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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부족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가운데, 환경과 공존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밀농업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됨
□ 80년대 항공사진・토양도・변량살포 장비, 90년대 GPS 상용화 등으로 정밀농업이 농업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제약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밀농업을 구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하지만 최근 ICBM(IoT・Cloud・Big Data・Mobile) + AI 기술의 발전, 각종 센서 단가
하락 및 네트워크 이용요금 대중화 등 기술의 경제성 현실화, 어그테크(Agtech) 투자
확대 등으로 정밀농업은 기술적 한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비상을 준비 중
□ 정밀농업 세계시장은 연평균 12~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정밀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바이엘은 디지털 농업의 선두주자였던 몬산토를 2016년 12월에 인수하면서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파트너 통합, 에코 생태계 형성이라는 강력한 허브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정밀농업의 구글’을 지향
□ 초지능・초연결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농업의 정밀농업화는 필연적인 결과
이며,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가 이뤄지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정밀농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ICT산업에서도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되므로 농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재창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
□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정밀농업 글로벌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니치마켓을 적극
공략해야 되며, ICT기업의 농업시장 진출에 대한 열린 시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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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부족시대의 대안, 정밀농업

☐ 폭발적인 인구 증가, 정체된 농업 생산량

○ UN에서 발행한 ‘2017년 세계 인구 예측’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인구는 75억 명이며,
2050년에는 97.7억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세계 인구는 1804년 10억 명을 돌파한 이래 지난 200년 동안 60억 명 증가

→ 20억 명)에서 33년(20억 명
→ 30억 명), 14년(30억 명 → 40억 명), 13년(40억 명 → 50억 명), 12년(50억 명 →

- 10억 명씩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도 123년(10억 명
60억 명)으로 빨라지고 있음

○ 반면,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절대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확량 증가율도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이 현실화
-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2.8에이커(‘60년)

→ 1.2에이커(’06년) → 0.8에이커(‘30년) 감소

할 것으로 예측 (출처: Daily Reckoning, ‘Invest In Agriculture- Five Reasons To Start Today)
- 현재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은 만성적인 영양결핍을 겪고 있으며, 2050년 세계
인구를 고려할 경우 식량생산은 70% 증산이 필요 (출처: UN식량농업기구)
<그림 1> 세계 인구 성장 추이 (단위: 억명)

* (자료) 유엔인구기금, 헤럴드경제 재편집

<그림 2> 곡물수확량 및 경작지 변화 추이

* (출처) http://digitalcommons.unl.edu/nasapub

☐ 식량부족시대의 새로운 대안, 정밀농업

○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난과 경작지 감소로 정체된 농업 생산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농업 방식이 절실
- 또한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환경과 공존하는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시각에서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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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농업이 완벽하게 구현될 경우 1에이커 당 약 265명의 식량 생산 가능 (출처: Time
line of agriculture and food technology)

* 1에이커 당 1900~1930년대는 약 26명, 1990년대는 약 155명의 식량 생산

○ 정밀농업은 1980년대 등장한 개념 으로 최적 지역, 최적 시기, 최적 처방(‘Doing the right
*

treatment, at the right times, in the right place’)**을 고려한 농업생산시스템 연구에서 출발
*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Precision Farming) 용어는 1996년 제3차 세계 정밀농업 학술대회를
전후하여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6월 美미네소타대학에서 열린 국제농업회의에서 통일
** 보다 큰 면적에(large-scale) 균일(uniform)한 농작업에 기반한 기계화 농업과 달리 작은 면적(small-scale,
more precise)의 위치 특성에 맞는(site-specific) 변량(variable) 농자재 처방을 의미

- 동일한 경작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토성(

土性), 토질(土質), 물 빠짐, 일사량, 잔존

비료량 등이 상이하다는 것에 착안
- 80년대 항공사진・토양도・변량살포 장비, 90년대 위성항법장치(GPS) 상용화 등
기술적 발전으로 토양 특성에 따라 비료, 농약, 물 등을 조절하여 작물을 균일하게
생산하는 정밀농업이 농업 현장에서 구현되기 시작
- 하지만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엄밀한 의미에서 정밀농업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미국 등에서도 정밀농업의 일부 기술만 현장에서 적용되는 수준이었음
<그림 3> 정밀농업 주요 기술 구성도

* (참고) 유럽농기계위원회(CEMA), Rland Berger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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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 AI 발전과 정밀농업

☐ 정밀농업, ICBM + 인공지능(AI)으로 날개 달다

○ 최근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딥러닝, 머신러닝, 드론, 로보틱스 등이 급격
하게 발전하면서 정밀농업은 기술적 한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
- 정밀농업은 관찰(조사)

→ 처방(분석) → 농작업 → 결과분석(피드백) 단계를 거치며

센서, GIS,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의 ICT 기술이 필수
<그림 4> 정밀농업 단계별 적용 ICT 기술

* GIS(D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 VRT(Variable Rate Technology): 변량살포기술
* (참고) 2016 LG Global Challenger 최종보고서 ‘정밀농업, 함께 싹틔우다’ 재구성

- Gartner Hype-Cycle*에 따르면 ICBM 및 AI 등 정밀농업과 관련된 기술은 대부분
2단계(Peak of Inflated Expectation) ~ 3단계(Trough of disillusion)에 위치
* Gartner에서 기술의 발전과 성숙도를 시각적 도구로 표현하기 위해 개발, 총 5단계로 구분

<그림 5> 정밀농업 관련 기술 성숙도 (2015~2017 Gartner Hype-Cycle 활용)

∼

* (자료) Gartner Hype-Cycle 2015

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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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업용 IoT 장비에 대한 수요는 2016년 3,600만 달러에서 2020년 7,500만 달러
규모로 늘어나고, 농장에서 1일 생산되는 데이터 포인트는 2014년 19만 개에서 2050년
50만개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출처: Business Insider)
<그림 6> 농업용 IoT 디바이스 출하량 전망

* (출처) BI Intelligence Estimates, 2015

<그림 7> 농장에서 생산되는 1일 데이터량 전망

* (출처) On Farm, Intelligence Estimates, 2015

○ IoT 기반 데이터 수집 →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구축 →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
예측과 맞춤 처방 → 지능화된 농기계・농업로봇 등에 의한 최적화 작업 → 모바일
기기를 통한 농업인에게 정보 제공이 과거에 비해 정밀하게 수행 가능하며 진정한
의미의 정밀농업 구현 가시화
<그림 8> 정밀농업과 ICBM + AI 상관관계

* (참고) 컴퓨터월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미래방향’ 재구성

☐ 정밀농업의 또 다른 동력, ICT 단가 하락과 어그테크(Agtech) 투자 확대

○ 각종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이용, 전기료 등의 비용이 저렴해지거나 인상폭이 완만해
지면서 기술의 경제성이 현실화 되어 정밀농업 기술이 촉발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센서) 가격 하락, 단일 칩 내에 다양한 센서 및 기능을 포함하는 기술 발전
- (네트워크) 무선 네크워크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이용요금 대중화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농

업

- (데이터) 데이터 저장이 더욱 작은 부피의 하드웨어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
- (전기료) 경기 침체에 의한 전기 수요 감소로 전기료 완만한 인상폭 유지 (미국 기준)
<그림 9> 센서 가격, 네트워크 요금, 데이터 요금, 전기료 추이
자이로스코프 센서 가격
(달러/‘15년 가격으로 정규화)

네트워크 이용 요금

데이터 저장 이용 요금

전기료 연간 인상폭

(달러/GB)

(%, 미국)

(달러/mbps)

* (출처)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사회경제 혁신방안 연구, NIPA, 2017

○ 또한 최근 3년간 어그테크

*

벤처기업에 대한 글로벌 펀드 투자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약 102억 달러가 이뤄지면서 정밀농업에 대한 기대와 투자 환경이 조성
* Agtech: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개념

-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44억 달러로 지난해 총 투자액(32.3억 달러)을 이미 초과
- 선진국의 경우 농업 비즈니스의 가치 사슬 단계마다 ICBM,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어 어그테크는 유망 투자처로 부상
<표 1> 어그테크 벤처기업 연도별 투자액
투자액 (억 달러)

2014년
23.6

2015년
46.0

2016년
32.3

2017년 상반기
44.0

거래건수 (건)

264

526

580

369

∼

* (자료) AgTech Investing Repor 2014

2017

- 특히, 정밀농업과 관련된 농장관리 SW, 의사결정 지원 SW, 센싱 및 IoT, 로보틱스,
스마트 장비, 드론 등에 대한 글로벌 펀드 투자 활발
<그림 10> 정밀농업 관련 기술 벤처기업 투자 추이

∼

* (자료) AgTech Investing Report 2014

201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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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농업 시장동향 및 주요 국가 동향

☐ 정밀농업 세계시장, 연평균 12~15% 지속 성장 전망

○ 독일 컨설팅기업 Roland Berger에 따르면 정밀농업 세계시장은 27.3억 달러 (2014년)이며,
*

연평균 12% 성장하여 2020년에는 53.3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Roland Berger 「Business opportunities in Precision Farming: Will big data feed the world in the
future」 보고서에서는 시장규모를 유로화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유로화를 달러화로 전환하여 작성

- 전체 시장에서 북미 지역 52.1%, 유럽 지역 17.4%로 정밀농업 시장을 선도 (2014년 기준)
- 북미와 유럽 지역은 농업인들의 전문성이 높고 ICT 기술에 대한 적응과 교육 의지가
높아 정밀농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정착하고 시장을 형성
* 유럽 지역이 북미 지역에 비해 시장규모가 1/3 수준인 것은 대규모 경작지가 적은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

- 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정밀농업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연평균 20%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각종 인프라・ICT 기술・교육의 결핍, 낮은 노동임금이 정밀
농업 구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
<그림 11> 정밀농업 세계시장 성장 전망 (2014~2020년)

* (출처) Business opportunities in Precision Farming: Will big data feed the world in the future, Roland Berger(2015, 7)

○ Markets and Markets, Grand View Research 등 다른 조사기관들도 일부 차이가 있지만
연평균 12~15%으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약 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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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기관별 정밀농업 세계시장 전망
조사기관
Markets and Markets
Grand View Research
Research and Markets
Orian Research
BCC Research
Allied market research

시장 전망
2015년 30억 달러, 2022년 78.7억 달러 / 연평균 13.47% 성장 (2016~2022년)
2016년 30.3억 달러, 2025년 102.3억 달러 / 연평균 14.2% 성장 (2014~2025년)
2016년 31.8억 달러, 2022년 70억 달러 / 연평균 12.14% 성장 (2017~2022년)
2016년 33.6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 연평균 15.25% 성장 (2016~2023년)
2016년 33억 달러, 2021년 59억 달러 / 연평균 12.4% 성장 (2016~2021년)
2022년 78억 달러 / 연평균 14.9% 성장 (2016~2022년)

*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언론기사 검색

☐ 정밀농업의 쌍두마차, 미국과 유럽

○ (미국) 정밀농업 선두주자로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네소타, 인디애나 등 4개주를 중심
으로 옥수수, 콩, 밀 등의 작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있으며, 정밀농업 적용 농가
비중은 약 40%로 추정
- 실리콘밸리 등을 비롯해 앞선 ICT 기술과 어그펀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정밀농업과
관련된 어그테크가 개발・적용하기 쉬운 환경
- 또한 대규모 경작지와 높은 노동임금도 ICT 기술 기반의 정밀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됨
-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농업용 트랙터 약 80%가 데이터 송수신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은 1~2가지 종류의 정밀농업 서비스 이용 중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美정부가 2016년 정밀농업법(Precision Farming Act of 2016)을

통해 농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 美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미국 농민의 33%가 인터넷 접속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

-

美농무부(USDA)는 농촌 지역의 광대역 및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25개 프로젝트에
1억 9,00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

- 유럽에 비해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같은 정부의 농업보호정책
수준이 낮기 때문에 1990년대 초부터 정밀농업과 유사한 농법을 사용

○ (유럽) 농업 비즈니스 가치 사슬마다 ICT 기술을 접목하려는 공공・민간 투자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농장 정보의 자동 취득과 데이터베이스화 중요성에 집중
- EU 공동농업정책*에 따르면 5대 혁신분야 중 디지털화 및 빅데이터, 사회혁신(농업
노동력의 ICT 및 로봇 대체 등)을 선정하고 농업 생산효율 증대, 환경 보전을 추진
* Common Agriculture Policy(CAP): 196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단일시장, 역내 농산물 우선, 공동 재정
부담 등을 원칙으로 하며 EU 전체 예산의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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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 이니셔티브로 EIP-AGRI(농업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럽 혁신 파트너십),
Horizon 2020 등 정밀농업을 위한 다양한 펀드, 연구, 협력사업 진행
- (덴마크) 정밀농업 적용 농가에 ISO9002, ISO14001 인증을 제공
- (네덜란드) 정밀농업용 각종 토양센서 및 농기계 센서 연구 집중
☐ 쌀농사 중심의 정밀농업, 동아시아 3국 현황

○ (일본) 1990년대 중반부터 벼농사 중심의 정밀농업 센서 및 작업기를 대학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농경지 규모화, 단지조성 등 기반조성을 통해 정밀농업의
단계적 실현 추진
- 최근 총리 주관의 ‘농업정보 창출, 유통촉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농림수산성은
로봇 및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농업을 지원할 5대 분야로 정밀농업을 선정
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을 추진

社

- 구보타 는 각종 센서와 제어장치를 탑재한 정밀농업형 농기계를 상용화하였으며, 정밀
농업 시스템 KASA(Kubota Smart Agriculture System)가 탑재된 농기계를 약 900여대 보급

○ (중국) 1999년부터 정밀농업 계획을 수립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수확량 모니터를 도입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VRT를 비롯해 독자 시스템 개발 추진
- 국영농장을 중심으로 각종 시스템 기술이 농업현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정밀농업
선진국의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농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높음

○ (한국) 1999년 정밀농업 국제심포지엄 및 미국과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으로 시작
되었으며 이후 무인작업기술, 자율주행기술, 센서기술 등이 개발됨
- 정부 주도의 기술 중심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센서기술, GIS, 변량시비기술, 정보
처리기술 등 정밀농업 제반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해 약 70% 수준
<표 3> 정밀농업 제반기술 수준 비교
구 분 (단위 %)
미 국

센서기술
100

지리정보기술
100

변량시비기술
100

정보처리기술
100

영 국

83

87

81

88

한 국

72

73

45

81

* (출처) LG그룹, ‘정밀농업, 함께 싹틔우다, 2016 LG Global Challenger 최종보고서’ (2016)

- 평택시 쌀농사규모의 약 30%를 10년(2005~2014년)에 걸쳐 정밀농업 시범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당시까지 개발된 기술이 모두 투입
* 구획별로 최대 76%의 쌀 생산성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17% 비용절감, 30% 화학비료 절감 효과를 얻음.
2009년에는 정밀농업 품질과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인증을 동시에 획득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농

•
•

4

업

정밀농업의 구글을 꿈꾸는 바이엘(Bayer)

☐ 종자기업에서 디지털 농업기업으로 변신한 몬산토(Monsanto)

○ 유전자변형작물(GMO)로 유명한 몬산토는 2010년 이후 Precision Planting, The Climate
Corporation 등을 비롯해 정밀농업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종자・제초제
기업에서 ‘데이터 + 분석’에 기반한 디지털 농업기업으로 본격적으로 변신
- 몬산토는 2010년부터 FieldScripts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1,500억 건의 토지
분석, 10조 건의 기상시뮬레이션, 수십만 건의 수확량 데이터를 분석
- Monsanto Growth Ventures가 공개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정밀농업기술 40%, 생물학
30%, 생명과학 20%, 신규 작물 및 비즈니스 모델 10% 차지
- 농업용 로봇, 농장 경영 소프트웨어, 물관리 모바일 플랫폼 기업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농업 체계 구축
- (Precision Planting) 2012년 5월, 2억 1,000만 달러에 인수를 하였으며 토양 조건에 대한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식재를 조정하고 수확 데이터를 기록하는 회사
- (The Climate Corporation) 2013년 10월, 9억 3,000만 달러에 인수를 하였으며 기상 데이터,
작물 데이터 모델링, 고해상도 기상 시뮬레이션 등을 기반으로 농장관리 서비스 제공
- (VitalFields) 에스토니아 탈린에 위치한 기업으로 농장 관리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 (HydroBio) 농장의 물관리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제공 서비스 기업
- (SupraSensor) 센서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인수한 영양 검출 센서 제조업체
<그림 12> 정밀농업 관련 몬산토의 주요 인수 및 거래 기업 현황 (2012년 1분기~2016년 4분기)

* (자료) Agribusiness & Chemical Corporations: Deals and Aquisition, CB Insight, 인터넷 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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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몬산토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인 Climate FieldView Platform을

구축하고 API를 외부 개발자에게 공개하여 강력한 파트너 통합 및 생태계를 확장
하는 전략을 추진
- Climate FieldView*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농업 솔루션으로 이미 미국 내 1억
7백만 에이커의 농경지와 10만 명 이상의 농부들이 사용 중
* 미국 250만개 지역의 주요 기후 정보 데이터, 과거 60년간 수확량 데이터 등을 기초로 농지에 적합한 품종과
파종량 추천, 재배기간 동안 작물의 성장단계 모니터링을 하고 토지 내 질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농작물이 최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 몬산토는 Climate FieldView를 중심으로 현장 센서 네트워크 구축(Felid Connectivity)을
위해 토양지도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인 Veris Technologie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토양 영양 검출 센서 제조업체 SupraSensor 인수
* Veris Technologies가 수집한 토양지도 데이터는 Climate FieldView Platform에 통합

- 장비 네트워크(Equipment Connectivity)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농기계 제조 유통
업체인 AGCO*, John Deere** 제휴를 체결
* 2017년 10월, AGCO 고객들에게 Climate FieldView Platform에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2018년
후반기부터는 Climate FieldView Platform이 탑재된 농기계를 생산
** 2015년 11월, John Deere가 Climate Corporation의 Precision Planting LLC 장비 사업을 인수하고
특정 John Deere 농기계에 Climate FieldView Platform을 서비스하도록 계약 체결

- 궁극적으로 몬산토는 구글과 애플이 Android와 iOS라는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한 것
처럼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정밀농업과 관계된 모든 파트너 통합, 앱 에코 시스템,
단일 창 뷰라는 강력한 허브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
<그림 13> Climate Corp의 통합 전략

* (출처) Agf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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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산토 인수를 통해 정밀농업의 구글로 떠오른 바이엘

○ 2016년 12월, 바이엘은 몬산토를 약 660억 달러로 인수 하면서 명실공히 세계 최대
*

농화학 기업은 물론 디지털 농업의 선두주자로 도약
* 몬산토는 바이엘에 인수되기 前 2015년 8월, 세계 최대 농약업체인 Syngenta를 46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어서 2015년 10월 Dow Chemical 농업부문 인수에 나섰지만 실패

<표 4> 바이엘 및 몬산토 기업 개요
구 분

바이엘

몬산토

창립년도

1863년

1901년

본사위치

독일 레버쿠젠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매출액(2016년 기준)

467억 유로 (약 62조원)

135억 달러 (약 15조원)

직원

11만 5,200명

2만명

주력분야

의약품, 농약, 종자

유전자변형식품, 농약, 종자, 디지털 농업

* (출처) 매일경제 등 인터넷 언론기사

- 바이엘은 종자부터 작물보호제까지 농업 가치사슬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
- Werder Bauman 바이엘 CEO는 몬산토 인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몬산토가
디지털 농업(Digital Farming)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이었다고 언급
* 바이엘과 몬산토는 “We Want to make and shape the future of farming”을 기치로 이번 인수를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힘

- 센서, 인공위성, GPS,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통합・
활용하는 정밀농업의 가능성이 매우 밝고 기후변화와 물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판단
- 몬산토 인수 이전 농업과학 매출은 100억 유로로 바이엘 그룹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인수 후 매출은 230억 유로로 49%로 약 절반 가량 차지
- 또한 바이엘은 2020년까지 디지털 농업 분야에 2억 유로(약 2,500억원) 투자 계획 발표

○ 구글이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긁어 모으듯, 바이엘은 몬산토 인수를 통해
세상의 모든 농업 및 농식품 정보를 긁어 모아 수익을 창출하는 ‘정밀농업의 구글’로
성장 중
- 바이엘은 몬산토가 추진해오던 Climate FieldView 플랫폼화 전략을 강화하여 개별
농업 서비스에 과금을 부과하는 수익 모델을 적용하여 2025년에는 3~4억 에이커의
농지에서 유료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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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제언

☐ 정밀농업은 제2의 녹색혁명

○ 1980년대, 식량위기의 대안으로 정밀농업 개념이 대두되었지만 초지능, 초연결 이
*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농업의 정밀농업화는 필연적인 결과
* (초지능) 과거로부터의 학습을 통한 지속적/기하급수적 기계의 지능화 및 정보 처리 능력의 고도화
(초연결) 기계-기계, 기계-인간 등 모든 객체의 연결을 통한 능동/수동적인 정보의 교류

- ICBM + AI의 발달로 농업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는 물론 아디다스 Smart
Factory처럼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가 이뤄지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1960~70년대 종자개량과 관개시설 개선, 농약 사용으로 식량의 대량생산 시대, ‘녹색
혁명’*이 열린 것처럼 농업의 맞춤형 생산 시대를 개척하는 정밀농업은 ‘제2의 녹색혁명’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식량이 부족하자 질소를 포함한
화학비료, 품종개발, 관개시설, 살충제, 제초제, 농기계 등의 상업화로 식량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를 미국
환경학자 Lester Brown이 ‘녹색혁명’이라고 명명

☐ 농업과 ICT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정밀농업

○ ICT, BT 기술의 발달로 농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
- 세계 식량시장은 5조 8,000억 달러로 자동차 시장(1.6조 달러), 철강시장(1.4조 달러)
보다 3배 이상 크며, 2020년에는 6조 4,000억 달러로 성장할 만큼 향후 전망도 밝음
(시장규모 14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대증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어그테크 투자도 2014년 23억 달러에서 2015년 62억 달러로 약 3배 증가 추세
- 반면, 국내 농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수출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기업・인력・자본의 투자 또한 농업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
* 2015년 농축산물 수출액은 57억 달러이며, 세계시장의 0.5% 차지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경제선진국들의

대다수는 농업선진국이며,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이 없는 것처럼

농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재창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
- 농축산물 수출 10대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프랑스, 중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順으로 대부분이 선진국

*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15년): 미국(1,332), 네덜란드(844), 독일(773), 프랑스(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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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Simon Kuznets는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 문턱에
이를 수 있으나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고 주장

○ 농업뿐만 아니라 ICT산업도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지만 최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농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 필요
* ICT산업의 GDP 성장 기여율(%, 한국은행): 46.8(‘09년) → 34.9(’11년) → 19.4(‘13년) → 7.5%(15년)

- 올해 11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서 농수산업을
12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정밀농업,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 육성 방안 제시
- 정밀농업의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무선통신, 텔레매틱스 등 ICT 기반 인프라가

全국토에

보급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은 높음
☐ 정밀농업 니치마켓 공략 그리고 긴호흡의 정부지원

○ 정밀농업 후발주자로 글로벌 정밀농업 생태계에 빠르게 뛰어들기 위해서는 특정작물에
특화된 기술개발과 시장전략 필요
- 바이엘, 듀퐁, 존디어 등 글로벌 기업들이 거대 자본과 첨단기술로 초기 시장을 장악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매실처럼 특정
작물에 특화된 정밀농업 기술 개발

○ 또한 정밀농업은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ICT기업의 농업시장 진출에 대한 열린
시각 필요
- 동부팜한농의 유리온실을 이용한 수출용 토마토 생산 철수,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건립 철회 등은 기업의 농업시장에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대표적 사례
- 기존 농업 생태계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AI 등을 보유한 ICT기업도
생태계에 편입할 수 있는 인식 전환 필요
* 정밀의료의 경우 AI기업인 뷰노, 루닛, 솔트룩스 등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의 관련 분야 진출 활발

○ 정부 차원에서는 정밀농업 육성을 위한 정밀농업 인프라 확산, 스타트업 지원, ICT
기업과 농업인들의 상생모델 등 정밀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생태계 조성 필요
- 농장용 데이터 센서 전국 보급, 빅데이터 센서 구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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