GDST,
등의 위치 및 자산 식별 표준
ISO
- 농축수산물 품종에 따른 분류 체계 표준
TC234

④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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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스마트팜 분과는 앞서 선정한 시설원예, 노지
과수, 축산, 수산양식, 농축수산 유통물류 분야 중, IoT, 데이터, 생장관리, 로봇, 시험·인증과
관련한 주요 기술들을 중심으로 ITU-T, JTC1, ISO 등의 국제 공식표준화기구나 oneM2M,
OCF, W3C, GS1, GDST 등의 사실표준화기구들에서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표준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ITU-T SG20에서는 작물의 생육 환경과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팜 분야의 다양한 유즈케이스를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육 환경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엣지 등 진보된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화가 추진 중. 또한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에서는 스마트팜 장치들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팜
장치들의 기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웹기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환경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표준이 개발되고 있음.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 스마트팜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스마트팜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요구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의
활성화와 스마트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다변화에 따라 스마트팜을 위한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팜 장치의 유형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상이한
형식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음. 개별 농가의 이기종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합·운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으로 진화하면서 데이터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기술이 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을 위한 표준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관련 국제 표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롭게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ISO TC23에서는 스마트팜 실외 로봇
운용에 관련된 시험평가(SC2), 안전 및 편의성(SC3), 방제(SC6), 관배수장비(SC18), 농용
정보통신(SC19) 표준 개발 진행 중. 특히 농기계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자율주행에 관한
산업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자율주행 농업기계에 대한 레벨 정의와 텔레매틱스 기술
및 이력데이터에 관한 국내 요구사항을 국제 표준화로 반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현재 스마트팜은 대부분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내부에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단순히 환경을 제어하는 기술로 구성. 반면 한국
농경지 면적의 95%는 시설이 아닌 노지로 노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농업 ICT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노지와 시설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고, 농작물
재배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센싱, 분석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사전 대비
또는 사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밀 농업 솔루션 도입이 고려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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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스마트축사 제공을 위해서는 축사의 실내외 환경
정보(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외부기상정보 등)를 수집하고 목적에 따라 분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ITU-T SG20을 중심으로 스마트축사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제한적으로 진행 중. 따라서 환경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집, 운영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을 위하여 해당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표준이 시급하기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NIA)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양돈, 양계, 낙농 및 한우 등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내 외부 환경, 사양, 영양, 백신, 번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제어, 서비스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아직 표준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종류,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데이터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 선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수산양식 시설에서 양식 환경과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의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환경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수집, 제공,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사료공급장치, 급수밸브, 산소발생
장치, 히트펌프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임.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들의 인터페이스, 데이터 및
프로토콜에 관한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본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사실국제표준기구인 GS1과
IFT(국제식품기구)/WWF(세계자연기금)가 주도하는 GDST 국제연합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양식부터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데이터

수집·제공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의 감독기구, 그리고 글로벌 수산양식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빅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 관련 기술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표준화
초기단계에 따른 표준의 상세화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표준의 확장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GS1에서는 농축수산물의 글로벌한
이력추적과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추적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Global Traceability 2.0
표준 패밀리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산
이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변조 방지 기술들이 필수이나 표준화되지
않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사용할 경우 생산-유통물류-소비의 정보흐름이 단절될 수 있음.
먹거리 안전과 유통물류 효율성, 그리고 해외의 식품안전법 대응을 위하여 아직 국제 표준화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기술 기반으로 농산물의 이력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가 선결을 추진하기 위해 이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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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GS1과 JTC1에서는 농축수산물의 글로벌한 유통물류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공유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상품, 박스, 팔레트, 운송수단,
농가 및 유통물류업체의 식별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표준을 위한 어휘 및 표준 포맷,
API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FDA는 Smarter Food Safety Era를 선언하고 유통물류 데이터
표준화 적용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GS1 표준기반의 파일롯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생산 정책과 유통물류의 선진화와 빅데이터 및 AI 적용을
위해 국내 표준의 국제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하나 아직 국제 표준화는 초기 단계이며,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유통물류를 위한 마스터, 트랜잭션, 이벤트 데이터 모델링, API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GS1에서는 농축수산물, 장소, 자산, 사람 등의 국제표준
식별자를 인덱스로 하여, 원산지, 리콜, 구매, 성분정보,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Digital Link, ONS 표준화를 진행 중. 국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가 준비되고 있으며, 민간을 중심으로 QR 기반의 다양한 정보 제공서비스가
비표준화 방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함. 관련 국제 표준화 적용이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스마트
생산, 유통, 물류, 소비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모델링, 등록, 검색 및 접근 방법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스마트팜을 스마트X 분야로 분류하고, 이전 버전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환경/생산/유통/클라우드 표준화 항목을 표준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사 표준기술의
회피를 위하여 그 영역을 생산/유통/자동화(로봇)/서비스/시험 항목 분야로 변경
- Ver.2021(2020년)에서는 수산양식 항목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표준화 항목을 산업군 별로
재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시설원예/노지과수/축산/수산양식/유통·물류 분야로 영역을 확장.
특히 자동화(로봇)관련 표준화는 주로 실외 스마트팜(과수, 밭작물 등)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따라 로봇 운용 표준 기술을 노지과수 분야에서 다룸
- Ver.2022(2021년)에서는 4차산업 핵심기술과의 융합 관점에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음.
이를 위해 Ver.2022에서도 스마트팜의 적용 분야를 Ver.2021에서와 유사하게 시설원예/
노지과수/축산/수산양식/농축수산 유통물류로 영역을 유지하고, IoT 기술 적용과 데이터
관점에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였음. 노지과수분야에서는 IoT 표준기술보다는 자동화
(로봇)관련 표준화 이슈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노지과수분야의 표준화 항목은 IoT 보다는
자동화와 관련된 항목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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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스마트팜 환경 관리 표준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시설원예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등) 로봇 운용 표준

노지과수
-

-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축산

축사 사양 관리 표준

-

동물복지 인증 관리 표준

동물복지 인증 관리 표준

-

-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

수산양식 환경 관리 표준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식별 분류 체계 표준

-

-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

유통물류 데이터 표준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

스마트 소비 서비스 표준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운영 로봇 통신
인터페이스 표준

-

-

스마트팜 작물생산 표준

-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리·운영 서비스 표준

-

-

농축수산
유통물류

서비스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

수산양식

농업 로봇 SW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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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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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GS1 국제표준 기반의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유통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자동화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공유를 채택한 스마트 APC등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정책을 기획(2021.4)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2021.4)
· (데이터 수집 활용) 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선도거점단지
및 특구 지정(특례), 중앙단위 지원기관 설립 등
·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AI 전문가 양성, 스마트팜 청년 육성 및 자격증 신설, 전문
교육기관 육성 및 국내외 교육 협업 등
· (기술 개발 및 표준화) 핵심기술 개발 지원, 기자재 표준화 및 표준 보급 및 자재 실증
검정 및 판로 지원 등
· (보급 및 확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조성(인허가 특례), 스마트농업 기자재
서비스 사후관리, 해외 수출 활성화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과기정통부 공동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 출범(2020.12)
· 일원화된 스마트팜 연구개발 체계를 통한 연구 효율성 증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의 확장성,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실증
연구와 사업화 추진, K-Fram 모델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모색
-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은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사업’ 추진(2021∼2027, 4+3년)하고,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 분석 및 활용하여 농업분야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촉진
계획(2020.12)
·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26개 과제, 189.6억 원)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 및
품목(작목, 축종)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 추진
·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22개 과제, 216.3억 원)에서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
농작업· 경영정보 등의 통합준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 코로나 19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2020.7)
·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전 산업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
· 농축수산 분야로는 지능형 스마트팜(토마토, 파프리카) 데이터, 지능형 수직농장(딸기,
엽채류) 데이터, 정밀농업 노지작물 데이터, 정밀농업 농기계 자율주행 데이터, 식물병
유발 데이터, 작물 디지털 피노타이핑 데이터, 식의약용 자생식물 데이터, 지능형
스마트축사(한우,양돈, 육계, 산란계, 젖소) 데이터, 지능형 스마트양식장(뱀장어, 굴,
가리비) 데이터 등의 지능형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함
- 정부는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다양한 업종(온실 시공업체, IT업체, 기자재 업체 등) 기업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많이 제시된 성능, 호환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표준
확산 사업(2020∼2024)을 진행(2020.1)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 계획에서 ‘ICT를 활용한 농산업 분야에
대한 첨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 분야 미래기술 발굴 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계획(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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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2019 타운홀 미팅 ‘더 스마트한 농어업’, VIP, “스마트기술 수산확산, 중소어가까지 적용,
어업경쟁력 및 어른신들의 편의를 높이겠음”(2019.12)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아쿠아팜 4.0 추진전략’, 수산양식 산업에 4차 산업 기술 융합
R&D 지원, 강점인 ICT 역량 접목, AI 딥러닝 활용한 가치사슬 연계(2019.9)
- 해양수산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2019.2)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 비전 제시
·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화, 예방양식으로의 혁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스마트 양식 체계 구축
-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2023), 수산분야 대표과제로 아쿠아팜 4.0 사업 포함
(2019.1)
- 농업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보급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방안(2018)을 통해 시설원예 7,000ha, 스마트축사 5,750호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제도개선을 추진(2018.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등을 선정(2018.2)
- 2018년∼2019년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개발 시범사업 추진(2018.1)
· 시설원예 중심에서 노지로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영농 확산
· (2018년) 노지 양념채소 분야에 시범추진(5개 시·군 59호 자동관수 적용)
· (2019년) 노지작물을 다양화하고 10개 시·군으로 확대
- 산업부 ‘유통 산업공해 융합 얼라이언스’(2017.11)
·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유통산업 혁신을 위해 5년간 170억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
· 유통산업의 혁신을 위해 AI, VR/AR, 표준화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유망 과제를 발굴
- 정부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를 주요 농정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2017.7)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농업 산업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
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업 실현을 제시
·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의 세부목표로 스마트팜 보급 확산,
농업로봇 혁신 등을 제시
· 혁신성장 정책에서 공통 추진하는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의 우선 적용 분야로
스마트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현 정부 혁신성장동력 과제로 스마트팜을 후보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확대 노력 추진
- 5대 국정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3대 국정전략에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
어촌”이 포함(2017.7)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 실시
· 20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0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 톤 달성 목표

미국

- FDA는 “Smarter Food Safety 시대”의 선언을 통해, 농축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현대화 계획 지속(2019.4)
· 새로운 기술과 진보된 이력추적 표준 기술을 통해, 2011년 공표된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식품안전현대화법안)을 구현
- 4차 산업혁명 대응하여 농무부(USDA)에서 위험관리 방향에서의 사업을 추진(2019.2)
· 고비용의 기반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민간이 농업용 로봇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 공공 지출 R&D는 축소
· 자율주행 및 위치인식기술 결합 농업용 로봇에 대한 상용화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운송로봇에 대한 투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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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NOAA Fisheries 는 SIMP(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15개 어종 및 어군에 대해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2018.1)
- 미국은 지속되는 가뭄 및 농작물 생산 악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스마트 농업전략을
발표(2017.1)
- 미국 로보틱스 로드맵(2016)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밀농업
및 정밀 목축업 방향을 제시(2016.11)
- 양식산업발전 10개년 계획, 수산양식 연구전략(2016～2020)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달성과 수산양식에 대한 연구,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계획 추진(2015.2)
- 중점 투자분야에 농수산식품분야 ICT 융합기술을 포함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도로 원천 상용화 기술 투자 확대(2012.2)
· ICT 융합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2002, 18억 달러 → 2012, 37억 달러)

일본

- 2020년까지 명목 GDP 600조 엔(円) 달성을 목표로 한 아베 정권의 2단계 성장전략
(2016.6)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본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10개 전략적
민관합동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
- 스마트농업 확대 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 등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강조,
‘인공지능 미래농업 창조프로젝트’ 등의 시책 추진을 계획(2016.6)
· 궁극적으로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 신규 농업주체의 확대를 통해 일본 농업·농촌의
급속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
- 일본재흥전략(2016)을 통해 ‘선제적 농림수산업 촉진과 수출 강화’를 목표로 두고 농업·
농촌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2016.5)
- 아베 정부는 근간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업 농지 소유제한을 대폭
풀어 기업형 농업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2016.3)
· 전략특구지역에서 기업형 농지 소유·경작 효율성이 입증되면 기업형 농업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 대기업들(Toshiba, Panasonic, Fujitsu 등)이 반도체, 정보기술(IT) 제품을 생산했던 공장을
식물공장으로 변경하여 차세대 농업성장 사업으로 집중 개발
- 농림수산업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최첨단 IT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 창출 투자 확대(2014.3)
· 수산업은 과학기술현식종합전략(2014) 등을 통해 민관의 R&D 투자 확대, 제3차 수산
기본계획(2012～2022)을 통해 수산업 회복을 위한 전략 마련

유럽

- (프랑스) 데이터기반의 영농 최적화 및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2019.3)
- (네덜란드) 농업생산 및 유통·소비부문의 강점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농업
시스템 구축 연구(2018.1)
- (독일) 트랙터 및 무인기 활용 데이터 수집, 영상판독, 기상이변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최적화 투입, 병해충 예찰 관련 프로젝트 추진(2018.1)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각종 산업에 디지털 서비스를 접목한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2018.1)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2020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논의가 등장(2017.12)
· 디지털 기술(혁명)에 기반 한 농업과학기술 연구·혁신 활동 증가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가 농업 성장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
· 유럽집행위원회(2016)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우선순위 의제를 설정하고,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다분야·다국적 연구 협력을 강조
* 유럽진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을 수호하고 유럽
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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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유럽의 16개 국가와 71개 기관이 참여한 EU H2020 IoF2020(Internet of Food and Farm
2020)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업, 축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5개 분야 19개 세부 농축산 산업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표준 적용 사업을 진행
(2017∼2021)
-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양식업의 첨단화 규모화, 전후방산업 육성 및 수산물 품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2016.10)
- 4차 산업혁명 대응 EU 농업 성장전략은 정보통신기술(LEIT-ICT) 등과 융복합되는 방식으로
폭넓게 반영·전개(2016.1)
-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은 ‘Horizon 2020’의 양식분야 일환으로 ‘아쿠아 스마트
(aqua-smart) 프로젝트’를 추진 중(2014∼2020)
· EU 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환경 변수(수온, 용존산소 등), 먹이형태, 사료 배합도,
사료 공급방식, 생산관리 방식 등과 생장률, 폐사율, 생육기간, 품질 등 생산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양식 산업에 제공하는 것임
- EU는 IUU 규정(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regulation)을 통해서 불법 수산물의 획득
및 유통을 금하고, 유럽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음(2010.1)

중국

- 중국의 북경은 콜드체인 이력추적 플랫폼의 개통을 통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시행(2020.10)
- 중국 국무원은 ‘전국 농업현대화 계획(2016～2020)’에서 농업 기술 장비와 정보화 수준
제고를 위해 IoT, 지능형설비 보급 확대 목표를 제시(2019.12)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정보기술 응용 비율과 농민 인터넷 보급률을 각각 17%와 52%까지
올리고, 농촌 가정에 정보 도입을 80%이상 확대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로 농업기계
설비 분야에 대한 계획을 마련(2019.1)
- 어업혁신 현대화 계획을 통해 어업의 산업화, 첨단화, 인력양성 등을 추진(2017.8)
-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개정(2015.10)
· 중국정부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식품 위생관리조례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법으로 관리
· 2015년 10월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점진적
으로 관리방안을 보완
· 중국 CFDA, GS1 CHINA, Auto-ID Labs Fudan은 장수성, 광동성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의 이력추적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식품안전법의 강화 추세에 따라 17개 성으로 확대
- 공업정보화부는 농기계의 성장 방향으로 스마트화와 전체 공정의 기계화를 추진(2015.5)
· 동시에 기술 집약형 하이테크 농업 기계의 연구 개발 추진
- 농기계 분야에 대해 산업정보화부는 2020년까지 핵심 기능 부품 등의 개발 능력을 쌓고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을 90%로 확대(2015.5)
· 대형트랙터, 목화수확기 등 하이테크 제품 시장 점유율을 30%로 확대 목표
- 국가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863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863 사업’을 통해 중국내 수산
연구소에 연구를 지원 중에 있으며, 전 세계 첨단기술 변혁 및 경쟁에 발맞추어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촉진(1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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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0.9%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시설원예]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IoT 장치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 AI를 접목하여 최적
생육 환경 조성 및 생산-소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IoT 기반 스마트팜 환경관리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로 환경정보 기반의 모니터링이나 제어기술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생육정보를 활용한 최적의 환경제어 모델 개발이 요구됨
- 농촌진흥청
·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정의하고, 국내 업체들과의 상호연동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모델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 현장 적용 추진
· 2021년 수직형 스마트팜 모델 시범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농업 혁신모델 육성과
경제성 있는 실내 농장 시범모델 발굴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농장(수직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의 확산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팜 ICT기자재간 상호호환성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산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ICT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
·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센서와 구동기의 전기적·기계적 규격을 국가표준(시설원예 222종,
축산 19종)으로 제정,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한 컨설팅 및 자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비용 등을 지원
-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의 다부처 공동사업을 주관하여
스마트팜의 실증 및 고도화 연구사업과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사업 수행
· 고생산성 디지털 재배관리, 현장 맞춤형 스마트팜 최적화, 완전 자율형 스마트온실 통합
제어 플랫폼 개발과 온실의 무인·자동화 및 그린 에너지 순환·이용 기술 개발 추진
- 스마트팜 융합연구단
· 비닐하우스 내부의 환경관리를 위한 저가형 통합제어기와 생육 센서 기술 연구(2016~2018)
- ETRI
·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관제를 위한
스마트팜 환경·관제 데이터 모델, 데이터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
관제 서비스 플랫폼 구조 및 API 개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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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스
·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하여, oneM2M 기반의 IoT 노드 및 허브, 스마트팜 제어 등
통신 인터페이스와 물리적 가상화 중심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우성하이텍
· 연동 온실 내외부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환경상태를 인식, 분석 및 예측하여 다양한
환경 제어장치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고 최적의 재배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 개발
- 그린랩스
· 날씨정보, 종자와 농약정보, 각종 기자재 정보와 도매시세와 같은 유통정보 등 스마트팜 경영을
위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 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 기타
· 스마트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센서와 제어기간 통신은 비표준화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온실내 일부 센서의 교체, 작물품종의 견경에 따른 센서의 추가 설치 시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을 수 있는 규격화된 통신 시스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효과적인 생산/소비
예측, 물류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에 관한 기술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기존에 독자적으로 운용되던
스마트팜은 빅데이터,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며, 작물 생장을 위한 최적 환경 조건 조성 목적을 넘어
농장 자율화, 병해충 방제나 야생동물 퇴치 등의 영농 서비스의 융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이 부각되고 있으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알고리즘 개발, 로봇 등과 연계된 자동화 기술은 현재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농촌진흥청
· 2016년부터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환경, 생육, 경영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체계와 활용 모델 수립은 물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가의 현장 컨설팅 사업 수행
·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트랩과 트랩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채소 작물을 재배하는 온실에
발생한 해충의 밀도와 종류를 영상으로 진단, 스마트폰 등을 통해 방제 시기와 방법 등을
농장주에게 제시하는 ‘해충 통합 진단 시스템’ 개발
· 2021년, AI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의 온실 환경 데이터와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배 시기와 생육상태에 적합한 조건을 알려주는 플랫폼 개발
· 농업 현장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AI 분석을 통해 작목추천, 정밀재배, 스마트 유통 및 판매로
편의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지털농업추진단을 출범(2020)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을 노지 및 시설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빅데이터 활용으로 확대 계획
- 나래트랜드
· IoT와 AI를 활용한 원격제어, 관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탑재하여 클라우드
기반 환경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화
- 유비엔
· 시설원예 환경 감시와 제어를 위하여, 400MHz대역의 RF와 PoE 기술을 활용함. 또한 SaaS
기반의 스마트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산처리형 클라우드 스마트팜인 팜링크 개발 및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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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과수]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노지농업용 로봇은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등
전통 농기계와 로봇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로봇 농기계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으며, 글로벌
농기계 시장에서 비중 확대 진행 중. 정부는 농업기계정책 수립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이력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표준화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과수 방제와 관련하여 GPS성능이 과수에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피드스프레이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개발 중이며, 텔레매틱스를 장착한
농기계에 원격고장진단, 원격제어, 실시간 위치정보 기술 등 노지 자율 작업 로봇 운영 관제 시스템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
- 국립농업과학원
· 5cm이내 오차로 모 사이를 자율주행하며 잡초를 제거하는 궤도형 벼농사 제초 로봇 개발완료.
레이저 센서만으로 과수원 자율주행 가능한 과원용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지능형 무인 스마트 방제기 개발 중
- 대동공업
· 실시간 이동 측위(RTK)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앙기 개발 및 상용화함. 자율주행 이앙기는
직진유지, 모 간격유지, 정밀 비료 살포 기능이 탑재. 2021년 레벨1 수준의 자율주행 트랙터를
상용화하여 시장에 출시
- LS엠트론
· 5G기반의 원격제어와 무인 경작 기능 탑재한 트랙터 개발하였으며 2021년 양산이 목표
- 동양물산
· 트랙터, 이앙기 및 기타 승용 농업기계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 선회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완료. KT와 자율주행 농업기계 연구 중
- 긴트
· 농업기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가능한 농업기계 지능화,
무인화 서비스 플랫폼 개발하였으며 국내 농업기계 제조사들과 협업하여 트랙터용 플랫폼을
2020년 양산 완료하며 콤바인, 이앙기, SS기로 확대적용 예정. 노지 자율 작업 로봇 운영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노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생산 계획 및 관측·수급관리, 기술개발 촉진 기반
마련 중. 우리나라는 시설농업 중심의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어, 노지작물 등
농업전반으로 데이터 수집·확대가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 할 수 있도록 노지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
· 농정원-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 방법, 주기, 처리 형태 등을
정형화하여 데이터 품질 확보
· IoT, 드론, 농기계, 유통시설 등에서 작물 생육, 병해충 관측, 분야별 다양한 형태(수치, 이미지,
동영상)의 데이터 수집
· 수집된 데이터는 농가 노지생산 영농지원(생육, 방제 등)서비스,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유통혁신·수급관리·기술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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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 스마트농업 데이터 유형 >
구분

데이터 유형

생산

·
·
·
·

경영정보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
:
:
:

유통

· 이력정보 : 재배이력, 생산이력, 유통이력 등
· 도매정보 : 실시간 경락 가격, 거래물량 정보
· 가격정보 : 도소매시장 조사가격 정보

소비

· 판매정보 : POS 정보, 수입가격(거래량), 소비트렌드
· 인증정보 : 친환경, GAP 인증 현황 정보

관련기관

농가명, 품목, 면적, 시설형태, 용수(지하수)
온·습도, 토양정보, 기상정보 등
급수기, 양액기, 방상팬, 드론, 트렉터 등
수확량, 착과량, 병해충 및 재해 발생 정보 등

농업경영체
지자체
농진청
농정원
농관원
농정원, aT
소비자보호원
농협, 유통업체
농관원

< 데이터기반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가축에게 최적의 사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사
내 다양한 센싱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기술 개발 예정
- 유라이크코리아
·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인 ‘라이브케어’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가축 질병 모니터링 서비스로
축우에 바이오캡슐을 경구 투여해 생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수집된 데이터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분석되며, 구제역을 비롯한 소의 식체, 괴저성
유방염, 유행열, 일본뇌염, 폐렴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가 가능하고 건강상태
외에도 발정 시기와 출산 시기까지 예측이 가능
- ETRI
· ICT 기술을 활용, 스마트축사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사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최적의 사육환경 제공과 질병 상시 안전감시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축사 요소 기술을 개발 중
· 디지털 트윈 개념을 활용하여 가상의 축사를 구축, 다양한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육환경을 도출하고, 가상과 실제 축사 간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스마트축사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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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축의 움직임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함으로써 가축의
활동성을 바탕으로 건강도를 분석
·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구제역 등의 예찰, 사람과 비인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관리,
질병검사를 위한 센서 등의 개발을 통해 국가적 가축질병 대응 시스템을 개발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 축사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는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노력하는 중
- NIA
· 지식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AI
학습용 데이터와 국내외 기관/기업 및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취득한 보유한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AI학습용 데이터를 공유
- EPIS
· 축산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한우, 낙농, 양돈, 양계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
· ICT기업 50개사, 110호 농가, 기관·협회 10개를 대상으로 축산 빅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정보 생성, 축종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 개발. 경영 관리, 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기능을 구축
- (주)이지팜
· 양돈관리 프로그램인 ‘피그플랜’을 통해 웹 기반의 양돈생산경영관리 SW와 돈사 내
설치된 다양한 ICT 융합시설 장비 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
· 양돈장의 번식돈, 육성돈을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통해 농장의 사양관리와 질병관리를
지원하며, 농장의 번식성적과 함께 사료업체, 도축장 등 타 업체와 연계를 통한 사료거래내역
및 출하내역을 이용해 개별농장의 전반적인 경영상 태를 분석·비교하여 해당 농가의
경영개선을 지원 중
- (주)인포밸리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피그지오”를 개발하여 사업화 중이며, ICT장비의 연계,
농장 간 추적, 사용자별 대시보드 제공, 실시간 지원팀 운영 중, 팜스코 등 현장에 적용하여
사용 중
- 나래트랜드
· 사물인터넷 및 ICT 기술을 농·축산 분야에 적용하여 원격 제어관리가 가능한 ‘반딧불이
스마트팜’을 SK텔레콤과 전국에 보급 중이며, 농장/축사/양식장 등의 시설물 및 재배작물
가축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원격제어 관리 운영 중
- 서울대
· 돼지, 닭 등 다양한 축종을 대상으로 환경 빅데이터 기반으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I 기술을 활용하여 축산시설 내부 및 외부에서의 질병 확산 거동 및 전파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진행 중
- ETRI
· 디지털트윈과 AI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음성의 분석을 통한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 중. 특히
Triplet-SPACE플랫폼을 통해 딥러닝 기반의 돼지의 행동인식, 음성인식을 통한 호흡기
질병과 사양관리의 연결 등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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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양식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자재 개발과 수온, 용존산소,
pH,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 진행 중이며,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비디수산
· 국내 최초로 900MHz 대역의 SUN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원거리 무선(LTE/3G)
기술을 이용하여 수조 별로 수온, 용존산소량(DO), pH 센서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수조의
상태를 감시 및 양식관리 시스템. 센서 별로 상 2단계, 하 2단계 알람의 설정이 가능하고
웹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람기능을 제공
- 조인영어조합법인
· 뱀장어RAS 양식장 수질환경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로 “제어시스템”을
상업용 양식장에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운영 중인 사례로, 각 수조별로 모니터링 되는
DO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산소공급/차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적정산소농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함으로서, 리스크 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또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노동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해양수산부
· 2021년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5개소 및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2개소 조성 추진,
중소 양식어가에 스마트시설 보급(연 10개소)
· (클러스터) 기추진 3개소(부산, 고성, 신안) + 신규 2개소/(내수면) 기추진 1개소(괴산) +
신규 1개소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지능화한 스마트 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
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규모단지로서 양식 산업의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국립수산과학원
· 2016년부터 스마트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해상 스마트양식장 플랫폼(2018년, 경남
하동)과 육상 스마트양식장 플랫폼(2019년, 경남 진해)을 구축하고 실증화 연구를 진행 중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정부 사업 주도의 영상, 이미지,
환경, 수질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구축 중이며, 이를 활용한 시뮬레이터, AI, 장치, 통합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ETRI
· 디지털트윈과 AI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양식장에 대한 디지털 공간상에 복제를 통하여
양식장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수처리, 양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식장을 자율 제어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 중
- NIA
· 수산 분야의 AI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넙치, 돔, 굴/
가리비, 뱀장어 등 다양한 양식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이미지, 환경, 수질 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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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 아쿠아팜 초기모델인 수온, 용존산소, PH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사료를 공급하는 스마트
양식 모델을 개발하였고, 주요 핵심기술 4종(인공지능 먹이공급, 어류 성장 측정, 수중드론
활용, 사육환경 제어)을 스마트양식에 적용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데이터 중심의 빅데이터
구축은 미미한 수준임
- ㈜에쓰시에이치 아라
· 미얀마 등 글로벌 수산양식기지 확보를 위한 모델 구축 및 사업화 진행하고 있으며 내수면
수산양식 기술 현황 및 품종 분석, 종묘 생산 양성기술 등 개발
- 전남대
· 페트리넷을 이용한 어류양식 환경 정보 모델러 및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하며 질병 및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양식 환경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부경대
· 광기술 기반으로 양식장의 기본 환경(수온, 염도, DO, 영양염), 클로로필-a 및 유기물 농도를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원격 통신과 GPS를 이용하여 양식장의 위치 및 깊이별 3차원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글로비트
· 장기간 사용에도 부유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고내구성 센서 구동장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
[농축수산 유통물류]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안전한 먹거리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위해 생산 및 유통물류 정보에 대한 이력추적, 위변조 방지 및 분산 원장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이력추적 데이터 연결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 개발 필요
- 삼성 SDS
· 블록체인 플랫폼 간 연계를 지원하는 국제 무역 플랫폼 ‘딜리버(DELIVER)’ 시스템 개발.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이더리움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연계 기술도
개발 중
- SK C&C
· SKT의 사물인터넷 전용망인 LoRa를 활용해 화물의 위치정보, 온도, 습도 등 실시간 정보를
물류 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를 개발. 한국-상하이 구간의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실험 운영 완료
- 관세청
· 개인 통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통관 관련 정보를 관세청과 쇼핑몰, 특송업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입
신고가 가능
- 한국과학기술원
· Auto-ID Labs에서 IFT와 WWF가 주관하는 GDST 국제수산물이력추적 구축 프로젝트의
DAG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들의 GS1 국제표준 기반 유통물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참여를 통해
표준화 및 시스템구축 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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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개인 통관 시스템 >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업 디지털전환 사업과 해양
수산부의 유통물류 데이터 표준화 관련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공유 표준화에 대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유통물류진흥원과 TTA를 통해서 국제표준인 GS1 EPCGlobal
규격에 따라 생산-유통물류-소비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 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하기 위한
표준 플랫폼 기술 개발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스마트 APC, 농축산업 디지털전환 계획, 그리고 수산물의 신선유통
표준화 사업을 통해서 유통물류 데이터의 국내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유통물류진흥원
·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이며, 유통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연구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유통물류 전문기관이자 국제상품코드 표준화 기구인 GS1의 한국 대표기관으로서 GS1
국제표준식별자 및 무선인식기술(RFID/EPC) 표준을 국내에 보급 중. GS1 식별자 및 상품
데이터 표준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보건의료산업, 코리안넷, 신선식품, 바코드
정보제휴, 유통시장분석 정보서비스, ECR/SCM 활성화, 바코드 검증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 중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약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K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
· ‘보건의료산업’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GS1 국제표준식별자를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및 유통이력(공급내역) 보고함으로써 미국, EU,
중국 등 GS1 국제표준을 도입하거나 도입예정 중인 나라 간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유통을 실현
· ‘코리안넷‘은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생성에서 상품정보 등록까지 원스탑으로 가능한 바코드
관리 시스템으로, 표준바코드(EAN-8/13/14, UPC-A/E)가 부착된 상품의 상세정보를
표준화시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이를 제고, 물류, 유통업체가 인터넷 및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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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정보 전자카탈로그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통합 포럼을 통해서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표준화된 유통 데이터 구축사업을 시작
- 한국과학기술원
· Auto-ID Labs에서는 GS1 국제표준기구의 EPCGlobal 관련 WG에서 EPCIS, CBV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이며, 표준 규격에 대한 레퍼런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각 스텍별로 OLIOT
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였으며, 국내 완주로컬푸드, 유럽의 IoF2020 프로젝트 등에서
활용 중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생산자, 유통물류기업, 소비자를 위해서 상품의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연결해주는 표준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농축수산식품을 포함하는 상품, 장소, 자산, 사람 등의 표준 식별자(차세대 바코드)를 키로
하여 원산지, 리콜, 구매, 알러지/영양/성분정도, 요리법, 보관방법 등 다양한 표준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표준 기술 개발 필요
- 유통물류진흥원
· 생산자, 물류 및 유통기업, 소비자등의 산업 구성원들의 식별 및 물리적 위치 식별을 위한
국내 지자체, 부서 등의 글로벌 식별자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한국과학기술원
· 생산자, 물류 및 유통기업, 소비자등의 산업 구성원들의 식별 및 물리적 위치 식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고도화된 주소(도로명주소, 지점번호, 사물주소)를 GS1 GLN으로 매핑 후
표준 차세대 바코드 기술을 통해 위치기반 서비스 및 스마트시티에 시범 적용 중
- 데이터릭
·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링크와 리졸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리사이클링, 다양한 상품에 대한 표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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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시설원예]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환경관리 제어 시스템 기술과 함께
소프트웨어 기반의 작물별 제어시스템 기술 개발로 발전하는 추세
- 독일, Bosch
· 자동차 부품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Bosch사도 그동안 축적된 IoT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팜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IoT 플랫폼을 이용한 딸기 재배 솔루션 제공
- 미국, FarmMobile
· 농기계에 IoT 장치를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함으로써 실시간 및 과거 경작
이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하나의 모바일 스크린을 통해 다수 농기계간의 상호 동작을
표시
- 일본, MIDORI
· 입문형과 프로형으로 상용 서비스 진행 중에 있으며, 입문 버전의 경우 초기 비용이 89,000엔,
월 클라우드 사용 비용은 2,260엔 수준으로 카메라/온습도, 일사량 센서 등 최소한의 센서를
지원, 프로 버전은 노지 재배와 대규모 생산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초기 비용이
128,000엔, 월 클라우드 사용 비용은 2,260엔 수준이며, 최대 6종류 16개까지-온습도 센서,
일사량, CO2, 토양복합 센서(수분/지온/EC) 등의 지원이 가능한 형태이나 센서를 활용한
생산량, 병해 예측 등 핵심 알고리즘의 지원은 미비
- 네덜란드, HortiMax
· 다양한 센서와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의 환경을 예측하고 시설 내의 온도 편차를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제공 중. 또한 인공과일 센서, 적외선 온도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작물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과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제어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네덜란드, PRIVA
· 온실 환경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예시설 내부의 다수의 블록을 동일 조건으로 제어 가능한 기술을
확보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IoT 기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소비 예측, 물류·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경작도구와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 일본, Fujitsu
· ICT에서 농업 경영을 비약적으로 효율화시켜 언제라도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농부 개개인의 경험 대신 관련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과학적 농산물 관리 시스템인 “Akisai”솔루션을 개발. 스마트팜 관련 모든
데이터의 축적과 분산,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생산 관리 서비스, 환경 제어 서비스 등을 제공
- 일본, OPTiM
· AI·IoT·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멋있고, 스타 농업” 지원을 목표로 진행. 작업
부담의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OPTiM 정보 관리, Cloud IoT OS에 의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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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농사기록지원, 원격 지원 등 노동력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안심 등을 위한 기술도 개발 중
- 일본, Agri Field Manager
· 드론이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농장이나 농작물의 영상 및 이미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작물의 생육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의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고급 생육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무인 항공기 이미지에
의한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 병해충 탐지기술을 개발. Agri Assistant는 자동 음성 입력에
의해 쉽게 농사 기록을 학습하여 GAP 취득에 필요한 농사 정보의 공유가 가능
- 포르투갈, FarmCloud
· 축산용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실시간 관리 솔루션 기반으로 다른 제조업체의 Climate 및
Feeding Controller와의 플러그 앤 플레이 통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실시간으로 팜에 액세스하고 FarmCloud에 연결된 모든 타사 룸 컨트롤러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관리가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제어 가능. 또한 FarmCloud Reports
Wizard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기록 데이터의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API 제공을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의 추가 개발 및 스마트 단말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미국, Google
· 환경 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자나 비료, 농약 살포 등을 위한 AI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루커를 인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강화 추진
- 미국, IBM
· ‘지역 밀착형(hyperiocal)’ 일기예보를 제공하는 딥썬더를 기반으로 작물의 재식, 재배, 추수,
운송 등 농업 전반에서 수확량 증가, 품질개선 지원 시스템을 개발
- 미국, Blueriver Technology
· 레터스 봇(Lettuce Bot)을 활용, 작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물과 잡초를 즉시 구분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작물만을 선별하여 비료를 살포
- 이스라엘, Netafim
· 재배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선두주자로 작물의 생육 정보의 자동 측정, 급수량의 자동 조절
등을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의 스트레스 감지 센서를 개발하여
생산량을 40% 이상 증대함
- 이스라엘, Cropx
· 토양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함으로써, 유무선 단말이 언제 어디서나
저장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 네덜란드, PRIVA
· 하드웨어 기반으로 축적한 수십 년간의 데이터와 재배환경 최적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
[노지과수]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스마트 시스템과 결합하여 영농관리 시스템과 경영 개선 서비스를
개발 중. 2021년 6월 제81차 ISO TMB(기술위원회)에서 독일(DIN)과 미국(ANSI)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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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에 관한 ISO 전략자문 그룹(SAG SF)창설 결의 후, 스마트농업 관련 혁신적인 기술
측면과 농산물생산 및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 및 개선된 효율성을 포괄한다는데 동의하여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현재 및 잠재적 미래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축 할 것으로
전망
- 미국, John Deere
· 작물 열 감지 자율주행, 자동선회, 작업기 지능제어 등 모듈기술 상용화 하였으며 AMS(Agricultural
Management Solutions) 스마트 시스템과 결합된 영농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밀파종, 경운,
방제 등의 변량작업 기술 보급 중
- 영국, CNH
· Case IH Concept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로써 운전석이 없음. Lidar, Radar 센서,
전후방 카메라가 장착된 컨셉 단계이며 시험 중
- 일본, Kubota
· 소형 농기계 산업을 주도하는 쿠보다(Kubota)는 GPS 위성의 위치정보를 농기계에 보급
가능한 수준으로 제작비를 절감하는 통합형 센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앙기와
같은 제품에 우선적으로 장착 보급 중. KSAS(Kubota Smart Agri System)과 연동
- 독일, Deepfield Robotics
· 이동 플랫폼에 다양한 작업 모듈을 부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는 BoniRob을 개발 중
- 프랑스, Macon
· 자동 가지치기 로봇, 토양데이터, 수확한 과실 데이터 저장 및 관리
- 프랑스, Naïo Technologies
· RTK GPS를 통해 2cm 정밀 범위에서 동작하며 비전 기술을 통해 고정밀 제초 로봇을
개발. 와인전용 제초로봇, 채소작물 제초로봇 등 작물에 따른 전용 로봇을 개발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미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들이 빠른 성장과 ICT 기업들의 농업 진출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
관련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노지분야 진출은 더딘 상황임. 글로벌 농업 기업들은 특히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관련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은 시설원예에 국한된 걸음마 수준으로 관련 기술 개발 필요
- 미국, Climate Corporation
· 미국 전역 250만 개의 농지(2018년 기준)에서 센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작물의 생육·
생리상태, 수확량 예측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
- 미국, Bayer
· GPS 데이터 바탕으로 미국 전체 농경지 면적의 70% 이상(2억5천만 에이커에 해당하는
농가에 품종 선택, 종자·비료·농약 등 투입 최적화, 작황 예찰 및 수확량 예측 등 정보 제공
- 미국, Microsoft
·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해 AI, IoT 등에 대한 자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업 관련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이며, 이외에도
벤처펀드,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다양한 R&D를 수행 중(2019년 초분광 기술로 비료, 물,
살충제를 어디에 살포해야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보유한 호주의 FluroSat社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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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Netafim
· 재배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선두주자로 작물의 생육 정보의 자동 측정, 급수량의 자동 조절 등을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의 스트레스 감지 센서를 개발하여 생산량을
40% 이상 증대함
- 이스라엘, Cropx
· 토양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함으로써, 유무선 단말이 언제 어디서나
저장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축사 내·외부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축사의
환경 및 가축 상태 정보를 수집, 축적함으로써 가축에게 최적의 사육 환경 제공과 질병관리,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사의 경영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 또한, 기존의
경험 중심의 축사 운영을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축사 환경 및 사양 관리를
통한 지능화로 탈바꿈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고 예측되지 않는
다양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생산성의 극대화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개발 수준으로 진화
- 네덜란드, Fancom
· 돈사에 소리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돼지의 기침소리를 감지 및 분석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Pig Cough Monitor 장치를 개발. 특정 돈사 및 돈방의 이상 기침 정보에 관리자의
관찰이 더해져 돼지 호흡기 질병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치료효과를 높이고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음
- 네덜란드, eYeSCAN
· 8대의 카메라를 통해 돼지 활동성 및 출하 체중을 분석, 사료 급이기를 통한 사료 효율의
분석 등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네덜란드, Sparked
· 센서를 소의 귀 안에 삽입, 실시간으로 상태를 측정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고기나 우유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질병을 조기에
예방 가능
- 덴마크, SEGES
· 양돈 농가의 중앙 서버와 돈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휴대용 단말기를 연결하여 돈사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 향후 경영에 대한
예측을 제시. 돼지의 짝짓기에서부터 임신, 분만, 이유식, 질병 치료, 비육돈 사육, 사료,
출하 등까지 양돈 경영 전반의 문제의 처리가 가능하며, 자돈, 모돈, 사료 최적화, 모돈
분석, 생산 계획, 비육돈, 자돈, 모돈 핵심 관리, 집중포인트 분석, 모돈육성 및 번식 등의
기능을 포함
- 미국, Cargill
· 아일랜드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회사 케인서스와 손잡고 암소 표정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은 소가 여물을 먹는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움직임이나 먹는 모습을
확인해 농부에게 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제공
- 스웨덴, DeLaval
· 낙농목장에서 사용하는 착유용 장갑 및 앞치마부터 급이시스템, 냉각장치, 유질개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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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설비, 로봇착유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목장의 생산효율과 수익을 증가시키면서
환경적인 영향은 감소시키고 동물 및 목장주의 더 나은 삶을 추구
- 스코틀랜드, Glasgow
· 소에게 ‘디지털 목줄’을 걸어 움직임을 추적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개발, 번식
시기가 되면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는 점을 포착해 특정 소가 짝짓기 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목장주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 제공
- 스코틀랜드, SRUC
· 젖소가 세균 감염으로 유방염을 앓으면 우유 생산량이 줄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큰 비용을 초래함. 이를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농가들은 외양간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열이 나는 소를 찾아내 치료, 소를 3D 카메라로 찍은 뒤 기존데이터를 활용해 무게와 육질
등급을 추정
- 오스트리아, smaXtec
· 자사의 축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내장된 소형기기를 젖소의 체내에 삽입하여 질병과
건강상태 등을 개체별로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내 측정은 통하여 젖소의 사료섭취, 움직임, 체온, pH 등 양질의 데이터
획득 가능
· 4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삽입 센서를 통해 젖소의 사료섭취, 움직임, 체온, pH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 규모별, 축종과 품종별로 최적의 사육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건강상 특이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이스라엘, Afimilk
· 낙농기술회사로써, 이 기술을 인수한 뒤 소의 질병을 감지하는 장치로 발전.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평균 시간을 체크해 이 시간이 줄어들면 알림
- 이탈리아, Zoetis
· 양돈개체관리 프로그램 ‘피그와이즈(PigWise)’는 RFID 인식기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돼지
개체별 성장과 복지, 개체 모니터링 등을 수행 중. 프로그램의 체계는 양돈축사 내 동물
행동 탐지, 스마트 사료섭취행위 모니터링, 농가 조기알람시스템으로 구성
- 이탈리아, PigWise
· RFID 및 CCTV를 통해 돼지 축사 내 동물 행동탐지, 사료섭취감시, 알람 시스템을 통해
돼지의 건강, 성장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긴급 알람 기능을 제공
- 일본, Fujitsu
· 개발 보급하고 있는 우보시스템은 1천여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Fujitsu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 소 발목에 만보계 장비를 채워 소의 발걸음수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농장
주에게 이상탐지 결과를 알려주고 있음
- 중국, Alibaba
· RFID를 대신해 AI와 머신비전이라는 영상인식,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돼지 육질이 가장
좋은 사육 환경과 도살 시점을 분석. 핵심인 머신비전은 자동화 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카메라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아내는 원리로써,
축사 천장에 달린 카메라로 돼지 몸에 새긴 번호 문신을 인식해 추적하는 방식. 이 기술은
돼지 개체 수와 새끼 돼지를 구별하는 수준이며, 향후 AI를 활용해 이보다 훨씬 정확한
분석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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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 축사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일관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네덜란드, WUR
· WUR의 Farm digital은 간편한 인증 데이터 교환을 위한 오픈 아키텍쳐 플랫폼으로 농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 정부, 고객 등 식품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등록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 호주, FARM TABLE
· Farm Table 플랫폼은 생산자를 농업 정보, 기회 및 서로 연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교차 부문
통합 지식 플랫폼
· AgLibrary는 농민들이 농장에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호주 전체의 자원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 EU, Farm Accountancy Data Network
· 가축 생산과 관련하여 가축의 평균 가축 수, 모든 농가의 가축 거래 데이터, 구매 및 판매
데이터 등을 수집
· FADN에서는 농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사 및 데이터의 일관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데이터 품질을 균일성 있게 관리
[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2011년 기준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40%가 양식
수산물이며, 2030년에는 전체수산물생산량의 50%를 양식수산물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FAO,
FISH TO 2030(Prospects for fisheries and aquaculture)). 양식업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미래 식량 산업으로 양식업에 주목하고 투자를
강화 중.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을 가지는 기술 중심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
- 일본, NEC
· 양식업 현장에 IoT기술을 활용하여 어류의 무게를 신속히 측정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2019년 이후 서비스 개시 목표
· 양식어장에 특수카메라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 NEC가 자체 개발한 화상인식 기술과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측정에 적합한 생선과 그 특징들을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몸길이와 무게를 정확히 측정 가능
* 기존 양식장에서 70마리의 몸길이, 무게를 측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으나, 이 기술을
활용해 555마리를 단 10분 만에 측정하는데 성공
· 양식장의 전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양식업자는 출하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먹이를 주는 양도 최적화시킬 수 있어 바다 오염 등 환경 부하 감소가능
- 노르웨이, AKVA
· 양식장 조명과 수온, 산소, 염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 시스템, 자외선 살균 시스템, 레이저
유해충 제거 시스템 등이 포함된 육상양식장 개발하고, 각종 환경 센서 및 화상 카메라,
생산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료 급이 자동화를 구현 중. AKVA사의 CSS 사료공급
시스템은 중앙공급 시스템의 개념으로 각종 환경 센서 및 고급 카메라와 생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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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시간과 사료량, 사료와 증강제 비율 등을 자동으로 제어
· 각종 양식용 센서 등과 생산제어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사료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양식생산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면서 10여 개국에 연어양식시스템을
판매 중
- 노르웨이, Kruger Kaldnes
· 양식장 용수를 재사용하고, 조절하는 기술인 Kaldnes RAS 세계 선도 공급업체로 스웨덴
Hydrotech 드럼필터를 사용한 Moving Bed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생물학적 수질정화
기술을 활용한 사료 찌꺼기, 배설물 및 과량의 바이오매스 제거하며, 모든 작동과 수질
관리는 자시가업인 SCACA시스템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 아이슬란드, VAKI
· 적외선이 흐르는 통로형 구조물을 수조에 넣어 구조물로 통과하는 연어의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 개발
- 덴마크, OxyGuard
· Microsoft 사의 cloud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약 20년간 공급하여 설치를 해놓은
양식장관리시스템 상에 축적된 데이터를 cloud로 통합하여,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양식기술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양식장을 기준으로 전방산업(가공/유통/소비)과
후방산업(사료회사, 약품회사 등)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
추진 중
· 산소측정 및 제어 솔루션에 관하여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산소측정 및 제어
솔루션을 순환여과양식시스템에 적용
- 덴마크, Billund
· 육상양식시스템인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을 포함한 양식기자재 산업으로 중국 등의
국가에 연간 약 2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은 양식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양식용 물을
순환시스템을 통해 정화하여 배출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배합사료를 개발하여 사용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양식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분야에
이르는 전 과정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통합 솔루션 및 생산, 급이, 유통을 연계하고,
최근에는 모바일 및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 EU, AquaSmart Horizon 2020 Project
· 빅데이터 기술과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식 환경 변수(수온, 용존산소 등), 먹이형태,
사료 배합도, 공급방식, 생산관리방식 등과 생장률, 폐사율, 생육기간, 품질 등 생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AquaSmart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
· WASIUP 솔루션은 수산 양식만을 위한 기술은 아니나 농업, 수자원 관리, 스마트시티에까지
적용 가능한 오픈 플랫폼의 형태로 시험운영 중
- 덴마크, Oxyguard
· 전 세계 양식산업 분야에서 수질 모니터링, 컨트롤 분야의 선도업체인 Oxyguard사가
데이터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Microsoft 사의 cloud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약 20년간
공급하여 설치해놓은 양식장 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cloud로 통합하여,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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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argill
· 자신의 연어양식장 고객의 데이터를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활용하여 데이터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 미국, Sound Metrics
· DIDSON SONAR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중 정보를 수집하고 수중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여 SW와 연동 후 목표 범위 내 수중 개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특히 이 기술은 수중 탁도에 큰 방해를 받지 않으며 해류의 흐름이 빠르거나 유영이 빠른
어류에 적용 가능
- 노르웨이, AKVA
· 양식 수산물의 생산 관리부터 유통, 판매 분야에 이르는 전 과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보유. 특히 지능형 생산보고 및 계획 기술을
통해 수중 센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과 생산계획 및 급이 계획 예측
프로그램 기술 보유
- 노르웨이, Aqua Manager
· 통합 양식 경영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경영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온, 용존산소,
pH 센서의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통한 양식장 관리를 제공하지만 비용 및 수익 관련 데이터를
분석 후 생산 과정의 다양한 변수(비용, 품질, 일정 등)을 통합 관리하는 분석 프로그램 및
양식 변수별 모듈화 등 기술을 보유
- 노르웨이, Frøya(Måsøval Fiskeoppdrett AS)
· 실제 양식장의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식장 방문 없이 실제 양식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산계 고등학교의 교육용으로 활용 중
- 노르웨이, SteinSvik
· 거점으로 스코트랜드, 베트남, 스페인, 아이슬란드, 칠레, 터키,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에
지점이 있으며, 5개 대륙 9개 국가 65개 회사의 600개의 웹사이트에서 매일 사용되는
Mercatus 소프트웨어(양식어류의 생산 계획, 관리 및 평가), 29년 노하우로 만들어진 필터와
수처리 시스템, 먹이공급시스템, 원거리 제어장치, 수중카메라 등을 제작/판매
- 노르웨이, Aquascan AS
· 양식장의 어류 개체수를 자동인식하고 크기를 측정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1990년에 설립하여 어류와 새우양식장에서 개체수를 자동인식하고 크기를 측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라인은 CSE 시리즈, CSW 시리즈, CSF 시리즈 등이 있음
- 독일, NCT GmbH
· 어류양식의 결정적인 매개 변수(물의 아질산염, 암모늄 및 산소 함량 등)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뒤 수질, 유속, 수온, 용존산소량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30여 종의 비디오 감시
장비, 스마트 센서가 활용된 디지털 양식장을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
- 핀란드, Arvotec
· 자동화된 먹이 공급과 재순환 기술을 통해 어장의 생산량을 늘리고 효율적 환경관리가
장점인 기업으로, 웹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먹이 공급시스템을 조절하며 연결된 장비를
통해 어장의 수질 상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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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유통물류]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미국 FDA는 2019년부터 식품안전현대화법안에
의거해서 Smarter Food Safety Era 실현을 목표로 삼고 농축수산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GS1 US, IBM, SAP 등을 중심으로 유통물류 이력데이터에 대한 기술적인 솔루션과
블록체인을 연계하여 다양한 시범 사업을 전개 중
- 미국, IBM Food Trust
·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식품 추적 플랫폼을 출시. 이 플랫폼은 전세계 식품 도·소매업자,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확장 가능한
규모로 완전히 배치된 첫 사례임. GS1 국제표준인 EPCIS와 CBV기반의 블록체인 이력추적
솔루션임
- 독일, SAP
·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 플랫폼을 제공하며, 미국 참치 캔 제조회사인 Bumble Bee
Seafoods와 함께 Ocean to Table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력 추적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음
- 미국, IFT/WWF
· 2017년부터 IFT와 WWF는 세계 경제포럼의 권고를 받아들여, 안전한 수산물 확보와
해양생물보존을 목표를 글로벌 수산 및 유통기업과 함께 GDST 국제수산물 이력추적
연합을 만들었으며, 2020년 3월 GS1 EPCIS와 CBV를 활용하여 GDST 1.0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전세계에 구축하는 사업에 진입함
- 미국, GS1 US
· GS1 US는 2020년 하반기에, FDA의 Smarter Food Safey Era 새로운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Food Industry Association(FMI), 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PMA), International Foodservice Distributors Association(IFDA),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IFT)와 함께 채소류의 생산, 유통물류 데이터를 GS1 국제
표준(GTS 2.0, EPCIS, CBV)으로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함
¡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데이터 기반의 농축수산식품 생산 및 유통물류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생산 및 유통물류 데이터 기록과 검색, 공유를 위한 국제표준이 필요하며, GS1의
CBV, EPCIS, GDSN 등의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통물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진행
중이며, Oracle, SAP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확산 예정
- 미국, Oracle
· Oracle Pedigree and Serialization Manager(OPSM) 솔루션을 제공. 회사가 시리얼 단위의
제품을 관리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시리얼 단위의 제품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OPSM을
구성하는 핵심 DB기술로 GS1의 EPCIS 레파지토리를 사용 중
- 독일, SAP
· Auto-ID Infrastructure 솔루션을 제공하며, RFID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관리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때 시리얼 단위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회사에 공유.
Auto-ID Infrastructure에서 이벤트 관리를 위하여 GS1 EPCIS를 사용 중
- 미국, FoodLogiQ
· FoodLogiQ Connect 솔루션을 제공하며, FoodLogiQ Connect API를 사용하여 기존 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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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통합하고 상품 이력추적, 식품안전 준수 및 공급망 투명성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실현.
또한, 시리얼 단위의 상품의 생산, 유통 이벤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GS1의 EPCIS를 사용
중이며, 이력추적 기술 개발을 위한 표준으로 GS1의 Traceability를 사용 중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농축수산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웹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한 차세대 바코드 표준의 일환으로써, 상품에 부착하는 디지털링크인
QR 표준화와 서비스 연결 기술을 기반으로 네슬레, 메트로 등 식품 생산기업과 유통기업들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스마트서비스 표준 모델 개선과
표준 서비스 어휘 등의 확대 개발이 필요
- 스위스, Nestle/독일, Metro
· 스위스 Nestle는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일
Metro는 매장 상품의 향상된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차세대 바코드인 GS1 Digital Link
표준을 적용하기 시작
- 스위스, EVRYTHNG
· GS1 Digital Link 국제표준 기반의 사물과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글로벌 유통시장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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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스마트팜 관련 표준 중에서 현재 특허 이슈가 높은 9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을 특허분석 대상 항목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미/일/유럽/WO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최근 20년 구간인 1,686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 미 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 미 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표준을 비롯한 총 9개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 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위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특허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팜,
스마트온실,
스마트농업, ICT농업,
시설원예,
그린하우스,
비닐하우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에이피아이, API,
cloud, bigdata, digital
twin, 인공지능*, AI

(실내하우스* or 온실* or 시설원예* or 비닐하우스* or 그린하우스*
or greenhouse* or ((그린* or green*) n/1 (하우스* or house*)) or
((스마트* or 실내* or 시설* or 아이씨티* or ICT* or smart*) n/1
(하우스* or 팜* or 원예* or 경작* or farm* or house*))) AND (경작*
or 작황* or 생육* or 재배* or 키움* or 접목* or 방제* or 제초*
or 파종* or 수확* or grafting* or seeding* or cultivat* 환경* or 온도*
or 습도* or 습기* or environment* or temperatu* or humid* or moistur*)
AND (빅데이터* or 인공지능* or ((인공* or artificial*) n/1 (지능* or
intelligen*)) or ((오픈* or open*) n/1 (api* or 에이피아이*)) or API*
or 클라우드* or cloud* or bigdata* or ((머신* or machin*) n/1 (러닝*
or learn*)) or ((디지탈* or 디지털* or digital*) n/1 (트윈* or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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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농기계, 수확로봇,
노지과수,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에이피아이,
API, cloud, bigdata,
digital twin,
인공지능*, AI

(농기계* or ((농사* or 농업* or agricult* or farm*) n/1 (기계* or
머신* or machine*)) or ((과수* or 노지* or 농업* or 농사* or 농작*
or farm* or agricultur* or aquafarm* or cultivat* or 스마트팜* or
스마트농업* or ICT농업* or smartfarm* or 접목* or 방제* or 제초*
or 파종* or 수확* or grafting* or seeding* or harvest* or 정치식*
or 자주식*) n/1 (robot* or 로봇 or 로보트 or 드론* or drone*))
or (((스마트* or smart* or 인텔리전* or intelligent* or 지능* or
"ICT") and (농업 or 농사 or 농작* or farm* or agricultur* or
aquafarm* or cultivat*)) n/1 (robot* or 로봇 or 로보트 or tractor*
or 트랙터 or 트렉터 or 드론* or drone*))) AND (빅데이터* or
인공지능* or ((인공* or artificial*) n/1 (지능* or intelligen*)) or ((오픈*
or open*) n/1 (api* or 에이피아이*)) or API* or 클라우드* or cloud*
or bigdata* or ((디지탈* or 디지털* or digital*) n/1 (트윈* or twin*)))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축산, 축사, 가축,
사육, 돼지, 양돈,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에이피아이,
API, cloud, bigdata,
digital twin,
인공지능*, AI

(축사* or 축산* or 돈사* or 양돈* or 양계* or 계사* or 우사* or 가축*
or 사육* or 돼지* or 양돈* or (cow* n/1 house*) or (cattle* n/1 shed*)
or livestock* or pigsty* or pigpen* or hogpen* or chickyard* or
((poultry* or chicken*) n/1 (farm*))) AND (빅데이터* or 인공지능* or
((인공* or artificial*) n/1 (지능* or intelligen*)) or ((오픈* or open*)
n/1 (api* or 에이피아이*)) or API* or 클라우드* or cloud* or bigdata*
or ((디지탈* or 디지털* or digital*) n/1 (트윈* or twin*)))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수산, 어업, 양식,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에이피아이,
API, cloud, bigdata,
digital twin,
인공지능*, AI

(수산* or 어업* or 해양* or 어류* or 해조류* or 물고기* or 바다*
or ocean* or fish*) and ((양식* or aquacultur* or maricultur*) or (fish*
n/1 farm*) or (fish* n/1 cultur*)) AND (빅데이터* or 인공지능* or
((인공* or artificial*) n/1 (지능* or intelligen*)) or ((오픈* or open*)
n/1 (api* or 에이피아이*)) or API* or 클라우드* or cloud* or bigdata*
or ((디지탈* or 디지털* or digital*) n/1 (트윈* or twin*)))

노지, 과수, GIS,
GPS, 자세제어,
자이로, 스마트팜,
드론, 자동 농기계,
농업 로봇, 농기계
자율 주행, 수확
로봇, 주행제어장치,
주행경로, 로봇
위치, 실시간
모니터링, 통신
프로토콜

((농기계* or ((농사* or 농업* or agricult* or farm*) n/1 (기계* or
머신* or machine*)) or ((과수* or 노지* or 농업* or 농사* or 농작*
or farm* or agricultur* or aquafarm* or cultivat* or 스마트팜* or
스마트농업* or ICT농업* or smartfarm* or 접목* or 방제* or 제초*
or 파종* or 수확* or grafting* or seeding* or harvest* or 정치식*
or 자주식*) n/1 (robot* or 로봇 or 로보트 or 드론* or drone*)) or
(((스마트* or smart* or 인텔리전* or intelligent* or 지능* or "ICT")
and (농업 or 농사 or 농작* or farm* or agricultur* or aquafarm*
or cultivat*)) n/1 (robot* or 로봇 or 로보트 or tractor* or 트랙터
or 트렉터 or 드론* or drone*))) AND (프로토콜* or protocol*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 or 네트워* or 네트웍* or 인터넷* or 통신*
or network* or communicat* or internet* or 패킷* or packet* or 스위칭*
or switch*) AND (인증* or 관리* or 모니터링* or 암호* or 오류*
or fault* or error* or authent* or identif* or manag* or monitor*))

축산, 축사, 가축,
사육, 돼지, 양돈,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환경,
센싱, 센서, 감지,
검출, 제어, 컨트롤,
콘트롤, 관리,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 분석, 운영,
인터페이스, IoT

(축사* or 축산* or 돈사* or 양돈* or 양계* or 계사* or 우사* or
가축* or 사육* or 돼지* or 양돈* or (cow* n/1 house*) or (cattle*
n/1 shed*) or livestock* or pigsty* or pigpen* or hogpen* or chickyard*
or ((poultry* or chicken*) n/1 (farm*))) AND ((온도* or 습도* or 온습도*
or 이산화탄소* or 암모니아* or 환경* or 축사환경* or temperature*
or humidity* or CO2* or ammonia* or environment*) n/1 (매니지*
or 조절* or 제어* or 컨트롤* or 콘트롤* or 관리* or 수집* or 모니터링*
or 분석* or 운영* or control* or manage* or managing* or collect*
or monitor* or analysis* or analyz* or operat*)) AND (센싱* or 센서*
or 감지* or 검출* or 진단* or sensing* or sensor* or detect* or diagnosis*
or diagnose*) AND (IoT* or 아이오티* or ((사물* or thing*) n/1 (인터넷*
or 인터네트* or internet*)) 프로토콜* or protocol*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 or 네트워* or 네트웍* or 인터넷* or 통신* or network*
or communicat* or internet* or 패킷* or packet* or 스위칭* or switch*)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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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
(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수산, 어업, 양식,
환경, 관리, 통신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IoT

(양식* or aquacultur* or maricultur* or (fish* n/1 farm*) or ((fish* or
aqua*) n/1 cultur*)) AND ((수질* or 수온* or 수량* or 온도* or 습도*
or 온습도* or 이산화탄소* or 암모니아* or 환경* or temperature*
or humidity* or CO2* or ammonia* or environment*) n/1 (매니지*
or 조절* or 조정* or 제어* or 컨트롤* or 콘트롤* or 관리* or 수집*
or 모니터링* or 분석* or 운영* or control* or manage* or managing*
or collect* or monitor* or analysis* or analyz* or operat*)) AND (센싱*
or 센서* or 감지* or 검지* or 검출* or 진단* or sensing* or sensor*
or detect* or diagnosis* or diagnose*) AND (IoT* or 아이오티* or
((사물* or thing*) n/1 (인터넷* or 인터네트* or internet*)) or
프로토콜* or protocol*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 or 네트워* or
네트웍* or 인터넷* or 통신* or network* or communicat* or internet*
or 패킷* or packet* or 스위칭* or switch*)

유통이력,
농산물이력,
이력추적, 식품안전,
위조 방지, 식품
블록체인,
traceability, EPCIS

(유통* or 물류* or 체인* or ((콜드* or cold*) n/1 (체인* or chain*))
or chain* or retail* or distribut*) AND ((농산물* or 농산품* or
수산물* or 수산품* or 농수산물* or 농수산품* or 해산물* or
해산품* or 축산물* or 축산품* or 농축산물* or 농축산품* or 식품*
or 농식품* or 물고기* or 먹거리* or 푸드* or 소고기* or 돼지고기*
or 한우* or 닭고기* or 치킨* or 야채* or 채소* or 과일* or 생선*
or fruit* or grain* or agriculture* or food* or pig* or livestock* or
fish*)) AND (((블록* or 블락* or block*) n/1 (체인* or chain*)) or
((하이퍼* or 분산* or hyper* or distribut*) n/1 (원장* or ledger*))
or 블록체인* or 블락체인* or 분산원장* or blockchain* or 추적*
or track* or 이력* or traceability* or EPCIS*)

디지털링크, 서비스
식별, 서비스
리졸버, GS1, ONS

((농산물* or 농산품* or 수산물* or 수산품* or 농수산물* or
농수산품* or 해산물* or 해산품* or 축산물* or 축산품* or
농축산물* or 농축산품* or 식품* or 농식품* or 물고기* or
먹거리* or 푸드* or 소고기* or 돼지고기* or 한우* or 닭고기*
or 치킨* or 야채* or 채소* or 과일* or 생선* or fruit* or grain*
or agriculture* or food* or pig* or livestock* or fish*)) AND
(((디지털* or 디지탈* or digital*) n/1 (링크* or link*)) or ((서비스*
or service*) n/1 (공유* or shar* or 리졸* or resolv*)) or ((서비스*
or service*) n/1 (식별* or identif*)) or GS1* or ONS*, ((object*
or 오브*) n/3 (네임* or 이름* or name*) n/3 (서비* or servi*)))

- (표시 기호) 하기부터 특허분석 항목을 기호로 대신하여 표기함
기호

특허분석 항목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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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팜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스마트팜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
출원되어 2015년부터 매년 100건 이상의 출원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짐
- 전체적으로 출원량이 많은 기술 분야는 아니며, 기반기술에 최신 기술들이 접목되는 분야로서,
최신 기술 개발 방향에 따라 출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빅데이터 관련 기술, IoT 관련 기술, 위조방지(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제공 기술, 로봇 운용
인터페이스 기술 등 최신 기술들이 다수 포함되어 최근 특허 활동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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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출원연도별 동향을 보면, 한국의 경우 2010년 초반부터 서서히 특허 출원량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부터 100건 이상의 활발한 특허 출원 활동 중
- 반면 해외 발행국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20~40건 내외의 출원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지는 않음
- 미국의 경우에 201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팜 분야의 특허분석 항목은 한정된 공간에서 최적의 환경관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토 크기가 작은 한국과 IT 기술개발이 활발한 미국
등의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과 유럽특허의 경우, 타 발행국 대비 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 출원된 특허가 8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359건, WO 289건 순이며, 상대적으로 EP, JP의 출원 비중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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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특허분석 항목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출원
연도

A

B

C

D

E

F

G

H

I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5
1
1
1
3
0
2
0
2
9
2
3
1
6
6
11
19
30
53
14
2
171

0
0
0
0
0
0
0
0
1
4
2
0
1
2
8
11
9
37
51
7
4
137

0
0
0
0
0
0
2
0
0
0
0
0
1
2
10
16
17
41
46
19
0
15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7
3
12
12
0
0
35

3
5
13
5
1
3
7
19
24
12
9
14
31
22
33
24
40
32
32
24
2
355

3
7
6
3
12
5
7
13
13
5
9
15
14
19
32
24
37
60
26
13
0
323

0
1
2
4
6
0
3
3
3
6
1
8
4
9
11
18
25
14
14
3
0
135

7
9
23
18
16
12
14
6
15
10
7
10
9
16
15
14
16
47
50
27
1
342

1
0
2
1
0
1
0
0
5
0
0
0
0
7
0
7
4
1
1
4
0
34

19
23
47
32
38
21
35
41
63
46
30
50
61
83
116
132
170
274
285
111
9
1,686

-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과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에 대한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함
- 세 분야 모두 2015년 이후에 활발히 출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관련 연구개발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은 타 분야대비 출원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은 시설원예 분야가 가장 출원량이 많고, 스마트 축사와 노지과수 관련
기술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수산양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빅데이터 관련 출원이 활발하지 않음
- 빅데이터 관련 4개 분야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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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특허분석 항목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2년∼2014년)

구간B
(2015년∼2017년)

구간C
(2018년∼2020년)

A

10

36

97

B

3

28

95

C

3

43

106

D

0

11

24

E

67

97

88

F

48

93

99

G

21

54

31

H

35

45

124

I

7

11

6

합계

194

418

670

- 특허 미공개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를 분석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한 시설원예/스마트축사 환경관리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2020년까지
최근 구간에 포함하여 분석함
- 구간별 출원 증가량이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지속적 특허활동 분야임
- 스마트팜 분야는 최근 3개년 동안에는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과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을 제외하고는
매우 활발한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이 이전 2개 구간 대비 폭발적인 출원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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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H

I

합계

한국(KR)

89

94

73

21

53

241

94

157

16

838

미국(US)

33

23

36

4

159

40

12

45

7

359

일본(JP)

2

7

3

5

7

6

6

66

2

104

유럽(EP)

9

2

5

2

43

7

2

23

3

96

국제(WO)

38

11

37

3

93

29

21

51

6

289

합계

171

137

154

35

355

323

135

342

34

1,686

특허발행국

- 스마트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의 기술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oT 관련 기술에서도 한국의 특허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실외 로봇 운용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활발하고 WO 특허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실내 원예, 축사 등은 한국이 활발한 반면, 노지 등의 야외 관련 기술은 미국 등의
해외 국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기술과 IoT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타 특허 기술에 비해서 출원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경우에도 실외 로봇 운용 기술에 대해서만 일부 출원 활동이 있을 뿐, 타 기술 특허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24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한국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H

I

합계

(주) 글로비트

0

0

0

2

0

3

12

2

0

19

ETRI

2

1

0

0

8

3

0

3

0

17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

1

2

0

0

8

0

3

0

16

대한민국(농촌진흥청장)

5

1

0

0

2

7

0

1

0

16

KAIST

0

0

0

0

3

0

0

2

9

14

문영실 | 최영희 | 최주형

4

2

0

3

0

0

0

0

0

9

서우엠에스 (주)

4

2

0

0

0

3

0

0

0

9

(주) 반달소프트

2

2

2

0

0

2

0

0

0

8

(주) 글로비트 | (주) 가오누리

0

0

0

0

0

2

4

0

0

6

박선영 | 박선민 | 박선우

0

0

0

0

0

3

1

2

0

6

합계

19

9

4

5

13

31

17

13

9

120

출원인

- 한국에서의 스마트팜 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주식회사 글로비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순천대학교, 농촌진흥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우엠에스
주식회사, 반달소프트 등임
-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스마트팜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은 활발하지 않으며, 대기업 위주가
아닌 국내 정부기관·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 출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외 기관은 한국에서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분야별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한 출원인은 다음과 같음
· 빅데이터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농촌진흥청
· 빅데이터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LG전자
· 빅데이터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주식회사 일루베이션
· 빅데이터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개인출원인(문영실, 최영희, 최주형)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은 순천대학교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은 글로비트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동국대학교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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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팜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특허에서의 상위 다출원인 동향 >
기호

특허분석 항목

기호

A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E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B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F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C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G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D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H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I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특허분석
항목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H

I

합계

DEERE & COMPANY

0

1

0

0

30

0

0

0

0

31

CLAAS Selbstfahrende
Emtemaschinen GmbH

0

4

0

0

19

0

0

0

0

23

CNH America LLC

0

1

0

0

20

0

0

0

0

21

The Climate
Corporation

0

3

0

0

12

0

0

0

0

15

SABIC INNOVATIVE
PLASTICS IP B.V.

0

0

0

0

9

0

0

0

0

9

INDIGO AG

5

0

0

0

4

0

0

0

0

9

Performance Livestock
Analytics

0

0

8

0

0

0

0

0

0

8

TIONESTA

0

0

5

0

0

3

0

0

0

8

Microsoft Corporation

0

1

0

0

7

0

0

0

0

8

CYNOMYS S.R.L.

3

0

2

0

0

2

0

0

0

7

합계

8

10

15

0

101

5

0

0

0

139

출원인

- 해외에서의 스마트팜 기술분야에 대한 주요 키 플레이어는 눈에 띄지 않으며,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소규모 출원 활동이 주를 이룸
- 실외 로봇 운용 기술 관련하여 DEERE & COMPANY가 가장 많은 출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CLAAS Selbstfahrende Emtemaschinen GmbH, CNH America LLC, The Climate 순임
-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INDIGO AG, TIONESTA, Performance livestock analytics 등이 소량의
특허활동 중임
- 전반적으로 IoT, 빅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해외 출원인의 비중이 낮음
- 분야별로 가장 활발한 출원활동을 한 출원인은 다음과 같음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INDIGO AG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CLAAS Selbstfahrende
Emtemaschinen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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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Performance livestock analytics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은 Forever Oceans Corporation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은 DEERE & COMPANY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은 URBAN GMBH & CO KG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은 RALCO NUTRITION, INC.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은 Siemens Aktiengesellschaft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은 SCANBUY, INC.임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스마트팜 분야에서의 한국의 특허 출원의 양적 경쟁력은 해외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이나 연구소 위주로 특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 출원인 역시 독점적이거나 주도적인 기업이
보이지 않고, 해당 분야에 속한 기업의 소량 특허 활동만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의 특허
경쟁력은 나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 기업의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외 로봇 운용 기술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의 특허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을 통한 단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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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6%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TC234

(Fisheries and aquaculture) 수산양식의 용어, 장비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사양, 양식장 특성화 및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조건의 유지,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보고, 추적성 표준, 폐기물 처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산양식 표준 개발을 ISO TC34 SC17과 Joint WG을 결성(Aquaculture)

TC23

(SC2-Common Test) 트랙터 및 농업기계 전반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및
호환성 일반요구사항 및 기능안전 추가 EMC 요구사항 표준 개발 중
(SC3-Safety and comfort) 자주식 농기계에 대한 운전자 제어장치,
설계원칙, 제동요건 등 주로 안전과 관련된 표준 시리즈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축산과 관련하여 로봇 사료배합기에 대한 안전표준 개발 중
(SC4-Tractors)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취출장치(PTO), 삼점링크, 운전석
치수, 견인차량과 관련한 연결, 유압장치 등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원격
유압전원 서비스 및 제어 코딩에 관한 표준 개발 중
(SC6-Equipment for crop protection) 농작물 보호장비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여 농업용 드론, 헬기 등을 이용한 항공방제사용에 관한 환경요구조건과
방제시험방법 및 비산에 대한 표준이 개발 중
(SC18-Irrigation and drainage equipment and systems) 스프링클러의
분사 및 테스트에 관한 표준, 관개에 사용되는 각종 필터에 관한 표준이
개발되었고, 관개시스템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관련 일반 고려사항,
테스트, 상호운용성, 기능 표준 개발 중
(SC19-Agricultural electronics)
- 트랙터 등 농업기계 장비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ISO 11783
1∼14)이 일부 개정 중 이며, 농장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의 완전한 호환성 보장을 위한 표준화가
진행 중
- 부분자동화 및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확장된 농장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이 개발(CD) 중이며,
전기트랙터와 관련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SO 23116-1∼6) 표준화 진행 중
- 가축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통신 및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
및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정의
-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을 정의

SC31

(SC31-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사물의
식별 및 분류체계, RFID, 이력정보 공유를 위한 어휘, 메시지 포맷, API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GS1 국제표준 연계 협력)

SG13

(WP3/Q1-Future Networks: Innovative Service Scenarios, including
Environmental and Socio Economical Aspects)
- 네트워크 기반 위험 이벤트 모니터렁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고 농업정보 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u-leaning 환경에서
스마트파밍 교육 서비스 표준 개발
- 무인형 스마트팜, 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 표준 개발 진행 중

ISO

국제
(공식)

JTC1

ITU-T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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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SG20

국제
(사실)

표준화 현황
(WP1/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architectural frameworks
across verticals enhanced by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IoT 기반의
스마트축산 프레임워크(Y.IoT-SLF),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 대한 유즈케이스
(Y.Sup.SmartAgri-use cases) 표준화 진행 중

GS1

(Mission Specific WG/Standards Maintenance Group) 글로벌 생산/유통/
물류/소비 이벤트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위한 EPCIS의 표준데이터 모델
인터페이스 개발 진행 중(EPCIS 2.0 and CBV 2.0)이며, 상품, 자산, 장소,
사람 등의 식별자를 키로 하여 서비스를 등록, 검색,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공유 프레임워크 표준화 진행 중(ONS and Digital Link)
(Blockchain IG) 생산/유통/물류/소비 데이터에 대한 블록체인 데이터
생태계 프레임웍 개발 진행 중이며, 산업표준으로 식품, 의약품, 가축,
수산물 등의 이력추적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GDST

(GDST 1.0) 글로벌 수산 및 양식물 이력추적을 위한 식별체계, 프로세스
모델, 이벤트 및 주요 데이터 엘리먼트를 표준화 함

GAA

(Global Aquaculture Alliance) 생물 보안 영역, 항생제 교육,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전력 사용, 물 사용 재순환, 디지털 루트기반 등 BAP Farm
3.0 인증 체계 마련

W3C

(Agriculture Community Group) 웹 API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존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웹 개발자와 농업 이해
관계자에게 지능화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신설된
그룹이나, 아직까지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음. 최근 WoT(Web of Thing)
개념과 농업기술의 접목 시도가 추진 중

PG426
TTA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농축수산 서비스프레임워크, ICT 융합기술, 동물
복지 등 스마트농업의 필수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
- 스마트온실 및 축사 관련 상호호환성 표준, 유통 관련 표준 제정 및
지속적인 표준화를 추진 중
- 2020년에는 빅데이터, AI, 디지털트윈 기술로 확장했으며, 2021년에는
표준 개발 대상을 수산양식까지 확장하여 ICT를 기반으로 한 농축수산
전반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진 중

2014년 6월 신설되어, 스마트농업 전반의 유즈케이스, 시설원예 센서 인터
농식품ICT
페이스, 메타데이터 및 플랫폼, 노지분야 확대, 생산·유통 관련 표준개발을
융합표준포럼
위한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농업
스마트팜ICT
기술
융합표준화
실용화
포럼
재단

2017년 9월 스마트팜 관련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설하여,
스마트원예, 스마트축산, 스마트농기계, 국제표준 분과로 나누어 운영 중.
- 스마트온실 양액 공급장치 인터페이스, 스마트축산 사양관리기기 정보
수집 요구사항–제1부 일반요구사항, 스마트축산 사양관리기기 정보수집
요구사항–제2부 돼지는 국가 표준 제정을 진행 중
- 단체표준(FACT)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수집데이터, 스마트온실 과채류/
엽채류/절화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 스마트축산 사양 환경관리 장치제어
표준 개발 중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2009년부터 TC23분야 COSD기관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국립농업
과학원과 함께 OECD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가상시험과 관련하여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ISO 국제표준 제안 예정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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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시설원예]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스마트팜 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스마트팜 시설 내부의 장치들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었으며, RF기반의 스마트관제 프로토콜, 시설원예를 위한 표준 용어, 스마트팜
제어기에 사용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됨. 개별 농가의 이기종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및 생육 관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 국가기술표준원
· 농촌진흥청과의 MOU를 통해 ISO TC23 SC19대응을 위한 국내전문위원회를 농촌진흥청
산하에 설치하고 주로 시설원예 또는 노지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기계와 관련된 국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
- 국립전파연구원
· 스마트팜 관련 ICT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스마트팜 센서
및 구동기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와 하드웨어 연결 방식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
· 2021년에는 RS485 모드버스 기반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온실통합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인터페이스 국가표준 개발 완료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시설원예 장비간 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를 개발한 바 있으며, 스마트팜 서비스 프레임
워크 및 시그널링에 관한 표준을 개발
· 2020년부터 CoAP 기반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표준과 센서 및 구동기
프로파일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축사의 사양관리기 표준 개발 추진 중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시설원예, 유통 및 축산 분과 운영을 통해 시설원예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표준을 진행 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2017년도 농식품 ICT 관련 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TTA 단체
표준으로 채택된 센서/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을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국가표준으로
채택을 완료하고 2021년 표준 개정을 추진 중
· 단체표준(FACT)으로 2021년 시설원예 분야의 센서/구동기와 온실통합제어기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표준 및 이와 관련된 적합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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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립전파
연구원

TTA PG426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KS-X-xxxx, 모드버스/RS485 기반 스마트 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규격

2021

KS-X-xxxx, 스마트 온실의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
버스 인터페이스

2021

KS-X-3265, 스마트온실 구동기 인터페이스

2018

KS-X-3266, 스마트온실 센서 인터페이스

2018

KS-X-3267, 스마트온실 노드 및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2018

KS-X-3268, 스마트온실 구동기 메타데이터

2018

KS-X-3269, 스마트온실 센서 메타데이터

2018

TTAK.KO-10.1243-Part1, CoAP 기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 제1부:
베이스 프로토콜

2020

TTAK.KO-10.1243-Part2, CoAP 기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 제2부:
센서 프로파일

2020

TTAK.KO-10.1243-Part3, CoAP 기반 스마트팜 관리 및 제어 프레임워크 - 제3부:
창 개폐기 프로파일

2020

TTAK.KO-10.1164-part1, 스마트팜 용어 정의 - 제1부: 온실

2019

TTAK.KO-10.1165, 스마트온실 서비스 제어 프로토콜: 기본 서비스 절차

2019

TTAK.KO-10.1166, 스마트 온실 제어 스크립트 언어 정의

2019

TTAK.KO-10.1167, 경량형 제어프로토콜(LCP)을 위한 IP 적응 계층(IPAL) 동작
요구사항

2019

TTAK.KO-10.1171, 스마트온실에서 온실 통합 제어기와 양액기 노드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1172, 모드버스/RS485 기반 스마트온실 노드/디바이스 등록 절차 및
기술 규격

2019

TTAK.KO-10.1177, UHF대역 400MHz무선링크기반 스마트 온실 제어 프로토콜

2019

TTAK.KO-10.1178-part1, 스마트온실 설치 지침서 - 제1부: 통신기술

2019

TTAK.KO-10.0945/R1, [개정] 스마트온실을 위한 원격 감시용 스마트 영상장치

2019

TTAK.KO-10.1086, 스마트온실용 센서/구동기 I/O 인터페이스 추상화 모듈

2018

TTAK.KO-10.1087, 스마트온실 관제를 위한 경량형 제어 프로토콜

2018

TTAK.KO-10.1088, 스마트팜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간 비연결형 통신프로토콜

2018

SPS-FACT 0004-xxxx,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 방법

2021

SPS-FACT 0005-xxxx,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간 RS485
모드버스 인터페이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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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 한 국내
표준화는 아직 연구 초기단계에 있으나, FaaS(Farm as a Service) 개발로 비용절감과 데이터의
기밀성과 효율성 배가를 위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스마트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모델, 데이터 상호연동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국립전파연구원
· 스마트팜 관련 ICT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스마트팜 센서
및 구동기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와 하드웨어 연결 방식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
· 2021년에는 스마트 온실에 설치되는 노드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가표준 개발 완료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2016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왔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어, 구성요소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정의 완료하고 스마트팜운영서비스(FOS based FaaS)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
· 2020년에는 스마트팜 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구조 요구사항 표준과 이기종 장치 간
데이터 변환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표준 개발 완료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시설원예, 유통 및 축산 분과 운영을 통해 시설원예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표준을 진행 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2017년도 농식품 ICT 관련 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을 신설하여 운용
· 단체표준(FACT)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수집데이터, 스마트온실 과채류, 엽채류, 절화류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 완료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국립전파연구원

TTA PG426

표준(안)명

완료연도

KS-X-xxxx, 스마트 온실 노드 메타데이터

2021

TTAK.KO-10.1244-Part1, 스마트 온실 이기종 장치 데이터 변환 프레임워크 제1부: 서비스 요구사항

2020

TTAK.KO-10.1245-Part1, 스마트팜 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 제1부: 요구 사항

2020

TTAK.KO-10.1089,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영농작업관리 서비스 인터페이스

2018

TTAK.KO-10.1090,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온실의 장비 오작동 대응 서비스 인터페이스

2018

TTAK.KO-10.1091, 클라우드기반 스마트팜 장치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

2018

TTAK.KO-10.1092, 농장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온실 관제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2018

TTAK.KO-10.1005, 팜클라우드 기반 병해충 대응 서비스 인터페이스

2017

TTAK.KO-10.1006, 팜클라우드와 써드파티 응용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

2017

TTAK.KO-10.1007, 팜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장치간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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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표준(안)명

완료연도

SPS-FACT 0006-xxxx, 스마트온실 과채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가지, 고추,
미니오이, 방울토마토,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2021

SPS-FACT 0007-xxxx, 스마트온실 엽채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상추)

2021

SPS-FACT 0008-xxxx, 스마트온실 절화류 생육정보 메타데이터(장미)

2021

SPS-FACT 0009-xxxx,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수집 데이터

2021

[노지과수]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5G 기반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장비를
이용한 ‘원격제어’ 기술 및 조작 없이 자율주행으로 농작업을 하는 ‘무인농작업’ 및 원격으로
농업기계의 위치를 파악하고 농기계 작업 이력데이터, 고장진단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험평가, 데이터 표준, 개념정립 등의 표준개발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
- 국가기술표준원 ISO TC23 전문위원회
·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에 사용되는 분무탱크의 안전기준과 연결구성품(노즐, 호스, 연결부,
붐대 등)으로 인한 접촉 사고 방지 표준 제정 완료
· 자율주행 트랙터와 관련된 기초적인 기반이 될 국제 표준 부합화 제정 완료
· 농업용 무인항공방제의 성능을 확인할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개발하여 국내에 보급되는
무인항공방제기의 품질기준을 위해 표준제정 완료
· 농업용 관수장비, 트랙터 통신 및 안전,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레벨 정의에 관한 국가 표준
제정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B ISO 11783-2:2018,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2부: 물리 계층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1
2021

KS B ISO 25119:2018,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제어시스템 안전관련부품
KS B ****, 자율주행 농기계 레벨정의
KS B ****,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방제작업 절차
KS B ****, 농업용 관수장비 - 양액공급기 - 일반 요구 조건
국가기술
표준원

KS B ****, 농림업용 트랙터 - 2주식 보호구조물 - 가상 정적 시험방법과 허용 조건
KS B 7949,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분무성능 시험방법
KS B ISO 8026:2009, 농업용 관수 장비 - 분무기 - 일반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KS B ISO 9261:2004, 농업용 관수 장비 - 점적단추 및 점적파이프 - 규격과 시험방법
KS B ISO 10975:2009,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운전자용 트랙터 및 자주식
농기계의 자동 유도 시스템 - 안전 요구사항
KS B ISO 12188:2010,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농업에서 위치와 안내 시스템
시험 절차

2021

KS B 7948,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일반 요구조건

2018

20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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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생산’에 해당하는 ‘준비에서
수확 출하’ 단계(준비(경운·정지·파종·육묘·정식)-재배·생육관리(물·양분, 병해충·잡초)-수확·
출하(수확·선별·1차 가공·포장·저장·출하))중심으로 표준 지원, ‘유통 소비’는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까지 표준 지원, 고품질 데이터 생산을 위한 센싱 고도화, 영농기술의 데이터화,
기상 환경 생육 영농기술 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의사결정 솔루션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
이와 연계한 농자재 기기 등의 개발관련 표준 고도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노지분야에서 노지 관수·관비제어기와 센서 및 구동기노드 간 인터페이스, 온실분야에서
스마트 온실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 제정을 진행 중
· 향후, 병충해 관측, 수확량 예측, 파종시기 관리에 활용되는 기상 모니터링 및 예보 등 인공
지능 기술기반 표준 및 농업용 드론, 무인 수확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표준화 진행 예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확산ㆍ보급에 앞서 ‘디지털 활용 표준모델’ 개발 및 기자재
표준 마련, 이와 관련된 검 인증제도 고도화, 노지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표준화 및 검
인증 기준 마련으로 개발 기자재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전환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487, 스마트 온실 서비스 프레임워크

진행중
(2022)

2021-0020, 노지 관수·관비 제어기와 센서 및 구동기노드 간 인터페이스

진행중
(2022)

TTA PG426

농업기술
SPS-FACT-xxxx, 스마트노지 기능 구조 및 통신 요구사항
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SPS-FACT-xxxx, IEEE 802.15.4기반 농업용 무선통신 기술규격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국내의 경우, TT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축사 내·외부의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진행 중. 향후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축사 환경 및 사양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수집 인터페이스와 수집된
정보 분석을 위한 표준이 필요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축사 내·외부 센서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안전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센서 정보 저장과 공유를 위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또한, 대상 가축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제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축산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표준으로 사양관리 장치에 대한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이 표준에서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ICT기반 사양관리 장치 19종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인터페이스 규격과 작동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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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26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64-part2, 스마트팜 용어 정의 - 제2부: 축사

2020

TTAK.KO-10.1246-part1, 동물복지인증시스템과 사용자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
제1부: 양돈

2020

TTAK.KO-10.1168, 스마트축사 내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2019

TTAK.KO-10.1169, 스마트축사 외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2019

TTAK.KO-10.1175-part1,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1부: 양돈

2019

TTAK.KO-10.1175-part2,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2부: 양계

2019

TTAK.KO-10.1175-part3,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3부: 한우

2019

TTAK.KO-10.1175-part4, 축산 분야 ICT융복합 장비규격 및 서비스 요구사항 - 제4부: 낙농

2019

TTAK.KO-10.1176, 축산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스마트축사 관리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0979/R1, 스마트축사를 위한 외기 센서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0980/R1, 스마트축사를 위한 내기 센서 인터페이스

2019

TTAK.KO-10.0981/R1, 스마트축사를 위한 안전 센서 인터페이스

2019

농업기술
SPS-FACT 0001-7293,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1부 : 소
실용화재단 SPS-FACT 0002-7294,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2부 : 돼지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SPS-FACT 0003-7295,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3부 : 닭

2018
2018
2018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스마트 축산에서의 축종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은 진행되고 있지만, 수집된 데이터의 제공방식 및 데이터 간 연계, 데이터
제공 포맷과 관련된 표준은 미비한 상태임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스마트축사의 내기, 외기 센서를 위한 센싱값 및 센싱값 정보 획득을 위한 표현 방식이
상이하여 이기종 장치간 상호 연동이 어려움에 따라 센서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표준 제정
· 스마트축사의 농장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및 가공데이터, 사육 및 관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였고, 각 축종별 사양관리
기기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168, 스마트축사 내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2019

TTAK.KO-10.1169, 스마트축사 외기 센서 메타데이터 구조

2019

TTAK.KO-10.1176, 축산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 스마트축사 관리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2019

농업기술
SPS-FACT 0001-7293,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1부 : 소
실용화재단
SPS-FACT 0002-7294,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2부 : 돼지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SPS-FACT 0003-7295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기 및 정보수집 제3부 : 닭

2018

TTA PG426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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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수산양식 분야의 직접적인 표준화 활동은 없는 상태이나
스마트양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표준 개발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대부분의 양식기자재 개발이 단발성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ICT 융합부품(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의 상호 호환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확립 표준이 시급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수산양식 분야의 생산-유통-가공소비 관련 연구가 최근 확대되고 있으나 빅데이터 관련 표준 제정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특히 영상,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의 수집형태 및 활용 측면에서 관련 표준의
필요성은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표준을 주도하는 기관은 해외중심이며, 국내는 2021년 어가
중심의 서비스요구사항 관련 표준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표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메타데이터, 빅데이터 서비스 및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표준화가 요청됨
[농축수산 유통물류]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현재 국내의 농축수산물의 이력 추적
시스템은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고 파편화된 형태로 구축이 되고 있으나 식품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국제표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다양한 연구 및 시범
사업을 통해 유통물류 분야의 사실표준화기구인 GS1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국내 응용
표준안들이 마련되었으며, 국제표준 개정안에 맞추어 기존 국내표준의 개정과 추가 표준
개발이 필요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GS1 EPCIS, Pedigree, 바코드 레이블, 이력사설 인증 등 각 국제 표준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한 국내 응용 표준화가 진행 중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유통 분과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표준바코드 레이블링, 이력사설 인증 방법과 관련된 표준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
개정될 GS1 EPCIS 2.0과 CBV 2.0, 그리고 GTS 2.0에 맞추어 TTA 표준안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0.1003, EPCIS 기반 농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지침서

2017

TTAK.KO-10.1002, 농축산물 GS1 표준 바코드의 레이블 출력 지침서

2017

TTAK.KO-10.0941, 농산물 식품 생산, 유통 및 소비 정보 서비스

2016

TTAK.KO-10.0938, 협동조합을 위한 가축 이력 사설 인증 방법

2016

TTA PG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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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국내 농축수산식품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산 및 유통물류의 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되며, 이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물류 어휘, 데이터 모델링, API,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립 등의 이슈에 대해 표준화가
유통물류 사실 국제 표준기구인 GS1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적용 및 응용표준안들에
대해 표준화가 진행 중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GS1의 유통 물류 데이터 표준에 기반하여, 국내 농축수산식품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E

PCIS 스키마 모델링, GS1 SOURCE를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환경 센서 정보 등 생산
및 유통 물류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됨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유통 분과 운영을 통해 생산 및 유통물류 데이터를
위한 어휘, 데이터 모델, API, 센서데이터 스키마, 식품 메타데이터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 개정될 GS1 EPCIS 2.0, CBV 2.0, GS1 Global Registry를
참조하여 기존 국내표준의 개정 및 추가 작업이 필요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26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OT-10.0421, 농식품 유통 오픈 데이터를 위한 핵심 비즈니스 단계 제시
지침

2017

TTAK.KO-10.1004, 스마트축사 센서데이터에 대한 EPCIS 이벤트 스키마설계
지침서

2017

TTAK.KO-10.0940, 농축산물 식품 메타데이터 모델링 가이드라인

2016

TTAK.KO-10.0939, 농산물 생장 및 유통 환경 모니터링 센서 정보 운용 방법

2016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디지털전환에 따른 생산자, 유통물류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 농축수산식품의 국제표준 식별자(차세대 바코드)를 키로 하여, 원산지, 리콜, 구매,
요리법, 사용방법, 성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기술 표준 개발 예상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 농축수산식품의 글로벌한 상품 식별자를 키로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 검색, 접근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을 개발하고 농축산물 서비스 탐색 구조 표준화 제정 완료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 2014년에 신규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유통 분과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서비스 탐색구조
제정하였으며, 농축수산식품의 차세대 바코드인 디지털 링크를 기반으로 생산자, 유통
물류자, 소비자 간의 서비스 공유 표준기술 개발을 진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426

표준(안)명
TTAK.KO-10.0942, 농축산물 서비스 탐색 구조

완료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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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시설원예]
¡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IoT 기반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는
시작단계이나, 스마트팜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표준화가 급격히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3
·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파밍 개요를 정의하는 Y.4450/Y.2238 국제표준을 2015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
· 스마트팜 운용·관리상의 리스크 관리 서비스와 생산 전 단계에서 경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정의를 위한 Y.2243, Y.2244 표준 개발 완료
· 농업정보 기반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서비스 모델 표준인 Y.2245를 2020년에 개발
· 2021년 u-leaning 환경에서 스마트팜 관련 교육서비스 표준인 Y.2246 표준 개발을 완료
하고, 무인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Y.ous) 및 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Y.esm) 표준
개발 진행 중
- ITU-T SG20
· ETRI에서는 국내 스마트팜 업체들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구조,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프레임워크(Y.4466)표준을 2015년에 제안하여
2020년도에 완료
· 스마트온실과 노지, 수경재배 및 스마트 축사 등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유즈케이스(Y.Sup.
Smart Agri-usecases) 표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관제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엣지-IoT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서비스 플랫폼 기능구조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표준 개발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13

표준(안)명

완료연도

Y.ous, Overview of unmanned smart farm based on networks

진행중
(2023)

Y.ems, Service model for entry-level smart farm

진행중
(2022)

Y.2246, Smart Farming Education Service based on u-learning environment

2021

Y.2245, Service model of the Agricultural Information based Convergence Service

2020

Y.2244, Service model for a cultivation plan service at the pre-production stage

2019

Y.2243, The framework and application model for risk mitigation service based
on network

2019

Y.4450/Y.2238, Overview of Smart Farming based on networks

2015

Y.Sup.SmartAgri-usecases, Use cases of IoT based smart agriculture
ITU-T SG20
Y.4466, Framework of Smart Greenhouse Service

25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진행중
(2022)
2020

¡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관련 기술 개발 상황과 비교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표준화 추진이 요구됨
- ITU-T SG20
· ETRI에서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관제를 위한 스마트팜 환경·관제 데이터 모델, 데이터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API 정의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 중
- W3C Agriculture Community Group
· 웹 API 및 서비스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를 수집·분류하여 웹 개발자와 농업 이해관계자에게
지능화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신설되었으며, 최근 WoT(Web-of-Things)
그룹과 스마트팜과 관련된 API 표준화에 대한 협업 진행 중
[노지과수]
¡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ISO TC23 중심으로 스마트팜 실외 환경에
필요한 자율주행 농업기계 및 로봇 농작업 제어, 통신,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 중이며, 농업기계 전반의 전자파적합성 및 호환성, 로봇 사료시스템 안전, 원격
서비스 및 제어 코딩, 무인항공방제사용에 관한 환경요구조건 및 방제시험방법, 관개시스템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농장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인터페이스(EFDI) 표준이 개발 될
것으로 전망
- ISO TC23 SC2
· 농업용 트랙터의 배기가스, 무게중심, 차축동력, 견인력 테스트, 유압 동력, 조향 능력,
저온 시동 등 운행에 관한 시험에 관한 표준 ISO 789 제정 완료
· 트랙터 전방, 후방 보호구조물에 대한 정적, 동적시험절차에 대한 ISO 12003-1~2를 제정
하였고, 트랙터 및 농업기계 전반의 전자파적합성 및 호환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기능
안전에 대한 추가 EMC 요구사항 등이 개발 중
- ISO TC23 SC3
· 자주식 농기계에 대한 운전자 제어장치, 설계원칙, 제동요건 등 주로 안전과 관련된 표준
ISO 4254 시리즈표준을 개발하였으며, 축산과 관련하여 로봇 사료시스템 안전에 대한 ISO/
CD 3991 표준, 사료배합기에 대한 ISO/CD 4254-19 표준이 개발 중
- ISO TC23 SC4
· 농업용 트랙터의 표준을 담당하며 동력취출장치(PTO), 삼점링크, 운전석 치수, 견인차량과
관련한 연결, 유압장치 등의 표준을 제정하였고, 원격 유압전원 서비스 및 제어 코딩에
관한 ISO/CD 11471 표준이 개발 중
- ISO TC23 SC6
· 농작물 보호를 위한 분무장비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업용
드론, 헬기 등을 이용한 무인항공방제사용에 관한 환경요구조건 및 방제시험방법, 비산에
대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 NP 제안한 ISO 23117 시리즈표준 개발이
WG25에서 진행 중
- ISO TC23 SC18
· 관개기술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의 분사 및 테스트에 관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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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에 사용되는 각종 필터에 관한 표준이 개발되었고, 관개시스템의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과 관련하여 일반 고려사항, 테스트, 상호운용성, 기능 과 관련한 ISO 21622 표준이
시리즈 표준으로 개발 중
- ISO TC23 SC19
· 농업용 트랙터 제어시스템의 기능안전에 관련된 표준 ISO 25119시리즈가 2018년도에
개정되었으며, 농임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의 통신 프로토콜 관련하여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관리, 트랙터 ECU, 진단서비스, 환경 조건에 대한 내성시험 등에 관한 표준인
ISO 11783시리즈가 개정됨(ISO CD 11783-7은 개정 중)
· 안전과 편의장비를 담당하는 SC3에서 트랙터 오토가이던스 시스템 안전요구사항 표준,
전기트랙터의 일반 요구조건, 고도로 자동화된 농업기계 설계원칙 표준을 SC19로 2020년
12월에 이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무인자율주행 트랙터의 기초가 되는 운전자가 제어하는
트랙터 자동안내시스템 안전요구사항에 관련된 표준 ISO 10975 개정 제안 발의되었으며,
자율주행 트랙터와 관련된 설계원칙 및 용어, 안전요구사항이 ISO 18497-1~2표준으로 개발 중
· 전기트랙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700V DC/480V AC를 사용하는 트랙터 고전력 전기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포함하는 설계 및 물리적 인터페이스, 안전 요구사항, AC 작동 모드,
DC 작동 모드, 통신 제어, 기계적 통합에 대한 표준을 ISO 23316 시리즈에서 개발 중
· 농업과 관계되는 다양한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교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작업 프로세스 모니터링, 제어 및 작업 실행 상태에 대한 적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모바일 장치를 농장 작업 프로세스에 통합함에 따라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확장된 농장 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EFDI) 표준 ISO CD 5231이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SO TC23
SC2

ISO TC23
SC3
ISO TC23
SC4

ISO TC23
SC6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DIS 14982-1,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Test methods and acceptance - Part 1: General EMC requirements

진행중
(2022)

ISO/DIS 14982-2,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Part 2: Additional EMC requirements for functional safety

진행중
(2022)

ISO/CD 3991, Agricultural machinery - Robotic feed systems - Safety

진행중
(2022)

ISO/CD 4254-19, Agricultural machinery - Safety - Part 19: Feed mixing machines

진행중
(2022)

ISO/CD 11471, Agricultural tractors and machinery - Coding of remote hydraulic
power services and controls

진행중
(2022)

ISO/CD 23117-1,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Unmanned aerial spraying
systems - Part 1: Environmental requirements

진행중
(2024)

ISO/AWI 23117-2,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Unmanned aerial spraying
systems - Part 2: Test methods to assess the horizontal transverse spray
deposition

진행중
(2024)

ISO/AWI 23117-3,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Unmanned aerial spraying
systems - Part 3: Field measurement method of spray drift for UAV chemical
application

진행중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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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SO TC23
SC18

ISO TC23
SC19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DIS 4444, Agricultural sprayers - Recording of Spray Drift Parameters

진행중
(2023)

ISO/DIS 16119-5,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sprayers - Part 5: Aerial spray systems

진행중
(2023)

ISO/WD 21622-1,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 Part 1: General considerations

진행중
(2023)

ISO/WD 21622-4,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 Part 4: Functionality

진행중
(2023)

ISO/CD 21622-2.2,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 Part 2: Tests

진행중
(2022)

ISO/CD 21622-3,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irrigation - Part 3: Interoperability

진행중
(2022)

ISO/CD 11783-7,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7: Implement messages
application layer

진행중
(2023)

ISO/AWI 18497-2, Agricultural machinery and tractors - Safety of partially
automated, semi-autonomous and autonomous machinery - Part 2: Design
principles for obstacle protection systems

진행중
(2023)

ISO/CD 23316-1,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1: General description

진행중
(2023)

ISO/CD 23316-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2: Physical interface

진행중
(2023)

ISO/CD 23316-3,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3: Safety requirements

진행중
(2023)

ISO/CD 23316-4,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4: AC operation mode

진행중
(2023)

ISO/CD 23316-5,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5: DC operation mode

진행중
(2023)

ISO/CD 23316-6,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6: Controls communication

진행중
(2023)

ISO/CD 23316-7,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 power interface 700VDC/480VAC - Part 7: Mechanical integration

진행중
(2023)

ISO/CD 18497-1, Agricultural machinery and tractors - Safety of partially
automated, semi-autonomous and autonomous machinery - Part 1: Machine
design principles and vocabulary

진행중
(2022)

ISO/CD 5231, Extended Far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ata Interface
(EFDI)

진행중
(2022)

ISO 11783-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2: Physical layer

2019

ISO 11783-5,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5: Network management

2019

ISO 11783-1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12: Diagnostics services

2019

ISO 25119-2,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2: Concept phas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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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5119-1,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1: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development

2018

ISO 25119-3,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3: Series development, hardware and software

2018

ISO 25119-4,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4: Production, operation, modification and
supporting processes

2018

ISO 11783-3,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3: Data link layer

2018

ISO 11783-6,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Serial control
and communications data network - Part 6: Virtual terminal

2018

¡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서비스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관련 기술 개발 상황과 비교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노지과수 생산 단계 데이터 항목 정의 및 Open API 기반 데이터
제공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화 추진이 요구됨
- ITU-T SG20
· ETRI에서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관제를 위한 스마트팜 환경·관제 데이터 모델, 데이터 상호운용 프레임워크, API 정의에
대한 표준 개발 추진 중
- W3C Agriculture Community Group
· 웹 API 및 서비스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를 수집·분류하여 웹 개발자와 농업 이해관계자에게
지능화된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신설되었으며, 최근 WoT(Web-of-Things)
그룹과 스마트팜과 관련된 API 표준화에 대한 협업 진행 중
[축산]
¡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ITU-T SG20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축사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었지만, 스마트축사를 대상으로 요소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기구는 아직 없음
- ITU-T SG20
· 브라질 ANATEL 주도로 IoT에 기반을 둔 스마트축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능력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Y.IoT-SLF)을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20

Y.IoT-SLF, Framework and capabilities for Smart Livestock Farming Based on
Internet of Things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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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축산시설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 관련하여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로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상호 교환과 관련된 표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ITU-T SG13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위험 이벤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 및 분석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정의
- ITU-T SG20
· 브라질 주도로 IoT 기반의 스마트축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능력을 규정하기 위한
표준(Y.IoT-SLF)을 제안하였고, 제안한 표준의 응용서비스 범위에 제안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실내 온도 조절, 건강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의
- ISO TC23
· 가축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통신 및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 및 향후
XML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정의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TU-T SG13

Y.2243, A Service model for risk mitigation service based on network

2019

ITU-T SG20

Y.IoT-SLF, Framework and capabilities for Smart Livestock Farming Based
on Internet of Things

진행중
(2022)

ISO 17532:2007, Stationary equipment for agriculture - Data communications
network for livestock farming

2007

ISO 11788-2:2000, Electronic data interchange between information systems
in agriculture - Agricultural data element dictionary

2000

ISO TC23

[수산양식]
¡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ISO TC234에서는 2007년 이후로 수산 양식업 전반에
걸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ITU-T SG20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준비 중
- ISO TC234
· Fisheries and aquaculture 기술위원회가 2007년에 구성되어 수산 양식업에 걸쳐 용어,
장비 및 운영의 기술적 사양, 양식장 특성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상태 관리,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및 이력 추적,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의 표준 문서를 발간하였고 1개의 표준 문서를 진행 중
- ITU-T SG20
· 현재까지 수산양식 환경 관리 관련하여 진행되는 표준 권고안은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환경 관리 표준과 연계하여 스마트 양식장 시나리오, 요구사항 및 프레임
워크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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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ISO/CD 5020, Waste reduction and treatment on fishing vessels
ISO 22948:2020, Carbon footprint for seafood - Product category rules (CFP-PCR)
for finfish
ISO 16488:2015, Marine finfish farms - Open net cage - Design and operation

ISO TC234

ISO 16541:2015, Methods for sea lice surveillance on marine finfish farms
ISO 16741:2015, Traceability of crustace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farmed crustacean distribution chains
ISO 18537:2015, Traceability of crustace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captured crustacean distribution chains
ISO 18538:2015, Traceability of mollusc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farmed molluscan distribution chains
ISO 18539:2015, Traceability of molluscan products - Specifications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captured molluscan distribution chains
ISO 12878:2012, Environmental monitoring of the impacts from marine finfish farms
on soft bottom
ISO 12875:2011, Traceability of finfish products - Specification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captured finfish distribution chains
ISO 12877:2011, Traceability of finfish products - Specification on the information
to be recorded in farmed finfish distribution chains

완료연도
진행중
(2022)
2020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2
2011
2011

¡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제공 서비스 표준) 양식 인증과 관련된 최소 30개의
인증제도 및 8개의 주요 국제 협약이 있음. 대부분 수산 분야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고
수산물 출처를 차별화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나 수산물의 안정성과 유통 추적을 위한 인증이
대부분이며, 이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ICT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은 매우 초기 상태로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GAA
· 생물 보안 영역, 항생제 교육,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전력 사용, 물 사용
재순환, 디지털 루트기반 추적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BAP(Best Aquaculture Practices)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은 참여 하고 있지 않음
- ISO TC234
· 수산양식 분야의 장비 및 그 운영에 대한 기술 사양, 양식장 특성화 및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건의 유지,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보고, 추적성, 폐기물 처리성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GAA

Aquaculture/Farm Raised Products Supplementary Sampling and Laboratory
Testing Instructions
BAP Farm Standard 3.0

ISO TC234

완료연도
2021
2021

Seafood Processing Standard Issue 5.1

2020

Biosecurity Area Management Issue 1.0

2018
진행중
(2022)

ISO/CD 5020, Waste reduction and treatment on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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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유통물류]
¡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농축수산식품의 글로벌한 이력추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GS1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유통 및 물류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이력추적 표준 및 블록체인 구성 방식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으며, 글로벌
농식품 이력추적 블록체인 플랫폼(예. IBM Food Trust, SAP, OriginTrail, TE-Food 등)들은
상호 호환성을 위해 GS1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음. IFT/WWF의 GDST는 국제수산물이력
추적 표준인 GDST 1.0 완료하였으며, 2021년 4Q 릴리즈 예정인 EPCIS 2.0/CBV 2.0 표준에
의거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력추적 및 블록체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진행을 예측할 수 있음
- GS1 Blockchain IG
· 유통 및 물류 데이터에 대한 온체인, 오프체인 기반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기법에 대해
이슈를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MSWG로 승격하여 표준과제 진행 예정
- GS1 SMG
· GS1 식별표준과 EPCIS, CBV 표준을 기반으로 최상위의 GTS 2.0(Global Traceability
Standard 2.0)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표준, 그리고 구축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향후 EPCIS 2.0/CBV 2.0에 기반 한 표준 개정이 예측됨
- GDST
· 국제수산물 이력추적을 위한 GDST 1.0 표준 데이터 모델을 GS1의 CBV, EPCIS 국제표준을
준용해서 확장 개발하였으며, 향후 EPCIS 2.0/CBV 2.0 기반의 표준 업그레이드가 예상됨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GS1
Guideline for Blockchain Application
Blockchain IG

GS1 SMG

GDST

2020

Fresh Fruit and Vegetable Traceability Guideline

2021

GS1 Foundation for Fish, Seafood and Aquaculture Traceability Guideline

2019

GS1 Global Traceability Standard 2.0

2017

GS1 Global Traceability Compliance Criteria for Food - Application Standard

2016

GS1 Made Easy -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Companion
Document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1. The GS1 System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2. Beef Supply Chain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3. Lamb and Sheep
Meat Supply Chain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4. Pork Supply Chain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Part 5. Poultry Supply Chain

2015

GS1 Global Meat and Poultry Traceability Guideline Glossary

2015

Core Normative Standards(v1.0)

2020

Technical Implementation Guidance(v1.0)

2020

Basic Universal List of KDEs(spreadsheet)(v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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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농축수산식품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산 및 유통물류의 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되며, GS1 국제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이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물류 어휘, 데이터 모델링, API,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립 등의
이슈에 대해 표준화가 진행 중. 특히 2021년 하반기에는 센서 처리, 신규 이벤트 데이터,
경량화된 API 등 새로운 요구사항과 데이터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EPCIS 2.0/CBV 2.0
개정 표준안에 대해 표준화가 진행 중
- GS1 MSWG
· GS1 EPCIS, CBV 표준에서 Rest-API 바인딩, JSON-LD 데이터 모델, 센서 데이터, 인증
정보처리 이슈를 포함하여 2.0 표준안에 대해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표준안들을 개정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개정안 공표 예정(EPCIS 2.0 and CBV 2.0)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GS1 MSWG

표준(안)명

완료연도

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ervice 2.0(EPCIS)

2021

Common Business Vocabulary 2.0(CBV)

2021

Core Business Vocabulary Change Notification(CBV CN)

2018

Core Business Vocabulary Standard 1.2.2

2017

EPCIS and CBV Implementation Guideline

2017

EPC Information Services(EPCIS) Standard 1.2

2016

¡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디지털전환에 따른 생산자, 유통물류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 GS1에서는 국제표준 식별자(차세대 바코드)를 키로 하여, 원산지, 리콜, 구매,
요리법, 사용방법, 성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기술 표준을 표준화 진행 중
- GS1 MSWG
· GS1 식별자에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분산 관리되는 ONS에 등록하여 누구나
식별자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ONS)
· 농축수산식품에 GS1 Digital Link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산지, 리콜, 구매, 요리방법,
보관방법, 성분정보 등의 다양한 GS1 Digital Link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공유하는 표준을
제정(Digital Link)하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GS1 MSWG

표준(안)명

완료연도

GS1 Digital Link Standard 1.1(DL)

2020

GS1 Digital Link Implementation Guideline(Global Edition)

2020

Object Name Service(ON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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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LIOT(Open Language for Internet of Things)
- GS1 EPCGlobal의 전체 표준안을 구현한 레퍼런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아파치 라이센스를
채택하였으며, GS1의 공식 협력 국제공동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원 Auto-ID Labs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 Google Analytics 기준 전 세계 103여개 이상 국가, 15,000 여개 이상의 국제기구, 정부, 기업,
개인이 다운로드하였으며, GS1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프로젝트
- GS1에서 EPCIS 신규 규격이 나오기 전 표준안 검증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통산성 및 5대 편의점 무인화 사업, 국제 식품 이력추적 기구, 유럽의 IoF2020 농축산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전략프로젝트 등에서 활용 중
- 일본 5대 편의점 및 3개의 약국이 연합하여 진행되는 편의점 무인화 사업에서 OLIOT
프로젝트는 EPCIS 분산 이력관리 데이터 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검증 플랫폼으로 활용
(2018~2019)

< EU H2020 Internet of Food and Farm Large Scale Project >
* 출처 : https://www.iof2020.eu/

- IFT/WWF 가 주도하는 Global Dialog on Seafood Traceability 프로젝트에 OLIOT 프로젝트가
전체적인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 공유하기 위한 베이스 플랫폼으로 활용 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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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프로젝트 >

¡ Opensource.com(Agriculture)
- RedHa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주제로 개발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한 곳에서 모아
보여줌

< Opensource.com의 Agriculture Section >

- Aker Kit: 어반 가드닝을 위한 오픈소스 펌웨어 키트를 제공하며, 식물 기르기, 양봉 등에
필요한 관련 펌웨어 및 오픈 데이터 서버 소스코드 다운로드를 지원
- Farmbot: 100% 오픈소스 기반의 End-to-End Soil-based 푸드 생산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개발자 문서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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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Bot Software High Level Overview >

- Open Food Network: 로컬 푸드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오픈소스로 농업과 푸드
허브 간 네트워크를 제공
- 이외 아두이노 등을 이용한 스마트 가드닝 등에 관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로, Self-watering
smart garden, low-cost IoT sprinkler, Urban kitchen garden 등이 공개

< Open Food Network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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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ASMART(aquacultre smart and open data analytics as a service)
- EU Horizon 2020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양식분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양식
회사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식접근과 데이터 교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글로벌 오픈 데이터와 데이터분석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툴을 제공

< AQUASMART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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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약 점 요 인 (W)

- 소규모 농가 위주로, 대량생산
- 소비자의 구매 능력 향상으로,
기술력 미확보
시 고부가치 작물 수요 증가
시
- 복잡한 유통경로 및 수급 불
장 - 안전먹거리, 친환경 등 양질의 장 균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조성
- 생산 작물에 대한 수요예측 부족
- 지자체별 개발 품종에 대한 노하우
- 스마트팜 핵심 기술 진입장벽이
확보
낮음
기
기
- 우수한 ICT 인프라 및 관련 기술 보유
- 작물재배·가축사육 관련 축적
술 -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한 술 기술 부족
실증환경 풍부
- 통합 유통정보 시스템 미비

표 - 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표 - 스마트팜 표준화 SDO 제한
준 지원 강화
준 - 특정분야에 한정된 표준개발
【WO전략】
- 기상이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SO전략】
시 따른 곡물 생산량 부족
장 - 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 (시장) 표준 스마트팜 서비스 인프라를 - (시장) 통합유통체계 표준화 및
규모 확대

기
회
- 일반 및 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 기
생산량 증대를 위한 IT기술의
요
술 접목 확대
인
(O)
표 - 국제 표준화기구를 통한 스마트팜
준 관련 표준 개발 선점

통해 고부가가치성 농축수산물의 통합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 규모의 시장 구축
(기술) 보유 기술의 표준특허확보와 - (기술) 취약한 농업관련 원천기술
표준인증을 통한 브랜드화 추진
분야의 우선 개발 및 국산화
(표준) 국내외 표준화에 대한 적극 - (표준) 기술개발과 표준화의 병행을
적인 지원을 통한 국내/국제 표준화 통한 국내 및 국제 표준 선도
선도
- (기타) 국내에 산재된 관련 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 간의 기능 통합
요구

- 품종별 농업 선진국들에 대한 【ST전략】
진입 장벽 높음
시 - 시설농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 (시장) 실적 기반의 경험축적으로
장 시설 초기투자 미흡
국내 농업 종사자에게 신뢰감을 제공
- 축적된 경험이나 실적 부족으로 하고, 투자 환경 조성
투자 위험도 높음
위
- (기술) 대등한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 농업
협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이 회사에 대한 일정기간 시범 및 전략
요
아직 초기 단계
사업 형태로 중장기간 결과 유도
인 기 - 저가형 스마트팜 설비 부족
(표준)
표준화 추진시 국내외 출원
(T) 술 - 이상기후 대비 가능한 재난
특허 철저히 분석
통신과 농업분야의 연계성 미비
- 해외특허 침해 위협

【WT전략】
- (시장) 초기 설비투자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 확대
- (기술) 기초분야 및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투자,
빅데이터 기술 등 선진국에서 구축
중인 기술추세 도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수요 예측 등 컨설팅이
가능한 체계 구축
- (표준) 농업관련 원천 기술 보유
기관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 및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표
- 핵심기술 보유 국외 기업의
준 표준화 위협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아직 스마트팜 관련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SDO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그룹 생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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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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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국내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3/SG20,
oneM2M, OCF,
W3C,
ISO TC23

국내 ETRI, 농진청,
참여 이지팜, 유비엔,
업체/ 서울대, 경상대,
기관 경북대, 순천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FarmMobile, (이스라엘) CropX, (독일) Bosch,
(네덜란드) Priva, (일본) Fujitsu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한국) ETRI, (중국) Huawei, (브라질) ANATEL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IoT 기반의 시설원예 환경 관리 기술은 센서 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기술,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요구사항 및 구조, 서비스 통합 관제 기술을 통합하여 이종 벤더간 IoT 기반 스마트팜 상호연동을 통하여
과학 영농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서, ITU-T에서의 일부 국제표준화를 완료했지만 후속/개정
표준화에서 선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Ver.2022에서는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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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20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스마트온실 서비스 유즈케이스에 대한 TR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후속 표준화 항목을 도출할 계획이며, 2021년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 기능 및 요구조건에 대한 신규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예정
- ITU-T SG13에서는 u-leaning 환경 기반의 스마트팜 교육서비스(Y.2246) 표준 개발을 완료
하고, 무인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Y.ous) 및 보급형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Y.esm) 표준
개발 추진 중
- OCF, oneM2M, W3C을 통해 스마트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IoT 장치와 타 산업간의
IoT 장치간 상호연동을 위한 신규과제 제안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공적인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ITU-T SG20 및
SG13 등의 공식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수임을 통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개발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OCF,
oneM2M, W3C 등의 사실표준화기구 표준화 항목 분석을 통하여 국내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개발 업체와의 표준화갭 분석 후 신규 WG 그룹제안이나 과제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중심으로 웹기반의 스마트팜 관리 제어 표준을 개발하고
신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인 엣지-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 기능 및 요구
조건 관련 표준 개발과 연계한 국내 단체표준 개발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국내 스마트팜 표준화 포럼(농식품ICT
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등) 또는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한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센서 데이터
정보 표현 방법, 환경 및 생육 정보 수집 방법, 장치 간 표준연결 인터페이스 방법, 데이터
전파 네트워킹,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기술 등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및 규격에 관한 IPR확보 추진
- 다양한 시설원예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하드웨어와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합 제어기 개발과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병행한 표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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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국제

ITU-T SG20

국내 ETRI, 농진청,
참여 이지팜, 유비엔,
업체/ 서울대, 경상대,
기관 경북대, 순천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IBM, (일본) Fujitsu, (네덜란드) Priva,
(이스라엘) Cropx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Google/IBM, (일본) Fujitsu, (네덜란드) Priva,
(이스라엘) Cropx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IoT 기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과 소비를 예측하고 물류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경작도구와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진화가 예상되며, 이기종 벤더
간 스마트팜 데이터 상호운용을 통한 고도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필수 기술로서 ITU-T 등에서 이를
위한 표준 개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시장 진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Ver.2022에서 신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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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을 통하여 개발 중인 스마트농업 유즈케이스로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스마트팜에 대한 유즈케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팜 데이터의 상호
운용을 위한 데이터 모델 및 수집·제공 API 관련 신규 표준화 과제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
전문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 등의 필수
항목을 도출하고 ITU-T SG20 등 공식표준화기구에서의 의장단 확보를 통해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 개발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중심으로 시설원예 분야의 환경 및 관제를 위한 데이터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엣지-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환경, 생육 및 관제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 관련 국제표준 개발과 연계한 단체표준 선행 개발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및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국내 스마트팜 표준화 포럼(농식품
ICT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등)을 통한 스마트팜 농가 및 제조업체 등
시장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내 표준화 개발에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팜 고도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국내외적으로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초기 단계로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변환 및 상호운용
기술, API 등 표준화 추진 방향에 따른 IPR 확보 전략이 요구되며, 특허 개발을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방안과 연계한 추진이 필요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다양한 시설원예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하드웨어와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 개발과 이기종 장치 간 데이터 변동, 상호운용
서비스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표준개발 추진

27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선도경쟁공략 | 병행) 스마트팜 실외(과수, 밭작물 등) 로봇 운용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ISO TC23
전문위원회

국제

ISO TC23,
OECD

대동공업,
국내
LS엠트론,
참여
동양물산,
업체/ 긴트, 서울대,
기관 충남대, 전남대,
국립농업과학원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John Deere, (일본) Kubota/Yanmar (영국) CNH
기업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미국) John Deere, (일본) Kubota/Yanmar (영국) CNH
기업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노지, 과수 환경의 경우 기계식 농업기계에서 지능화, 무인화, 자동화된 농업용 로봇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으며, 운영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 발굴 및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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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MB(기술위원회)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ISO 전략자문 그룹(SAG SF)창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미래기술 개발로드맵을 2022년까지 구축하여 스마트농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 진행 예정
- OECD에서는 자율주행 농업기계 성능, 에너지효율 및 안정성 평가와 관련한 시험코드를
개발 중이며, ISO TC23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 수준별 요구사항, 전자파 적합성, 전기
트랙터 요구사항, 웹기반 온보드 진단시스템에 대한 표준 개발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COSD기관인 한국농업기계협동
조합(KAMICO)에서 ISO TC23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지능형, 자율주행형 농업기계 및
농업용 로봇 관련 참여기업, 기관, 학계의 의견을 다양한 수렴하여 국내 표준 제정 후
신규 과제 제안을 통해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대응 체계 구축 예정
<표준화 계획>
- COSD(KAMICO)를 중심으로 산업체 의견 수렴을 통해 ISO부합화 표준을 추진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그룹별 전문가 포럼을 구축하여 농업기계 지능화, 무인화, 로봇화에 필요한
국가표준 진행 예정
<대응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해외 선진국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 표준을 선제적
으로 발굴하여 제표준화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팜 사업단 표준화 연계 R&D과제 발굴 등 산 학 연
중심의 자율주행 농업기계와 농업용 로봇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농업기계
지능화, 무인화, 로봇화를 위한 통신 데이터 항목에 대한 다수의 IPR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농업기계 지능화, 무인화, 로봇화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핵심 특허 발굴 및 국제
표준화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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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빅데이터 기반의 노지과수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국제

ITU-T SG20,
W3C

국내 ETRI, KT, SKT,
참여
LGU+,
업체/
농촌진흥청,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Climate Corporation/Bayer/Google/Microsoft,
(일본) Fujitsu, (이스라엘) Netafim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Climate Corporation/Bayer/Google/Microsoft,
(일본) Fujitsu, (이스라엘) Netafim

표준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단체 표준 및 국가 표준이 제정된 시설 스마트팜(온실 축사)와 달리 ‘노지 디지털’에 대한 정의 및
기술범위 확립조차 미흡한 상황으로 노지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확산 보급에 앞서 ‘디지털 활용 표준모델’
개발 및 기자재 표준, 이와 관련된 검 인증제도 고도화가 필요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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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TU-T SG20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노지 포함)에 대한 TR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후속 표준화 항목을 도출할 계획.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제 플랫폼
기능 및 요구조건에 대한 신규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공적인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ITU-T SG20 공식
표준화기구의 의장단 수임을 통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체 기술을 반영한 표준
개발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OCF, oneM2M,
W3C 등의 사실표준화기구 표준화 항목 분석을 통하여 노지 디지털농업관련 표준 기반을
마련 후 신규 WG 그룹제안이나 과제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등을 통하여 노지 디지털
농업 기반 표준을 개발하고 신규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인 엣지-IoT 클라우드 기술 기능
및 요구조건 관련 표준 개발과 연계한 국내 단체표준 개발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국내 스마트팜 표준화 포럼(농식품
ICT융합표준포럼,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등) 또는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한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정부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국내외적으로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초기 단계로서 데이터 설계, 데이터 변환 및 상호운용 기술,
API 등 표준화 추진 방향에 따른 IPR 확보 전략이 요구되며, 특허 개발을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방안과 연계한 추진이 필요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다양한 노지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하드웨어와 맞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노지 관제 플랫폼 개발과 이기종 장치 간 데이터 변동, 상호운용 서비스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표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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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국내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20

ETRI,
국내
농촌진흥청,
참여
농림축산
업체/
검역본부,
기관 순천대, 서울대,
이지팜 등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이스라엘) Afimilk, (네덜란드) Connecterra,
(미국) Cowlar/SCR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브라질) ANATEL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IoT 기반의 스마트축사 환경 관리 표준 관련하여 해당 요소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선별 및 도출하여 ITU-T SG20을 중심으로
표준화 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Ver.2022에서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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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을 중심으로 축산 환경 및 질병 관리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을
통하여 우선적인 표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외 관련 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축산
환경 및 질병 관리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을 진행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중심으로 축산 관련 국제회의, 국내외 관련 기관/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
표준화기구의 의장단을 수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내 표준화 결과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과제 제안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이를 위하여 국내 ETRI,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학
등 국내의 대표 기관/인력들이 담당 표준화를 선도할 예정
<표준화 계획>
- 스마트축사를 위한 통합 센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을 통하여 우선적인 표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 관련 기업과의 교류를 통하여 축산 환경, 질병 관리 및 사양
관리를 위한 신규 과제 제안을 진행할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구축된 국내 축산 관련 기술/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과 인증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 특히 축산 환경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축사 내외부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인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요구사항 도출 및 인터
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수행 필요. 또한, 실제 축사에 보급을 위한 진입장벽인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표준에 대한 R&D 및 보급화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추진이 필요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의미있는 실질적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관 단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등)를 중심으로 기업, 기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국내 표준으로 제정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다양한 축종별
축산 환경 관리 인증과 관련된 R&D 결과에 따라 예측 가능한 표준기술 시나리오들을 권리화
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 출원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과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 표준화를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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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스마트팜ICT
융합표준화포럼

국제

ITU-T SG20

ETRI,
국내
농촌진흥청,
참여
농림축산
업체/
검역본부,
기관 순천대, 서울대,
이지팜 등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벨기에) SoundTalk, (덴마크) DOL SENSORS,
(네덜란드) Fancom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벨기에) SoundTalk, (덴마크) DOL SENSORS,
(네덜란드) Fancom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스마트축산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로서 스마트 축사 메타데이터 관리기술,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축종별 데이터 정의, 축종별 제어 요소기술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마트 축산 데이터와 관련된 운영, 관리, 인터페이스을 위한 시스템이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 선도가
가능하여 우리나라가 선도적이므로 Ver.2022에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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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20을 중심으로 스마트축사 데이터수집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개발을 시작으로
축종별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초데이터인 메타데이터 표준 및 수집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개발을 추진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TU-T SG20를 통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하여 신규 과제 제안이 필요

<표준화 계획>
- 스마트축사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중이며, 기술이 개발된 내용을
국내 포럼 및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해 일부 표준화가 진행 중. 기업, 기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분야에 국내
표준을 개발 예정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인터페이스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사업과 연계되면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산업체, 관련 기관은 표준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제공
인터페이스 기술과 관련된 R&D 결과에 따라 예측 가능한 표준기술 시나리오들을 권리화 할
수 있는 필수 특허 출원 예정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TTA,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과 연계하여 핵심기술 특허의 발굴 및 국제 표준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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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IoT 기반의 양식 환경 관리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국제

ITU-T SG20,
ISO TC234

국내
SKT, KT,
참여
국립수산과학원,
업체/
KIMST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Nofima/AKVA,
(덴마크) BILLUND/AQUACULTURE/OxyGuard,
(그리스) aquaManager, (아이슬란드) VAKI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Nofima/AKVA,
(덴마크) BILLUND/AQUACULTURE/OxyGuard,
(그리스) aquaManager, (아이슬란드) VAK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양식 환경 관리 표준 관련하여 해당 요소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선별 및 도출하여 ITU-T SG20, ISO TC234를 중심으로
표준화 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Ver.2022에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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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SO TC234를 중심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관련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스마트양식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표준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유럽 및 아시아의 양식 관련
기업, 연구소와의 적극적인 기술 교류를 통하여 양식 환경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으로 신규 과제 제안을 위한 아이템 발굴 필요
- ITU-T SG20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환경 관리와 연계하여 스마트 양식장을 위한
환경 관리에 대한 신규 과제 제안을 위한 아이템 발굴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양식 관련 국제회의, 국내외 관련
기관/기업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화-기술개발을 병행한 신규과제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양식 환경 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 수질센서 등으로부터 생성되는 양식수조 환경 데이터 프로토콜에 대한 KS 표준 제정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구축된 국내 양식 관련 기술/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과
인증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 특히 양식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실제
공급자인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수행 필요. 또한 실제 양식장 보급을 위한 R&D 및 보급화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국내의 기술 개발 단계는
시작품 개발 단계로 해외의 선도업체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어종별 양식 환경 관리
기술에 대한 IPR 및 표준화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산·학·연 연계를 통해 양식 환경 제어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 특허 발굴 및 국제 표준화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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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양식 데이터 수집 제공 서비스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농축수산
PG

국제

ITU-T SG20,
ISO TC234,
GS1 MSWG,
GDST

국내
ETRI, KETI,
참여 국립수산과학원,
업체/ KIMST, 부경대,
기관
전남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Nofima/AKVA,
(덴마크) BILLUND/AQUACULTURE/OxyGuard,
(그리스) aquaManager, (아이슬란드) VAKI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노르웨이) Nofima/AKVA,
(덴마크) BILLUND/AQUACULTURE/OxyGuard,
(그리스) aquaManager, (아이슬란드) VAK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수산양식의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서비스 등의 표준과 관련하여 해당 요소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 표준화는 항목에 대한 의제연구수준이나 관련 R&D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국내 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 항목을 선별 및 도출하고 ITU-T SG20, ISO TC234를 중심으로 표준화 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Ver.2022에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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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SO TC234에서는 어선에서 배출되는 어선의 폐기물 저감 및 처리를 위한 표준이 진행 중.
수산양식 분야 빅데이터 관련 표준이 만들어질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민
및 기업에 시나리오 중심의 서비스 표준을 중심으로 제안 예상
- ITU-T SG20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표준이 진행 중. 농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수산 및 양식 분야의 신규 제안이 가능
- GS1과 GDST에서 수산 및 양식 이력추적 데이터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GS1의
EPCIS2.0/CBV2.0의 개정에 따른 수산양식 이력추적 표준의 보완 및 개정이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과제 제안) 양식 관련 국내외 협회,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기존 유사 분류인 농축산 분야와 협력을 통한 신규과제 제안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Korea(유통물류진흥원)와
GS1의 표준협력국제공동연구소인 Auto-ID Labs(KAI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중심으로
국내 특화 케이스를 일반화하여 GS1과 GDST 표준화 작업에 참여
<표준화 계획>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중심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표준 아이템 발굴 및 개발에 집중
- 특히, 어촌 현장의 요구사항을 집중하여 발굴하고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을 중심으로
비정형 데이터 중심의 빅데이터 수집, 활용 중심의 표준제정 필요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현재 구축된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기술, 스마트양식 국가
테스트베드, 과기정통부와 해수부의 핵심 R&D와 연계한 표준화 제정이 시급함. 특히 메타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표준화와 상호호환성 보장을 위한 표준화에 중점
하여 진행 필요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국내 기술 개발 단계는
시작품 개발 단계로 해외 선도 대비 3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지만, 표준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기획 단계에 있음. R&D를 통해 표준 아이템의 도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서비스 중심의 핵심 IPR의 선확보를 통해 표준 특허 확보
- 수산, 양식 분야의 인공지능 데이터, 스마트 양식장, 디지털트윈 아쿠아팜, 가공 및 유통
분야 R&D 등의 개발 단계에서 산·학·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관련 특허가 도출되고 있음.
특히 현장에 맞춘 효율적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및 AI 관련 특허를 중점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서비스 기술을 중점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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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농축수산 이력 데이터, 추적, 위조방지(블록체인)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국내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GS1 MSWG,
JTC1 SC31,
GDST

유통물류진흥원,
국내 KAIST, 세종대,
참여
KT, 이지팜,
업체/ 지농, 이앤디,
기관
WeMB,
데이터릭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Intel/Walmart, (독일) TE-Food/SAP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미국) IBM/Intel/Foodlogiq/Oracle, (독일) TE-Food/SAP
기업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글로벌 호환성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유통 및 물류 데이터 표준적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농축수산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와 맞물려 다양한 확산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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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GS1 Traceability WG을 중심으로 Traceability 2.0 표준안 제정에 농축수산물 이력 Add-on
표준을 개발하고, 후속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GS1 Blockchain WG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식별체계, 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후속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GS1 표준이 확정된 후, 의결을 거쳐 JTC1 SC31이 표준으로 준용
- GDST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의 국내 산업 적용을 통해 표준화 항목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사실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JTC1 SC31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표준 반영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국제표준기구와 GDST의
WG 멤버 활동을 통해 농축수산 비즈니스 이력추적 및 블록체인 표준화 수행이 필요하며,
GS1 Korea(유통물류진흥원)와 GS1의 표준협력국제공동연구소인 Auto-ID Labs(KAIST),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표준화 계획>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참여 기관, 학교,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징을 반영한 유통물류 블록체인 표준 실제 적용 및 국내 응용 가이드라인 표준안 개발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해서 EPCIS, CBV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국내 블록체인 호환 표준 기술 개발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 민간기업 등 농축수산물
생산, 유통, 물류, 소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추적 표준사업
발굴하며, 국제 프로젝트 참여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GS1, JTC1
SC31의 국제표준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특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유관 IPR의 전략적인 확보 진행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글로벌 이력추적 플랫폼은 단대단 이력추적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국제표준 적용이 불가피
하나, 블록체인 구현기술은 성능, 기능, 신뢰성 등에서 경쟁력을 가져야하므로, 응용 기술을
IPR로 연계한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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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농축수산 유통물류 데이터 공유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국내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GS1 MSWG,
JTC1 SC31,
GDST

유통물류진흥원,
국내 KAIST, 세종대,
참여
KT, 이지팜,
업체/ 지농, 이앤디,
기관
WeMB,
데이터릭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Oracle, (독일) SAP, (중국) GS1홍콩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BM/Foodlogiq/Oracle, (독일) SAP/Metr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농축수산 유통물류 이력추적을 위한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핵심표준인 EPCIS 2.0/CBV 2.0 표준안이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REST-API Binding, JSON-LD 데이터 모델 지원, 센서 데이터, Party
Certification 정보 처리 등이 신규 포함. 향후 개정 GS1 표준을 JTC1 SC31이 준용할 예정이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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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GS1 MSWG을 중심으로 개발 중인 EPCIS 2.0과 CBV 2.0 개정표준안에 대한 REST-API
Binding, JSON-LD 데이터 모델 지원, 센서 데이터, Party Certification 정보 처리 등 추가 표준안
개발 참여 및 후속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GS1 표준이 확정된 후, 의결을 거쳐 JTC1 SC31이 표준으로 준용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사실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JTC1 SC31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표준 반영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오픈소스 연계)) : GS1 Korea(유통물류진흥원)와
GS1의 표준협력국제공동연구소인 Auto-ID Labs(KAIST),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을 중심으로
EPCIS 2.0과 CBV 2.0 표준화에 참여하며(에디터 및 표준기술개발) 오픈소스 구현 후, 표준
릴리즈 전 사전 Conformance 테스트 참여를 통해 국제 표준화 기여
<표준화 계획>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참여 기관, 학교,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징을 반영한 유통물류데이터 표준 실제 적용 및 가이드라인 개발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해서 EPCIS, CBV의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국내 표준 개발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 민간기업 등 농축수산물
생산, 유통, 물류, 소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글로벌 유통물류 표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사업 발굴하며, 국제 프로젝트 참여로 글로벌 유통물류 생태계에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GS1,
JTC1 SC31의 국제표준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특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기존 표준화된
기술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와 BM에 대한 특허 출원 전략 수립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GS1 표준(JTC1 SC31 준용 예정) 기술들은 개방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적용하므로, 표준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창출보다는 기술의 확산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예상되는 세계 각국의 안전한 수입농산물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국내 농업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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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농축수산 스마트 서비스 표준

TTA
스마트농축수산
국내
PG,
농식품ICT융합
표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GS1 MSWG,
JTC1 SC31

유통물류진흥원,
국내
KAIST, KT,
참여
이지팜, 지농,
업체/
이앤디, WeMB,
기관
데이터릭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스위스) EVRYTHNG, (독일) Metro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스위스) EVRYTHNG/Nestle, (독일) Metro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지속/확산공략(Ver.2022)
농축수산물 상품에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줄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표준 기술로써,
세계적으로 유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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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GS1 MSWG을 중심으로 농축수산식품 상품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두 표준안의 상호
보완 연결 표준안 개발에 참여하며, 후속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ONS, Digital Link)
- GS1 Digital Link 서비스 연계 표준 어휘에 농축수산식품의 안전등 추가 서비스 모델에
대한 표준안 개발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사실표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JTC1 SC31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표준 반영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 GS1 Korea(유통물류진흥원)와
GS1의 표준협력국제공동연구소인 Auto-ID Labs(KAIST),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국내 활용
기업을 중심으로 ONS 및 Digital Link 국제표준 서비스 확장 모델 개발 추진
<표준화 계획>
- 농식품ICT융합표준포럼 참여 기관, 학교,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징을 반영한 유통물류 서비스 공유 표준 실제 적용 및 국내 응용 가이드라인
표준안 개발
- TTA 스마트농축수산 PG(PG426)를 통해서 Digital Link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팜 및 농식품
산업에 특화된 국내 서비스 공유 호환 표준 기술 개발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민간기업 등 농축산물 생산, 유통, 물류,
소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서비스 공유 기반의 사업 발굴하며, 국제 프로젝트 참여로
글로벌 서비스 연계 및 공유 생태계에 참여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GS1, JTC1 SC31의 국제표준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특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다만
서비스 공유 표준 기술을 활용한 BM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수립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글로벌 서비스 공유 플랫폼은 농축수산물의 글로벌 판매 유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제표준
적용이 불가피하나, 융합 응용 기술을 IPR로 연계한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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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 농축수산식품 분야의 오픈소스는 하드웨어 및 펌웨어 키트, 데이터 및 서비스 이력추적
및 공유 플랫폼,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플랫폼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음. 오픈소스의
국내외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표준화,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
- 국내에서 개발한 GS1(JTC1 SC31) 국제표준의 대표적인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Oliot은 핵심 표준인 LLRP, ALE, EPCIS, CBV, ONS, Pedigree, GTS 등을 구현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대응전략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농축수산식품 유통 및 물류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사업화에서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Oliot 오픈소스의 국제
경쟁력 유지
- 국산 오픈소스 기반의 로컬푸드 플랫폼, 유럽의 농축산물 이력추적, 국제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개발 등이 다수 진행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켜 국내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Linux 재단의 Hyperledger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GS1(JTC1 SC31) 국제표준을
지원하는 글로벌 유통 및 물류 이력추적 구현함으로써 표준기반 블록체인 오픈소스
공헌 필요

- 표준기반의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농축수
산업 관련 서비스구축에 표준기반의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지역화된 국제표준 기술 및 오픈소스 컴포넌트 확보(표준화 → 오픈소스)
표준화
연계전략

- 국내에서 개발한 GS1(JTC1 SC31) 유통 및 물류 지원 Oliot 오픈소스는 GS1 EPCIS 2.0
및 CBV 2.0, 그리고 GDST 개정 표준 등의 새로운 버전 릴리즈 시, 표준의 검증 및 상호
호환성 테스트에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해당 표준에 국내 참여자가 공동 에디터
및 표준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지역화된 표준 후보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오픈소스와 국제표준과의 지속적 연계 노력 수행(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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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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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gation - Part 4: Functionality, 2021
118. ISO/CD 21622-2.2, Irrigation techniques -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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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5G

Fifth Generati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AMS

Agricultural Management Solutions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R

Augmented Reality

BAP

Best Aquaculture Practices

CBV

Common Business Language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DAG

Dialogue Advisory Group

DIN

Deutsches Institut for Normung

DL

GS1 Digital Link

EAN

European Article Number

ECR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FDI

Extended Far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ata Interface

EPC

Electronic Product Code

EPCGlobal

Electronic Product Code Global

EPCIS

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ervices

FaaS

Farm as a Servic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MI

Food Industry Association

GAA

Global Aquaculture Alliance

GDST

Global Dialogue on Food Traceability

GLN

Global Location Number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S1

Global Standards One

GTS

Global Traceability Standards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FDA

International Foodservice Distributors Association

IFT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IoT

Internet of Thing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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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S

Kubas Smart Agri System

M2M

Machine To Machine

MSWG

Mission-Specific Working Group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LIOT

Open Language for Internet of Things

oneM2M

Standards for M2M

ONS

Object Name Service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MA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PTO

Power Take off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RTK

Real Time Kinematic

SaaS

Software as a Service

SAG

Strategic Advisory Group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G

Study Group

SMG

Standards Maintenance Group

SW

Software

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TS

Technical Specification

UPC

Universal Product Code

VR

Virtual Reality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G

Working Group

WWF

World Wildlif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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