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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무
대에 복귀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G2 국가로 부상해 미국과 세계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정보화를 핵심 키워드로 나름의 대응 전략을 수
립하고 다양한 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
게 움직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경쟁 관계
도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동향 그리
고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농정에 참
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중국 농업의 성장 단계 상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성
장 경로를 추적하고 당면 문제를 진단했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안정적으로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했고
자본 투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노동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상당 기간 증
가 또는 유지 패턴을 보이다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한 국가
의 경제 및 농업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농업생산요소 투입구조 변
화와 비교해보면 자본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토지와 노동의 투입은
비전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전형적 현상은 중국특색의 제도적 요인과
정책의 영향이 크다. 다만 노동 투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
게 나타나 2014년에 비로소 고용구조의 마지막 변환점을 통과해 농업부문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이 되었다.

다음으로 산출 측면에서 보면 농업부가가치가 1980년 이후 37년 간 연평
균 4.6%의 증가율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부가가
치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 농업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
존도가 큰 고비용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농업의 성장을 요소 간 대체 및 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노동 투입의 감소로 2000년대 들어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노동
생산성이 농업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Yamada(1987)
가 제시한 S자형의 아시아 농업성장경로로 보면 이미 우상향하는 3단계에 진
입했고 그 경로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이 고속 성장한 결과 노동 투입이 성
장을 좌우하는 단계로 진입한 이상 향후 줄어드는 노동을 대체할 기계공학적
(Mechanical) 기술진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 및
중간투입재 비용 증가로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생산효율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가 노동투입 대체, 생
산효율 증대, 농산물 품질향상,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문제 해결, 농산물 수급
조절이라는 점에서 중국 농업이 당면한 상황은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한 중국이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
고, 농업분야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스스로 과거 고속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저속의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
에 초점을 맞춘 성장프레임의 구축을 모색해왔다.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경제
개혁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때마침 찾아오는 4차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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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되살려 세
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몽(中国梦； China Dream)’을 실현하는 기회
로 삼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농업 요소생산성과 요소 간 대체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중국 농업은
현재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
서 맞이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키워드는 정보화와 농업현대
화이다. 사실 이 두 전략 개념은 이미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대회 보고에
서 제시된 것이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차 그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
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전략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
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
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을 미래 중국 경
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육성 ICT 글로벌 강국을 지
향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에 중국판 ‘인더스트리4.0’인 ‘중국제조2025’를 발표
한 것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농
업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모바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
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两会) 업무보고에
서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무원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1개 중점 추
진 분야 가운데 하나인 농업분야에서는 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생산 단계
에서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하여 농업
생산·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자원 관리 및 농업행정의 온라인화·디지

털화와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자원·
행정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마을 정보화 및 대농민 생
산·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농업부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둘째, 농업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스마트농업
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국무원이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각각 발표
한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년)’과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
년)’에서 스마트농업이 농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 공
간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스마트팜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국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시범 후 확산이라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다. 시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상 리스
크도 크다는 점에서 농가보다는 농업분야 투자진출에 제약이 없는 농식품기
업이나 일반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센서와 영상으로 생육환경을 모
니터링하고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수준의 스
마트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이다. 중국이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
기 위해 공급측면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수요측면에서 내수 확대에 주력하
고 있다. 중국이 내수 확대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주목한 것
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인터넷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
한데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내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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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지
위를 차지한다. 내수 확대의 잠재력이 중소 도시의 주민들과 농촌지역의 농민
들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자재, 농촌관
광 상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신모델를 개
발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매개로 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단순히
상품 온라인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 거래 알선, 온라인 지불,
물류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규모화
된 농업경영체인 전문협동조합, 농산업 용두기업(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중고급 호텔
등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
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한편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넷
째, 신선 농산물 표준화, 콜드체인 물류 배송, 품질 안전 이력추적, 동식물검
역 등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 빈곤구제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창업촉진 정책인 ‘대중창업(大众创业), 만중창신(万众创新)’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다. 한편 농업농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촌분야의 스마트농촌 건설 정책이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농업 생산·경영·유통·소비 등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농촌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중국식 스마트농촌의 청사진은 2019년 6월 중국공
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数
字乡村发展战略纲要)’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식 스마트농촌은 촌(村), 향

(乡)·진(镇) 등 농촌지역을 단위로 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정치, 경제
(농업), 사회, 문화, 교통, 통신, 환경, 행정,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에 가깝다.
제4장에서는 위탁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의 농업관련 현장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위탁연구를 통해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보
급·운영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부주도형이 13%, 민관협력형(정부
주도, 민간참여)이 56%, 기업(민간)주도형이 26%, 농업협동조직 또는 개별농
가 주도형이 5% 수준으로 민간(기업)이 실제 농업·농촌 현장에서 스마트농
업·농촌을 실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의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에서 적용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데이터수집, 분석·
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 관련 기술의 전국
보급률과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 정도를 파악했다. 스마트 기술의 보급률은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항목별로는
3가지 스마트팜 모두 4개 기술 항목 중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
데이터수집 기술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및 노지에 스마트 설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IoT 기반의 원격 수
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1세대 스마트팜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
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
고 이제 막 보급되는 단계여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
지하는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농촌타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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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村淘宝)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농촌타오바오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 농촌지역에서 타
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한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혁신이 이루어
지고 있다. 둘째, 농산물 유통의 혁신 및 농촌지역의 공산품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취업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넷째,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신유통’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 허마센셩(盒馬鮮生)과 징둥(京东) 7FRESH
의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중국이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확대, 모바일 금융
결제시스템의 발전 등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과 소비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맞
춰 농식품의 소매유통단계에서 4차산업혁명 핵실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농업관련 현장
의 대응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우리의 대응 정책은 초기에 농업 생산단계의 스마트팜 중심이었으
나 점차 생산-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농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 정책은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성이 두드러지는
중국에 비해 산업적인 측면(농업 생산·유통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
히 우리 농촌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촌지역 경제가 침제 일로에
있는데다 도시에 비해 교통·문화·의료·교육·복지·정주 여건이 낙후되어 경제
적·사회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산업과 생
활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향후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농업
더 나아가 스마트농촌으로 확장되는 정책 조정 및 개발 과정에서는 각 분야
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각 분야 정
책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정보화 및 ICT 융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간 혁신역량의 활
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 공공 농업 R&D 투자와 정책을 통해 스마
트농업을 견인하는 정부 그리고 민간 농업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이 체화
된 시설과 농기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와 비교하여 민
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시장진입 제약 완화 등 민간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우호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향후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
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모델을 개
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농업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식품
산업‧시장과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
자재, 생산‧유통시스템(기술), 브랜드 등으로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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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분
야에서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팜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이 대부분이다. 향후 정밀재배 및 자
동제어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고도화되고 전국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중국
시장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거대 규모의 중
국시장을 상품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던 전략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형 농업기
술 및 농기자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우리나
라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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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요 의
제로 관심을 끈 4차산업혁명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포
럼의 창립자이면서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이 세계 경제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3D 프
린팅 등 핵심기술과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으로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데서 비롯되었다.1) 그동안에 이
루어진 다양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4차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이 기존의 산업·서비스에 접목되거나 여러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연결되어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2) 많은 전문가들이 앞선 세 차례의 산업혁명에 비해
4차산업혁명은 주요 특징인 초연결성·초지능성·예측가능성으로 인해 보
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
차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불과 20여년 만에 G2 국가로 부상하여 미국과 세계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참고하여 2015년에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일

1) 이근 외(2018), p. 19.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며, 우리가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
르는 상황을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관해서는 염명배(2018)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2)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48884&cid=42346&categoryId=42
346(검색일: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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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4차산업혁명 관련 대응 전략과 정책을 발표했다.3) ‘중국제조 2025’
는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자 중국 경제의 굴기를 위한 포석
이다. 향후 30년에 걸쳐 1단계(2015~2025년)로 독일·일본 수준의 제조
업 강국에 진입하고, 2단계(2026~2035년)로 글로벌 제조업 강국 중간
수준에 도달한 후 3단계(2036~2045년)에 제조업 제1강국으로 부상하겠
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4) 이는 과거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되살려 2050년까지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노
라며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중국몽(中国梦; China Dream)’의 실현 시
간표와도 일맥상통한다.5)
중국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정보화이다. 정보화
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네크워크강국전략, 인터넷플러스(+)
전략, 빅데이터전략을 내세우고 있다.6) 정보화는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
전전략인 ‘4화동보(四化同步; 신흥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전략의 한 축이다. 농업정보화는 국가정보화전략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데 이는 ‘4화동보’전략의 하나인 농업현대화 실현을 위한 전
제조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경제사회발전 제13
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16~2020년에 농업분야에서 추진할 정보화 계

3) 중국은 리커창 총리의 독일 방문 기간인 2014년 10월 10일 독일과의 양자간 협력프로젝트인 ‘독중 협력행동
강요; 공동혁신(中德合作行动纲要: 共塑创新)’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인더스트리4.0’ 관련 협력사항이 포함
되었다. ‘중국제조 2025’이 2005년 5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양자 간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이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을 벤치마킹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양자 간 협력프로젝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각
주 52)를 참조할 수 있다(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中德合作行动纲要: 共塑创新, 검색일:
2019. 9. 27).
4) 国务院(2015)
5)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中国梦/60483(검색일: 2019. 9. 27).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7). 뺷중국의 농업분야 빅데이터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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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인 ‘13.5 전국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규획’을 제정했다. 또한 인터넷플
러스(+)전략과 빅데이터전략의 농업분야 추진 계획도 마련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에 수교한 이후 양국 간 농림산물 교역이 크게
증가 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는 향후 양국
간 농림산물 교역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급격하게 팽창
중인 중국 농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는
점에서 희망도 크다. 그러나 중국 농업에 비해 비교열위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 농업이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중국 농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양국 농업의 경쟁관
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농정 및 농식품 산업·시장의 변화 동향
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
요한 일이다. 우리 농업도 6차산업화로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
고, 세계 경제의 화두인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경쟁관계인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
업혁명 관련 정책과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성공적인 경제성장 경
험을 토대로 빠른 추격자를 넘어 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우세한 상황에서 중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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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인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중
국이 농업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동향과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성장 과정과 특징 및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당면 문제 해결 방안과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
응 전략·정책과의 연계성을 밝힌다.
둘째, 중국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농업
분야의 대응 전략과 정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셋째, 농식품 생산 및 유통분야와 농촌분야로 구분하여 중국의 농업분
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그리고 대응 실
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가.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이후
국내에서도 4차산업혁명에 관한 소개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한 연
구기관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상을 언급하고 분야별로 대
응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그리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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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농업분야
의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의 농업상을 제시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연구,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의
구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스마트팜)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김연중 등(2016)은 IC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의 보급 실태를 시설원
예, 축산, 과수 및 노지작물로 구분해 소개했다. 그리고 보급된 스마트팜
의 운영 성과와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한데 기초해 스마트팜의 보급
을 확대할 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의 분야별 스마트팜 기술수준
을 선진국과 비교·분석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김연중 등(2017)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이 우
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는 시각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부문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적용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했
으며 스마트농업의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 규제, 자금지원,
인력육성 등 방면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주량(2017)은 농업부문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할 경우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소개하고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먼저 정
부에게는 스마트팜, 기계화 및 자동화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의 육성, 보조금 및 재정투자 사업을 통해 첨단 농업기술이 농업생산 단
계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농업인에게는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는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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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성제훈 등(2017)은 4차산업혁명을 통해 농업은 문화농업, 복지농업,
소재농업, 치유농업 등으로 생산을 뛰어넘어 그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4차산업혁명이 농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
는 한편 데이터 관리, 농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유진(2017)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이 농업분야
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의 ICT 기반 농업기술이 뒤
쳐져있다고 진단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장기에 걸쳐 적극
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중 등(2018)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농업의 미래 이슈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 R&D, 법, 제도, 교육, 플랫폼, 생
태계 등의 분야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나. 중국의 일반 산업부문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우리와 경제적으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중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전략과 정
책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산업·시장의 발전 현황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혜경 등(2016)은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
국의 산업정책과 경쟁력을 비교하고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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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중국이 제조업과 ICT를 결합한 기술집약형 스
마트 제조 강국 실현에 초점을 둔 반면 한국은 스마트 제조 실현과 미래
성장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경쟁력 측면에
서는 사물인터넷분야가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추격당할
가능성이 높고, 로봇분야는 이미 경쟁 상태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정책 측면에서는 한국형 4차산업혁명 주도 전략
수립 및 법,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며, 경쟁력 측면에서는 기업 스스로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시사점
을 도출했다. 그리고 정부에게 ‘4차산업혁명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통
해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개발된 기술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
도록 R&D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또한 기업에게는 중국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인수합병 및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협
력형 기업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윤정 등(2016)은 정보통신기술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이 ICT 신산업을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중심에 놓고 전
면적으로 대응하는데 비해 우리는 대응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ICT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요인(정책, 제도, 비즈니스환경, 투자·기
술 이니셔티브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4차산업혁명 대응 능력을 제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시장이 제공하
는 다양한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품질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수요를
감안해 우리나라 업체 정보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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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등(2017)은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중국이 4차산업혁명을 신성
장동력이자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제조 2025’을 통해 하드웨
어 인프라를 혁신하고, 인터넷플러스(ICT 기술과 산업의 융합)를 통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혁신하는 한편 창업지원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산업 창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중국의 4차산
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 및 산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협업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동혁 등(2018)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신산업분야
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5개 산업분야(시스템반도체, 로봇, 인
공지능, 빅데이터, 5G 이동통신)의 정책과 시장 동향 및 경쟁력을 한국
과 비교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차정미(2018)는 중국의 4차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추진체계를 국제정치
학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이
중국 4차산업혁명 담론의 출발점이며 대표적으로 ‘중국제조 2025’과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 실천적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4
차산업혁명 추진 체계와 관련해 ‘시장 주도, 정부 인도’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인도라는 틀 속에서 시장의 주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라는 중국특
색의 체제에서 비롯되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당과 정부가 기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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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솔하는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기업을 중심으로 신
산업 육성 전략을 전개하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 중국의 농업부문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중국의 4차산업혁명에 관한 국내 연구 중 농업분야에 초점을 두고 심층
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연중 등(2017)은 4차산업혁명 관련 핵
심 기술이 접목된 농업을 스마트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의 하나로 중국의 스마
트농업 정책 동향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김부용(2018)은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생산, 유통 및 소비 등 농업의 전 가
치사슬에서 생산성·품질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을 스
마트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중국이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동
향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스마트농업이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고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성장잠재력은 크다고 진단했다.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중국 내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郑怀国
등(2017)은 국내외 농산물 전자상거래 정책 및 발전 현황, 식품안전관리
기술 체계를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모델에서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문제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전자상거래 농산물 표준화
규범 부재, 지역별로 상이한 품질안전 규범, 농산물 품질 안전 체계 미확
립, 부처간 협업 미흡 등으로 진단했다.
何迪(2017)는 중국의 ‘인터넷+’ 정책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농

업 생산, 농산물 유통 및 농촌 지역 전자상거래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먼저 농업생산 분야에서는 뿌리 깊은 전통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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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영방식과 전문 인력의 부재 및 스마트농업 보급률 저조를 지적했
다. 그리고 농산물유통 분야에서는 농촌지역의 인터넷 기반 시설 미비와
물류시스템 체계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분
야에서는 미흡한 정책 추진력, 비합리적인 농산업 구조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농업분야 인터넷 기술 응용 사례를
분석해 중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서 분야별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郑怀国 등(2018)은 EU, 미국, 일본의 농업용 로봇 개발 현황과 발전

추세를 정리하고 중국의 농업용 로봇 개발 전략 및 성과를 소개했다. 또
한 EU의 농업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이 농업용 장
비의 제조 수준과 연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농업용 로봇산업에서 기업
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钱素娟 등(2018)은 중국 전통농업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주장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농업 현황을 파
악하여 스마트농업의 모델을 제시한데 이어 선진국의 스마트농업 보급
체계를 연구 주체, 투자 주체, 연구 체계, 보급 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
석했다. 이 연구는 세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중국 스마트농업은 보급률
이 낮고 인재가 부족하며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戴珍蕤(2018)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개념 및 관련 기술을 정리하고 사

물인터넷, 식품안전관리, 전자상거래 분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고비용, 전문 인력 부족, 스마트기기의 낮은 내구성, 통일되지 않은 표준
체계 등을 중국 스마트농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스마트농업 정책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스마트농업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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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
에서 국내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
도록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현장의 대응 실
태를 파악해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4. 연구 범위와 방법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그리고 현장의 대응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위탁연구, 전문가
자문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표 1-1]은 주요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대응 전략·정책과 농업분야의 대응 전략·정
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은 주로 문헌 및 인터넷 자
료 조사, 관련기관 방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리·분석했다.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추진
정책의 내용과 함께 실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핵심기술의 응
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
하고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중국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에서 북경시농림과학원 북경농업기술정보중심과 공동연구(위탁연구)를
추진했다.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책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국 현지조사에서 중국
의 공동연구기관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공동연구 추진 과정에서
위탁연구 내용에 관한 연구협의회 개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을 통
해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위탁연구보고서의 품질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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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목차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연구 방법

4차산업혁명시대 중국 농업

∙ 농업 투입·산출 구조 변화
∙ 농업 성장 경로
∙ 중국 농업의 당면 과제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통계분석
요소생산성‧요소대체관계 분석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 및 대응 전략
∙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주요
추진 정책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관련기관 방문 조사
전문가 자문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보급·운영 실태
∙ 농업 생산·유통분야 대응 실태
- 스마트팜, 전자상거래, 신유통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관련기관 방문 조사, 위탁연구
중국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정책적 시사점

∙ 우리의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에대한 시사점

문헌 및 인터넷자료 조사
관련기관 방문 조사, 전문가 자문

자료: 저자 작성

5.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
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정
책적 시사점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 경로를 추적하여 성장 과정의 특징을 밝히고 중국 농
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했다.
제3장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에서는 먼저
고속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저속성장기,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한 중국이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각종 정책성 문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하기 위한 전략의 특징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과 주요 추진 정책을 파악했다.
제4장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에서는 먼저 중국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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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운용 실태를 유형별로 파악했다. 다
음으로 중국의 농업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4차산
업혁명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팜,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소매
단계의 농식품유통 혁신 사례를 조사했다.
제5장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농정에 참고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림 1-1

연구 체계도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제
2
장

제
3
장

●

중국의 경제성장과 농업구조 변화

●

중국 농업의 성장경로(Growth pass)

●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농업의 당면과제

중국의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정책
기본인식

4차산업혁명
대응 정략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중국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정책

4차산업혁명과
농업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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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34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한중 비교 및 우리나라 관련 농정에 대한 정책 제언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1. 분석 시각
2. 농업 성장과 구조 변화
3.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의 과제

1. 분석 시각
4차산업혁명이 세계 경제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이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
명이라는 기회가 각국에 동등하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4차산
업혁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산업이 발전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기회 요인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노동비용 압력이 커 생력화
기술 진보가 절박한 국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의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는
기회요인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
명을 얼마만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국가차원에서는 경제의 성장
단계, 산업부문차원에서는 해당 산업의 성장 단계에 달려있다.
농산업부문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ICT를 농식품 생산 및 유통·소비과
정에 접목하여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농산업의 성장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직면하는 농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4차산업혁
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농업구조가 고비용
생산구조로 전환된 이후 직면하는 노동비용 상승 문제, 농업후계인력 육
성 문제, 생산효율성 정체 문제, 농산물 품질 향상 문제, 농식품 수급 불
안정 문제, 농식품 유통관련 제반 문제 등을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을 활용해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가늠
해보기 위해서는 농업의 성장과정을 분석해 구조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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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부문은 생산과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 되기 마련이
다.7) 한 국가의 경제에서 농산업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는 것
은 결국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용
구조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과정은 농산업부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고, 성장이 고도화될수록 노동투입을 대체하
는 기술의 진보가 농업 성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게 된다. 또
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산업부문은
생산효율성의 향상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해 여기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의 성장
과정을 고찰하여 농업 성장 단계가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
는 단계인지를 가늠해 본다. 먼저 투입과 산출 두 측면에서 농업구조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검토한다. 특히 투입 측면에서 경제발전
법칙이 예외 없이 관철되었는지? 중국적 특수성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찰한다. 이어서 요소 간 대체 관계 변화를 분석하
고, 이를 통해 Yamada(1987)가 제시한 S자형의 아시아농업 성장 모델
에 근거하여 중국 농업의 성장 단계를 확인하기로 한다.

2. 농업 성장과 구조 변화
가. 투입 및 산출 변화의 특징
1) 투입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생산요소 투입에서 나타난 변화의 핵심은
7) 전형진 외(2011a), p. 21; 전형진 외(2011b),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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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자본 투입 증가, 노동 투입 감소’이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 및
농업 발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농업 자본재 투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
면 경지 면적과 농업취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과 차이가 있다.
농업 자본재 투입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경지면적이 안정적으
로 유지되고 있고 농업취업자 수 감소도 상대적으로 더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제도적 특성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가) 토지
먼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재인 농지8)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시계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6년과 최근 년도인 2017년을 비교
하면 1억 3,004만 ha에서 1억 4,909만 ha로 1,095만 ha나 증가했다
(표 2-1, 그림 2-1 참조). 같은 기간 195만 ha에서 162만 ha로 장기에
걸쳐 감소한 우리나라와는 다른 변화 패턴이다.9) 다만, 1억 5,020만 ha
로 최고치를 기록한 2009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농지면적도 매년 감소하
고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로 고착화될지 주목된다(그림 2-1 참조).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기본 생산요소인 농
지의 면적이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
리된 농지제도와 정부의 강력한 농지보전정책의 영향이 크다.

8) 중국은 농업용토지를 경지(耕地), 원지(园地; 과수원, 다원 등), 임지(林地), 목초지(牧草地) 및 기타로 구분한
다(中國國家統計局 2019b, p. 4). 이 중 경지(耕地)와 원지(园地)를 합한 것이 우리나라 ｢농지법｣에서 정의
한 농지에 해당한다.
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DB(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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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지면적 변화 추이(2000~2017년)

표 2-1

단위: 만 ha
연도

국토
면적

농업용
토지

농지

2000

96,341

65,336

2002

96,341

65,661

2004

96,341

2006

96,341

임지

목초지

기타

1,058

22,879

26,377

2,199

1,079

23,072

26,352

2,565

12,244

1,129

23,505

26,271

2,553

12,178

1,182

23,612

26,193

2,554

경지

원지

13,882

12,824

13,672

12,593

65,702

13,373

65,719

13,359

2008

96,341

65,688

13,351

12,172

1,179

23,609

26,184

2,544

2009

96,341

64,778

15,020

13,539

1,481

25,395

21,972

2,391

2010

96,341

64,728

14,997

13,527

1,470

25,377

21,967

2,387

2012

96,341

64,647

14,969

13,516

1,453

25,340

21,957

2,381

2014

96,341

64,574

14,944

13,506

1,438

25,307

21,947

2,377

2016

96,341

64,513

14,919

13,492

1,427

25,291

21,936

2,367

2017

96,341

64,486

14,909

13,488

1,421

25,280

21,932

2,36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7a), p. 6과 中國國家統計局(2019b), p.51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1
160

한국과 중국의 농업부문 토지 투입 변화 추이

지수

160

140

140

120

120

100

100

80

80

60

60

40

농지면적(’75=100)
농지이용면적(’75=100)

20
’75 ’80 ’85 ’90 ’95 ’00 ’05 ’10 ’15’17

40

지수

농지면적(’96=100)
농지이용면적(’80=100)
농지이용면적(’96=100)

20
’80 ’85 ’90 ’95 ’00 ’05 ’10 ’15 ’17

주: 중국의 농지면적은 경지(耕地)면적과 원지(园地)면적의 합이며, 농지이용면적은 농작물총파종면적(农作物总播种面积)에 과수
원면적과 다원면적을 합한 것임.
자료: 한국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DB(검색일: 2019. 9. 27), 중국은 中國國家統計局 DB(검색일: 2019. 9.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39

글상자 2-1

중국의 농지보전 목표

▪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全国土地利用总体规划纲要(1997~2010年))
∘ (경지면적) 2000년 19.40억 무(亩, 12,933만 ha) → 2010년 19.20억 무(亩, 12,801만 ha)
∘ (절대농지10)면적) 2010년 16.28억 무(亩, 10,856만 ha),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83.5% 이상
∘ (신규 농지 조성 면적) 2010년 6,612만 무(亩, 440.8만 ha)
▪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全国土地利用总体规划纲要(2006~2020年))
∘ (경지면적) 2010년 18.18억 무(亩, 12,120만 ha) → 2020년 18.05억 무(亩, 12,033만 ha)
∘ (절대농지면적) 2010년 15.60억 무(亩, 10,400만 ha) → 2020년 15.60억 무(亩, 10,400만 ha)
∘ (신규 농지 조성 면적) 2010년 1,710만 무(亩, 114만 ha) → 2020년 5,500만 무(亩, 367만 ha)
▪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강요(国家粮食安全中长期规划纲要(2008~2020年))
∘ (경지면적) 2010년 18억 무(亩, 12,060만 ha) → 2020년 18억 무(亩, 12,060만 ha)
- 이 중 식량재배 면적: 2010년 11억 무(亩, 7,370만 ha) → 2020년 11억 무(亩, 7,370만 ha)
∘ (식량재배 면적) 2010년 15.8억 무(亩, 10,586만 ha) → 2020년 15.8억 무(亩, 10,586만 ha)
∘ (곡물재배 면적) 2010년 12.7억 무(亩, 8,509만 ha) → 2020년 12.6억 무(亩, 8,442만 ha)
∘ (식량자급률) 2010년 95% 이상 → 2020년 95% 이상
∘ (곡물자급률) 2010년 100% 이상 → 2020년 100% 이상
▪ 전국 5,000만 톤 식량증산능력계획(全国新增千亿斤粮食生产能力规划(2009~2020年))
∘ (경지면적) 2020년 18억 무(亩, 12,060만 ha) 이상
∘ (절대농지면적) 2020년 15.6억 무(亩, 10,400만 ha) 이상
∘ (식량재배 면적) 2020년 15.8억 무(亩, 10,586만 ha) 이상
▪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 조정방안(全国土地利用总体规划纲要(2006~2020年)调整方案)
∘ (경지면적) 2010년 18.18억 무(亩, 12,120만 ha) → 2020년 18.65억 무(亩, 12,433만 ha)
∘ (절대농지면적) 2020년 15.46억 무(亩, 10,307만 ha)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7a), p. 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커다란 인구 압력에 시달려온 중국은
식량안보를 특별히 중시해 식량의 자급자족에 줄곧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왔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농지면
적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농지의 보전을 위해
10) 중국어 표현은 ‘基本农田’이며 토지이용총계획에 의해 확정된 점용할 수 없는 농지를 의미한다(国务院
1998, ｢基本农田保护条例)｣ 2조). 2008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전회에서 ‘永久基本农田’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이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基本农田’과 동일한 의미이다. 다만 어떠한 상황
에서도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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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총량보전제도, 절대농지제도, 농지수급균형제도 등을 실시하는 한편
농외자본의 농지 이용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11)
표 2-2

중국의 지역별 농지보전 목표(2020년)

지역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복건성
강서성
산동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동성
광서자치구
해남성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영하자치구
신강자치구
합계

경지면적
만 ha
만 무(亩)
11.07
166
33.40
501
605.33
9,080
383.80
5,757
766.60
11,499
460.13
6,902
606.67
9,100
1,387.13
20,807
18.80
282
456.87
6,853
187.87
2,818
582.40
8,736
126.33
1,895
292.73
4,391
752.53
11,288
802.33
12,035
482.87
7,243
397.07
5,956
247.93
3,719
436.40
6,546
71.47
1,072
190.60
2,859
629.87
9,448
419.07
6,286
584.53
8,768
39.47
592
360.93
5,414
498.47
7,477
55.40
831
116.53
1,748
428.73
6,431
12,433.33
186,500

절대농지면적
만 ha
만 무(亩)
10.00
150
28.47
427
515.00
7,725
325.93
4,889
620.00
9,300
368.13
5,522
492.00
7,380
1,109.73
16,646
16.60
249
389.60
5,844
159.87
2,398
491.87
7,378
107.27
1,609
246.20
3,693
638.93
9,584
680.40
10,206
390.80
5,862
329.67
4,945
210.93
3,164
365.40
5,481
60.60
909
161.60
2,424
519.53
7,793
350.47
5,257
489.40
7,341
31.60
474
306.00
4,590
399.00
5,985
44.40
666
93.27
1,399
354.00
5,310
10,306.67
154,600

건설용토지 면적
만 ha
만 무(亩)
37.20
558
44.07
661
224.80
3,372
109.80
1,647
170.06
2,551
170.07
2,551
113.20
1,698
169.20
2,538
32.00
480
236.13
3,542
134.53
2,018
205.60
3,084
88.00
1,320
133.60
2,004
291.40
4,371
268.47
4,027
177.73
2,666
171.00
2,565
208.53
3,128
129.13
1,937
36.67
550
72.00
1,080
190.47
2,857
74.40
1,116
115.40
1,731
16.47
247
100.27
1,504
94.87
1,423
37.00
555
34.13
512
185.73
2,786
4,036.60
60,549

자료: 国土资源部(2016), 부표, 재인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7a), p. 4.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5, 2016b,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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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2008년 발표한 ‘국가식량안
보중장기계획강요(2008~2020년)’에서 처음으로 2020년까지 경지면적
을 18억 무(亩, 약 1억 2,060만 ha) 이상 유지한다는 구체적인 보전 목
표치를 제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12) 이 목표치는 2016년 발표
한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2006~2020년)조정방안’에서 18.65억 무
(亩, 약 1억 2,433만 ha)로 상향 조정되었다. 최근 통계 수치를 보면 중
국의 2020년 농지보전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최
근의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결국 보전 목표치 이하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농지 투입 변화의 비전형성
(非典型性)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보전 목표치 설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로 목표 달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여부이다. 중국이 농지보
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농지제도 때문이다. 중국의 농지제도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
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편적으로 농지의 소유권
은 농민들의 자치조직인 촌민위원회, 사용권은 촌민위원회가 도급준 농
지를 수급한 농민들이 가진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농지를 임대,
재도급, 양도 등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유권자의 허
락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13) 정부 정책의 집행 기능을 지닌 촌
민위원회가 농지 소유권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가 설정한 농지보전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2) 중국의 구분법에 따른 농업용토지 중 원지(园地), 임지(林地), 목초지(牧草地)를 제외한 경지(耕地)만 포함
한 것이다.
13)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제17조.

42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나) 노동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농업부문(1차 산업) 취업자 수는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 2억 9,122만 명에서 2017년 2억 944만 명으
로 감소했다.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농업부문의 고용 비중이 같은 기간
68.7%에서 27.0%로 감소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정에서 농업부문의 생산 및 고용 비중이 가장 낮아지는 일반적인 법칙이
중국에서도 예외 없이 관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기를 구
분해서 보면 토지 투입과 마찬가지로 농업노동 투입에서도 일반적인 패
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중국 특색의 비전형성(非典型性)이 관찰된다.

표 2-3

중국의 농업부문 취업자 수 변화 추이(1980~2017년)
단위: 만 명, %

연도

총인구

산업별 취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

합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80

98,705

42,903

42,361 (100.0)

29,122 (68.7)

7,707 (18.2)

5,532 (13.1)

1985

105,851

50,112

49,873 (100.0)

31,130 (62.4)

10,384 (20.8)

8,359 (16.8)

1990

114,333

65,323

64,749 (100.0)

38,914 (60.1)

13,856 (21.4)

11,979 (18.5)

1995

121,121

68,855

68,065 (100.0)

35,530 (52.2)

15,655 (23.0)

16,880 (24.8)

2000

126,743

73,992

72,085 (100.0)

36,043 (50.0)

16,219 (22.5)

19,823 (27.5)

2002

128,453

74,492

73,280 (100.0)

36,640 (50.0)

15,682 (21.4)

20,958 (28.6)

2004

129,988

75,290

74,264 (100.0)

34,830 (46.9)

16,709 (22.5)

22,725 (30.6)

2006

131,448

76,315

74,978 (100.0)

31,941 (42.6)

18,895 (25.2)

24,143 (32.2)

2008

132,802

77,046

75,564 (100.0)

29,923 (39.6)

20,553 (27.2)

25,087 (33.2)

2010

134,091

78,388

76,105 (100.0)

27,931 (36.7)

21,842 (28.7)

26,332 (34.6)

2012

135,404

78,894

76,704 (100.0)

25,773 (33.6)

23,241 (30.3)

27,690 (36.1)

2014

136,782

75,690

77,253 (100.0)

22,790 (29.5)

23,099 (29.9)

31,364 (40.6)

2016

138,271

80,694

77,603 (100.0)

21,496 (27.7)

22,350 (28.8)

33,757 (43.5)

2017

139,008

80,686

77,640 (100.0)

20,944 (27.0)

21,824 (28.1)

34,872 (44.9)

주: 괄호는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DB(검색일: 2019. 9.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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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60

한국과 중국의 농업노동 투입 및 고용구조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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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DB(검색일: 2019. 9. 27), 중국은 中國國家統計局 DB(검색일: 2019. 9.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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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업부문(1차 산업)14) 취업자 수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보면
1991년에 최고치인 3억 9,098만 명을 기록한 후 2002년까지 ‘선 감소,
후 증가’ M자형 패턴을 나타냈다(그림 2-2 참조). 그리고 2002년을 기
점으로 본격적인 장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2002년 전후 15년 동안
의 연평균 감소 속도를 비교해보면 이전이 0.98%, 이후가 3.66%로 뚜렷
한 차이가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이
4.06%로 이전 5년간의 3.46%에 비해 높아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
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농업부문 고용 비중도 1980년 이후 22년 동안
68.7%에서 50%로 18.7%p 감소한데 비해 2002년 이후 15년 동안
50.0%에서 27.0%로 23.0%p 감소했다(표 2-3 참조).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농업부문 취업
자 수가 빠르게 감소한 결과 2014년에 비로소 고용구조의 마지막 변환
점을 통과해 농업부문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이 되었다. 1985년
에 생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 된 이후 무려 29년 만에 고용구조의
변환점을 통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1973년과 1985년에 생
산구조와 고용구조의 마지막 변환점을 통과했던 것에 비해 중국은 생산
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환 사이의 시간 격차가 크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용구조의 변환과 생산구조 변환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지만 중국의 경우 그 격차가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고용구조 변화에서 이런 비전형성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비농업호적(도시)과 농업호적(농촌)으로 구분했던 호적(戶口)제도의 영향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58년 ‘호구등록조례(户口登记条例)'를

14) 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을 포함한다.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45

통해 호적관리제도를 확립하고 농민들의 도시 유입과 도시 간 인구유동
을 제한했다. 도시와 농촌으로 양분된 호적관리제도는 이중경제구조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15) 최근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한 도시
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비농업과 농업의 구분을 없애는 호적관리제도 개
혁을 실시해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 이전 및 도시민화를 촉진하고 있는
데 이러한 조치가 농업부문 취업자 수 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다) 자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부문 자본재 투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증
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 및 농업 성장과정에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한다. 앞서 살펴본 토지와 노동의
투입과 달리 자본 투입의 변화 패턴은 일반성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대표적인 유동자본재인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비닐, 농업용기름
의 사용량 추이를 보면 개혁개방 이후 장기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
타냈으나 최근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그림 2-3 참조). 화학비료 시비
량(성분량)은 2015년에 최고치인 6,023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하기 시작해 2017년 5,859만 톤으로 줄었다. 농약 사용량은 2014년
180.7만 톤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에 165.5만 톤으로
줄었다. 농업용비닐과 농업용기름의 사용량도 모두 2015년에 각각
260.4만 톤과 2,197.7만 톤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15) 전형진 외(2011b), p. 13.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4, 201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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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각각 252.8만 톤과 2,095.1만 톤으로 줄었다.
농업부문의 주요 유동자본재인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비닐 등의 사용
량이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은 정책적 요인이 크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성장 과정은 투입 증가
를 통한 산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출 성장 기여도가 큰 대표적인
중간투입재인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비닐 등의 사용량 증가는 농산물 생
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지만 필연적으로 농업생태환경의 파괴를 초래했
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이 주요 농정 이슈로
부상했고 친환경농업 육성 등 농업생태환경 보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농업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치들이 도
입되었다. 농업농촌부가 2015년에 주요 농업환경 오염원인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투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
량 증가율 제로(0)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 대표적이다.17) 결
과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은 각각 2016년과 2015년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들
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과 비교하여 약
20~25년의 시간 격차가 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고정자본재인 농기계의 총동력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에 최고치인 11억 1,728만 kw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에 9억 8,783만 kw로 줄었다. 농기계 총동력이 감소 추
세로 전환된 것은 식량작물 관련 농기계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소형
농기계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주요 원인이다.

17) 农业部(2017a,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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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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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DB(검색일: 2019. 9. 27), 중국은 中國國家統計局 DB(검색일: 2019. 9.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대표적인 농기계인 트랙터를 예로 들면 소형의 경우 총보유 대 수가
2011년에 최고치인 1,811만 대까지 증가한 후 2017년 1,634만 대로 감
소했다. 반면 중대형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2017년에 670만 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트랙터를 기반으로
한 농기계세트의 변화 추이를 보아도 소형의 경우 2012년에 3,081만 대
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7년 2,931만 대로 감소했다. 반면 중대형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 1,070만 대 까지 증가했다.
한편 재배업과 함께 농업부문을 구성하는 양대 축인 축산업부문의 자
본 투입과 관련하여 가축 사육 마리 수와 배합사료의 투입 변화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증가세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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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국의 축산 사육 마릿 수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마리, %
연도

2000

2005

2010

2017

육우

-

-

67.4

젖소

4.7

-

산양·면양

279.5

돼지
가금류

연평균 변화율(%)
‘05/’00

‘10/’00

‘17/’00

66.2

n.a.

n.a.

n.a.

14.2

10.8

n.a.

11.7

5.0

297.9

287.3

302.3

1.3

0.3

0.5

416.3

433.2

467.7

441.6

0.8

1.2

0.4

4,640

5,334

5,350

6,050

2.8

1.4

1.6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DB(검색일: 2019. 9. 27)와 中國國家統計局(2019a), ｢中国农村统计年鉴2018｣(온라인자료, 검색일:
2019. 9.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먼저 사육 마리 수를 보면 소득 향상에 따른 육류 및 낙농품의 소비
증가로 인해 모든 축종의 사육 마리 수가 증가했다. 2017년 현재 육우
66.2백만 마리, 젖소 10.8백만 마리, 양 302.3백만 마리, 돼지 441.6백
만 마리, 가금류 6,050백만 마리 수준이다. 특히 2000~2017년 젖소의
사육마릿수가 연평균 5.0%의 속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포유가축류
에 비해 가금류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축 사육의 증가로 중간투
입재인 배합사료도 단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에 1억
8,395만 톤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가축 사육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 축종별 사육규모는 육우 3.0백만 마리, 젖
소 0.4백만 마리, 돼지 11.3백만 마리, 닭 170.6백만 마리 수준이다.

2) 산출
가) 농업생산액
중국의 명목 농업생산액(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모두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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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923억 위안에서 2017년 10조 9,332억 위안으로 약 57배 증
가했다. 이 기간 동안 농업생산액의 실질증가율은 5.7%에 달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 총량 규모가 장기에 걸쳐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2017년 기간 중국과 한국의 명목 농업생산액
(어업 제외) 변화를 보면 중국의 경우 7,252억 위안에서 9조 2,402억 위
안(한화 약 1,548조 원)으로 12.7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8조
5,456억 원에서 50조 6,809억 원으로 2.7배 증가에 그쳤다.18) 2017년
기준 중국의 농업 총량 규모는 한국의 약 30배에 달하며, 양국 간 농업
성장 단계의 차이가 있지만 성장 속도면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압도한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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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 DB(검색일: 2019. 9. 27)와 中國國家統計局(2019a), ｢中国农村统计年鉴2018｣(온라인자료, 검색일:
2019. 9.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8)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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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경제 및 농업 성장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농업생산구조의 변
화 방향은 ‘재배업의 비중 감소, 축산업의 비중 증가’이다. 이는 경제성
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소득비탄력적인 식량의 소비가 줄고 소득탄력적
인 축산물의 소비는 증가하는데다 재배업 작물에 비해 축산물의 농가판
매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생산액의 부문별 비중 변화에서 이러한 전형적인 패턴이
관찰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80~2017년 동안 중국의 농업생산액(어업 제외)에서 재배업의 비중
은 76.9%에서 64.3%로 감소했다. 반면 축산업의 비중은 18.7%에서
30.0%로 증가해 전형적인 변화 패턴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개
혁개방 이후 장기에 걸쳐 진행되던 ‘재배업 감소, 축산업 증가’ 추세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된 가운데 소폭이나마 ‘재배업 증가, 축산업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재배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각각 55.2%와 39.7%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
은 아직도 재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19)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식량 재배면적이 감소
하고 식량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식량증산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 마지노
선을 설정하여 식량자급 기반을 유지하고자 했던 정책적 요인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도 중국 특색의 사회
주의시장경제체제라는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비전형성의 일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DB(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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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과 어업을 제외한 재배업과 축산업만을 포함하는 소농업 개념의
농업생산액을 보면 2017년도 중국의 재배업과 축산업의 생산액은 각각
5조 8,060억 위안(한화 약 972조 6,792억 원)과 2조 9,361억 위안(한화
약 491조 8,848억 원)으로 비중으로 보면 66.4%와 33.6%이다. 우리나
라는 같은 해 생산액이 각각 27조 9,929억 원과 20조 1,775억 원, 비중
은 58.1%와 41.9%이다.20)
2017년도 중국 재배업의 품목(류)별 생산액 비중은 채소류가 32.2%
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곡물류 25.4%, 과실견과류 18.1%, 특용약용작
물류 12.8%, 기타농산물 3.5%, 버섯류 2.6%, 서류 2.5%, 두류 1.5%, 화
훼류 1.4% 순이다. 축산업 생산액에서는 돼지의 비중이 4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육가금류 15.0%, 소 10.7%, 조란 10.0%, 양 7.9%, 우유
4.6%, 기타 축산물 4.6%, 기타 가축 3.1% 순이다.
중국은 재배업과 축산업의 모든 세부 품목별 생산액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품목별 생산액 순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용가능
한 통계자료에서 확인한 상위 10개 품목은 돼지(14.8%), 미곡(7.3%), 옥
수수(5.2%), 밀(3.2%), 소(3.6%), 양(2.6%), 감귤(1.9%), 사과(1.9%), 차
(1.6%), 우유(1.5%) 순이다.21) 우리나라의 2017년도 상위 10대 품목은
돼지(15.2%), 미곡(13.7%), 한육우(9.7%), 닭(4.9%), 우유(4.4%), 계란
(4.4%), 딸기(2.9%), 양파(2.3%), 마늘(2.3%), 사과(2.3%) 순이다.22) 한
국과 중국 모두 농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돼지와 미곡이라는 공
통점이 있는데 각각 주요 단백질 공급원과 주요 식량을 대표한다고 할

20)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9. 27),
21) 中國國家統計局(2019a), ｢中国农村统计年鉴20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9. 27)
22) 박기환 외(2019),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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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양국 모두 농업생산액에서 축산업 품목이 상위에 랭크
되어 있어 축산업의 위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농업부가가치
1980년 이후 37년 동안 중국의 농업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4.6%
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이
2.0%인 것과 비교하여 중국 농업이 상대적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성장 추이를 봐도 우리나라는 연평균 성장
률이 0.9%로 저속 성장중인데 반해 중국은 4.2%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
장률을 보이고 있다. 사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실적은 세계
경제성장의 역사상 초유의 일로 흔히 ‘중국의 기적’이라고 불린다.23) 같
은 맥락에서 중국 농업부문의 성장 실적은 또 다른 기적으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아의 단계를 벗어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24)
개혁개방 이후 농업부문이 고속 성장했다고 하지만 제조업부문(2차
산업)이나 서비스업부문(3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능가하지는 못했다. 이
는 경제성장의 일반법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농업부문은 이미 1985년에 생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이 되어 생산구
조의 마지막 변환점을 통과했다. 앞서 살펴본 고용구조의 변환이 비전형
성을 나타낸 것과는 비교된다. 중국의 농업부문 GDP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10% 이하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7.9%로
더욱 감소해 농업부문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23) 林毅夫, 蔡昉, 李周(1999)
24) 전형진 외(2011a),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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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국보다 앞서 성장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에 이미 10% 이하
로 떨어졌고 2017년 기준 2.2%에 불과하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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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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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업의 생산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가가
치율은 해당 산업의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
요한 지표이다. 중국 농업의 성장과정에서 농업부가가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0년 71.3%에서 2017년 59.1%로 감소했
다. 우리나라도 2017년 기준 55.4% 수준이다. 농산업부문별로 보면 재
배업, 임업, 어업이 각각 64.5%, 65.3%, 60.6% 수준인데 비해 축산업은
49.1%로 상대적으로 낮다. 농업성장 과정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축
산업부문이 부가가치율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기준 재배업은 57.9%, 축산업은 52.1% 수준이다. 농업부가가치
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농가의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중국
모두 농업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고비용구조로 전환되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농업 성장의 특징
1) 요소생산성과 요소 대체
개혁개방 이전 1952~1979년에는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
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32%와 2.02%였다. 토지생산성이 농업성
장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1980~2017년에는
각각 5.52%와 4.23%로 노동생산성이 농업 성장에 보다 크게 기여했다
고 할 수 있다. 2000~2017년 기간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연평
균 성장률은 각각 7.56%와 3.80%, 2010~2017년 기간에는 각각 8.45%
와 3.21%로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생산성이 고속 성장하면서 농업 성장
을 주도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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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까지는 토지생산성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았
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격차가 줄어들어 2004년을 기점으로 노동생산성
이 토지생산성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격차도 확대되었다. 1980~2017
년 기간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65%,
3.47%로 노동생산성이 우위를 보였다. 2000~2017년에도 각각 4.11%
와 2.34%, 2010~2017년에도 각각 3.24%와 1.65%로 여전히 노동생산
성이 농업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이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두 요소생
산성 모두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두 요소생산성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인 토지(A)와 노동(L)의 비율, 즉
A/L은 농업 성장과정에서 농업생산요소의 부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
는 지표이다. 중국의 A/L 비율은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감소
하다 중가하는 V자형의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2000년대 이후 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A/L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농업부문의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A/L 비
율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초래하는데 노동투입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것을 전제하면 향후에는 노동투입이 농업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어 줄어드는 노동을 대체할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
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25)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농업 노동인
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A/L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다음으로 토지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K)과 토지(A)의 비율, 즉
K/A를 보면 단위 면적 당 화학비료 투입량이 1980~2017년 기간 연평

25) 전형진 외(2011a), p. 241

56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균 3.69% 증가했고, 단위 면적당 농약사용량은 1996~2017년 기간 연
평균 1.13% 증가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농업자원 및 생태환경을 중
시하는 농정트렌드와 화학비료·농약 사용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단위면
적당 사용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K)과 노동(L)의 비율, 즉 K/L은 농
업부문 취업자 1인당 농기계총동력이 1980~2017년 동안 연평균 6.22%
증가했다. 2000년 이전에는 단위 면적당 화학비료 투입량 증가 속도가
K/L 비율의 증가 속도를 상회했으나 이후 농업 노동투입 감소로 이 추세
는 역전되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연평균 5.2% 증가했다.

2) 농업성장 경로
일찍이 Hayami & Ruttan(1985)과 Yamada(1987)는 노동생산성
(Y/L)은 토지·노동비율(A/L)과 토지생산성(Y/A)을 곱한 값과 같다는 관
계식으로부터 농업성장경로를 유도하여 제시한 바 있다.26) [그림 2-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Hayami & Ruttan(1985)은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
성의 상호관계에 의해 유럽형, 아시아형, 신대륙형의 농업성장경로를 제
시했고, Yamada(1987)는 토지생산성과 토지(A)와 노동(L)의 비율, 즉
A/L의 상호 관계를 통해 S자형의 아시아형 농업성장경로를 제시했다.27)

26) 여기서 Y는 농업총량(농업생산액, 농업부가가치 등), L은 노동투입량(농업노동력 수, 농업부문 취업자 수
등), A는 토지투입량(경지면적, 재배면적 등)을 나타낸다.
27) Hayami & Ruttan(1985), pp. 117~137, Yamada(1987), pp. 31~90, 재인용: 유영봉(1993), p. 167, 유영
봉(2003), pp. 34~35, 全炯振(2010), pp. 11~13, 전형진 외(2011a),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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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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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 Hayami & Ruttan(1985), p. 124, (b) Yamada(1987), p. 78.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요소생산성과 요소 대체관계에 기초하여 중국
의 농업성장경로가 아시아형의 발전경로를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다
면 S자형 발전 단계 중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검토했다.
[그림 2-7]에서 보듯이 중국 농업부문은 시기적으로 보면 A/L 비율
이 199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V자형의 변화 궤적
을 보이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A/L 비율의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난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을 중국 농업은 Yamada가 제시한 S자
패턴의 아시아형 농업성장경로상 3단계에 진입해 우상향의 경로가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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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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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DB(검색일: 2019. 9. 27), 중국은 中國國家統計局 DB(검색일: 2019. 9. 2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한편 한국 농업은 197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해서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도시 이전이 증가하면서 A/L 비율이 증가했고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29) 이 시기에 한국 농업은 이미
Yamada의 S자 패턴의 아시아형 농업성장경로상 3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Yamada가 제시한 아시아형 농업성장경로에서
3단계에 진입한 시점으로만 보면 중국 농업과 우리 농업의 성장 격차는
약 20년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30)

28) 全炯振(2010), 전형진 외(2011a), 전형진(2012).
29) 전형진 외(2011a), 전형진(2012).
30) 다만 20여년의 성장 격차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4차산
업혁명시대를 맞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양국 간 농업성장 격차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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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의 과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은 비교적 단기간에 기아에서 포식의 단계로
이행한 성공적인 성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31)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중국 농업에 내재하는 모순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압축 성장
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업도 예외 없이 경제성장 단계나 농업성장 단계에
상응하는 문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간 지속되었던 고속성장기를 마감하고 중
저속 성장 시대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때마침 세계 경제는 4차산업혁명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중저속 성장 단계에 진입해 4차산업혁명 시대
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중국 농업은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을까? 사
실 한 국가의 농업부문의 문제들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농업 성장 단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
의 구조 변화와 성장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4차산업혁명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농업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중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과제를 보자. 어떤 국가든 경
제발전 초기에는 농업부문이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부문보다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
문으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업부문은 생산과 고
용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위상이 격하된다. 이때 생산측면에서 보
면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가구에 비해 주로 농업부문
에 종사하는 농가 또는 농촌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도농 간

31) 전형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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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가해서 생산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
역에서는 생산능력이 미약한 농가들의 빈곤 문제도 대두된다. 2017년
중국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은 13,432위안(한화 약 225만 원)으로
도시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36,396위안(한화 약 610만 원)으로 도시가
구 소득의 36.9%에 불과하다.32) 63.7%인 우리와 비교해도 중국의 도농
소득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33) 결과적으로 농촌가구의 소득 증대 문제
가 중요한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고용 측면에서는 농업부문의 노동력이 지속해서 비농업부문으로 유출
됨에 따라 농업노동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생산비가 상승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
로 농업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도농 간 발전격차로
생활인프라가 낙후한데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농업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는 농촌지
역 청장년층의 탈농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업노동력
의 고령화와 부녀화, 농번기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이미 중국 농촌지역
에서 일반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농업은 농업노동 투입의 감소로 인해
1990년대 초중반 이후 S자 모양의 아시아형 농업성장경로상 이미 3단계
에 진입하여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노동투입이 점차 중국 농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함에 따

32) 中國國家統計局 DB, http://data.stats.gov.cn(검색일: 2019. 9. 27)을 참조하여 저자 계산. 위완화 환율은
KEB하나은행(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5/mall1502/index.jsp)에서 제공하는 201
7년 연평균 환율 1위안=167.53원을 적용하였다(검색일: 2019. 9. 30).
33) 박기환 외(2019),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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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의 감소를 대체할 노동절약형 농업기술 또는 기계공학적 농업기
술의 진보가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업기계화
의 촉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영농규모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영농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효율성 증
대도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손 부족이 심해지고 있는 중
국의 농업부문은 성장 단계상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의 적용에 유리
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위와 같이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함께 자본투입의
증가로 인한 문제도 존재한다. 다름 아닌 중간투입재의 사용 증가에 따
른 고비용 생산구조의 고착화이다. 중국 농업은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
이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전환했고 경상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했다. 최근 중국 농업은 노동임금 이외에도 토지
용역비, 경상투입재(유동자본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
다. 결과적으로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낮아짐에 따라 농산물 가공업
의 발전을 비롯해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 모델의 개발
이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
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
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 구조가 더욱 고착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유지해왔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공기술의 발전이 따라주지 않는 다면 농산물 수출도 타격

34)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
는 노동투입 대체, 생산효율 증대, 농산물 품질향상,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문제 해결, 농산물 수급 조절 등
이다(지식산업정보원 R&D정보센터 2018, pp.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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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비용 생산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직
면하게 되는 문제는 생산성 향상이다. 이른바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농업 생산에 접목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점에서 중국 농업은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5)
이상에서는 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야기되는 농업부문의 노동투입
감소와 중간투입재 투입 증가에 따른 농업 생산영역에서의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농정의 4대 축인 경쟁력제고, 소득 증대, 농촌·복지 향상, 수
급안정 가운데 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
국 농업이 당면한 문제는 농업 생산영역 이외에도 농산물 유통 영역과
농업인들의 생산공간이자 생활공간인 농촌 영역에도 적지 않다. 간단하
게 정리해보면 농산물 유통영역에서는 유통구조 개선 및 혁신을 통한 유
통효율성 제고와 부가가치의 제고가 대표적이다. 농촌분야의 문제는 지
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 공공서비스 향상, 생활환경 개선 및 복
지 향상 등이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36)

35) 각주 34) 참조.
36) 보다 구체적인 당면과제들에 대해서는 제3장 [표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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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
2.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3. 농업분야 주요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을 구비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한 단
초는 고속성장기를 마감한 중국 경제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5월 하남성을 시찰하던 중에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
했다고 언급했다.37)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38)이라고 할 수 있는
신창타이는 중국 경제가 과거 고속성장기에서 중고속 성장기로 진입했고
따라서 이에 걸맞은 경제운용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간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
록해 세계 경제성장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성장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
러나 2007년에 14.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
고 2015년에는 6%대로 떨어져 더 이상 과거의 고속성장을 유지하는 것
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프레임의 구축을 주문했다.39)
37) 신창타이(新常态)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개념화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19일 APEC
연설에서 신창타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속도측면에서 경제성장이 고속성장에
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되었다. 다음으로 구조측면에서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동력측면에서 요소·투자 주도에서 혁신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item/新常态/15901376?fr=aladdin, 검색일: 2019. 9. 27).
38) 세계 채권펀드 핌코(PIMCO)의 최고경영자인 무하메드 엘에리언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발간한 저서 '새로
운 부의 탄생'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고속성장을 구가한 신흥국들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세계경제가 저
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정부부채증가 ·규제강화 등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또는 새롭게 형성된 질서라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 지식iN,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9&docId=242558615&qb
=7IS46rOEIOyxhOq2jO2OgOuTnCDtlYzsvZQoUElNQ08p7J2YIOy1nOqzoOqyveyYgeyekOyduCD
rrLTtlZjrqZTrk5wg7JeY7JeQ66as7Ja47J20IOyEuOqzhOq4iOycteychOq4sCDsnbTtm4Qg67Cc6rCE
7ZWcIOyggOyEnCAn7IOI66Gc7Jq0IOu2gOydm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
=0&spq=0,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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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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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DB(검색일: 2019. 9. 27)

신창타이 저성장 시대를 맞아 중국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주
목한 것은 수요측면의 내수 확대와 공급측면의 산업구조 조정이다. 시진
핑 주석은 2015년 11월에 개최된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财经领导小组)
제11차 회의석상에서 “총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
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는 2016년도 경제개혁 방향으로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과잉 공급 및 불필요한 공
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저급제품은 공급 과잉인 반면
중고급제품은 공급 부족 상태이고, 제품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

39)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新常态/15901376?fr=aladdin(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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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도 공급 부족 상황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공급측
면의 구조개혁은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산업구조를 조정해 잠재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
라고 할 수 있다.40)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은 2016년 시작된 제1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의 핵심적인 경제개혁 기조이다.
중국은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경제개혁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때마
침 세계 경제의 화두로 부상한 4차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세계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3차례 진행되었던 산업혁명은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수 없었지만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 무대에 복귀해 세
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데다 중국 ICT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강
화된 시점에 찾아온 4차산업혁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41) 궁극적으로는 과거 세계의 중
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되살려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몽(中国
梦； China Dream)’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42)

지난 2017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시
진핑 주석의 지도이념인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당헌에 명기
하고 이른바 중국몽 실현의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43) 이에 따르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6a). p. 10.
41) 차정미(2018), pp. 181~186.
42) 중국몽은 제18차 당대회(2012.11.8.~14) 이후 중국의 제5세대 지도자가 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
29일 처음으로 제시한 지도사상이자 집정이념이다.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은 중화민족의 위
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 꿈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복원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최종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목
표이다(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中国梦/60483?fr=aladdin, 검색일: 2019. 9. 27).
43)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제12차 당대회(1982.9.1.~11)에서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제시한 중국공산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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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20년 샤오캉(少康)사회 실현에 이어 2021~2035년에 사회주의 현
대화를 실현하고 2036~2050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2049년이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몽 실
현의 시간표를 여기에 맞추고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여 세계 최강
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44)

2.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가. 대전략: 농업현대화 전략
앞서 몇 가지 시각에서 중국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다
양하게 제기되는 농정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전략은 무엇
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는 중국특색의 제도적인 요인으
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은 제외하면 경제의 발전 단계나 농업 성장 단
계로 볼 때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 대체관

사상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의 구체적 실제를 결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
다는 것이 골자이다.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제19차 당대회(2017.10.18.~24)에서 시진핑이 중국
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전제하고 신시대에 걸맞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한 중국공산당 지도
사상이자 집정이념이다. 여기서 신새대란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완성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
국으로 자리 잡고,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 및 중화민족 부흥과 세계에 대한 중국의 기여가 확대되는 중국몽
이 실현되는 시기로 정의한다. 이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등소평이론, 3개대표중요사
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당헌(党程)의 총강에 중국공산당 행동지침의 하나로 명기되었다. 주석 이름과 사상
(이론)이란 용어가 동시에 병기된 것은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로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제1
세대, 제2세대 영도자에 버금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상의 주요 내용을 보
면 중국식 사회주의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현대화 및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한다
는 목표하에 당면 과제, 당‧국가의 사업추진 전략(5위 일체, 4개 전면), 개혁 목표, 법치주의 강화, 세계 최강
군대 육성, 국제외교 재정립, 공산당의 영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item/中国特色社会主义, 검색일: 2019. 9. 27).
44) 차정미(2018), pp.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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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중국 정부가
현단계 농업발전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농업현대화이다.
농업현대화 전략은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대회 보고45)에서 4대 경
제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보고에서는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
화,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4화동보(四化同步)전략을 제시하고,
신형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호 협조를 강조
했다.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호 협조는 농업현대화를 통해 농촌노동
력의 도시 이전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도시화를 진전시킬 수 있고, 도시
화의 진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현대화는 2007년과 2013~2016년
에 4년 연속 중앙1호문건46)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국가체제인 중국에서 공산당중앙위원회
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중앙1호문건에는 당과 정부의 최고 관심
사가 담긴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신중국 건국 이후 전
례가 없을 정도로 2004년 이후 연속해서 16년 동안 농업농촌과 관련된
내용이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결국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삼농문제 해결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의
미하지만 동시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45) 胡锦涛(2012), ｢坚定不移沿着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前进 为全面建成小康社会而奋斗-在中国共产党第
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9. 27).
46) 중국에서 1호 문건은 매년 가장 먼저 제정된 문건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는 점
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호 문건과 국무원의 1호 문건은 각각 당과 정
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중앙1호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제1호 문건이지만 국무원과의 공동 명의로 발표되기도 한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농업농촌을 주제로 발표된 중앙1호문건은 21건이다. 이 중 5건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2~1986년, 나머지
16건은 2004~2019년에 발표되었다. 또한 1982~1984년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단독 명의로 발표되
었으나 1985~1986년 및 2004~2019년에는 국무원과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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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업현대화’, ‘현대농업’을 키워드로 제시한 중앙1호문건의 주요 내용

연도

문건 제목 및 주요 내용

2007년

현대농업의 적극적인 발전과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에 관한 약간 의견
△농업현대화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보장메카니즘 확립, △농업인프라 건설 가속화, 농업 시설장비 수준 제고,
△농업과학기술 혁신, 농업현대화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다양한 농업가치 발굴, 현대 농산업체계 확립, △농
촌지역 시장체계 구축, 현대적 농산물 물류체계 확립, △신형 직업농민 육성, 농업현대화 추진 주체 형성, △농촌
개혁 심화, 농업현대화 촉진을 위한 제도 혁신

2013년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와 농촌발전 활력 증대에 관한 약간 의견
△중요 농산물 공급 보장, 현대농업의 물질적 토대 구축, △농업지원보장제도 확립, 혜농부농 정책 역량 강화,
△농업생산경영체제 혁신, 농민조직화 수준 제고, △농업부문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원화, △농
촌지역 집단재산권제도 개혁,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 △농촌 공공서비스체계 개혁, 도농간 공공자원 균형 배분

2014년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식량안보체계 완비, △농업지원보호제도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체계 구축, △농촌토지제도 개혁 심
화, △신형농업경영체 계확립, △농촌금융제도 혁신 가속화, △도농 통합발전체계 구축, △농촌거버넌스 메카
니즘 개선

2015년

개혁·혁신의 확대 및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현대농업 건설을 위한 농업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농민 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혜농정책 강화,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신농촌 건설의 심도있는 추진, △농촌의 발전 활력 증진을 위한 전면적인 농촌개혁 심화, △삼농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농촌 법치 건설 강화

2016년

신 발전이론 실천, 농업현대화 가속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 실현에 관한 약간 의견
△현대농업 건설 지속 추진, 농업의 질·효율 및 경쟁력 제고, △자원보호와 생태회복 강화, 녹색농업의 발전
촉진, △농촌지역의 산업융합 추진, 농민소득 지속 증대 촉진, △도농통합 발전 촉진, 신농촌건설 수준 제고,
△농촌개혁 추진 심화,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 강화

자료: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国务院(2007, 2013, 2014, 2015, 2016)을 참조하여 저자 정리

농업현대화는 2016~2020년 기간의 제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에서도 중요한 경제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총 20편 80장으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
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이하 ‘13.5 규획’)에서 4개 장(18장~21장)에 걸

쳐 농업현대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47)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
무원은 2016년 10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추진할 ‘전국농업현대

47)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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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획(全国农业现代化规划)’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국공산당 중앙위
원회와 국무원이 중앙1호문건과 ‘13.5 규획’에서 제시한 농업현대화 전
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한다.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을 마감하면서 맞이하는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에 '샤오캉(少康)
사회'를 실현을 대내외에 선언한다는 시간표에 맞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의 현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

‘전국 농업현대화 규획(2016~2020년)’ 개요

구분

내용
∘ 국가 식량안보 보장, 농산물 공급체계의 질 및 효율 제고, 농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농민생활 수준 중등 수준 이상
달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 진전

∘ 동부연해 경제발전 지역, 대도시 교외 지역, 국영농장 및 ‘국가현대농업시범구’에서 농업현대화 실현
목표 ∘ 농산물 공급능력 보장체계 구축: 우량 농지 조성, 식량생산 기능구역 및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역 육성
∘ 현대적 농산업체계 구축: 식량산업·원예산업·사료산업 균형 발전, 재배업·축산업·어업·임업 상호 결합, 재배·사
육·가공 일체화, 1차·2차·3차 산업 융합
∘ 농업용수 총량 유지,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제로 성장, 가축분뇨·농부산물·농업용폐비닐 자원화 실현
7대
원칙

∘ 농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초점

∘ 농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생산구조 조정

∘ 생산·생활·생태 조화 ∘ 개혁과 혁신 추구

∘ 시장과 정부의 고유 역할 강화

∘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결합 및 이용

∘ 농업현대화와 신형 도시화의 연계 발전

∘ 농산업 업그레이드 및
발전 방식 전환

농업구조 조정,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능력 강화, 농업기술장비 및 정보화 수준
제고, 농업·농촌개혁 심화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 추진, 농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 추진,
5개 ∘ 농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신형 농업경영체 발전 촉진
영역
20개

∘ 지속가능발전 수준 제고 농업자원 보호 및 생태 복원 추진, 농업환경 보호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

중점 ∘ 대외 농업협력 확대
과제

대외 농업협력구조 최적화, 대외 농업협력 수준 제고, 농산물 무역 촉진

∘ 농민 복지 증진

농촌지역 맞춤형 빈곤구제 추진, 특수지역 농업발전 촉진, 도농 통합발전 촉진

∘ 농업 지원정책 강화

재정지원 정책 완비, 금융지원 정책 혁신, 농지정책 완비, 농산물시장 조절 정책 개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6d),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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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전국 농업현대화 규획(2016~2020년)’의 주요 정량 목표

구분
식량
공급

지표

2015년
5.0

5.5

(0.5) 제약

밀과 쌀 자급률(%)

100

100

- 제약

57,000(3,800)
9,800(653)

14,000(933)

(4,200)(280) 기대

면화

5,698(380)

5,000(333)

(-698)(-47) 기대

21,000(1,400)

20,000(1,333)

(-1,000)(-67) 기대

2,610(174)

2,400(160)

(-210)(-14) 기대

육류

8,625

9,000

0.85% 기대

생산량(만 톤)

유류(奶类)

3,870

4,100

1.16% 기대

수산물

6,699

6,600

-0.30% 기대

농업총생산액 중
비율(%)

축산업

28

〉30

( 〉2) 기대

어업

10

〉10

- 기대

2.2

2.4

(0,2) 기대

유지작물
식용당작물

농산물가공업총생산액/농업총생산액

품질
수익

유효관개 농지 면적(만 무亩)

98,800(6,587) 〉100,000(6,667) ( 〉1,200)( 〉80) 기대

기술진보의 농업성장 기여율(%)

56

60

(4) 기대

농작물 기경‧파종‧수확 기계화율(%)

63

70

(7) 기대

농업노동생산성(만 위안/1인)

3

〉4.7

〉9.4% 기대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폭(%)

-

-

〉6.5 기대

97

〉97

- 기대

농산물 품질안전검사 합격률(%)
경지면적 총량(만 무亩)

186,500(12,433) 186,500(12,433)

초원 식물 피복율(%)
농지 관개수 유효 이용계수
지속가능
주요 농작물 화학비료 이용률(%)
발전
주요 농작물 농약 이용률(%)

규모
경영
지원
보호

50,000(3,333) (-7,000)(-467) 기대

대두

재배면적(만 무亩)
※ ( )은 만 ha

기술
장비

지표
속성

식량 생산량(억 톤)
옥수수

농업
구조

연평균 증가율
(누적치)

2020년

- 제약

54

56

(2) 제약

0.532

〉0.55

( 〉0.018) 기대

35.2

40.0

(4.8) 제약
(3.4) 제약

36.6

40.0

농업용 폐비닐 회수율(%)

60

80

(20) 제약

사육‧양식 폐기물 이용률(%)

60

75

(15) 제약

재배업 영농규모화 비율(%)

30

40

(10) 기대

축산업 사육규모화 비율(%)

54

65

(11) 기대

수산업 건강 양식장 시범 면적 비율(%)

45

65

(20) 기대

17,380

〉17,380

- 기대

0.62

0.90

(0.28) 기대

전국 공공재정 중 농업분야 지출액(억 위안)
농업보험 심화도(%)
※농업보험수입/농업부가가치총액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6d), p. 3, p. 1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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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중국의 농업현대화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과제

전략 목표

경쟁력 제고

추진 과제
￭ 공급측 구조 조정
￭ 적정규모의 영농규모화 촉진
￭ ICT와 농업의 융복합 및 첨단농업 육성
￭ 지역 특화 농산업 육성

￭ 농업경영체 육성과 후계인력 양성
￭ 농업 과학기술 R&D 및 보급 강화
￭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 대외 농업협력 및 농식품 무역 촉진

※중점사업: △종자산업 현대화, △농업과학기술 혁신, △농업기계화, △스마트농업 육성, △농
업의 6차산업화,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대외농업협력 지원, △비교우위농산물 수출촉진
￭ 일자리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직불제 정비
소득 증대

※중점사업: △지역 농특산업 육성 및 빈곤구제, △농민소득 두배 증대, △수리시설 건설, △동식
물전염병 및 농업재해 대응체계 구축, △수자원절약형 관개, △농민공 귀향창업 지원, △농촌지역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

농촌‧복지 향상

수급‧유통 안정
(안전한 농식품
안정적 공급)

￭ 농업경영 위험 관리 강화
￭ 농민재산권 행사 강화

￭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향상

※중점사업: △음용수 안전, △전력망 업그레이드, △청결 재생에너지 보급, △도로 건설, △위험
주택 개조, △생활 쓰레기‧오수 처리, △인터넷 보급
￭ 농지 보전‧관리 강화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산물시장 조절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중점사업: △농지보전 및 비옥도 제고, △우량농지 조성, △순환농업 추진, △농업자원‧생태환
경 보호, △농업폐기물 자원화‧무해화처리, △안전생산 보장, △농산물 품질안전, △가축‧가금 사
육 표준화,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제로(0) 성장, △퇴경환림환초(退耕还林还草), △천연림‧초
지‧습지 보호, △사막화 및 토양유실 방지, △생태보호, △하천 정비

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자료: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国务院(2007, 2013, 2014, 2015, 2016), 国务院(2016a), 国务院(2016b)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농업현대화계획’은 5개 영역에서
20개 중점 과제와 65개 세부 과제를 제시한 종합적인 성격의 추진 계획
이다.48) 비록 5년 기한의 추진 계획이긴 하지만 제시된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현 단계 중국농업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해결하
기 위한 중장기 또는 지속 과제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표 3-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정량

48)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74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목표도 제시했다.
<표 3-1>, <표 3-2>, <부록 3>, <부록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농업현대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1호문건, ‘13.5 규획’, ‘전국농업
현대화계획’ 등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들은 광범위하다. 농업현대화가 개
념적으로 토지와 노동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존하던 농업에서 자본
과 기술이 성장을 주도하는 농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경영,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
에서 농업현대화는 광범위한 추진 과제가 망라될 수밖에 없다. <표 3-4>
는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시한 농업현대화 추진 과제들을 종합해 농
정의 4대(경쟁력, 소득, 복지, 수급‧유통) 축을 중심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농업현대화 전략이 최근 세계경제
의 화두로 등장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의 맞춤형 전략
개념으로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농업성장 단계상 전통농업에서 현
대농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현대화 전략 노선을 정한 상황에
서 때마침 찾아온 4차산업혁명을 농업현대화라는 대전략의 틀내에서 대
응하고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은 간단히 말해 농업 생산·유통·소비의 각 단
계에서 ICT를 접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구현된 농업을 흔히 스마
트농업이라고 지칭한다. 중국은 농업현대화 전략의 틀내에서 전략 목표
의 하나인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농업과 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농업의 육성을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을 중점 추진프로
젝트로 선정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농업현대화라는 대전략 하에 농업
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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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전략: 정보화 전략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핵심은 정보화
(Informationization)이다. 정보화 전략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
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4차산업혁명은 그 정
의상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제조업, 농업 등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
에 접목되거나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
서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CT 산업의 발전이 필
수적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내세우는 정보화는 바로 이에 대응한 전략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을 미래 중국 경
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ICT 글로벌 강
국을 지향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49)
이 전략 개념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
응하여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중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
을 제시한 개념으로서 줄곧 중시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주요 어젠다로 부
상하면서 정보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국 특색의 신형공업화(New

49) IITP(2015)는 중국이 2004년과 2010년에 각각 세계 최대의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부상했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에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4년 기준 중국의 전체 수출과 수입
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6.5%와 28.4%이고, 2015년에 중국의 ICT 시장 규모가 500조원 이상
으로 확대되어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3.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CT 분야
중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되는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세가 다른 부문보다 빠를 것으
로 전망했다. 국내 IT시장 분석기관인 KRG의 보고서 ｢한국과 일본의 IT시장 및 4차산업혁명 경쟁력 비교｣
(2019)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가별 ICT 전체 기업 중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비율은 미국이 11.1%로
가장 높고 중국이 6.9%, 일본이 6.3%, 한국이 3.9% 수준이다(｢한일 경제전쟁...양국간 ICT 경쟁력 비교해
보니｣(2019.8.16., 온라인 자료, http://www.zdnet.co.kr/view/?no=20190806094020,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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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ization) 전략 개념이 등장했다.50) 2007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전략이 처음으로 제
시되었다.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신형공업화, 정보
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4화동보(四化同步)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도 깊은 융합”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원은 일찍이 2006년에 ‘2006~2020년 국가정보화발전전략’을 제
정해 정보화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4차산
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한 배경에서 2016년 7월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강요(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를 발표했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요’에서는 2025년까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의 활용을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의 가정 인터넷 보급률을 달성하는 한
편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
다. 또한 전자정부의 실현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인터넷통신기업의
육성 목표도 분명히 했다.
표 3-5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강요(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 주요 내용

구분
전
략
목
표

2020년

주요 내용
∘ 중등 발전국가 수준의 가정 인터넷 보급률 달성
∘ 3G 및 4G 이동통신의 도시‧농촌지역 커버, 제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R&D 및 표준화 진전
∘ 정보소비 규모 6억 위안 이상 달성, 전자상거래 규모 38조 위안 달성
∘ 선진국 수준의 핵심기술 수준 달성, 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주요 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지능
화 획기적 진전, 네트워크협력 생태계 조성, 전자정부 구현

50) 신형공업화는 단순히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ICT 발전에 기초한 제조업의 구조 고
도화를 함축하고 있어 정보화와 긴밀하게 연계된 공업화라고 할 수 있다. 신흥공업화 전략은 중국 경제가
그동안 고속 성장과정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에 서있었지만 중저속 성장 시대
로 진입하게 되면서 산업구조 조정과 구조의 고도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 개념이다.
자원집약형 제조업 대국에서 벗어나 ICT에 기반한 기술주도형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구상이다(百
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新型工业化/6164698?fr=aladdin,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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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구분
2020년

∘ 국가 간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 규모 초당 20테라비트(Tbps) 이상 달성, 일대일로(一带一路) 주변 국가
들과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인터넷 실크로드 구축)
∘ 정보통신기술 제품 및 인터넷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2025년

∘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활용 확대, 선진국 수준의 가정 인터넷 보급률 달성,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 정보소비 규모 12억 위안 이상 달성, 전자상거래 규모 67조 위안 달성
∘ 안전‧통제가능 정보기술산업체계 구축, 전자정부 수준 제고
∘ 국가 간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 규모 초당 48테라비트(Tbps) 이상 달성
∘ 4대 국제정보도로망을 구축해 태평양‧중동‧유럽‧서아프리카‧북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인도‧파
키스탄‧미얀마 등 지역(국가) 연결
∘ 국제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대형 인터넷통신기업 육성

전
략
목
표

추
진
과
제

주요 내용

① 정보화 발전잠재력 강화
￭ 핵심기술 개발, 정보산업 업그레이드
(1)선진기술체계 구축, (2)기초연구 강화, (3)협력발전 산업생태계 구축, (4)대형 선도기업 육성, (5)중소기업 혁신 지원
￭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강화
(6)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7)공간시설 확충, (8)인터넷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9)서비스 수준 제고
￭ 정보자원 개발 및 공유 강화: (10)정보자원 개발‧관리 강화, (11)정보자원 이용수준 제고, (12)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 인재 육성, 정보취급 능력 제고
(13)리더 육성. (14)전문가그룹 육성, (15)인센티브제도 완비, (16)국민의 정보취급 능력 제고
￭ 교류협력 강화, 발전동력 발굴
(17)국제교류협력 강화, (18)국제표준 제정 참여, (19)국제 인터넷네트워크 확충, (20)국제네트워크 신질서 공동 구축
②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 수준 제고
￭ 정보경제 육성, 발전방식 전환 촉진
(21)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촉진, (22)농업현대화 촉진 가속화, (23)서비스업 네트워크화 추진, (24)지역간 협력발전
촉진, (25)발전 토대 구축, (26)정책환경 개선
￭ 전자정부 구현 심화, 국가관리 현대화 추진
(27)당의 지도 업무 정보화 수준 제고, (28)정부 행정업무 정보화 수준 제고, (29)민주‧법치 영역의 정보화 서비스
확대, (30)기층 종합서비스 관리 수준 제고, (31)시장 서비스 및 관리감독체계 정보화 수준 제고, (32)원스탑 공공서
비스체계 완비, (33)전자정부 운영관리체계 개선
￭ 네트워크문화 발전 촉진,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34)네트워크문화 공급능력 제고, (35)네트워크문화 확산능력 제고, (36)네트워크문화 진지 구축 강화, (37)네트워
크문화 확산 질서 규범화
￭ 공공서비스 혁신, 민생 보장 및 개선
(38)교육 정보화 추진, (39)연구개발 정보화 가속화, (40)스마트 건강의료서비스 추진, (41)취업‧사회보장 정보화
수준 제고, (42)네트워크 빈곤구제 행동계획 실시
￭ 생태문명 건설 서비스 강화, 아름다운 중국 건설 지원
(43)자원관리 및 이용방식 혁신, (44)신형 생태환경관리체계 구축
￭ 정보강군 가속화, 현대적 군사역량체계 구축
(45)군 정보화체계 구축 강화, (46)실전 훈련수준 제고, (47)군사대비 태세 강화
③ 정보화 발전 환경 개선
￭ 정보화 법령체계 구축: (48)정보화 법령체계 완비, (49)정보화 관련 입법 추진, (50)법률 집행능력 강화
￭ 네트워크 생태계 관리 강화: (51)인터넷 관리 강화, (52)사회참여 관리체계 구축, (53)국민 권익 보호
￭ 네트워크 공간의 안전 유지
(54)인터넷 주권과 국가안전 보호, (55)핵심정보 기초시설 안전 확보, (56)네트워크 안전관련 기초 업무 강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7b),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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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2025년까지의 국가정보화 전략 중장기 추진 계획에 이어
2016년 12월에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추진 계획인 ‘13.5 국가정
보화규획(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도 발표했다.51) 이 '규획'은 5년 동안
ICT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를 연평균 8.9%씩 증가시켜 2020년에 약
4,454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ICT 기술 및 산업, 인프라, 소비
등과 관련된 정량 목표를 제시하고 예외 없이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추진 과제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할 16개의
프로젝트도도 제시했다.
농업분야의 정보화는 국가정보화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4
화동보’전략의 하나인 농업현대화 전략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
시되고 있다. 중장기 국가정보화 추진 계획을 담은 ‘국가정보화발전전략
강요(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는 제조업분야에서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
합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분야에서는 정보화에 기반한 농업현대화에 박차
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농업농촌관련 정책의 주무 부처인 농업농촌부(구 농업부)는 제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기간에 처음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8월에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추진할 농
업농촌 정보화 계획인 ‘13.5 전국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규획(“十三五”全
国农业农村信息化发展规划)’을 발표했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 생산 수준, 인터넷 농업경영 수준, 데이터 관리 수준 및 온라인 서
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
술(IT) 응용 비율을 10.2%에서 17%,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51)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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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액의 비중을 1.5%에서 8%, 전국 농촌정보화마을 비중을
1.4%에서 80%,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률을 32.3%에서 51.6%로 대폭 향
상시키는 야심찬 정량 목표를 제시했다.

표 3-6

'13.5 전국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 규획'의 주요 내용

구분

목표

주
요
추
진
과
제

내용
￭ 스마트 생산 수준 업그레이드
∘ 핵심기술과 스마트장비의 R&D 및 응용 수준 획기적 제고
∘ 농작물 파종, 시설원예, 가축‧가금 사육, 농기계작업, 동식물전염병 방역 등의 지능화 수준 획기적 제고
∘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IT) 응용 비율 17% 달성
￭ 인터넷 농업경영 수준 업그레이드
∘ 인터넷 활용 농업경영자(농업경영체) 수 확대
∘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농업의 시장화‧표준화‧규모화‧브랜드화 촉진
∘ 농자재‧농촌관광 분야의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및 농산물도매시장의 정보화 응용 수준 제고
∘ 2020년까지 농산물 전자상거래(소매) 규모가 농업총생산액의 8% 수준 달성
￭ 데이터관리 수준 업그레이드
∘ 농업분야 빅데이터 구축에서 획기적 진전, 초보적인 수준의 세계농업데이터조사분석시스템 구축, 국가농업데이
터센터 클라우드화 완성
∘ 인터넷플러스(+)농업행정업무서비스 체계 구축 완료(각종 승인, 농산물 재배‧사육 관리감독 및 농자재시장 관리
감독, 토지재산권 확정 등기 및 유동 관리감독 등 업무의 정보화 수준 획기적 제고)
∘ 국가농산물품질안전 이력추적관리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온라인서비스 수준 업그레이드
∘ 농촌‧농가정보화프로젝트(进村入户工程)와 ‘12316삼농(三农)종합정보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행정촌(村)으로
확대. 2020년까지 커버율 80% 달성
∘ 농촌지역‧변경지역의 인터넷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실시. 2020년까지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률 52% 달성
(1) 재배업분야의 정보통신기술 응용 확대, (2) 시설농업분야의 정보통신기술 응용
ICT와 농업의 융합 및 응용
심화, (3) 가축‧가금 사육분야의 정보통신기술 응용 강화, (4) 어업분야의 정보통신기
강화
술 응용 확대, (5) 농산물가공업분야의 정보통신기술 보급 및 응용 촉진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6)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종합 추진, (7)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제약요인 해
가속화
소, (8)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시장주체 육성
농업행정 업무 정보화 수준 (9) 농업행정 업무관련 정보 공유 및 공개 추진, (10) 농업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가속
제고
화, (11) 농업행정 업무관련 중요 정보시스템 응용 심화, (12) 네트워크 안전보장 강화
농업농촌 정보서비스 보급 (13) 농촌‧농가정보화프로젝트(进村入户工程) 전면 추진, (14) 농업인의 정보화 응용
강화
능력 강화, (15) 농업정보 보급서비스체계 구축 촉진
농업농촌 정보화 인프라
확충

(16) 농업분야 정보통신기술 R&D 혁신 강화, (17) 농업정보화관련 산업 육성, (18)
농업분야 정보화 기초시설 건설 확대

※ 8대 중점 추진 프로젝트
(1)스마트 농업장비 프로젝트, (2)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3)농업분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4)세계농업데이터조사
분석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5)농업행정업무 정보화 심화 프로젝트, (6)농촌‧농가정보화프로젝트(进村入户工程), (7)농
업정보화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프로젝트, (8)농업정보경제 시범구역 운영 프로젝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7b),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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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하에 농업농촌 정보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ICT와
농업의 융합 및 응용 강화,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농업행정
업무 정보화 수준 제고, 농업농촌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농업농촌 정보
화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장비 지능화 프로젝트,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세계농업데이터조
사분석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농업행정업무 정보화 심화 프로젝트, 농촌‧
농가정보화프로젝트(进村入户工程), 농업정보화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프로젝트, 농업정보경제 시범구역 운영 프로젝트를 8대 중점 추진 프로
젝트로 선정했다. 한편 같은 해 12월 발표된 ‘13.5 국가정보화규획(十三
五国家信息化规划)’에서는 스마트농업 발전,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농업정보 종합서비스 능력 제고, 농업정보화 발전 지원 강화, 농업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주요 농업정보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52)

3. 농업분야 주요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가. 개요
중국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출발은 정보화·공업화 융합 전략의
실천 계획인 ‘중국제조2025’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제조2025’
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4차산업혁명 선도국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촉진제 역할을 했다. 중국은 2014년 10월 발표된 독일과의 양자
간 협력프로젝트인 ‘독중 협력행동강요; 공동혁신(中德合作行动纲要: 共
塑创新)’에 ‘인더스트리4.0’ 관련 협력사항을 포함시켜 벤치마킹에 적극

52)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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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섰다.53) 그 결과 2015년 5월에 중국판 ‘인더스트리4.0’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을 생산
하기 시작했다(표 3-7 참조).

표 3-7

중국의 주요 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정책 개요

시기

정책성 문서명

주요 내용

발표 부처

2015.05

중국제조2025
中国制造2025

기술주도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국무원
부상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2015.07

인터넷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창업, 제조업, 농업, 에너지, 금융,
공공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교 국무원
통, 인공지능 분야와 인터넷의 접목

2015.08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 강요
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

빅데이터 종합 발전 계획

2015.12

농업농촌빅데이터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关于推进农业农村大数据发展的实施意见

농업농촌분야 빅데이터 종합 발전
농업부
계획

2016.01

빅데이터 발전 촉진 중대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 강요' 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진 방안
关于组织实施促进大数据发展重大工程的通知

2016.03

13.5발전규획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
국무원
간 경제사회발전 추진 계획

2016.03

로봇산업발전규획(2016~2020년)
机器人产业发展规划(2016-2020年)

로봇산업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공업정보화부
5개년 계획

국무원

53) 협력 분야는 정치, 경제, 안전, 법률, 인더스트리4.0, 금융, R&D, 도시화, 교통, 농업·식품, 환경·기후, 위
생·사회보장·취업, 발전,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총 110개 항목에 달한다. 이 중 인더스트리4.0과 관
련된 협력 내용은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제조업 생산의 디지
털화(인더스트리4.0)는 기업이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
한다, 둘째, 인더스티리4.0 분야의 정보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과학
기술부와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교연부가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차원에서는 자발적이고 평
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한다. 양국 정부는 양측의 협력을 위한 보다 유리한 틀의 조건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인더스티리4.0의 세계적인 성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표준에 달
려있으므로 양국은 표준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중독표준화협력위원회에 인더스티리4.0 의제를
포함시킨다. 중독표준화협력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며, 전기자동차, 스
마트 에너지제어 및 홈, 급수 및 하수 처리와 같은 미래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넷째, 중국은 2015
년 독일 하노버 소비전자, 정보 및 통신 박람회(CeBIT) 협력국가를 계기로 모바일인터넷, 사물인터넷, 클라
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中
德合作行动纲要: 共塑创新,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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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시기

계속
정책성 문서명

주요 내용

발표 부처

농업경영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농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
산물품질안전, 전자상거래, 농업농촌빅데이
2016.04
농업부 등 8개 부처
“互联网+”现代农业三年行动计划实施方案 터, 농업정보서비스, 생산기반시설 분야와
인터넷의 접목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발전 심화에 관한 지도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위한 구체적
2016.05 의견关于深化制造业与互联网融合发展的
국무원
인 목표 및 추진 과제 제시
指导意见
2016.05

공업정보화부
인터넷+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 실시방안
'인터넷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计划实施方案 도의견' 추진 방안
재정부

2016.07

13.5국가정보화규획
"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정보
국무원
화사업 추진 계획

2016.08

13.5전국농업농촌정보화발전규획
"十三五“全国农业农村信息化发展规划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농업
농업부
농촌분야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스마트하드웨어산업 혁신발전 전문 행동
단말기 제품 스마트화 수준 제고 및 스마트 공업정보화부
2016.09 2016~2018년)智能硬件产业创新发展专项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하드웨어 응용·보급 가속화 방안
行动(2016-2018年)
2016.10

농업농촌 빅데이터 시범사업 방안
农业农村大数据试点方案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등 15개 직할시·
성·자치구에서 돼지, 감귤, 땅콩 품목 관 농업부
련 빅데이터 구축 사업 추진 계획

2016.11

13.5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
"十三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7대 신
성장동력산업(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정
국무원
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재생에
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육성 계획

2016.12

13.5국가과학기술혁신규획
"十三五“国家科技创新规划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과학
국무원
기술발전 추진 계획

2016.12

스마트제조 발전규획(2016~2020년)
智能制造发展规划(2016-2020年)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제조
공업정보화부
업 혁신 추진 계획

2016.12

빅데이터산업 발전규획(2016~2020년)
大数据产业发展规划(2016-2020年)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빅데
공업정보화부
이터산업 발전 추진 계획

2016.12

로봇산업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关于促进机器人产业健康发展的通知

로봇산업발전규획(2016~2020년) 추진 공업정보화부
방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7.01

정보통신업 발전규획-사물인터넷(2016~2020년)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사물
공업정보화부
信息通信行业发展规划物联网分册(2016-2020年) 인터넷산업 발전 추진 계획

2017.05

2017년도 중국·독일 스마트제조 협력 시범사업 중국의 중국제조2025와 독일의 인더스
공업정보화부
2017年中德智能制造合作示范工作的通知 트리4.0 추진 관련 협력 계획

2017.0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07

스마트교통더욱편한외출행동방안(2017~2020년)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인터
교통운수부
智慧交通让出行更便捷行动方案(2017－2020年) 넷기반 교통운수체계 구축 계획

세계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무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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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시기

계속
정책성 문서명

주요 내용

발표 부처

2017.11

3D프린팅산업 발전 행동계획(2017~2020년)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3D 공업정보화부 등 8
增材制造产业发展行动计划(2017-2020年) 프린팅산업 발전 추진 계획
개 부처

2017.11

전국농업현대화규획(2016~2020년)
全国农业现代化规划(2016-2020年)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의 농
국무원
업부문 현대화 추진 계획

차세대 인공지능산업 발전 촉진 3년 행동계획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인공
2017.12 2018~2020년) 促进新一代人工智能产业发
공업정보화부
지능산업 발전 추진 계획
展三年行动计划(2018-2020年)
2018.08

국가스마트제조표준체계건설지침(2018년판) 기초 공공성 표준, 핵심 기술 표준, 업계
공업정보화부
国家智能制造标准体系建设指南(2018年版) 응용 표준 관련 지침서

2018.09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
乡村振兴战略规划(2018-2022年)

농업농촌 스마트화 프로젝트 및 “인터넷 중국공산당중앙위
+ 현대농업” 사업 추진 계획
원회, 국무원

농업기계화 와 농기계장비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2025년까지의 농업기계화 및 농기계산
2018.12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推进农业机
국무원
업 발전 추진 계획
械化和农机装备产业转型升级的指导意见
2019.05

디지털농촌발전략강요
数字乡村发展战略纲要

농업·농촌 디지털화 발전 추진 계획

중국공산당중앙위
원회, 국무원

자료 : 표의 각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분야에서는 2015년 ‘농업농촌빅데
이터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시작으로 2016년에 ‘인터넷+현대농
업 3년 행동 실시방안’, ‘13.5전국농업농촌정보화발전규획’, ‘농업농촌
빅데이터 시범사업 방안’, 2017년에 ‘전국 농업현대화 규획(2016~2020
년)’, 2018년에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 ‘농업기계화와 농기
계장비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디지털농촌 발전
전략 강요’가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발표된
2013~2019년 중앙1호문건에도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정책 문서에 나타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포괄하는 범위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 농업경영, 농촌산업, 농촌
공공서비스 등 광범위하다. 또한 소개된 정책의 내용도 구체적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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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적인 트랜드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추
진 방향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책 문서에 소개된 정
책 내용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보다는 중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중점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나. 인터넷 플러스(+) 정책
중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
책은 인터넷 대국에서 강국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모바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
을 극대화해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54)
국무원이 2013년 8월 발표한 ‘광대역중국 전략 및 실시방안’은 인터
넷 플러스(+) 정책의 단초이다.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방안’은
2020년까지 2013년 전면 가속화 단계, 2014~2015년 확대 보급 단계,
2016~2020년 최적화 업그레이드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광대역 인
터넷망 구축 및 보급 계획을 제시했다.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
간이기도 한 제3단계에 고정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 수 4억 명,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70%, 도시와 농촌의 인터넷 속도 각각 50Mbps와
12Mbps를 달성하고, 기술혁신 능력 및 경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
상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표 3-8 참조).
[표 3-9]에서 보듯이 이 ‘방안’은 지역간(동부와 중서부, 도시와 농촌)
광대역 인터넷망 균형 발전, 광대역 인터넷망 최적화 업그레이드 가속

54)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2019)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8.29억 명, 모바일 이
용자는 8.17억 명, 인터넷 보급률은 59.6% 수준이다.

제3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 85

화, 광대역 인터넷망 응용 수준 제고, 광대역 인터넷망 산업사슬 확장,
광대역 인터넷망의 안전성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각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광대역 인터넷망 응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
해 생산경영분야, 민생분야(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등), 문화시설‧산
업분야 및 농촌분야에서 인터넷 기술의 용용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상거
래, 온라인광고 등 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을 주문
했는데 이것이 곧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표 3-8

중국의 ‘광대역중국 전략’의 정량 목표
지표

2013년

2015년

2020년

 고정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 수(억 명)
- 이 중 광섬유 사용자 수
- 이 중 도시지역 사용자 수
- 이 중 농촌지역 사용자 수
 3G/LTE 이용자 수(억 명)

2.1
0.3
1.6
0.5
3.3

2.7
0.7
2.0
0.7
4.5

4.0
12

 광대역 인터넷 가정 보급률(%)
- 이 중 도시지역 가정 보급률
- 이 중 농촌지역 가정 보급률
 3G/LTE 보급률(%)

40
55
20
25

50
65
30
32.5

70
85

 도시지역 광대역 인터넷 속도(Mbps)
- 이 중 발전된 도시지역
 농촌지역 광대역 인터넷 속도(Mbps)
 대규모 기업 및 사업단위 광대역 인터넷 속도(Mbps)
 인터넷 국제수출 광역망(Gbps)
 광통신망 보급 가구(억 개)
 3G/LTE 기지국 수(만 개)
 행정촌 중 광대역 인터넷 개통 비율(%)
 케이블 네트워크 사용자 중 케이블 네트워크 인터커넥트 플랫폼 사용 비율(%)

20
4
2500
1.3
95
90
60

20
100
4
〉100
6500
2.0
120
95
80

50
1000
12
〉1000
3.0
〉98
〉95

 인터넷 사용자 수(억 명)
- 이 중 농촌지역 사용자 수
 인터넷 데이터량(TB)
 전자상거래 교역액(조 위안)

7.0
1.8
7800
10

8.5
2.0
15000
18

11.0
-

자료 : 国务院(20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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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중국의 ‘광대역중국 전략 및 실시방안’ 주요 내용

구분

단
계
별
달
성
목
표

내용
 2013.8~2013년 말 ☞ 전면적 가속 단계
∘ 도시의 3G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시키고, 3G네트워크를 농촌 지역까지 확대
∘ TD-LTE(사분할 방식 이동통신 기술)의 시범 규모 확대 실시
∘ 2013년 말까지 도시와 농촌의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률을 각각 50%, 20%로 확대
 2013~2015년 ☞ 보급 확대 단계
∘ 도시 지역 광섬유 네트워크의 범위와 규모 확대, 농촌 지역에 무선 기술을 이용한 광대역 네트워크 연결 적극 도입
∘ 3G보급 범위 확대, TD-LTE 상용화 추진
∘ 2015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률을 각각 65%, 30%로 확대
∘ 도시 가정의 광대역 기본 접근 속도를 20Mbps(초당 메가비트), 일부 발달 도시는 100Mbps, 농촌가정은
4Mbps가 되도록 함
∘ 광대역 인터넷 응용 수준 제고 및 온라인 및 정보 보안 능력 개선
 2016~2020년 ☞ 최적화 업그레이드 단계
∘ 2020년까지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률을 70%까지 확대
∘ 도시와 농촌 가정의 광대역 접근 속도가 각각 50Mbps, 12Mbps가 되도록 함
∘ 기술혁신능력 및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킴

광대역 네트워크의 협
력 발전 추진

광대역 네트워크 업그
레이드 가속화
주
요
추
진
과
제

광대역 네트워크 응용
수준 제고

광대역 네트워크 산업
사슬 개선

광대역 네트워크의 안
전 보장 능력 강화

∘ 동부 지역 인터넷기술의 우선 발전 추진 및 혁신능력 강화
∘ 중서부 지역의 인터넷 기반시설 건설
∘ 농촌지역의 인터넷 보급 사업 추진
∘ 농민을 위한 저렴한 스마트 단말기기 개발
∘ 농업정보화플랫폼 및 서비스센터 건설 및 온라인 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 차세대 인터넷기술의 적용 추진
∘ 유·무선 인터넷 보급 추진
∘ 인터넷 데이터 센터 건설
∘ 클라우드 컴퓨팅을 응용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실시
∘ 생산경영분야의 인터넷기술 응용 확대
∘ 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등 민생영역의 인터넷기술 응용 확대
∘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주요 문화사업의 인터넷기술 응용 확대
∘ 공공 인터넷기술을 토대로 군용 네트워크 시설의 안정성, 대응력과 회복력 강화
∘ 농촌에서 인터넷 응용 기술 교육 실시
∘ 전자상거래, 온라인광고 등 인터넷기술을 응용한 상업모델 혁신 장려
∘ 차세대 무선 이동통신망, 차세대 인터넷 등 기술 연구 개발
∘ 차세대 인터넷 기술의 주요 설비 및 부품의 산업화 추진
∘ 저렴하고 우수한 인터넷 단말기기(이동통신단말, 인터넷TV, 테블릿PC 등) 개발
∘ 인터넷 산업 혁신 플랫폼 건설
∘ 정보통신분야의 보안기술 연구개발 추진
∘ 인터넷 보안 시스템 완비
∘ 신기술 응용에 대한 안전평가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범죄 관련 법안 제정

※ 7대 중점 추진 프로젝트
(1) “광대역 중국” 인터넷 보급 사업, (2) 인터넷기술 응용 사업, (3) 중소기업 인터넷기술 시범응용 사업, (4) 빈곤지역
및 특수목적 교육기관의 인터넷기술 시범응용 사업, (5) 디지털문화 인터넷기술 시범응용 사업, (6) 인터넷기술 핵심설비
산업화 프로젝트, (7) 전국 인터넷 지도 발표 사업
자료 : 国务院(20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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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4대 영역의 발전
목표

• 경제발전: △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 및 노동생산성
제고,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 사회발전: △ 헬스의료, 교육, 교통 등 민생분야에서의 인터넷 기술 응용, △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
인 통합 및 서비스의 다각화
• 네크워크 인프라구축: △ 광대역 인터넷망 및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형 인프라시설 구축, △ 인공지능기술의 산업화 촉진
• 환경조성: △ 인터넷 융합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 △ 관련 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법규체계 완비

7대 육성 정책

• 인프라구축: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제고,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혁신: 기업간 신규 프로젝트 조성 확대, 핵심기술 공유, 컨버젼스 관련 표준화
• 제도: 산업간 진입제한 완화, 산업 독점 구조 탈피, 인터넷산업 규제 완화
• 해외협력; 인터넷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클라우딩, 빅데이터 등 시장진입 허용
• 연구개발(R&D): 각 지방정부 인터넷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신설, R&D센터 개설, 글로벌 인재 유치
• 산업지원: 정부주도 예산 편성 및 사회자본 투자 유도, 세제 혜택, 자금 지원
• 핵심 조직 구성: 핵심 컨트롤타워 지정, 산업별 핵심인력 배치

11개 중점 추진 분야 창업지원, 제조업, 농업, 에너지, 금융, 복지, 물류, 상거래, 교통, 환경, 인공지능
자료: 国务院(2015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两会) 업무
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무
원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구체화되
었다.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정책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반 ICT와 전통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플랫폼 확장을 이행해 2025년까지 인터넷
에 기반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제, 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 조성 등 4대 영역의 발전 목표와 7대 육성 조치 그리고 제
조업, 농업 등 인터넷 플러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11개 분야를 적시
했다. 특히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인재 육
성, 국제협력, 진입장벽 완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조치를
명시한 것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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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구분

목표

중점
추진
분야
및
추진
과제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현대농업' 정책 개요

내용
 농업 생산·경영 수준 제고
∘ 농업 생산단계에서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국가현대농업시범구, 국가농산물품질안전현(县), 국가농업표준화
시범구, 3원2장(채소·과일·차 표준원, 가축·가금사육 표준 시범장, 수산 건강양식장) 및 농민합작사시범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 노지재배, 시설원예, 가축·가금사육, 수산양식 분야의 시물인터넷 시범기지 조성
∘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농산물, 농자재 및 관광농업 분야의 전자상거래 수준 제고
 농업관리 투명화 및 고효율화
∘ 농업자원관리, 행정심사 및 집법과정의 온라인화·데이터화 실현
∘ 국가급·성(省)급 농업농촌빅데이터센터 건설
∘ 농부산물 품질안전 추적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
 농업서비스 간편화
∘ 농촌·농가 정보화 프로젝트(进村入户工程)의 촌(村)급 서비스 범위 확대
∘ 12316삼농(三农)종합정보서비스 시행 범위 확대
∘ 유통·관리·경영분야에서 인터넷기술 응용 추진, ∘ 농업 사물인터넷, 전자상거
인터넷+신형농업경영주체
래 등 신규창업모델 탐색, ∘ 창업대회, 논단 등 교류 플랫폼 설립
(농업부, 과학기술부)
∘ 농업인의 이동통신단말 사용역량 제고
∘ 정밀농업의 확대 추진, ∘ 농업 사물인터넷 제어시스템 구축, ∘ 농업 기술, 농기
인터넷+현대재배업
계, 금융 서비스 제공 플랫폼 건설, ∘ 국산 GPS 및 스마트기술을 응용하여 농기
(농업부)
계 작업 효율 제고, ∘ 재배업 생산관리의 정보화 수준 제고
인터넷+현대목축업
∘ 생산, 가공, 경영, 감독관리 종합 정보 플랫폼 건설, ∘ QR코드, RFID기술을 응용
(농업부)
한 가축 감시 시스템 구축, ∘ 수의약 생산, 경영, 사용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인터넷+농산물 품질 안전
∘ 농산물 생산 단계의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기술 응용 확대
(농업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 ∘ 농산물 산지에 대한 온라인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품질안전 보장 시스템 구축
인터넷+농업 전자상거래
∘ 농업의 시장화,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 추진, ∘ 신형농업경업주체의 전자상
(농업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
거래 응용 역량 제고, ∘ 농업 전자상거래업체 및 브랜드 육성, ∘ 가공, 포장, 물류,
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
콜드체인 등 기반시설 강화
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사회관리, 공공서비스분야의 인터넷기술 응용 확대, ∘ 농촌자원과 자연보호 강
인터넷+아름다운 농촌
화. 농촌 생태환경데이터 개방, ∘ 원거리 교육, 원거리 진료 등 공공서비스 사업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
추진, ∘ 농촌 숙박, 특산품 구매, 지불시스템의 온라인화 추진
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농업경영주체에게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 농업 데이터 공개 및 개발이용 추진. 빅데이터 핵심기술 연구개발 실시
인터넷+농업농촌빅데이터
∘ 촌(村)·현(县)의 데이터 수집·전송·공유시설 강화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 ∘ 데이터 수집·처리·응용, 서비스 시스템 구축
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 ∘ 세계농업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및 성급 농업농촌빅데이터센터 건설
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재배업, 동식물 병충해, 농업 생산 데이터, 농업 자원 환경, 농촌 경영 관리, 농기
계 관리 분야의 빅데이터기술 응용 확대
인터넷+농업정보서비스
∘ 농촌·농가정보화프로젝트 및 2316삼농(三农)종합정보서비스 추진
(농업부)
∘ 금융, 보험, 교통, 우편, 의료, 수도·전기세 온라인 서비스 추진
∘ 농촌 인터넷 기초시설 및 농업 사물인터넷 적용 모델 보급
인터넷+기초시설
∘ 환경 감지, 실시간 감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농업 환경 감독·관리 시스템 보급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터넷정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응용한 농업 정보 플랫폼 구축
보판공실, 과학기술부, 농업부)
∘ 스마트 관개, 시비, 농기계 자동화 등 정밀농업 시스템 구축

자료: 农业部,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 科学技术部, 商务部,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国家林业局(2016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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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인터넷+현대농업 3

년 행동 실시방안’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11개 중점 추진 분야의 하나
인 농업분야의 실행 계획이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방안’은
농업생산 단계에서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의 전자상거래
를 활성화하여 농업 생산·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자원 관리 및 농업
행정의 온라인화·디지털화와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자원·행정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
마을 정보화 및 대농민 생산·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농업부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경영, 재
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산물 품질안전,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촌, 농업농
촌빅데이터, 농업정보서비스, 광대역 네트워크 기초시설 등 11개 분야에서 인
터넷 기술의 응용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별 책임 부처도 함께 명시했다.
[표 3-12]에서 보듯이 이 ‘방안’은 농업사물인터넷, 농업전자상거래, 농

촌정보화, 농기계 정밀작업, 토양검정·시비처방 모바일 정보서비스, 농업
정보경제 관련 6대 중점 추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농업사물인터
넷 프로젝트는 농업생산단계에서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
자다. 사물인터넷 기술·제품(설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범기지 조성,
사물인터넷 표준체계 및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추진 과제다.
다음으로 농업전자상거래 프로젝트는 농산물, 농자재 및 농촌관광 분
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선농산물·농자재·농촌관
광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표준체계, 수출입 동식
물 전염병 방역체계, 콜드체인 물류배송체계, 품질안전 이력추적체계, 품
질관리감독체계 등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추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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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중국 '인터넷 플러스(+)현대농업' 정책의 6대 중점 추진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주요 내용

농업사물인터넷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현대농업시범구, 국가농산물품질안전현(县), 국가농업표준
화시범구, 3원2장(채소·과일·차 표준원, 가축·가금사육 표준 시범장, 수산 건강양식장) 및 농민
합작사시범사 등이 솔선수범하여 농업생산 단계에서 사물인터넷 활용
∙ 노지재배, 시설원예, 가축·가금 사육 및 수산양식 분야의 사물인터넷 시범기지 조성
∙ 사물인터넷 제품 및 기술 연구 개발, 사물인터넷 패키지설비 개발, 저비용·고효율 사물인터넷
응용 모델 보급
∙ 센서 개발, 동식물 환경(토양, 물, 대기) 및 생육(생장, 발육, 영양, 병변, 스트레스 등) 센서의 적응성
향상, 데이터 전송·처리·스마트제어·정보서비스 관련 설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사물인터넷 기술의 서로 다른 생산품 및 영역 간 연계 모델 및 기술 실현 겅로 연구, 사물인터넷
기초 이론 연구 촉진, 국가 농업사물인터넷 표준체계 및 관련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추진 부처: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전자상거래

∙ 농산물, 농자재 및 농촌관광 분야의 전자상거래 발전 경로 모색
∙ 산업사슬·가치사슬·공급사슬의 융합, 신선농산물 인터넷 판매 시범사업 전개
∙ 농업전자상거래 응용 주체 육성, 신형 농업경영체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연계
∙ 신선농산물·농자재·농촌관광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추진
∙ 전자상거래 표준체계, 수출입 동식물 전염병 방역체계, 콜드체인 물류배송체계, 품질안전 이력추
적체계, 품질관리감독체계 구축
* 추진 부처: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농촌정보화마을

∙ 농업 관련 정보(농산물 생산, 농업 기술, 농산물 소비, 농산물 시장, 농촌생활 관련 정보)를 농촌
마을 및 가구에 서비스하는 진촌입호(进村入户) 시범사업 추진 강화
∙ 2016년에 전국의 모든 성·자치구·직할시를 대상으로 시범 현(县)을 선정하고, 2017년에 시범
현을 1/10 이상의 현으로 확대. 2018년까지 10만 개 이상의 행정촌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중서부
에서 진촌입호(进村入户) 여건이 좋은 현(县)·시(市)를 선정해 현급 서비스센터 100개, 촌급 정
보종합서비스센터 20,000개 설립
∙ 전국 진촌입호(进村入户) 플랫폼 구축, 농업 관련 정보(농산물 생산, 농업 기술, 농산물 소비,
농산물 시장, 농촌생활 관련 정보) 통용 서비스시스템 및 앱 개선
∙'정부 인도, 시장 주체'의 시장화 운영 모델 개발, 정보종합서비스 기업 및 응용 주체 육성
* 추진 부처: 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농기계 정밀작업

∙ 농기계 스마트 모니터링 단말기와 스마트 농기계 작업장비의 산업적 응용사업 전개
∙ 지역별로 농기계 정밀작업 오퍼레이팅서비스 플랫폼 구축,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의거해 인터
넷과 농기계작업의 융합 촉진, 표준화된 제품 15개 이상을 연구 제작하고 전국적으로 20,000세
트 이상 보급
∙ 공익성과 상업성을 결합한 지속가능발전 응용 모델을 모색하고, 플랫폼 서비스 농기계 30,000대
이상, 보급 면적 약 470만 ha
∙인터넷+농기계정밀작업 모델의 발전 촉진, 농기계장비정보화산업사슬의 발전 촉진
* 추진 부처: 농업부

토양검정·시비처방
모바일 정보서비스

∙ 조건이 양호한 현(县)을 선정해 옥수수, 벼, 밀, 채소, 과수 등 작물 위주로 토양검정·시비처방
정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현(县) 단위의 토양검정·시비처방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가자문 시스템 구축, 기층 스마트시비서
비스 싸이트 개설
∙ 관련 시스템의 최적화 업그레이드, 대화형 음성 응답(IVR) 플랫폼 업그레이드
∙ 정부와 민간자본의 협력(PPP) 모델 시범사업 추진 모색, 기업의 토양검정·시비처방 정보서비스
참여 유도 및 지원
* 추진 부처: 농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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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프로젝트

농업정보경제

주요 내용
∙ 국가현대농업시범구를 활용해 '정부 총괄, 시장 주제'의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갖춘 농업
정보경제시범구 조성
∙ 농업사물인터넷,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농촌관련 행정업무 정보화, 농촌마을 정보화,
12316공익서비스 등의 체계 구축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업농촌경제 발전 모델과 방법 모색
∙ 시범구에서 선도적으로 전통농업의 디지털화 실현, 관리의 고효율화 및 서비스의 편리화 실현,
생산의 스마트화 및 경영 네트워크화 진일보 발전, 농업정보화종합발전 수준 60% 초과

자료: 农业部,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 科学技术部, 商务部,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
局,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国家林业局(2016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농촌정보화 프로젝트는 농업 관련 정보(농산물 생산, 농업 기술, 농산
물 소비, 농산물 시장, 농촌생활 관련 정보)를 농촌 마을 및 가구에 서비
스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농촌정보화마을 시범사업 추진, 전
국 단위의 플랫폼 구축, 통용 서비스시스템 및 앱 개선, 정보종합서비스
기업 및 응용 주체 육성 등이 주요 추진 과제이다.
농기계 정밀작업 프로젝트는 스마트 농기계의 상용화가 핵심이다. 지
역별로 농기계 정밀작업 오퍼레이팅서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이 주요 추진 과제이다.
토양검정·시비처방 모바일 정보서비스 프로젝트는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행동방안’ 및 토양검정·시비처방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조건을 갖춘 현(县)을 선정
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가자문 시스템
을 구축하는 한편 기층스마트시비처방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PPP) 시범사업을 발굴하며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주
요 추진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정보경제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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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경제 발전 모델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가현대농업
시범구를 활용해 농업정보화 시범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구
내에 사물인터넷,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농촌관련 행정업무 정보화, 농
촌마을 정보화, 12316공익서비스55) 등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추
진 과제이다.

다. 생산분야: 스마트팜 확산
일반적으로 스마트농업은 농업 생산‧유통‧소비에 4차산업혁명 핵심기
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로봇 등이 접목
된 농업이라고 정의된다. 스마트라는 용어는 암묵적으로 4차산업혁명 관
련 핵심기술이 접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데이터
또는 통계 데이터 등의 정형화된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농가
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생산‧유통 과정이 현장에서 수동으로만
제어된다면 ICT 기술이 접목되기는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농업이
라고 정의하지는 않는다.56) 엄밀하게 말해 스마트농업이 실현되기 위해
서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의 실현은 생산, 유통 및 소비 분야에서 모두 실현 가능하
지만 생산분야가 가장 기본적이고 비중도 크다. 농업 생산과정에 4차산
업혁명 핵심기술을 접목시킨 것이 스마트팜이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55)

12316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업·농촌·농민관련 자문 전화번호이다. 재배업, 식물보호, 수산업, 축
산업, 임업, 농기계, 농업행정업무 등 7개 분야의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百度百科, https://baike.b
aidu.com/item/12316/1763084?fr=aladdin, 검색일: 2019. 9. 27).

56) 김연중, 박지연, 박영구(201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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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이란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시설온실, 축사, 과수
원, 노지재배 등에 접목해 모바일‧PC를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제어‧관리하여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이다. 적
용기술의 종류와 발전 수준에 따라 원격 수동제어만 가능한 수준, 자동
제어가 가능한 수준, 로봇농작업까지 가능한 수준의 스마트팜으로 세분
할 수 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 공간
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스마트팜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림 3-2

스마트팜 개념도

분 야

내 용
<스마트 온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

<스마트 과수원>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자동으로 관수, 병해충 관리 등

<스마트 축사>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등 축사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

Router

클라우딩 서버

PC

외부기상대
녹화장비
전장, 측장, 보온
차광커튼 구동모터

유동팬

양액기

내부기상
온도
습도
CO 2

토양정보센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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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온실제어기

제어판넬

냉/난방제어

위에서 언급한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에 대한 개념 정의는 중국에서
도 유효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
대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2015년 중앙1호문건에서 스마트농업을 의미하는 智能农业(智慧农业)이
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 각종 정책문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국무원이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각각 발표한 ‘전국농업현대화계
획(2016~2020년)’과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에서 스마트농
업은 농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
되었다.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농업 프로젝트는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및 적용 기술‧장비 개발,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확대, 농업빅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부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표 3-13

중국의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정책문서

주요 내용

전국농업현대화계획
(2016~2020년)

<혁신강농 중점 프로젝트: 4. 스마트농업 도입 프로젝트>
∙ 재배업, 가축‧가금 사육 및 어업 분야의 생산과정에서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 성(省) 10개 지정,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구 100개 지정, 농업사물
인터넷 응용 시범기지 1,000개 지정
∙ 2020년까지 모든 촌에 익농정보사(益农信息社) 설립
∙ 전세계 농업데이터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 국가농업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 위성원격센싱‧드론‧농장모니터링이 일체화된 농업원격센싱 응용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

농촌진흥전략규획
(2018~2022년)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 중점 프로젝트: 4. 디지털농업농촌 및 스마트농업>
∙ 스마트농업농촌규획강요 제정
∙ 스마트재배, 스마트사육, 스마트농기계 발전 촉진 및 전자상거래 추진
∙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 현(县) 및 시범기지 조성
∙ 촌(村)급 익농정보사(益农信息社) 설립
∙ 국가농업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 스마트농업 기술 및 장비 연구개발 강화, 위성원격센싱‧드론‧농장모니터링이 일체화된 농업원격
센싱 응용체계 구축

자료: 国务院.(2017b),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国务院(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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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이 핵심
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 3-13 참조). 이에 관한 추진 계획이 부재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
악하기는 어렵지만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센서와 영상으로 생육환경
을 모니터링하고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수준의 스마트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먼저 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는 시범 후 확산이라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오랜 전통에 따
른 것이다.57) 시범사업의 추진 주체는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
고 운영상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 개별 농가보다는 농업분야 투자진출
에 제약이 없는 농식품기업이나 일반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58) 그리고
스마트팜의 규모, 자재, 적용기술 등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
해 확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스
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한국형 스마트
팜’59) 모델이 중국의 스마트팜 확산에 좋은 참고가 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57) 중국 개혁개방의 발단이 된 농가생산책임제의 도입 과정을 보면 먼저 일부지역의 생산대에서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실험한 결과 성과가 좋아 점차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공인된 바 있다. 민영경제 허용도 1980년
대 초 절강성 온주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민영기업을 묵인한 뒤 수용했다. 대외개방 역시 남부지역에
서 특구를 실험한 뒤 연해지역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했다. 모바일 결재도 신용카드 시스템이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모바일 결제가 자발적으로 민영기업에 의해 확산되자 이를 정부정책으로 수용한 바 있다(Kotra
2019, p. 11).
58) 중국의 농업개발 방식은 지방정부가 개발구를 지정하여 기반을 조성한 뒤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일
반적이다.
59) 중소규모 비닐하우스, 일관사육 중심의 양돈업 등 국내 환경과 여건에 최적화된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스
마트팜을 지칭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p. 30). 한국과 유사한 농업생산여건을 지닌 지역이 중국에 광범
위하게 분포한다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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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통소비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성
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측면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수요측면
에서 주목한 것은 내수 확대이다. 이는 인구 대국으로서 저렴한 노동력
에 기초하여 고속 성장을 이룩한 인구보너스(人口红利) 시대는 마감되었
지만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소비가 팽창하는 시점에 또 다른 의
미의 인구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 3-3
8.0
7.0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 추이
80.0%

70.2%

70.0%
59.4%

6.0

51.3%

5.0

60.0%
46.9%

50.0%
36.2%

4.0

30.7%

3.0

40.0%
25.4%
20.4%

2.0
1.0
0.0

0.8

1.2

1.9

2.8

3.8

5

6.2

7.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거래규모(조 위안)

30.0%
20.0%
10.0%
0.0%

증가율

자료: 강동준(2019), p. 3.

중국이 내수 확대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주목한 것은
전자상거래이다. 인터넷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데
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내수 확
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
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와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및 정부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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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중
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거래 규모는 2011년 0.8조 위안에서 2018년 약 7.5조 위안으로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이 37.7%에 달한다.60) 또한 4억 1,300만 명이 전자상거
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의 60%에 달한다.

표 3-14

시기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관련 정책 개요
정책성 문서명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토대 (정책, 법규, 환경) 및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 의견 지원체계(신용, 인증, 표준, 지불, 물류) 구축, 기업 역
2005.01
关于加快电子商务发展的若干意见
할 강화, 관련 산업 발전 촉진, 인식 제고, 국제교류협
력 강화 방안 제시

국무원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기간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및 중점 추진 프로젝트

상무부

12.5 전자상거래 신용체계 건설에 관한 지
전자상거래 관련 신용·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용 평가
2011.12 도 의견关于“十二五”电子商务信用体系
및 인증체계 구축 등 정책 조치
建设的指导意见

상무부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건설 업무 추진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기간 전자상거래 발전
2011.12 에 관한 지도 의견 关于开展国家电子商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务示范基地创建工作的指导意见

상무부

2011.10

12.5 전자상거래 발전 지도 의견
“十二五”电子商务发展指导意见

발표 부처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기간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국무원

정보관련 기초시설 업그레이드, 정보 관련 상품 공급능
정보소비의 내수 확대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 력 강화, 정보관련 소비수요 확대(전자상거래 발전 공간
2013.08
关于促进信息消费扩大内需的若干意见 확대 등), 공공서비스 정보화수준 제고, 정보소비환경 조
성 강화 관련 정책 조치

국무원

전자상거래 응용 촉진에 관한 실시 의견 인터넷 소매유통 , 농촌‧농산물, 주민생활, 대외무역,
중서부지역,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 촉진 및 물
关于促进电子商务应用的实施意见
류배송 인프라 구축 방안

상무부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취업‧창업
전자상거래 발전 강화와 경제신동력 육성
촉진, 공공서비스‧물류유통‧농업농촌‧제조업생산조
2015.05 가속화에 관한 의견 关于大力发展电子
직‧금융 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물류기초시설 건
商务加快培育经济新动力的意见
설, 대외개방 확대, 안전 보장, 정책지원 조치

국무원

2012.03

2013.11

전자상거래 12.5 발전규획
电子商务“十二五”发展规划

60) 전자상거래는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Business to
Customer), 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C2B, Customer to Business),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Online to Offline)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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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시기

계속
정책성 문서명

주요 내용

발표 부처
국무원

2015.07

인터넷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

창업, 제조업, 농업, 에너지, 금융, 공공서비
스,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인공지능 분야와
인터넷의 접목

2015.09

농업전자상거래 발전 행동계획 추진
推进农业电子商务发展行动计划

농업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5대 영역의 20 농업부 등
개 추진 과제
3개 부처

2015.11

농촌 전자상거래 가속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 주체 육성 , 발전 환경 개선, 전자상거래의 농
关于促进农村电子商务加快发展的指导意见
업농촌분야 응용 확대 추진 및 정책지원 조치

상무부

2016.01

농업전자상거래 시범사업 방안
农业电子商务试点方案

10개 지역(북경, 하북, 길림, 흑룡강, 강소, 호
남, 광동, 해남, 중경, 영하)에서 신선농산물,
농자재, 관광농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추진

농업부

2016.04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
“互联网+”现代农业三年行动计划实施方案

농업경영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농산물
농업부 등
품질안전, 전자상거래, 농업농촌빅데이터, 농업
8개 부처
정보서비스, 생산기반시설 분야와 인터넷의 접목

2016.04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심화실시에 관한 의견
关于深入实施“互联网+流通”行动计划的意见

농업 전자상거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자상거래
업체와 전통 농기업의 합작 유도, 농산물 콜드체
인 시스템 구축

2016.03

전국 전자상거래 물류발전규획(2016~2020년)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저비용‧고 상무부 등
全国电子商务物流发展专项规划(2016-2020年) 효율의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구축 계획
6개 부처

2016.08

13.5전국농업농촌정보화발전규획
"十三五“全国农业农村信息化发展规划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농업농촌
분야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농업부

2016.12

전자상거래 13.5 발전규획
电子商务“十三五”发展规划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기간 전자상거
래 발전 계획

국무원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건설 업무 진일보 추진에 전자상거래 발전 생태계 구축, 창업‧혁신 견
2017.01 관한 지도의견 关于进一步推进国家电子商务示 인,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촉진 및 정책지원
范基地建设工作的指导意见
조치

상무부

2018.09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
乡村振兴战略规划(2018-2022年)

국무원

농촌 전자상거래 기초시설 건설, 농산물 전자 공산당중
상거래 표준 체계 구축, 농기업의 전자상거래 앙위원회,
도입 유도, 신규 전자상거래 제품·서비스 개발 국무원

자료 : 표의 각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4>는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 및 정책 관련 문서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
다. 기본적으로 컨텐츠 업그레이드, 전통산업과의 융합 심화, 인터넷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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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소비자․상품․물류 등의 시장 발전, 서비스체계 완비, 관리 환경 최적화
가 주요 정책과제이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했다.61)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수 확대의 잠재력이 다름 아닌 도시
화의 진전으로 성장 중인 중소 도시의 주민들과 낙후된 농촌지역의 도시
근로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농민에게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장기에 걸쳐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농업지원 정책에 힘입어 농촌가구의 소득 증가율
이 도시가구를 상회하면서 농촌지역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
다.62) 농촌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공업제품과 일반소비품이 농촌
지역으로 수월하게 유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
니게 된 것이다.
<표 3-15>는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
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자재, 농촌관
광 상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신모델
를 개발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매개로 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

61) 중국은 2015년 3월 항주(杭州)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로 선정한데 이어 2016년 1월에는 영파
(宁波), 심천(深圳), 천진(天津), 상해(上海), 중경(重庆), 정주(郑州), 광주(广州), 합비(合肥), 성도(成都), 대
련(大连), 청도(青岛), 소주(苏州)를 추가해 모두 13개 도시로 확대했다(강동준 2019, pp. 9~10).
62) 통계보정으로 도농 간 소득 및 지출의 직접 비교가 가능해진 2013년 이후 통계를 보면 도시가구 대비 농촌
가구 1인당 연간 소비지출액이 2013년에는 40.5% 수준이었으나 2018년 46.4%로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
도 같은 기간 35.6%에서 37.2%로 증가했다(中国国家统计局 Database. http://www.stats.gov.cn, 검색
일: 2019.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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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히 상품 온라인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 거래 알
선, 온라인 지불, 물류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
한다. 이를 위해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인 전문협동조합, 농산업 용두기업
(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중고급 호텔 등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셋
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한편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신선 농산물 표준화, 콜드
체인 물류 배송, 품질 안전 이력추적, 동식물검역 등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
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
거래를 농촌지역 빈곤구제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한다.63)

표 3-15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주요 내용

정책문서

주요 내용

12.5 전자상거래 발전
지도 의견

∙ 농업·농촌·농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확대
-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여 관련 정보제공, 거래알선, 온라인 지불, 물류배송
등 종합서비스 실현
- 농업농촌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문협동조합, 농산업 용두기업 등과의 업무 연계로
통합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업 산업화 기지, 농산물 가공·판매 기업, 대형 마트,
농산물 도매 시장,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및 중·고급 호텔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촉진
- 농업농촌분야의 전자상거래 응용 및 정보서비스 신모델 개발 지원 확대
- 농가소매점포(农家店) 육성 및 농가-마트 간 연계 강화
- 농산물 유통관련 용두기업, 농산물 도매시장, 배송센터, 농자재 유통업체 등의 전자상거래
응용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실현

63) 농촌지역 빈곤구제를 위한 전자상거래 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관협업체계 구축이다. 중국의 상품 유통
관련 주무 부처인 상무부의 전자상거래‧정보화국의 지도하에 중화사원공정부빈기금회(中华思源工程扶贫
基金会)가 주축이 되어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东), 중량(中粮), 메이르요시엔(每日优鲜) 등 17개 기업
이 참여한 ‘중국전자상거래빈곤구제연맹(中国电商扶贫联盟)’을 결성해 빈곤지역의 우수 특산품을 발굴하
고, 농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특산품 직거래를 촉진하고 농특산품 생산가공의 업그레이드
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지역의 빈곤탈피를 돕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메이차이왕(美菜网), 윈지(云集), 후
이농왕(惠农网) 등 1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여 모두 29개 회원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http://nc.mofco
m.gov.cn/channel/fpzt2018/index.shtml,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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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계속

정책문서

주요 내용

12.5 전자상거래 발전
지도 의견

-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해 ‘공산품은 농촌으로 내려가고, 농산물은 도시로 들
어가는(工业品下乡和农产品进城)’ 쌍방향 소통 실현
- 농업농촌 전자상거래 정보서비스의 시장화 모델 모색

전자상거래 12.5 발전규획

∙ 중점 분야의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 농업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추진하여 농자재와 농산물 유통체계의 발전 촉진
- 농촌-마트 연계형 전자상거래 및 농업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추진
∙ 모바일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생활·공공서비스 외에도 공업·농업 생산 및 생산자 서비스업까지
확대 응용

전자상거래 응용 촉진에
관한 실시 의견

∙ 농촌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응용 체계 건설
- 농촌지역과 농산물 유통영역의 전자상거래 응용 확대,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보급 및 교육
강화, 민간 자금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투자 유도
- 상무부의 농촌상거래 사이트 완비, ‘전국 농산물 상거래 공개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 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용두기업 육성
- 농업 관련 전자상거래 업체와 농산물 도매 시장 등 오프라인의 연계, 전통 농산물 도매시장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전자상거래 업체와 전통 농산물 도·소매업체의 연계, 전자상거래
업체의 농산물 브랜드화·표준화 경영

전자상거래 발전 강화와 경
제신동력 육성 가속화에
관한 의견

∙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 실시
- 신선 농산물의 표준화, 동식물검역, 식품이력관리, 품질보장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콜드체인 기반 시설 건설
-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

농촌 전자상거래 가속 발
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

∙ 중점 임무
- 농촌 전자상거래 주체 육성, 농업농촌 분야의 전자상거래 응용 범위 확대,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 개선
∙ 정책 조치
- (정책 지원 강화) 빈곤지역에서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우선 실시, 농촌 전자상거래 서비스
규범 및 사업지도서 제정, 전자상거래 농산물 품질 등급 및 포장 운송 표준 제정·운용 추진,
빈곤농가의 전자상거래 운용 능력 제고, 전자상거래 업체의 빈곤지역 특색 농산물 판매 장려
- (혁신 장려) 농촌 전자상거래 신모델 모색, 농촌 전자상거래 혁신창업 대회 개최, 농촌 전자상
거래 강화 현(县) 만들기 운동 개최, 공급·판매 합작사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장
려, 각종 매체의 농촌 전자상거래 홍보 활동 장려
- (인재 육성) 농촌 전자상거래 영재 계획 실시, 농민·합작사·정책담당자 대상 기능 교육 실시,
전자상거래 인재 훈련기지 건설,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경력자 활용 강화
- (물류체계 완비) 농촌 물류 시스템 완비, 농식품기업의 현지 물류센터 건설 장려, 빈곤지역의
물류시설 구축, 농산물 집배 센터 및 콜드체인 시설 건설
- (농촌 기반시설 건설) 인터넷 기반 시설 보급, 도로 건설 추진, 여객운송사업 추진
- (금융 지원) 금융기구 및 비은행 금융기구의 온라인·모바일 결제 등 금융상품 연구개발 장려,
고객정보 및 자금 안전 보장, 전자상거래 관련 농민(특히 청년농) 대출 및 신용 공여 정책
실시, 전자상거래 업체의 소액 단기대출 수속 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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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계속

정책문서

주요 내용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

∙ 인터넷플러스(+)농업농촌 전자상거래
- 농업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여 농업의 시장화, 표준화, 규모화, 브랜드화 및 농업의
전환·업그레이드, 경제 발전, 창업 촉진
∙ 농업농촌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
- 농산물, 농자재, 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상거래 도입 모색
- 산업 사슬, 가치 사슬, 공급 사슬을 융합하여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시범 사업 실시
- 농업 전자상거래 응용 주체 육성 및 신형 농업경영체와 전자상거래의 연계
- 수출입 동식물 검역, 콜드체인 물류 배송, 품질 안전 이력 추적 등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 구축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심화실시에 관한 의견

∙ 농촌 전자상거래 심화 추진
- 다양한 시장주체들이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에 참여하여 농산물, 농자재, 관광농업 등 관련
상품과 서비스 개발 장려
- 전자상거래 업체와 기존 오프라인 업체의 협력을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로 확대 및 유통비
용 절감 실현

13.5전국농업농촌정보
화발전규획

∙ 농업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 (발전 촉진) 농업농촌 전자상거래 응용 범위 확대, 신선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빈곤지
역의 특색 농산물을 이용한 경영활동 장려, 농자재 전자상거래 서비스 발전 추진, 관광농업의
전자상거래 모델 혁신
- (당면 과제) 산지에 예냉, 집배, 분류, 품질, 포장 등 기반시설 건설, 농업농촌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 구축, 동식물 검역 및 안전 감시 시스템 완비, 전국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통계 모니터링 강화, 농산물·농자재·관광농업 전자상
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급 가능한 모델 모색
- (시장 주체 육성) 전자상거래 관련 대학 등 다양한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신형 농업경영체의
전자상거래 응용력 제고 및 농산물 도매시장의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신형 농업경영체의
정보관리시스템 응용 장려

전자상거래 13.5 발전규획

∙ 전자상거래와 전통산업의 융합
-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의 전환·업그레이드) 전자상거래 관련 기초 시설 완비, 농림산물의
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 인터넷 기반의 농업 생산 방식 구축, 전자상거래를 통한 6차 산업
융합 발전 추진

자료: 商務部.(2011a), 国务院.(2012), 商務部.(2013), 国务院.(2015d), 商務部.(2015), 农业部,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央
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 科学技术部, 商务部,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国家
林业局.(2016a), 国务院( 2016g), 农业部.(2016b), 国务院.(2016h)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창업촉진 정책인 ‘대중창업(大众创业), 만중창신(万众创新)’64)
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 수단으로 활
용하고 있는 점이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64)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구호로 '모두가 창업(创业)하고 혁신(创新)하자'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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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대중창업, 만중창신’(창업과 창신을 합해 ‘쌍창双创’이라고 불림)
정책은 기회형 창업65)이 고용 창출과 시장 확장에 기여하는 성장의 원동
력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창업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원은 2015년 6월과 2016
년 9월 연이어 ‘쌍창’ 관련 정책 조치를 발표해 행정 간소화, 권한이양관리강화 결합, 서비스 최적화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법규 개정, 정책
지원 및 장려 조치 확대, 보편적 혜택성 정책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
다.66) 또한 2016년 5월 ‘쌍창’ 시범기지 추진계획67)을 발표한데 이어
2017년 7월 발표한 문서68)에서는 진입장벽의 낮추기 위해 네거티브 방
식에 해당하는 ‘개혁 선행, 시책 준비’ 방침을 강조했다. ‘쌍창’ 시범기지
는 2016년 28개로 출발해서 2017년에 92개로 확대되었다.69) 국무원은
2018년 9월에는 ‘쌍창’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문서를 발표하고 질적 도
약을 도모하고 있다.70)
중국의 ‘쌍창’ 정책은 창업 확대를 위해 신업태(新兴业态)의 발전에 커
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신세대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
한 플랫폼경제,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리감독 및 플랫폼형 기업 운
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 금융 등의 방면에서 우대 조치를 실
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농촌분야가 신산업, 신업태의 발전 잠재력
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식품가공, 관광농업, 농촌관광 그리고 전자상
65) 다른 직업이 없어 자영업을 선택하는 생계형 창업과 구분하여 기회형 창업은 다른 직업 기회가 있음에도 시
장 기회 활용이나 경력을 위한 창업으로 정의한다(노성호, 오세환 2017, p. 198).
66) 国务院(2015e), 国务院(2016i)
67) 国务院(2016j)
68) 国务院(2017c)
69) 国务院(2017d)
70) 国务院(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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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분야에서 신업태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해 창업·취업 공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촌지역의 창업 주체로서 농민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귀향 농민공이 도급, 임차, 지분출자, 합작 등 다양한 방식으
로 가정농장, 협동조합, 농기업, 농업부문서비스조직 등 신형 농업경영체
를 창업하는 것을 유도 및 장려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터
넷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쌍창’ 시범기지에
‘녹색통도’를 마련하여 귀향 농민공에 대한 창업 관련 맞춤형 서비스, 정
책 자문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71)
한편 농업농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관련 기업이 적
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东) 등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IT기업
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국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커다란 역
할을 하였다.72)

마. 농촌분야: 스마트농촌 건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농업

71) 이러한 내용은 국무원이 2016년 11월 귀향 농민공 또는 귀농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1차·2차·3
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귀향·귀농인 창업혁신 지원 및 농촌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支持返乡下乡人员创业创新促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意见)’에도 잘 나
타나있다. 이 의견에서는 시장진입 간소화, 금융서비스 개선, 재정 지원 확대, 전력·토지 사용 지원 확대. 창
업교육 실시, 사회보장정책 개선, 정보기술 지원 강화, 창업단지 조성 등 지원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72) 알리바바(阿里巴巴)와 징둥(京东)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진출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소
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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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경영·유통·소비 등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농촌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1958년
호적을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하는 ‘호구등록조례(户口登记条例)’를 제
정해 농민들의 도시 유입과 도시 간 인구유동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도
시와 농촌이 분리된 이중경제구조가 형성되었고 개혁개방을 통한 성장의
혜택도 주로 도시에 집중되었고 도농 격차도 심화되었다.73)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을 집정이데올로기로 제시한 후진타오 정부
는 도농 간 불균형 발전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라고 인식하고 도농 격차 해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이후 도농 통합발전 전략이 등장해 도시와 농촌의 균
형 발전과 농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도되었다.
도농 통합발전 전략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농촌 주민이 정치·경제·사
회·문화적으로 도시 주민들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 공공위
생, 의료보장, 최저생활 보장 등 도시 주민들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향
유하며, 수도, 전기, 교통, 통신 등 여러 방면에서 도시지역과 동일한 생
활조건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중국이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 전략인 농업현대화와 정
보화에서 농촌의 정보화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4차산업혁명의 핵
심기술을 이용해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73)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호적제도는 1958년 이후 약 60여 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2014년 국무원이 ‘호적제도 개혁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을 발표
한 것을 계기로 도시와 농촌 단일의 호적제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농촌 호적을 지닌 농민
공들의 도시호적 취득을 유도하여 도시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확대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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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구분

달
성
목
표

중국의 스마트농촌 정책 주요 내용

내용
 1단계 2019~2020년
∘ 전국 행정촌(村) 4G 보급률 98% 이상,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률 제고
∘ 농촌지역 디지털경제 발전 가속화, 농촌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촌지역 온라인 행정서비스 범위 확대
∘ 온라인 빈곤구제사업의 심화 발전, 아름다운 농촌 건설에서 정보화의 역할 제고
 2단계 2021~2025년
∘ 4G 보급률 제고 및 5G 응용 확대, 도농 간 디지털서비스 격차 축소
∘ 창업 인큐베이터, 기술 혁신, 기술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신농민 신기술 창업혁신센터’ 건설
∘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상품 브랜드 육성 및 스마트물류 배송시스템 구축
∘ 농촌지역 온라인문화 발전, 농촌지역 스마트관리 체계 완비
 3단계 2026~2035년
∘ 도농 간 디지털서비스 격차 대폭 축소, 농민들의 정보화 능력 제고
∘ 농업농촌분야 현대화 기본 실현, 도농 간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기본 실현, 농촌사회 관리 시스템 및 관리 능력의
현대화 기본 실현, 생태친화적 아름다운 농촌 기본 실
정보인프라 건설 가속화

주
요
추
진
과
제

∘ 농촌지역 네트워크시설 수준 제고, 정보서비스 공급 완비(종합서비스플랫폼 구축)
∘ 농촌지역 기초시설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스마트 수리·교통·그리드·농업·물류 등)

∘ 농업분야 위성기술 응용 확대, 농업농촌빅데이터센터 및 중요 농산물 빅데이터 구축
∘ 농업생산·경영·관리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기술 응
용 확대, 스마트팜 건설 및 정밀농업 추진
디지털경제 발전
∘ 인터넷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유통서비스시스템 혁신, 스마트물류배송센터 건립, 농촌
지역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확대 및 브랜드 육성
∘ 농촌지역의 신산업·신업태(관광농업, 주문생산농업, 주말농장, 도시농업, 휴양·건강업,
민박 등) 발전 촉진
∘ 농기계장비 스마트화 추진, 정보화와 농기계장비·농기계작업서비스·농기계관리의 융합 추진
과학기술 혁신 및 공급 능 ∘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최적화, 신농민신기술창업혁신센터 건립, 농업과학기술 성과
력 강화
전환 온라인서비스시스템 구축, 농업과학기술 온라인거래 시장 건설,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플랫폼 구축
∘ 친환경 농업생산방식 확산, 농자재 추척감시시스템 구축, 사물인터넷 응용 확대
∘ 농촌지역 생태보호 정보화 수준 제고, 전국농촌생태계모니터링플랫폼 구축, 농지 토양생
친환경 스마트농촌 건설
태환경 모니터링 및 보호 강화, 위성원격탐지기술·드론·원격제어기술 활용 모니터링 강화
∘ 친환경 생활방식 확산, 농촌지역 거주환경 종합관리감독플랫폼 건설, 식수원 수질 모니
터링 및 보호 강화, 오염원·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실
∘ 농촌지역 문화네트워크 구축 강화, 인터넷을 활용한 농촌문화진흥 시범기지 건설, 디지
농촌문화네트워크 발전
털문물자원데이터베이스·디지털박물관 구축
∘ 인터넷플러스(+)당조직을 통한 농촌지역 기층당조직정보플랫폼 구축
∘ 농촌관리능력 강화, 농촌사회 종합관리 수준 제고, 촌(村)단위 종합서비스정보화 수준
농촌관리능력 현대화
제고, 안전한 농촌 건설 심화, 온라인 공공법률서비스체계 구축,
∘ 전국온라인행정서비스플랫폼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간소화 추진
∘ 농촌지역 교육정보화 강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향·진 기숙제학교에 광대역 인터넷
망 구축, “인터넷+교육”을 통해 도시지역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농촌지역 초·중·고에 제공
∘ 농촌지역 민생보장 정보서비스 완비, “인터넷+의료건강”을 통해 향·진과 촌(村)급 의료
정보서비스 강화
기관의 정보화 수준 제고, 농촌지역 의료위생기관에 대한 원격의료·원격교육·원격훈련
등 서비스 제공, 중의학건강정보플랫폼 구축, 농촌지역 사회적약자층에 대한 정보서비
스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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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주
요
추
진
과
제

내용
농촌발전 내생동력
활성화

∘ 신형 농업경영체(가정농장, 협동조합 등) 및 서비스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경영규모가 크고
정보화 수준이 높은 생산경영체와 농업부문 서비스조직 육성
∘ 신형 직업농민 육성, “인터넷+소농” 계획 추진
∘ 농촌지역 자원활용 극대화, 지역 조건에 적합한 산업의 발전 촉진, 농촌지역 금융서비스 개선

온라인 빈곤구제사업 ∘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빈곤구제 인구의 추적·분석 실시
심화 발전
∘ 빈곤층에 대한 온라인 기술 교육 지속 실시
∘ 스마트농촌과 스마트도시의 통합발전 추진, 농촌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화 추진
도농 정보화 통합발전 ∘ 국가데이터 공유플랫폼체계에 의거해 각 부처의 농업관련 행정정보의 공유·개방 추진
∘ 스마트농촌 관련 국제협력 촉진

자료: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国务院(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른바 중국식 스마트농촌의 청사진은 2019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数字乡
村发展战略纲要)’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국식 스마트농촌은 촌(村), 향(乡)·진(镇) 등 농촌지역을 단위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내 정치, 경제(농업), 사회, 문화, 교통, 통신, 환
경, 행정,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정보서
비스플랫폼 구축에 가깝다. ‘강요’는 1단계(~2020년), 2단계(~2025년),
3단계(~2035년)로 구분해 스마트농촌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08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제4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1.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2. 농업 생산·유통분야 대응 실태

1.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74)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겸 회
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10대
선도기술과 23개 대변혁 기술로 구분했다(표 4-1 참조). 이 중 로봇,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통상 5대 핵심기술
이라고 부른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이란 결국 농업 생산·유통·소비
에 이들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부가가치 창출 등을
이루어내거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

클라우스슈밥의 4차산업혁명 관련 10대 선도기술과 23개 대변혁 기술

구분
10대
선도
기술

23개
대변혁
기술

내용
물리학(Physical) 기술

(1)무인운송수단(드론 등), (2)3D 프린팅, (3)첨단 로봇공학, (4)신소재

디지털(Digital) 기술

(5) 사물인터넷/원격모니터링기술, (6)블록체인/비트코인, (7)공유 경제/ 주문형
(On-Demand) 경제

생물학(Biological) 기술

(8)유전공학, (9)합성생물학, (10)바이오프린팅

(1)체내 삽입형 기기, (2)디지털 정체성, (3)새로운 인터페이스로서의 시각, (4)웨어러블(Wearable) 인터넷
(5)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6)주머니속 슈퍼검퓨터, (7)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 (8)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9)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10)스마트 도시(Smart city), (11)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12)자율주행자동차, (13)인공지능과 의사결정, (14)인공지능과 화이트칼라, (15)로봇공학과 서비
스, (16)비트코인과 블록체인, (17)공유경제, (18)정부와 블록체인, (19)3D프린팅 기술과 제조업, (20)3D프린
팅 기술과 인간의 건강, (21)3D프린팅 기술과 소비자 제품, (22)맞춤형 아기(Designer Beings), (23)신경기술

자료: 클라우스슈밥(2016), 재인용: 장윤종(2016), p. 15.

그렇다면 중국은 정부의 정책에 기초해 이러한 핵심기술은 누가 개발
하고 있고, 실제 농업·농촌 현장에는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가?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스마트 농업·농

74) 중국 위탁연구보고서 李奇峰, 李嘉位(201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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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확산 방식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75)
그림 4-1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보급 유형별 비중
농업협동조직
(개인)주도형
5%
정부주도형
13%

기업주도형
26%

민관협력형
56%

자료: 李奇峰, 李嘉位(2019)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첫째, 정부주도형이다. 국가가 제정한 농업정보화 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이 필요한 인력, 물자, 자금 등을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
를 실시하는 농업정보서비스 공급 방식이다. 농업농촌부, 성(省) 농업청·
농업국, 시(市)·현(县) 농업정보센터, 향(乡)·진(镇) 농업기술보급센터, 기
층 농촌조직에 이르는 기존 농업정보서비스체계를 활용한다. 중앙정부,
성, 시·현이 단계별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여 관련 부처에서 조직적으
로 실시한다. 모든 과정은 정부부문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층 농
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이다. 공공
투자, 발전 방향 설정, 계획 제정, 시장 관리감독 등에서 정부가 가이드

75) 4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는 중국위탁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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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고, 농기업, 통신사, IT기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산업자본,
상업자본, 농업협동조직 등이 실제 운영주체로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스
마트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ICT와 농업의 융복합
추세와 농업·농촌 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
고 기술 개발·응용과 정보플랫폼 구축을 모두 중시한다. 기술이 성숙하
고 투자가 통제 가능한 농업정보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시
범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정보화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셋째, 기업주도형이다. 기업(민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며 유상서비스가 기본 특징이다. 정보서비스 공급주체는 주로 농
기업과 IT기업 두 유형이다. 농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가와 법적 구
속력이 있는 계약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농기업은 농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는 계약에서 정한 수량과 품질요구에 맞추
어 농산물을 생산하여 기업에게 판매한다. IT기업은 다양한 정보 상품에
합리적으로 가격을 매기고, 정보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다.
기업 주도형 농업정보 서비스 공급은 투자 방식에 있어 정부 주도형의
일방적 무상투자 방식이나 농업협동조직의 자가 투자·서비스·수익 방식
과 달리 투자자가 수익을 향유하는 쌍방향 투자메카니즘을 가지고 정보
서비스에 참여하는 쌍방이 정보서비스 활동에도 투자하여 최종적으로는
정보서비스가 가져오는 이익을 쌍방이 공동으로 분배한다.
넷째, 농업협동조직 또는 개별 농가 주도형이다. 농업협동조직 혹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신이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발전시
키는 것으로 정보서비스에 대한 조직의 수요 및 이익 실현이 발전의 원
동력으로 작용한다. 협동조직의 참여 주체는 주로 농가이며 농민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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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하며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구매·판매협동조직, 전문협동조
합, 품목협회, 소규모 가정농장(家庭农场), 대규모 농가 등도 포함된다.
농업협동조직은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이익 극대화 실현을 목표로 하며,
현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기타 기업 및 조직과
협력관계 등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 실제 사례를 통
해 주위의 조직 및 개인이 농업정보화의 장점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
써 농업정보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확대시키는 방식이다.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보급 유형의 비중을 보
면 민관협력형(정부주도+기업참여)이 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업
주도형 26%, 정부주도형 13%, 농업협동조직 및 개인 주도형 5% 순이
다. 농업의 혁신, 즉 스마트 농업·농촌 추진에서 기업(민간)의 역할이 두
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특색의 제도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바
가 크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한 농가토지도급
경영제를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고착된 영세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
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여기서 농
업산업화 추진 주체는 기업인데 시장 개척 및 농산물 심층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및 상품 생산을 견인할 수 있
는 농식품 기업을 주축으로 생산·가공·유통 과정을 계열화하는 ‘기업+농
가’ 모델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농업산업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다.76)

76) 전형진, 남민지, 李宁辉(2009),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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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의 주요 '농가+기업' 생산계열화 유형

농가 1

농가 1

농가 2

농가 2

계약
관계

기업

시장

농가 3

...

...

생산단지

< 농가+계약+기업 유형 >

자금

조직
제도

기업

< 농가+생산기지+기업 유형 >

농가 1

기술

농가

기업

시장

시장

시장

기업

중개
조직

농가 2

농가 3
토지

노동력

...
이익공동체

< 농가+기업 지분합작제 유형 >

< 농가+중개조직+기업 유형 >

자료: 전형진, 남민지, 李宁辉(2009), pp. 90~93,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기업과 농가의 결합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농가＋계약＋기업’ 및 ‘농가+생산기지+기업’ 유형 이외에도
‘농가+기업 지분합작’, ‘농가+중개조직+기업’ 등 다양한 유형이 실험되
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비농업기업(IT기업, 부동산기업 등)이 ‘농가+
생산기지+기업’ 또는 ‘농가+기업 지분합작’ 유형으로 농업 생산·유통분
야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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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생산·유통분야 대응 실태77)
가.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시설온실, 축사, 과
수원, 노지재배 등에 접목해 PC나 모바일을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
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제어·관리하는 농장이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
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도 사물인터넷 기술 응용 시
범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품목, 규모,
자재, 운영 주체, 적용 기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이는 중국도 예외
가 아니다. 한 두 개의 스마트팜 사례로 중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과
소 평가 또는 과대 평가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의 스마트
팜 기술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기술 적용 분야를 측정 및 데이
터수집, 분석·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등 4개로 구분하고 스마트온
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로 구분해 각 분야별 적용 기술의 보급률
과 국산화율을 파악했다.

1) 스마트온실
4대 기술 적용 분야 중 측정·데이터수집 분야의 관련 기술 보급률이
분석·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먼저 측
정·데이터수집 분야의 적용 기술 항목을 보면 온도, 습도, CO2 등 온실
내부환경의 원격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센서표준화 설비의 보급률은
30% 수준으로 외부환경의 측정·데이터수집 설비 보급률 10%에 비해 상
77) 중국 위탁연구보고서 李奇峰, 李嘉位(201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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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관리, 작물 병해충, 작물 생육(생체)
데이터 통신, 온실하우스 관제 및 원격모니터링 기술 보급률은 10~15%
수준, 뿌리부분의 토양환경 원격모니터링 설비 보급률은 5% 수준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물 생육·생체정보와 수확정보의 원격모니
터링 기술 그리고 블랙박스와 고장예지 기술도 전반적으로 보급이 이루
어지지 않았고 개발도 미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급된 설비들
의 국산화율은 80~100%로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분석·진단분야의 기술 보급률은 5~10% 수준으로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계측 모델과 빅데이터분석 기술이 약 5%
수준이고, 환경조절 기반 생산성 증진 및 생육모델 기반 생장/수확량 예
측 시스템, 병해충 진단·처방 및 환경관리 시스템의 보급률이 이보다 높
은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기 고장 성능 진단(온실 포함) 및
작업성능 진단·분석(작업효율/원격·경영관리) 기술은 아직도 연구개발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율은 약 80% 수준으로
측정·데이터수집 분야 국산화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처방·제어분야의 경우 스마트온실 작업 자동화 농기계·로봇·드론 등
의 보급률은 약 2%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
환경 원격제어 시스템, 최적 생산환경 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온습
도·CO2·에너지 등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플랫폼), 통합제어 플랫폼(표준
화, 개방형 제어기 유무 등), 시설 내 에너지 관리 통합 제어시스템 보급
률은 모두 약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율은
스마트온실 작업 자동화 농기계·로봇·드론의 경우 50% 내외인 반면 나
머지 기술은 약 80% 정도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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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온실 적용기술 보급 및 국산화 실태

표 4-2

분류

항목

보급률(%)

국산화율(%)

93

∎측정/데이터수집
실내
환경
실외

온도, 습도, CO2 등 내부 환경 원격 모니터링

30

온도, 습도, CO2 등 내부 환경 데이터 통신유무

30

93

온도, 습도, CO2 등 센서 표준화(호환성)

30

93
100

온도, 습도, CO2 등 외부 환경 원격 모니터링

10

온도, 습도, CO2 등 외부 환경 데이터 통신유무

10

100

온도, 습도, CO2 등 센서 표준화(호환성)

10

100

근권(根圈) 온도, 습도, 양액상태 등 외부 환경 원격 모니터링
작업관리

작업자별·작업별 작업시간, 인력투입, 농자재 수급 등 작업관리
유인, 수확, 순지르기, 선과, 방제 등 농작업이력관리

작물 생육/생체

작물의 옆폭, 줄기경, 화방수, 화방간격 등 원격 모니터링

작물 병해충
작물 수확 정보

5

80

15

100

15

100

미개발

-

작물 발생 해충, 진균, 바이러스 등 원격 모니터링

10

100

수량, 열매크기, 열매수, 색, 열과 등 원격 모니터링

개발중

작물 생육/생체정보 작물 생육/생체 정보 통신유무

10

100

하우스 관제 및 원격
시설하우스 관제 및 원격 모니터링
모니터링

15

80

블랙박스 유무
기계/장치

CCD 카메라 설치 유무
고장예지

미개발

-

30

93

미개발

∎ 분석·진단
생육계측 모델

5

80

빅데이터 분석

5

80

환경조절 기반 생산성 증진 및 생육모델 기반 생장/수확량 예측 시스템

10

80

병해충 진단·처방 및 환경관리 시스템

10

80

기기 고장 성능 진단(온실 포함)

미개발

-

작업성능 진단·분석(작업효율/원격·경영관리)

미개발

-

내부 환경 원격제어 시스템

10

80

최적 생산환경 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10

80

온습도, CO2, 에너지 등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플랫폼)

10

80

통합제어 플랫폼(표준화, 개방형 제어기 유무 등)

10

80

시설 내 에너지 관리 통합 제어시스템

10

80

스마트온실 작업 자동화 농기계/로봇/드론

2

50

2

100

∎ 처방·제어

∎ 기반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주: 해당 표는 농촌진흥청 기후・스마트농업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됨.
자료: 李奇峰, 李嘉位(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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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중국 특색의 고정형 전통적 일광온실(日光温室)

자료: https://www.baidu.com/(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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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 보급률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급된 기반 플랫폼은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스마트온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중
대형(단동 또는 연동) 비닐하우스보다는 중국 특색의 고정형 일광온실에
스마트 설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IoT 기반의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1세대 스마트온실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
다(그림 4-3 참조). 물론 자본력을 지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자동제어가 가능한 수준, 로봇농작업까지 가능한 수준의 2~3세대 스마
트온실도 기술 개발과 응용이 시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보
급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스마트축사
스마트온실의 경우와 달리 4대 기술 적용 분야 중 측정·데이터수집 분
야의 관련 기술 보급률이 분석·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측정·데이터수집 분야의
적용 기술 항목을 보면 온도, 습도, CO2 등 내부환경의 원격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센서표준화 설비의 보급률은 약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온도, 습도, CO2 등 외부환경의 원격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센서표준화 기술 보급률은 약 5%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보급된 내외부
환경데이터 수집 기술의 75~80%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
사 관제 및 원격 모니터링 기술의 보급률이 약 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급된 기술의 약 8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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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축사 적용기술 보급 및 국산화 실태

표 4-3

분류

항목

보급률(%)

국산화율(%)

온도, 습도, CO2 등 내부 환경 원격 모니터링

20

75

온도, 습도, CO2 등 내부 환경 데이터 통신유무

20

75

온도, 습도, CO2 등 센서 표준화(호환성)

20

75
80

∎측정/데이터수집
실내
환경

온도, 습도, CO2 등 외부 환경 원격 모니터링

5

온도, 습도, CO2 등 외부 환경 데이터 통신유무

5

80

온도, 습도, CO2 등 센서 표준화(호환성)

5

80

작업자별·작업별 작업시간, 인력투입, 농자재 수급 등
작업관리

10

90

청소, 사료 공급, 사료 종류, 사료공급 횟수, 예방 등
축사이력관리

10

90

가축 생체

체온, 몸무게, 가슴둘레, 발정, 임신, 승가횟수, 운동량
등 원격 모니터링

10

90

가축 사양

가축 사양 정보 원격 모니터링

10

90

가축 질병

가축 발생 해충, 진균, 바이러스 등 원격 모니터링

3

100

가축 생체/질병 정보

가축 생체/질병 정보 통신 유무

5

100

25

80

실외

작업관리

축사 관제 및 원격 모니
축사 관제 및 원격 모니터링
터링
블랙박스 유무
기계/장치

CCD 카메라 설치 유무
고장예지

미개발

25

80

미개발

∎ 분석·진단
성장계측 모델

15

80

빅데이터 분석

15

80

환경조절 기반 생산성 증진 및 성장모델 기반 성장/출하 예측 시스템

15

80

질병 진단·처방 및 환경관리 시스템

5

80

기기 고장 성능 진단(온실 포함)
작업성능 진단·분석(작업효율/원격·경영관리)

미개발

20

90

가축 분뇨 관리 및 제어 시스템

8

25

최적 생산환경 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20

75

온습도, CO2, 에너지 등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플랫폼)

20

75

20

75

∎ 처방·제어

통합제어 플랫폼(표준화, 개방형 제어기 유무 등)
축산 부산물 에너지화 및 순환시스템

미개발

축사 내 에너지 관리 통합 제어시스템

5

90

축사 내 작업 자동화·무인화 농기계/로봇/드론

1

20

3

100

∎ 기반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주: 해당 표는 농촌진흥청 기후・스마트농업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됨.
자료: 李奇峰, 李嘉位(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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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리와 가축 생체 및 사양 원격 모니터링 기술의 보급률은 약
10% 수준이고,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율은 약 90%로 높게 나타났다. 반
면 가축 질병 원격모니터링 및 가축 생체·질병 데이터 통신 기술의 보급
률은 3~5%로 낮은 실정이다. 다만 보급된 기술은 대부분 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계·장치 중 블랙박스와 고장예지 기술도 전반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발도 미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석·진단분야의 기술 보급률은 5~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업성능 진단·분석(작업효율/원격·경영관리) 기술 보급률이 20%로 상
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장계측 모델과 빅데이터분석, 환경조절 기반 생산
성 증진 및 성장모델 기반 성장/출하 예측 시스템은 모두 약 15% 수준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병 진단·처방 및 환경관리 시스템의 보급률은 약
5% 수준에 불과하고, 기기 고장 성능 진단(온실 포함) 기술은 거의 보급
되지 않았고 연구개발도 미진한 상태이다. 아직도 연구개발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진단분야의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율은 80~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제어분야의 경우 최적 생산환경 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온
습도·CO2·에너지 등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플랫폼), 통합제어 플랫폼(표
준화, 개방형 제어기 유무 등)의 보급률은 약 2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가축 분뇨 관리 및 제어 시스템, 축사 내 에너지 관리 통합 제어시스
템 은 보급률이 각각 8%, 5%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축사내 작업 자동
화·무인화 농기계·로봇·드론 보급률은 1% 수준에 불과하고, 축산 부산
물 에너지화 및 순환시스템은 거의 보급되지 않았고 연구개발도 더딘 상
태이다. 처방·제어분야의 세부 기술별 국산화율은 타분야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보급된 가축 분뇨 관리·제어 시스템과 축사내 작업 자동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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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농기계·로봇·드론의 국산화율이 각각 25%와 20%로 수입산 의존도
가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보급된 기술들의 국산화율은 약 75%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 보급률은 약 6% 수준으로 낮지
만 스마트온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보급된 기반 플랫폼은 대부
분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스마트노지재배
스마트노지재배는 기반 플랫폼을 제외하고 측정·데이터수집 분야, 분
석·진단 분야, 처방·제어 분야의 기술 보급률이 모두 스마트온실과 스마
트축사에 비해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측정·데이터수집 분
야의 적용 기술 항목을 보면 온도, 습도, 광, 풍속, 강우 등 기후환경의
원격모니터링, 데이터 통신, 센서표준화 설비의 보급률은 약 10% 수준으
로 나타났다. 보급된 이들 기술의 국산화율은 약 90% 수준이다.
온도, 습도, 지하수위 등 작물의 뿌리 주위의 토양 환경의 원격모니터
링, 데이터 통신, 센서표준화 설비의 보급률은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작업관리와 농작업 감시 원격모니터링 기술 보급률도 각각 6%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작물의 식생지수, 작물 병해충 및 작물
수확 정보의 원격 모니터링 기술 보급률도 각각 5%, 3%, 3%로 매우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 생육·생체 데이터 통신 기술의 보급률도 3%
에 불과한 상태이다. 포장 관제 및 원격 모니터링 기술은 거의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구개발도 더딘 상태이다. 다만 이미 보급된 기술은 대
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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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중국의 스마트 노지재배 적용기술 보급 및 국산화 실태

분류

항목

보급률(%)

국산화율(%)

∎측정/데이터수집
온도, 습도, 광, 풍속, 강우 등 기후 환경 원격 모니터링
노지
환경
근권
(根圈)

10

90

온도, 습도, 광, 풍속, 강우 등 기후 환경 데이터 통신유무

10

90

온도, 습도, 광, 풍속, 강우 등 센서 표준화(호환성)

10

90

온도, 습도, 지하수위 등 환경 원격 모니터링

5

100

온도, 습도, 지하수위 등 환경 데이터 통신유무

5

100

온도, 습도, 지하수위 등 센서 표준화(호환성)

5

100

작업자별·작업별 작업시간, 인력투입, 농자재 수급 등 작업관리

6

100

경운, 파종, 방제, 제초, 수확 등 농작업이력관리

6

100

농작업 감시

사람, 기계 등 농작업 원격 모니터링

6

100

작물 생육/생체

작물의 식생지수 원격 모니터링

5

100

작물 병해충

작물 발생 해충, 진균, 바이러스 등 원격 모니터링

3

100

작물 수확 정보

수량, 수분, 단백질 함량 등 수확정보 원격 모니터링

3

100

작물 생육/생체정보

작물 생육/생체 정보 통신유무

3

100

작업관리

포장 관제 및
원격 모니터링

농장 관제 및 원격 모니터링

미개발

CCD 카메라 설치 유무

미개발

고장예지

미개발

∎ 분석·진단
토양 이화학성 자동분석 시스템
최적 생산환경 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환경조절 기반 생산성 증진 및 생육모델 기반 생장/수확량 예측 시스템

1

100

2

100

미개발

병해충 진단·처방 및 환경관리 시스템

2

100

생육모델 기반 생장/수확량 예측시스템

2

100

기기 고장 성능 진단

2

100

작업성능 진단·분석(작업효율/원격·경영관리)

2

100

자동관수 관리제어 시스템

6

83

환경·생육·병해충 정보 기반 자동 시비 방제 및 변량시비 시스템

6

83

드론 등 무인비행체 활용 시비, 방제

6

83

자율주행(농장 내)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등)

6

83

6

100

∎ 처방·제어

∎ 기반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주 : 해당 표는 농촌진흥청 기후・스마트농업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됨.
자료: 李奇峰, 李嘉位(2019)

제4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 123

다음으로 분석·진단 분야의 기술 보급률을 보면 최적 생산환경 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병해충 진단·처방 및 환경관리 시스템, 생육모델
기반 생장/수확량 예측시스템, 기기 고장 성능 진단, 작업성능 진단·분석
(작업효율/원격·경영관리) 등이 모두 2%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토양
이화학성 자동분석 시스템은 보급률이 1%에 불과하고, 환경조절 기반
생산성 증진 및 생육모델 기반 생장/수확량 예측 시스템은 보급되지 않
은 상태이고 연구개발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보급된 기술
은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제어분야의 기술도 보급이 더딘 상태로 자동관수 관리제어 시스
템, 환경·생육·병해충 정보 기반 자동 시비 방제 및 변량시비 시스템, 드
론 등 무인비행체 활용 시비·방제, 자율주행(농장 내) 농기계(트랙터, 이
앙기, 수확기 등) 등의 보급률이 약 6%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기보급된
기술의 국산화율을 약 83%로 높은 수준이다.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노지재배도 클라우드 기
반 통합플랫폼 보급률은 약 6% 수준으로 낮지만 국산화율은 매우 높다.

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농촌타오바오(农村淘宝)78)
알리바바는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다. 1999년 설립했고 주요 경영
분야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금융, 물류, 빅데이터 클라우딩컴퓨
터, 광고, 무역 등이다. 2003년에 개설한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왕(淘宝
网)을 기반으로 2014년에 ‘천현만촌(千县万村)’계획을 수립하고79) 농촌

78) 정정길, 지성태, 유찬희, 임채환, 한이쥔(2018)의 제4장 제1절(pp. 74~99)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 및 인
용하였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으로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농촌타오바오 사업은 S2B 모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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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타겟으로 한 전자상거래 프로젝트인 ‘농촌타오바오(农村淘宝)’사
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각 지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전자상거래플
랫폼을 기반으로 현(县)급 및 촌(村)급 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산품
이 농촌으로 내려가고(网货下乡), 농산물이 도시로 들어가는(农产品进城)
쌍방향 유통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도농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수많은 인재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현대화되고 지능화된 스마트농촌 실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농촌타오바오 사업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공급상(Supplier)이 개
인 소매상(Business)을 도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S2B 전자상거
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공급상은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전자상
거래 플랫폼이고 개인 소매상은 농촌지역에서 개인 창업자들이 설립한
인터넷 상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알리바바가 모집한 개인
창업자(淘宝合伙人)들은 농촌지역에서 촌을 단위로 인터넷 상점과 오프
라인 서비스스테이션을 설립하고, 타오바오를 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농식품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모델
C2C

주요 내용
타오바오(淘宝) 등의 플랫폼을 통해 농민이 직접 소비자에게 농식품을 판매

B2C

제3자 브랜드 및 소매 플랫폼인 티엔마오(天猫)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농식품을 판매

B2B

1688(온라인 도매 플랫폼)을 통해 대량 판매 주체와 대량 구매 주체 간 농식품 거래

S2B

공급상이 개인 소매상을 도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모델(Supplier to Business)로 공급상 역
할을 하는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농식품을 판매

S2C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소비를 유도하는 모델(Service to Customer)로 허마시엔셩(盒马
鲜生)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농식품을 주문하고 오프라인 가맹점
을 통해 수령하거나 배송서비스를 통해 수령

79)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을 혁신하며 농촌생활이 더욱 편리하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향후 3~5년
이내에 100억 위안을 투자해 전국 현의 1/3, 촌의 1/6에 달하는 1,000개의 현(县)급 서비스센터, 100,000
개의 촌(村)급 서비스스테이션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千县万
村计划/15894148?fr=aladdin,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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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들이 타오바오를 통해 구매한 공산품을 촌단위 서비스스테이션
을 통해 공급받는 사업이다. 따라서 농촌타오바오는 농촌지역 경제와 전
자상거래를 결합한 일종의 인터넷 창업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농촌타오바오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타오바오촌연구보고(中国淘宝村研究报告)
2009~2019’에 따르면 촌단위 서비스스테이션이 설립된 이른바 타오바
오촌(淘宝村)은 2009년에 강소성(江苏省) 휴녕현(睢宁县) 사집진(沙集镇)
동풍촌(东风村), 하북성(河北省) 청하현(清河县) 동고장촌(东高庄), 절강
성(浙江省) 이우시(义乌市) 청암유촌(青岩刘村) 등 3곳으로 출발해서
2019년 8월 현재 4,310개로 증가했다.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타오바오진이나 타오바오촌클
러스터와 같이 클러스터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80) 타오바오진은
2014년에 19개로 출발해 1,118개로 증가했다. 2018년 전국 타오바오촌
과 타오바오진의 인터넷 상점 매출액은 7,000억 위안(한화 약 119조 원)
으로 전국 농촌지역 온라인 거래액의 약 50%를 차지했다. 일자리도 683
만 개 이상을 창출했다.
중국 농촌지역에서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혁신이 이루어지
고 있다. 타오바오 인터넷 상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농민들이나 인터넷 점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80) 타오바오진(淘宝镇)은 촌보다 상위 행정구역인 향(乡)·진(镇)단위에 타오바오촌이 3개 이상인 경우, 타오바
오촌클러스터(淘宝村集群)은 10개 이상의 타오바오촌이 공간적으로 연접하여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이다. 타오바오촌의 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대형 타오바오촌 클러스터(大型淘宝村集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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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알리바바의 농촌타오바오 사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촌단위 서비스스테이션

농촌타오바오 홈페이지

농촌타오바오 농식품 거래 플랫폼

농촌타오바오 농자재 거래 플랫폼

농촌지역 소매상(淘宝合伙人) 온라인 신청

촌단위 서비스스테이션

촌단위 서비스스테이션

자료: https://www.baidu.com/(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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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 소득 증
대를 촉진한다. 향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 농
업 생산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혁신모델이 창출되어 농업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둘째, 농산물 유통의 혁신 및 농촌지역의 공산품 소비 활성화를 촉진
하고 있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농촌지역에 진출하여 농촌을
도시와 연결시켜줌으로써 농촌 주민들이 도시 주민들과 동일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농산물의 도시지역으로의 판매도 활성화되었다.
국토면적이 넓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집상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해왔는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판매 채널
을 선택하여 소비자나 가공업체와 직접적으로 거래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촌주민들의 소득 수
준이 향상되면서 소비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소
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주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
종 생활·가전제품과 농약, 화학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하고 촌단위 서비
스스테이션을 통해 손쉽게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취업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촌타
오바오는 진입에 장벽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업자들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량의 농산물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산업 가치사슬이 확장됨으로써 농촌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는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농
촌지역에 근접해있다는 특징이 있다.81) 알리바바 연구원에 따르면, 타오
바오촌은 평균 1개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증가할 때마다, 2.8개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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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취업기회를 창출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직접고용 창출효과는 약 84
만 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6년 12월 장수성 쑤닝(睢
宁)의 경우, 40개의 타오바오촌에서 3만 6,900여개의 인터넷 쇼핑 사이

트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통한 직접고용 창출효과는 약 20만 개로 추산
되었다.
넷째,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중국타오바오촌연구보고
(中国淘宝村研究报告)2009~2019’에 따르면 성(省)급 빈곤 현(县)의 타
오바오촌이 800개 이상이고, 63개는 국가급 빈곤 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빈곤지역 타오바오촌의 연간 거래액은 20억 위안(한화 약 3,400억
원)에 달한다. 중국 농업농촌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832개 국
가급 빈곤 현의 전자상거래액 868억 위안 중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
랫폼의 온라인 거래액이 630억 위안 이상으로 72.6%를 차지했다.

다. 신유통: 알리바바(阿里巴巴)와 징둥(京东)의 농식품 소매유통 혁신
세계적으로 유통산업에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활용되면서 유통서비스
의 초지능·초실감·초연결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유통 환경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유통 기업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첨단 기술
에 기반한 새로운 유통 환경을 구현하고 있으며, 기업과 고객 간의 정보 비대
칭성이 완화되자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객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출시하
고 있다.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현재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

81)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의 고객상담센터 직원, 택배 배송원 등이다.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가구 업계의 목수, 배송원 등이
다. 소자본 창업, 인터넷 쇼핑몰의 택배업의 성장은 직접적인 취업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의 가치사슬을 따라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고하며, 나아가 간접 취업기회를 창출해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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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고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AR·VR 등 4차산업혁
명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을 통해 각 유통 분야 별 데이터
화를 실현하여 급변하는 고객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82)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马云)도 이러한 추
세에 발맞춰 2016년 10월 항저우에서 개최된 개발자 포럼 ‘윈치대회(云
栖大会)’에서 전자상거래 시대는 곧 끝나게 될 것이라 선언하고 새로운

유통산업 형태인 ‘신유통(新零售)’ 개념을 제시했다.83)
표 4-5

중국의 신유통 개념

구분

내용
기초설비 강화

유연성 확보, 스마트화, 협동성 제고

옴니채널 확보
(Omni-Channel)

온·오프라인 심도있는 결합

물류 시스템 강화

•무재고 경영, 물류산업 현대화, 클라우드 물류창고
•대중물류(众包物流): 모바일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배송원으로 활용
하는 방식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데이터화

인터넷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소비자 중심 경영

기업과 고객의 융합, C2B(Customer-to-Business), 소비 데이터 수집,
체험형 소비, 소비자 구매습관 예측

구
성
요
소

소비자(人)

데이터 수집 및 수요 예측
소비자가 유통 단계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제품(货)

공급사슬의 유연성 확보, 제품 품질 업그레이드

채널(场)

단순한 소매 단말 역할이 아닌, 유통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혁신

목
표

고객 수요 만족

고객의 개성화 수요 충족, 정신적 만족도 제고,
소비자의 선택폭 증대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

원가 절감, 유통 효율성 제고, 제조업 혁신 유도, 가치 창조

경
영
방
식

※최종형태: △무인 유통, △스마트유통, △고객 맞춤형 유통
자료: 亿欧智库2018, p. 17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82)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7) p. 22
83) 김병률, 이명기, 허정회, 송성환(2018),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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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통은 소매 유통 서비스에 집중한 ‘소비자 체험 중심의 데이터기반
유통 형태’이며,84)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과 경영정보
의 수집·분석이 결합되어 운영 효율이 제고되고,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
어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고도화되는 형태의 소매업을 의미한다.85)
알리바바그룹 산하의 알리연구원은 신유통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 체험을 중시한 범 소매형태이며, 다원화된 소매형태로 상품, 컨텐
츠,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6)
마윈의 발표 이후, 알리바바 그룹은 ‘신유통’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기
존에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유통 서비스의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신유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통업계의 성장
둔화이다. 중국 소비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쇼핑센
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공급과잉, 경쟁 과
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87)
둘째, 소비 수요의 다양화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2017년에 9,500
달러까지 증가하여 소비구조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중국의 소비
자들은 브랜드와 서비스를 중요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현제 온라인 소
비를 주도하는 1980년대(80后), 1990년대(90后) 출생 세대들은 가격과
브랜드 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비를 중시하고 있다.88)
84) 「능률협회와 함께 신유통 혁명 알아보기」(2019. 2. 23., 온라인자료, http://blog.naver.com/als6130/22
1473220726, 검색일: 2019. 9. 27)
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2018). p 3
86) 「중국 신유통 시대와 발전현황」(2018. 11. 9., 온라인자료,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
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695, 검색일: 2019. 9. 27.)
87) 「중국, 온·오프라인 결합한 신유통 구축 중」(2018. 10. 1., 온라인자료, http://www.kidd.co.kr/news/20
4961,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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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다. 2000~2015년 사이에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에 인터넷
사용자 수 8억 명을 기록했다. 특히 인터넷 기반 시설 건설, 스마트폰 보
급,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 사용자가 대폭 증가하였으
며, 모바일 금융 결제가 일상화되었다.
신유통의 특징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의 유통은 제품 생산 후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货)·채널(场)·소비자(人)’ 방식이었으며, 이
는 공급과잉과 기업 간 가격 경쟁을 야기했다. 하지만 신유통은 기존의
유통산업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달리 ‘소비자, 제품, 채널’ 순으로 우
선순위가 바뀌어 최신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소비
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채널을 통해 가치를 부여한다.89)
알리바바의 신유통 개념 제시 이후,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
트(腾讯), 쑤닝(苏宁), 징둥(京东)은 각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유통
에 대한 비전을 내세웠다. 이들이 각자 발표한 미래 유통의 키워드는 공
통적으로 단순히 온·오프라인 연결하여 오프라인의 재화를 모바일 화면
에 구현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소매 생태계가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90)

88) 상무부, “走进零售业时代 - 深度解读新零售”, (2017. 9. 11., 온라인 자료, http://www.mofcom.gov.cn/
article/shangwubangzhu/201709/20170902641772, 검색일: 2019. 9. 27.)
89) 「고객&소비자 중심의 중국 신유통 이해와 시사점」(2019. 4., 온라인자료, http://www.ulogistics.co.kr/t
est/board.php?board=column2&command=body&no=516, 검색일: 2019. 9. 27.)
90)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국 신유통에 주목하다」(2017. 8. 4., 온라인자료, http://platum.kr/ar
chives/86006, 검색일: 2019. 9. 27.)

132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표 4-6

중국 거대 인터넷 기업의 미래 유통 키워드 비교

기업

키워드

알리바바

신유통(新零售)

텐센트

스마트 유통(智慧零售)

징둥

무경계유통(无界零售)

쑤닝

스마트 유통(智慧零售)

내용
• 온·오프라인을 융합하여 전자상거래를 재정립
• 유통 운영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 유통산업의 혁신 유도
• 매장 내 응용 기술, 재고 및 공급망 체계의 디지털화
• 소비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 오프라인 유통 업체와 텐센트 간의 데이터 공유
• 핸드폰 App를 통한 소비자 데이터 축적
• 데이터와 기술을 통하여 개인 최적화 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결합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쇼핑 경험 제시
• 스마트 기술로 유통원가, 제품 및 데이터 관리 최적화 실현
• 공급체계 효율성 제고 및 원가 절감
•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하는 소비자 경험
업그레이드 실현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 단게부터 소비자 요구 반영
• 유통 채널 다양화로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구매 가능
• 온·오프라인 결합 및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자료: 각 기업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www.aliresearch.com, retail.cloud.tencent.com, www.jd.co
m, www.suningcloud.com, 검색일: 2019.9.27.))

현재 중국에서는 신유통 산업 관련 투자가 본격화 되고있으며, 알리바
바, 텐센트, 징둥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신유통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신유통 관련 투자 건수는 약
172건이며, 투자 규모는 625억 위안에 달한다.91)
신유통의 개념을 도입한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복잡한 유통구조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제품
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둥의
7FRESH, 알리바바의 허마센셩(盒马鲜生) 등 신선식품 유통업체는 제품
의 신선도를 보장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촌지역 농산물 생산지에
서 제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해 6~7 단계를 거쳤던 기존의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91) “新零售2017年成绩单: 早期投资为主，无人零售变风口”(2018. 2. 24., 온라인자료, http://news.iresear
ch.cn/content/2018/02/273163.shtml,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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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신유통 도입 후 유통구조의 변화

온라인
‘신유통’ 기업

OR/AND

‘신유통’의 유통구조

소비자

오프라인
생산자

기존의 유통구조

산지 유통업체

중개판매업자1

...

중개판매업자N

자료: 亿欧智库(2018), p. 52.

중국 정부도 이런 혁신추세에 발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
산업의 개혁은 2015년 11월 제기된 이래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급 측
구조개혁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2016년 11월 국무원이 발표한 ‘유통
혁신·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实体零售创新转型的意见)’은
유통업의 혁신을 위해 발전방식 혁신, 상업구조 조정, 산업 융합 발전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2017년 3월 개최된 제12회 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 온·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实体店)
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융합 발전 추진을 강조했다.
표 4-7

중국 ‘유통 혁신·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의견’ 주요 내용

구분
상업구조 조정
추진
과제

발전방식 혁신
산업간 융합 촉진
발전 환경 최적화

내용
• 인터넷 기술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제품의 상업 구조 조정 실시
• 기업의 상업 모델 혁신 장려 , • 체인점 경영 모델에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도입,
• 고객 서비스 및 소비자 체험 혁신
• 온·오프라인 융합 추진, ∘ 업계간 협업 추진, • 교역, 지불, 물류 시스템 최적화
• 상업 시설 건설 강화, • 행정처리 간소화 추진, • 상업 관련 공공서비스 개선
• 위조 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업 관련 위법 행위 단속 강화

자료: 国务院(20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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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적인 농식품 신유통 혁신 사례는 알리바바의 허마센셩(盒
马鲜生)과 징둥의 7FRESH이다. 먼저 허마센셩은 2015년 징둥(京東)의

물류사업부 총괄 출신인 허우이(侯毅)가 설립한 오프라인 물류기업이다.
허우이는 2014년에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체험매장을 결합한 신선식
품 매장 경영 모델 허마(盒马)를 제시하였지만, 징둥이 받아들이지 않자
퇴사하여 알리바바 그룹의 CEO인 장용(张勇)과 함께 허마센셩 브랜드를
설립하였다. 허마센셩은 2016년 마윈이 신유통 개념을 제창한 이후, 알
리바바 그룹으로부터 1.5억 달러를 투자받아 알리바바가 추구하는 신유
통 사업의 대표 모델이 되었다.
허마센셩은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 거래’ 경영 모델을 개발하여 적
용하였으며, 각 매장마다 농수산물 매장, 식당, 물류 창고, 온라인 상거
래 기능을 결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주요 취급 제품은 수산물, 채소, 과
일, 계란, 정육 제품 등 신선 식품이며, 최신 기술을 응용하여 소비자에
게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허마센셩은 품질을 위하여 유통 간소화를 실현하였다. 산지에서 제품
을 직접 구매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유통비용을 감소하였고, 품질을 보장
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거래 농가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각
매장은 매일 오후 4시에 전일 판매량에 근거하여 현지 공급업체에 적정
량을 주문하고, 공급일에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매장의 식당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마센셩은 알리바바의 자금 및 전자상거래
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장에 인공지능 재고관리, 물류시스템의 자
동화, 모바일 App을 이용한 제품 이력 추적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응
용한 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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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알리바바의 허마센셩(盒馬鮮生) 매장 예

盒马鲜生 매장 전경

무인 결제 코너

매장 내부 진열대

매장 내부 진열대

매장 내부 진열대

주문 상품 수집 장치

한국 농식품

한국 농식품

자료: 중국 출장조사 시 촬영(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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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마센셩의 물류 창고는 제품 구입, 포장, 물류, 배달 등 절차를
직접 수행하도록 건설되었다. 허마센셩은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는 동시
에 제품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물류배송센터로 전달한다.92) 주문 접수
에서 물류배송센터로 전달까지 10분 내외로 이뤄지기 때문에 반경 3㎞
이내의 고객에게 30분 내 배송이 가능하다. 이에 허마센셩은 ‘10㎞이내
무료 배송, 3㎞이내 30분 배송’이라는 슬로건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다.
2018년 기준 허마센셩의 매출액은 140억 위안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에 일용소비품 시장에서 18위 규모에 올라 2016년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신유통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
우, 청두 등 도시에 약 15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93)
최근 허마센셩이 당면한 과제는 지나친 확장 전략에 따른 품질 하락 및
폐점 등 이슈의 해결이다. 허마센셩은 2018년 하반기부터 품질 관련 이슈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18년 11월에는 상해 허마센셩 매장에서 당
근 출고 이력 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상해시 정안(静安)구 시장감독·관리국
(市场监管局)이 처벌 조치했다.94) 그리고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2018년
12월에 시행한 감사 결과, 허마센셩이 판매하는 서류, 팽화식품, 수산물,
유제품 등 11가지 품목의 1,781개 샘플에서 11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허마센셩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중 광주(广州) 허마센
셩의 붕어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기도 했다95). 또한 강소
92) 「알리바바 사례로 살펴보는 신유통」(2018. 7, 3., 온라인자료, http://platum.kr/archives/102603, 검색
일: 2019. 9. 27.)
93) “中国连锁经营协会 ‘2018中国快递消费品（超市/便利店）百强“ (2018. 5. 9., 온라인자료, http://www.
ccfa.org.cn/portal/cn/view.jsp?lt=31&id=438636, 검색일: 2019. 9. 27.)
94) “马上下架！盒马鲜生立案调查“标签门”后将对所有门店开展自查”(2018. 11. 20., 온라인자료, http://bj.
people.com.cn/n2/2018/1120/c233086-32310504.html,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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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苏)성 소주(苏州)시의 곤산신성(昆山新城)에 위치한 허마센셩 매장이
경영난으로 개업 후 9개월 만에 폐업하는 등 지나친 확장 전략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SNS 등에서는 허마센셩 매장의 협소한 부지, 배송 서
비스,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피해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허마센
셩의 CEO인 허우이는 2019년 하반기는 확장 보다는 내부 정돈을 실시하
여 문제점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번째 사례는 징둥의 7FRESH이다. 2018년 1월 설립된 7FRESH는 징
둥의 창업주인 류창둥(刘强东)의 발표한 ‘무경계 유통(无界零售)’ 개념이
적용되었다. 여기서 ‘무경계 유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의 경
계를 없애 소비행위와 온라인을 연동하여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둘째, 상품의 경계를 없애 단순히 상품만을 유통하는 것이 아닌 ‘제품+서
비스+데이터+컨텐츠’를 유통한다. 셋째, 제품·소비자·기업 간의 경계를 없
애 소비자의 피드백이 빠르게 이뤄진다.
류창둥은 2017년 7월 자신이 발표한 “유통의 미래: 제4차 유통혁명”
이라는 글에서 미래에 백화점, 체인점, 마트를 뛰어 넘어 물리적 공간에 제
한받지 않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제4차 유통혁명이 도래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징둥은 제4차 유통혁명 시대를 맞이해 고객, 제품,
소비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무경계 유통’을 추구할 것이라 밝혔다.96)
징둥 7FRESH는 류창둥의 ‘무경계 유통’ 개념을 적용한 온·오프라인 융
합 매장으로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식사, 가상현실(VR) 등 온‧오프

95) “国家市场监管总局: 广州盒马鲜生鲫鱼检出抗菌药”(2018. 12. 12., 온라인자료, http://shipin.people.
com.cn/n1/2018/1213/c85914-30463909.html, 검색일: 2019. 9. 27.)
96) 류창둥(2017)은 유통역사에서의 전환점을 “혁명”이라 표현하였으며, 각 전환점을 1차 유통혁명: 1850년대
백화점의 탄생, 2차 유통혁명: 1860년대 체인점 모델 출현, 3차 유통혁명: 1930년대 슈퍼마켓의 탄생으로
정리하였다. (온라인 자료, https://36kr.com/p/5083059, 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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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활동을 경계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7FRESH의 기본적인 매장 운영 방식은 허마센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첨단 IT 기술을 응용한 고객 서비스와 매장 환경·디자인에서 허마센셩
과 차별화하여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허마센셩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매장의
신선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7FRESH는 고객이 소
비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7FRESH는 손닿은 상품을 스캔하여 상품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마경(魔镜)시스템, 자동 주행 및 트래킹이 가능한 카트, 인면인식 지불 시
스템, 소비자 행동 추적·분석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응용한 고객 서비스
전략을 추진했다.97) 또한 협소한 매장 면적으로 인해 혼잡도 문제로 비판
받는 허마센셩의 매장과는 달리, 넓은 매장 면적 및 구획 정리를 통해 혼
잡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이외에도 7FRESH는 생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물의 유
통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급 농수산물 및 가공 제품에 대한 표본
추출 검사를 시행하고, HACCP98) 인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
후 7FRESH는 소비자 체험을 활성‧보급시키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생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무인 자동차, 무인 창고, 드론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 소비를 현실사회에 실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97) “解密京东7FRESH黑科技看看电商眼中的线下零售是什么样” (2018. 1. 4., 온라인자료, https://zhuanlan.z
hihu.com/p/32664081, 검색일: 2019. 9. 27.)
98)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
54326&cid=40942&categoryId=32826, 검색일: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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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징둥(京東) 7FRESH 매장 예

京东7FRESH 매장 전경

무인 결제 코너

7FRESH 앱 다운로드

매장 내부 진열대

매장 내부 진열대

매장 내부 진열대

한국 농식품

한국 농식품

자료: 중국 출장조사 시 촬영(2019. 7. 11)

140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7FRESH는 2019년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우한, 광저우, 시안,
청도 등 중국 1선급 도시에서 1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30여개의 매장을 설립·운영한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식재료를 중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
아래 현재는 주로 수산물, 과일, 채소, 정육 제품, 계란 등을 취급하고 있
다.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에 주력하여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안전 매장으
로 인식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7FRESH가 당면한 문제는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융합 체계에서 다수
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7FRESH App의 정보제공 및 결
제시스템의 미완성이다. 매장에 재고가 있다고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없는 경
우와 App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경우 등 정보 오류가 잦으며 App을 응용
한 결제 시스템도 불편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운영 모델 및 물류 시스템 문제
이다. 허마센셩과 같은 매장 모델을 채용하여 매장 후방에 물류센터를 건설하
였으나, 입고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신선식품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7FRESH 매장 직원이 물류 창고가 아닌 매장
뒷문에서 택시, 중형차 등으로 신선식품을 배송받는 사진이 SNS 등지를 통해
확산되어 7FRESH의 고품질 이미지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셋
째, 최신 IT 기술 활용 문제이다. 7FRESH가 최초로 도입한 마경 시스템은 일
부 채소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개업 후 현재까지 품목 업데이트는 없는 상태이
다. 또한 자동 주행이 가능한 무인 카트를 도입하였으나 사용률이 높지 않아
대다수의 카트가 방치되어있으며, 물류 컨베이어 벨트의 효율성이 부족하여
물동량이 많은 경우 자동화 장비 보다는 인력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소비자들
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다. 상기 문제들은 운영 철학 및 브랜드 이미지에 관련
된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7FRESH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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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통합성 제고
2. 민간 혁신역량 활용도 제고
3. 중국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

1. 정책의 통합성 제고
중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
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책의 통합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농업의 현대화·정보화라는 전략 개념을 설정하
고 자신들의 강점인 인터넷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적인 측면에서 농
산물의 생산·유통·소비와 연계된 중점 추진 정책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와 대비되는 농촌지역을 대상
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도 동시에 제시했다. 정리해보면 농업현대화 전략
하에 총론적으로 스마트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
고, 농업정보화 전략하에서 통합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각론적
인 차원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추진
하고 있는 정책은 중국과 비교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우리나라
가 세계 경제의 화두로 등장한 4차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한 것은 2017년 10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
면서부터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같은 해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두
축을 설정하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산업혁신은 농수산업, 금융물류, 에너지, 이동체, 제조, 의료분야 그리고
사회문제해결은 국방, 안전, 환경, 복지, 교통, 시티분야를 포함한다.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나타난 농업분야의 대응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혁신이라는 축에서 농수산업분야의 혁신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농촌
지역을 특정한 혁신이나 사회문제해결 계획은 눈에 띄지 않는다. 농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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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혁신 계획은 농업노동력 부족과 농업재해 확산 등에 대응해 생산-유
통-재해대응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마트팜을 고도화하고
농업로봇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농업 생산 단계에서는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
마트팜을 정밀재배와 자동제어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고도화하고
확산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을 구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단계에서는 수급을 안정시
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품질·안전 등과 관련된 유통 전반
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유통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농업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상기상 및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재해대응 체
계를 구축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은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성이 두드러지는 중국에 비해 산업적인
측면(농업 생산·유통 등)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림
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업 생산단계에서 시설원예에 ICT를 융복합하는
스마트팜을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림 5-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농가를 단위로 한 스마트팜
확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밸류체인 전반의 스마트화와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을 한 곳에 집적
하여 R&D와 실증-교육-창농·창업을 연계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
농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
흥, 경남 밀양 등 4개 지역을 선정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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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기존의 농가단위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하여 정책 대상을
청년 농업인,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팜 중심에서 스마트농업으로 확장하
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미래 선도형 융합기반기술을 개발
하고, 농림위성·드론 기반 작황예측·평가와 자율주행트랙터 등 농업로봇
기술 고도화로 농업의 생산안정성을 향상시키며, 공유데이터 기반 농산
물 저장·품질관리 및 생산이력 관리의 고도화로 효율적 유통 체계를 확
립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림 5-1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 개요

비전

스마트팜에서 커가는 혁신 농업의 미래
(농가보급) 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
(혁신거점) 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

목표

전략

기존농가

농업

개별농가
(법인)

기존농가
+
청년 창업농

농업
+
전후방 산업

개별농가
+
혁신거점

청년 창업생태계+산업 인프라 > 스마트팜 확산
확산 거점 > 인력·기술 결합 혁신 모델 창출
혁신 모델 > 신품목 발굴, 신시장 개척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팜
산업인프라
구축
●

중점
추진
과제

●

●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및 R&D 체계화

빅데이터 수집 활용
체계화 및 기자재·
통신 표준화
●
전문인력 양성
●
시장·다품목 다변화
●

확산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계획 공모/선정
여성농업인
지역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사회 기여 활성화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mafra/1280/subview.do(검색일: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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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기존의 농업 생산단계의
스마트팜 중심에서 생산-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농업으로 확장되고 있
는 것은 정책의 통합성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직도 스마트농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우리 농촌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
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
해 농촌지역 경제가 침제 일로에 있는데다 도시에 비해 교통·문화·의료·
교육·복지·정주 여건이 낙후되어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산업과 생활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
농촌 관련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스마트팜에서 스마트
농업 더 나아가 스마트농촌으로 확장되는 정책 조정 및 개발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각 분야 정책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정보화 및 ICT
융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마트농촌에 관한 논의가 아직 활
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중국의 사례, 모델을 보다 체계적
으로 조사·분석해 관련 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
다고 생각된다.

2. 민간 혁신역량 활용도 제고
농업분야의 생산·유통·소비 현장에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기술과 자본이 필수적이다. 농업인의 개인 역량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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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벅찬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4차산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 공공 농업 R&D 투자와 정
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견인하는 정부 그리고 민간 농업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시설과 농기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 혁신의 파트너로서 총력 지원하는 민관 협
력을 통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비
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많은 나
라들이 지향하는 대응 체계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별로 실제 운용 과정
은 각국의 초기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표방하는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의 기본 원칙은 ‘시장주도(市
场主导), 정부인도(政府引导)’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

관협력형을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인도’의 의미에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내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정부인도하
에 나름의 전략과 정책을 확립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농업 생산·유통·
소비 및 농촌 현장에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여기
서 주목할 부분은 민간의 역할이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와 비교하여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시장진입 제약 완화 등 민간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우호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운영의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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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은 민간(기업)이 실제 농업·농촌 현장에서 스
마트농업·농촌을 실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는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공공 농업 R&D 투자를 통해 농업
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농업인을 대상
으로 각종 자금·시설·교육을 지원해 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농촌을 실천
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은 농업 R&D 투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주로 관련 시설과 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4차산업혁명 대
응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향후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서는 정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99) 우리의 경우
일반 기업의 농업 생산 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농업인들의 기업 참여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어서 민간(기업)이 스마트농업·농촌의 운영 주체가
되어 혁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중국의 모델을 바로 한국에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
서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
로 향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

99) 이는 OECD가 자체의 정책분석 틀을 적용하여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 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연구 결과 도출한 정책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농업 R&D 투자에서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민간부문의 투
자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민간 R&D를 보완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적 농업혁신시스
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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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스마트농촌으로 확장
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경제를 활
성화하는 모델을 개발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ICT에 기반한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사업을 매개로 농식품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농민공, 청년층의 창업·취업 공간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ICT 업종에 종사했거나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귀농·귀촌인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ICT를 매개로 창업·취업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3. 중국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
한국과 중국은 2012년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 6월 협정
문에 정식 서명했고 12월 20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도 체결하지 못한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세계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
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한중 FTA의 수출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여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농업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식품산업‧시장과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분야의 FDI 유치
에도 적극적이다.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자재, 생산‧유통시스
템(기술), 브랜드 등으로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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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시
대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분야에서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팜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
트팜이 대부분이다. 향후 정밀재배 및 자동제어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
으로 고도화되고 전국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은 자명한 일이
다. 따라서 우리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중국시장 수출 및 투
자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민관협
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농업분야 PPP사업 중 농업 사물인터넷·정보화사업은 장려분
야 가운데 하나이다.100)
대중국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는 농
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신북방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수출 사업이다. 한국형 스마트팜은 중소규모 비
닐하우스 위주의 국내 시설원예산업과 일관사육 중심의 국내 양돈업 특
성에 최적화된 스마트팜을 말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문재인 대통ㅎ
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과 연계해 올해 4월 22일 ‘한-카자흐 비즈니스
파트너쉽’ 행사에서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101)

100) 농업분야 PPP사업 중 중점 지원 분야는 △우량농지 조성, △종자산업,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 및 이력추
적시스템 구축, △농업인프라 시설 건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이다. 유도분야는 △농업폐기물 자원화, △농업
비점원오염(non-point source pollution) 관리, △메탄가스 생산규모화, △농업자원환경 보호 및 지속가
능 발전 분야이다. 장려분야는 △현대농업 시범구, △농업 사물인터넷·정보화, △농산물 도매시장, △관광·
휴양농업 분야이다.
101) 한국기업체인 ㈜나래트랜드와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 2개사 가 총 24ha 규모의 딸기·오이·토마토용 스마
트팜 시설 및 시스템을 수출하는 1,720만 달러 규모의 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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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신북방국가로의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관련 예산을 늘려 중국시장으로 사업을 확
대하는 것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은
국가와 민간에서 육성한 우수 품종도 함께 수출하는 전략으로 우리 품종
의 로열티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인접한 거대 규모의 중국시장을 상
품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던 전략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형 농업기술 및
농기자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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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보급 유형별 사례102)
[사례 1] 정부주도형
호북성 농촌정보화(信息进村入户) 프로젝트

❍ 사업 개요
 농촌정보화는 농업농촌부가 추진하는 “인터넷플러스” 현대농업의 핵심 시범프로젝트
로서 주요 임무는 기층 정보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정무, 경제사무, 공익서비스 등의
융합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플러스” 행동계획이 농촌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
는 시범 프로젝트임.
 농업농촌부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현과 행정촌에서 농촌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호북성 농업농촌청에서는 2016년부터 농촌정보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프로젝트 진행상황
 2019년 말 기준 호북성에 12316 농업정보센터 4,217개가 마련되었고, 정보원
4,775명, 농업정보센터 전문가 1,177명이 채용되었으며, 적용되는 행정촌은 3,689
개에 달함.
 촌급 정보원 4,861명과 신농업경영주체 13.65만 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

 주민편의서비스 22.76만 건을 시행하였으며, 상무, 금융 등 주민편의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규모가 33.35억 위안에 달함.

 농촌체험관광에 39.34만 명이 참여했으며, 농촌체험관광 및 농업특산물 판매로 4.28억
위안의 수익이 발생하여 누계 기준 농촌 전자상거래 거래총액이 15.31억 위안에 달함.

 2018년 총 3,100만 위안의 재정자금을 투자하여 농촌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함.
❍ 호북 농업 12316 플랫폼 서비스 현황
 음성호출 서비스 성과 : 2018년 호북 12316 콜센터에서 제공한 핫라인 서비스는
총 21,849건이며, 이 가운데 자동접수가 10,468건, 12316 전문가의 온라인자문이
1,249건,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의 콜백 서비스가 1,240건임. 사용자 만족표시가 총
1204건으로 서비스 만족률이 100%에 달함.

 홈페이지 및 신규매체 서비스 성과 : 호북 농업 12316 위챗 공식계정, 웨이보, 홈페이
지 및 모바일클라이언트를 통해 농업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농업 주요 뉴스, 시장상황, 농업기술, 병충해 조기경고, 주민편의를 위한
정보게시 등이 있음. 2018년 호북 농업 12316 웨이보, 위챗 등 플랫폼에서 총 1,758
건의 정보를 송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약 1.5만 명에 달함. 플랫폼 월평균조회수는 4만
번에 달함. 호북 12316 농촌정보화 홈페이지를 통해 총 3,689건의 정보를 게시하였
으며, 농업서비스 특집을 4회 제작하였고, 홈페이지 일평균 클릭 수는 1,150여 회에 달함.

102) 중국 위탁연구보고서 李奇峰, 李嘉位(201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164 ❙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 관련조치 및 사업 추진현황
 호북성 농업농촌청에서는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농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9개
시, 19개 현에서 새로운 농촌정보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12개 시, 28개 현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심화 추진하고 있음.

 프로젝트 담당부서, 감독부서, 시범사업 현지 농업부처와 함께 사업추진 월례회의 제
도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논의, 해결하고 있음.

 2018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
 6월 :《호북성 “인터넷 플러스” 현대농업 실시방안의 인쇄 및 발표에 관한 성 농업
청의 통지》, 《호북 농업 신구(新舊)운동에너지 전환 사업방안》을 발표함.
 7월 : 사업추진상황 교류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반년간의 사업상황을 보고.
 8월 :《호북성 2018년 호북 특색농산물 주요 생산지역 구축 프로젝트 신청 가이드
북의 인쇄 발표에 관한 성 농업청 판공실의 통지》를 발표.
 11월 : 농업정보센터를 조직하여 ‘전국 신농민·신기술 창업혁신 박람회’ 참가. (총
3명이 전국 농촌정보화 우수 촌급 정보원 사례로 선정되었음.)
 12월 :성급 정부구매 프로젝트 검수사업을 실시하여 12316 농촌 정보화 플랫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전문 서비스 기능을 제고함.

[사례 2] 정부 가이드+기업 참여형 / 대규모경작 분야
: 벼 산업 IoT 기술서비스 시스템 (吉林市东福米业有限责任公司)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동푸기업은 토지사용권 양도의 방식을 통해 3,000ha의 벼 경작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작기지에서는 농업현대화와 정보화 요구에 맞춘 생산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동푸기업은 중앙데이터실, 지휘통제실, 자동출입관리시스템, BGM 및 긴급방송
시스템, 공장 보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크전송 시스템 등에 총 226만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지휘통제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농업 IoT 자동제어
시설, 기업 정보화 및 제품 생산이력제 일체화 플랫폼 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885만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길림성 농업위원회에서 25만 위안을 투자하여 대규모 논, 육묘용 비닐하우스 등에
IoT 데이터 수집점을 마련하고, DH-SD6982 HD 돔카메라를 이용해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Laco사에서 주문제작한 센서를 이용해 공기 온습도, 토양 10cm 및
20cm 온습도, 풍력, 풍속, 풍향, 대기압력, 일조량, 강우량, 증발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JDC-III 자동 병충해상황 측량용램프를 이용해 병충해 관련 데이터를 수
집하는 등 총 15개의 데이터지표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음.

 동푸기업 자체적으로 35만 위안을 조달하여 DS-2DF7296 HD 돔카메라를 이용한
생산기지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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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기술응용 솔루션
 프로젝트 실시 기간은 2014년 4월~11월이었으며, 기간 중 데이터 수집점과 벼 산업
IoT 기술서비스시스템 개발이 완성되었음.

 IoT 센서기술, 네트워크 전송기술을 이용하여 벼가 재배되는 전 과정에 대한 영상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능형 제어기술을 이용해 생산관리
관련 시설설비에 대한 자동화 관리를 실시하여 벼 생산에서의 원가 절감, 에너지 절
감, 생산량 및 효율성 증대를 촉진하였음.

❍ 경제적 효과
 벼 모종 관리 단계에서 3,000㎡당 1명의 관리요원을 줄일 수 있게 되었음. 현재 동
푸기업의 육묘 면적을 고려하면 1년에 10명의 육묘관리원을 줄여 연간 40만 위안을
절감할 수 있게 됨.

 상품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품 부가가치와 판매가격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1년에 1.2만 톤의 백미를 생산할 때, 0.5kg당 5위안씩 가격이 올랐다
고 계산하면 매년 1.2억 위안의 추가수입이 발생하게 된 셈.

❍ 프로젝트 실시의 주요 포인트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1) 벼 모종 재배, 대규모 경작, 생산가공 등 각종 단계에 대해
디지털 설계, 지능화 제작, 정교한 운영,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농업생산요소의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원 소비를 줄이고, 벼 농업
생산방식이 과거의 조방형 생산에서 보다 정교한 생산방식으로 전환되었음. 2) 지능
화생산 시스템,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벼의 생산량, 품질, 브랜드 영향력을 모두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IoT 기술을 통해 기업 생산과 관련하여 투입이 10% 감소하
고, 생산량이 10% 증가하고, 수익이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

[사례 3] 정부 가이드+기업 참여형 / 시설원예 분야
: IoT에 기반한 화분생산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连云港振兴花卉有限公司)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롄윈강진흥 현대농업 과학기술시범원 내 10,000㎡의 유리온실에서 송풍기, 자동관
개시스템, 내부순환시스템, 미세분사시스템과 정제수설비를 갖추고 호접란, 튤립, 백
합, 안투리움 등 다양한 유형의 화분에 대한 구역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프로젝트를 통해 주통제센터 1개, 환경모니터링 포인트 30개, 실외기상관측소 1개,
영상모니터링 포인트 19개가 설치되었음.

 센서를 이용해 온도, 습도, 일조 등 온실 내외부 환경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성장환경
을 모니터링함. 모니터링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제센터로 실시한 전달되고, 분
석을 통해 최적의 스마트 환경제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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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제품명: 화분생산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기능 : 온실 내 온도, 일조, 습도를 각 생장단계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 파라미터에
맞추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함.

 출처 : 강소성 농업삼신공정(三新工程)
 가격 : 총 15.8만 위안
❍ IoT 기술응용 솔루션
 시설화분 지능화 시스템응용 시범프로젝트는 2012년 강소성 농업삼신공정 프로젝트
로 실시기간은 2012년 4월~2013년 12월이었음.

 IoT에 기반한 화분생산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은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 데이
터 취합 시스템, 네트워크 전송 시스템, 중앙통제시스템, 전문가데이터 시스템, 집행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최종목적은 화분 생장에 있어 최적의 환경요
인을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생장조건을 제어하고, 인위적 조정의 오차를 최
소화하고, 과학적, 경제적, 효율적으로 환경제어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최적의 제어효
과를 이뤄내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것임.

❍ 경제적 효과
 화분 생산성이 크게 제고되었음. 병충해 발생율, 생산주기, 육성률 등 3가지 측면에
서 스마트설비를 갖춘 구역이 월등한 성과를 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스마트설비를 갖춘 구역에서 인력투입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백합 절화 생산에서 스마트시스템의 응용효과 비교
일반시설
스마트시설

병충해 발생율
8.22%
2.86%
-5.82%

생산주기(d)
124
115
-9

육성률
92.60%
96.50%
+3.90%

[표 2] 튤립 절화 생산에서 스마트시스템의 응용효과 비교
일반시설
스마트시설

병충해 발생율
5.20%
2.73%
-2.47%

생산주기(d)
55
47
-8

육성률
94.50%
98.10%
+3.60%

[표 3] 호접란 화분 생산에서 스마트시스템의 응용효과 비교
일반시설
스마트시설

병충해 발생율
5.60%
3.20%
-2.40%

생산주기(d)
126
104
-22

육성률
93.40%
97.80%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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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안투리움 화분 생산에서 스마트시스템의 응용효과 비교
병충해 발생율
5.60%
3.20%
-2.40%

일반시설
스마트시설

육성률
93.40%
97.80%
+4.40%

생산주기(d)
126
104
-22

[표 5] 단위규모당 인건비 비교
(단위: 위안/㎡)
백합
12.0
9.0
-3.0

일반시설
스마트시설

튤립
6.5
4.8
-1.7

안투리움
53
27
-18

호접란
27
13.5
-13.5

❍ 프로젝트 실시의 주요 포인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 화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프로젝트 기
술 보급 이후, 화분 병충해 발생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생산주기가 단축되고 생산량
과 품질이 현저히 제고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상승.
 특히 “진흥표 호접란”은 롄윈강시 명품브랜드상품으로 선정됨.

 시범지역 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정확한 사용을 통해 사회·경제·생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었음.

 에너지 절감 : 현대농업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은 하우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수집
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하우스 내 환경제어시설을 원격제어할 수 있게 함.
결과적으로 설비 운영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하루 평균 100~150위안의 전기료를 절
감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국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고효율농업발전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임.
[그림 1] 시설별 온실 일평균 전기료 지출 상황
(단위: 위안, 10000m2)
일반 설비

800

스마트 설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3月

4月

5月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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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사례 4] 정부 가이드+기업 참여형 / 가축사육 분야
: 돼지 표준화사육 IoT 응용모델 (广东温氏食品集团股份有限公司)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원스그룹 데이터센터 건설과 집중식 시스템아키텍처에 기반한 정보응용 두 가지 목
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함.

 원스그룹 자체 데이터센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호스팅플랫폼을 구축하여 그룹 내 모든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시킴.

 국내외 대형 ERP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만의 특성을 갖춘
정보응용 아키텍쳐를 구축함.
 정보응용은 크게 업무 응용모델과 스마트사육 IoT응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업무 응용모델 : EAS업무관리시스템, 의사결정지원정보시스템, IO내부사무시스템,
기업홈페이지 등을 포함.
 스마트사육 IoT응용 : 스마트사육제어응용, 물류관리, 생산과정 데이터 실시간 취
합시스템, 사육농가 이카통(一卡通), 생산모니터링센터 등을 포함.

❍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데이터센터는 100메가(Mbps) 광섬유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자회사는 데이터
전용회선 혹은 ADSL을 통해 브로드밴드에 접속함. 각 지역별 지사에서는 VPN을
통해 호스트에 전송하고, 중앙기계실에는 방화벽 기능을 갖춘 VPN 접속서버를 마련
하고 상호백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 연결 및 데이터 전송의 안정
성을 확보함

 데이터센터는 IBM P시리즈 5대와 DS4000시리즈의 프리미엄 스토리지 4대를 갖추
고 있음.

❍ IoT 기술응용 솔루션
 원스그룹은 중국 축산업계에서 선도적으로 IoT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모든 사육생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육업계의 정교화, 자동화, 지
능화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중국 축산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원스그룹은 이미 표준화사육 지역에서 사육 기계시설과 IoT 기술의 집성응용을 실현
하였으며, 돼지 사육과 관련된 IoT 기술응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관리자들은 모든 사육장의 실시간 환경상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터
넷을 통해 사육장의 온도와 통풍시스템을 원격제어하며, 자동사료급여시스템을 정확
히 제어하는 등 생산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

❍ 경제적 효과
 동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원스그룹의 정보시스템은 하드웨어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및 응용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농업기업중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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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디(Kingdee/金蝶软件)와의 공동연구개발, 공동실시 협력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자
체적 관리, 유지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

 정보기술 개조를 통해 업무 흐름이 개선되고 운영원가가 절감되는 등 원스그룹의 발
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기업의 각 경제지표는 매년 제고되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프로젝트 실시의 주요 포인트
 원스그룹 내에는 과학연구, 육종, 생산, 판매 및 사료, 육가공 등 일련의 산업사슬이
형성되어 있어 그룹 내부 교역액이 매년 10억 위안에 달함. 정보응용 플랫폼을 통해
내부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래효율을 제고시키고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되었음.

 스마트사육 IoT 응용은 원스그룹이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흡수하여 기능이
실용적이고, 성능이 안정적이며, 조작이 간편한 특징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생산효
율과 관리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
[그림 2] 기술로드맵
3. 중앙 데이터 처리 서버
중앙 관리 서버
핸드폰 온실 제어 APP

온실 제어 홈페이지
Internet

2. 중간 제어 서버
경보기

중간 처리 서버

핸드폰 메시지 경보
설비 경보

생산 제어
근거리 통신망

1. 정보 수집 및 설비 제어

자동화 분뇨
청소설비

환경 보호
설비

자동
급이

벨트형 자동급이기
스크류 피더
인공지능 급이기

전동
배기 편
분무
커튼

환경 제어
설비

사료
수송

자동화 사료저장탱크

온도 센서 습도 센서
CO2 선세 토양 센서
환경 감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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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기기

[사례 5] 기업 주도형 / 대규모경작 분야
: 유기농 구기자 지능화 정보기술 관리시스템 (宁夏万齐农业发展集团)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IoT에 기반한 명품생산 품질추적 시스템”은 완지그룹이 2013년 1,770만 위안을
투자하여 건설한 현대농업 지능정보화 관리프로젝트임.

 프로젝트 목적은 기업이 생산하는 무공해 벼, 구기자, 채소 등의 재배, 수확, 가공,
저장, 물류 및 판매 등의 과정에서 IoT 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 품질안전과 관련된
품질추적, 즉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IoT 기술 중 센싱, RFID, QR코드, 3D바코드 등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벼, 구기자,
과일 및 채소 등 명품농산물의 품질안전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마이닝 등 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시스템 솔루션을
마련하였음.

❍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구기자 재배 생산 관리정보시스템 개발 : IoT 기술과 무선센싱기술을 이용하여 유기
농 구기자의 생장환경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온도, 습도, 일조, 이산화
탄소, 토양 양분 등의 지표에 대해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비료, 물, 약
품, 일조량, 이산화탄소 함량 등에 대해 정확한 제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량, 품질,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산물의 품질안전 추적관리시스템
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함.

 구기자 가공 관리시스템 개발 : 유기농 구기자의 가공 생산설비에 대해 스마트정보플랫
폼을 통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개발을 진행하여 구기자 가공(건조창고, 동결건조창고) 과
정에 대한 데이터의수집 및 지능화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구기자의 가공품질을 제고함.

 창고 및 물류 관리정보시스템 개발 : RFID기술, 지능센싱기술, GPS기술을 융합하고
WAN, GPRS/3G/4G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운송 중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영원가를 낮추고 농산물 품
질을 제고함.

❍ 경제적 효과
 본 프로젝트의 실시로 명품 농산물 가치가 10% 이상 증가하였음.
 연평균 추가 생산액은 11,600만 위안, 이윤 총액은 4,060만 위안에 달함

❍ 프로젝트 실시의 주요 포인트
 농업재배 지능정보화 관리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병충해 발생을
줄이고, 생산량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생장주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경제
적 수익이 크게 제고됨.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상품율을 제고하고 식품 안전제도 구축을 촉진하
고 기업의 영향력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농산물 지명도와 영향력이 제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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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기업 주도형 / 시설원예 분야
: 포도 수비 지능화 관개시스템 (宾川县华侨庄园农业科技开发有限公司)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기업 본부 시범기지 200묘, 농가와의 협력기지 300묘 등 총 500묘의 포도재배 시범
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본부 시범기지 :
 코코넛 코이어를 이용한 무토양 재배온실 6묘, 연동형 비닐하수 50묘, 근권제한
재배가 가능한 관광형 온실 10묘, 근권제한 재배온실 50묘에서 이미 생산이 이루
어지고 있음
 추가적으로 무토양 재배온실 14묘, 연동형 비닐하우스 40묘, 육묘온실 10묘, 태양
광온실 2,000㎡, 포도 테마파크 20묘를 건설 중임.

 기업이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농가에서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업+생산기지+
농가” 협력모델을 채용하여 근권제한 재배 시범기지 300묘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2,000㎡에 달하는 포도 연구소를 건설 중이며, 네덜란드 프리바(PRIVA) 사의
NutriFit 정밀관개시비시스템 1세트, 북경 진푸텅(金福腾)사의 Photon 지능시비관
개시스템 1세트, 토양측정기 2세트, 농약잔류량 측정분석설비 1세트, 측량기 5세트,
인큐베이터 10세트 등을 보유하고 있음.

❍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NutriFit 정밀관개시비장비 : 프리바 사에서 온실재배용으로 개발한 자동화 시비관개
설비로 점적관개, 분무관개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온실 내 작물에 대해 정
교한 시비와 자동관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

 Photon 지능시비관개시스템 : 컴퓨터 기술, 공업 자동제어술, 무선원격제어기술,
IoT기술 등을 이용하여 포도 관개시비를 보다 정확히 제어할 수 있게 함. 이 시스템
은 호스트컴퓨터, 임베디드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제어장비, 시비관개장비, 관개밸
브, 비료저장통 및 수송파이프, 무선제어유닛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 절수, 시
비량 50% 감소, 생산량 30% 증대, 환경보호, 투입인력 감소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음.

❍ IoT 기술응용 솔루션
 시비관개 지능화 제어 : NutriFit 정밀관개시비시스템, Photon 지능시비관개시스템
을 이용해 시범기지 내 관개 및 시비에 대한 지능화 제어를 실시.

 생장환경 모니터링 : 토양측정기, EC Tester11+전도율 테스트용 펜 등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시범기지 내 온도, 습도, 토양 염도(EC), 산도(PH)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센터에서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최적의 관개시비 방법을 확정함.

 생산 정교화 관리 : 포도 생장주기 빅데이터를 마련하고 포도 재배기술 표준을 제정함.
또한 생산관리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생산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춤.

 제품 생산이력제 : 묘목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QR코드를 만들어서 모계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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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 및 제품 추적관리를 실현함.

❍ 경제적 효과
 시비지능화관개시스템 : NutriFit 정밀관개시비시스템, Photon 지능시비관개시스템
을 이용한 후, 약 60% 절수가 가능해졌고, 비료 50% 절약, 관개를 위한 노동력
50% 절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역시 90% 이상 낮아지고 생산량은 약
30% 증가하게 됨. 또한 제품 품질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제품 판매가격도 50%
이상 상승, 단위면적당 수익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생산관리 데이터제어 : 생산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건비를 30% 가량 줄이고 작
업효율을 40% 이상 제고하게 됨.

❍ 프로젝트 실시의 주요 포인트
 빈천현 지역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 및 토양 경화, 산화, 알칼리화 등의 문제를 해결
하는 동시에 포도 재배면적을 넓히고, 포도 재배품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됨.

 물,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이고 이용율을 제고하게 됨에 따라 식생파괴가 감소
하고 토양구조가 개선되는 등 뛰어난 생태효과가 나타남.

 포도 재배 규범화를 실현하고 생산과정 제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제품 생산이력
관리를 실현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빈천현 포도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함.

[사례 7] 기업 주도형 / 가축사육 분야
: 가금사 스마트 사육관리 시스템 (宁夏晓鸣农牧股份有限公司)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황양탄(黄羊滩)생태사육기지 1,800묘에서 하이라인(hyline) 산란계의 사육, 번식,
보급 등을 하고 있음
 사육기지에는 친세대(P) 사육장 6개, 조세대(GP) 사육장 2개를 갖추고 있으며, 표
준화 양계사 44개 동을 포함하고 있음.
 연간 사육수수 : 조세대 산란계 6.5만 세트(套), 친세대 산란계 50만 세트

 생태사육기지는 첨단 자동급수기와 사료급여기의 자동제어시스템, 양계사 환경제어
시스템, 영상 모니터링과 원격진료시스템, 종란등급분류 인코더시스템, 적외선을 이
용한 전자동 부리다듬기 및 백신주사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음.

 농업용 센서, 무선센서네트워크(WSN), 브로드밴드를 이용한 모바일인터넷, 자동제
어, 지능정보처리 등 현대농업기술을 집성하여 산란계 사육에 대한 스마트관리를 실
현하고 있으며, 양계장 원격 모니터링 및 진료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제품 모니터링 및 품질추적 시스템, 사육과정 관리, 이상상황 조기경보, 재무관리, 제
품판매, 서비스플랫폼 및 고객관리시스템 등과 결합하여 사육 전과정에 걸친 자동화,
지능화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음.

 정보화 기술을 응용한 기업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
의 데이터 이용 및 분석능력과 운영효율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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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이며 규범화된 운영을 실현하고 있음.

❍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양계사 영상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시스템 : HD 네트워크카메라, 돔카메라, HD 디
지털 NVR, LCD, 관리컴퓨터, 하드디스크, 데이터교환기 등을 갖추고 각 양계사에
대해 24시간 연속 HD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를 통해 양계장의 안전하고 규범
적인 제어가 가능해짐.

 원적외선을 이용한 부리다듬기와 백신주사 시스템 : 미국 NOVA-TECH 사의 장비
를 사용하여 원적외선을 이용한 부리다듬기를 실시하는 동시에 백신을 함께 주사함
으로써 병아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함.

 양계사 환경제어 시스템 : 양계사 앞부분에 EC-3T환경제어기, 뒷부분에 Temptron
607환경제어기를 두고 실시간 데이터를 PC로 전송함.

 사료자동중량시스템 : EC-SC10사료중량계를 사용. 매일, 양계사별 사료 소모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음.

❍ IoT 기술응용 솔루션
 산란계 스마트사육 소프트웨어, 축사 영상모니터링 및 원격진료시스템, 양계사 환경
제어 시스템, 사료자동중량시스템 등 IoT기술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PC와 휴대전
화 앱 등을 이용하여 양계사 환경, 면역, 약품사용, 검사, 사료, 제충, 부화 등 관련
생산관리 등에 종합적으로 적용함.

 스마트사육현장관리시스템은 과학적 사육과 그 과정에 대한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이 솔루션의 실시주기는 18개월임.

❍ 경제적 효과
 산란계 IoT 스마트 사육과 ERP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
하고 기업 내부에서 응용, 시범활용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효율과 관리효율이 크게 제
고되었음.

 병아리 상품 생산량이 10% 가량 증가하고, 모든 사육주기별 생존률이 2%씩 제고되
었음. 병아리 판매가격 역시 업계평균보다 0.2~0.4위안 정도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관리비용도 10% 이상 절감되었음.

❍ 프로젝트 실시의 주요 포인트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보다 완전하고 규범적이며 정확한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게 되어 기업 관리모델의 효율성이 제고됨.

 가금류 사육에서 사육, 부화, 판매, 재고, 운송 등 각 단계별 리스크와 상품 품질 리
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됨.

 제품 전 산업사슬에 걸친 안전 및 품질추적 시스템을 실시하여 상품 발송시간, 생산
차수, 원료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실시간 고객피드백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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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양계사 영상 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시스템
양계장 1

양계장 2

양계장 3

양계장 6

근거리 통신망

영상 서버

적외선 돔 카메라

하이 스피드 돔 카메라

IP 라우터

적외선 촬영기

ADSL 모뎀
영상 신호

돔 카메라

인터넷

일반 촬영 기기

원거리 영상 감시

네트워크 교환기

응용 관리 서버

영상관리 메인 컴퓨터

네트워크 교환기

데이터 저장 서버

감시제어 센터

데이터 디코더 매트릭스

영상 기기

[사례 8] 협력체 주도형 / 대규모경작 분야
표준화식량생산 IoT 정보감독관리 서비스플랫폼(岳阳市屈原管理区惠众粮油专业合作社)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후이종 합작사는 총 2.3만 묘의 생산기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총 면적이 1만
㎡에 달하는 대형 육묘용 비닐하우스 5개를 보유하고 있음.

 벼 발아촉진기 20대, 육묘자동생산라인 10세트, 육묘판 25만개, 중대형 트랙터 6대,
콤바인 16대, 고속이앙기 18대, 식물보호기계 44세트, 식물보호용 삼각익비행기 1
대, 원격무인식물보호기 1대를 보유하고 있음.

❍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루이화(瑞和)디지털과기유한공사와 협력을 통해 식량생산 IoT 정보감독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로터리경운기, 이앙기, 농약분사기, 수확기 및 식량운송기 등에 대해 정보화 개조를 실시
하고 IoT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농기계의 생산조건, 작업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식량생산 IoT 정보감독관리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함. 이를 통해 식량생산
전 과정에 대한 정밀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생산원가 및 인건비를 단축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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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앙기작업관리시스템, 농약분사표준화관리시스템, 식량수확과정 중의 곡물 모니터
링 시스템, 전자동 바이오연료 곡물 건조기, 멀티센서 데이터융합에 기반한 식량창고
온습도 제어시스템, 식량생산 IoT 현장 미들웨어 등을 통합 이용한 식량생산 IoT 정
보감독관리 서비스플랫폼을 구축, 활용하고 있음.

❍ IoT 기술응용 솔루션
 식량생산에 대한 정교한 감독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육묘, 모내기, 재배, 수확, 저장
등 생산 전 과정의 주요 단계에 IoT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식량작물의 시설육묘, 재배, 수확, 건조 및 저장 등 단계별 주요 환경영향요인을 선정
하고, 비닐하우스, 논, 건고창고 등 현장에 연속 데이터수집센서 및 제어기를 비치하
여 기상 파라미터와 환경 파라미터 등의 정보를 수집함.

 주요 농업시설 및 대형 농기계에 대해 IoT화 개조 및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농업 시설
작물 운영의 디지털화 원격제어, 작업상황 및 품질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함.

 주요 장소 및 작업장에 네트워크 HD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의 실제상
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인력의 작업 표준화 및 규범화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

 시스템 유지 비용을 낮추고 후속 확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베디드 현장 미들웨어를 사용하고 있음.
 모든 식량생산기지에 식량생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가상서버 클러스터링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에 기반한 IoT 설비관리를 실시함.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GIS기술을 결합하여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량생산 IoT 감독관리 앱을 마련하여 언제어디서든 손쉽게 조작 관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

 식량생산 관련 정보의 연동 수요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량의 식량생산
관련 데이터에 대해 검색, 구현, 기초 통계분석 등의 초보적 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효과
 육묘 단계: 노동력을 약 40% 절감되었으며, 모종 출하율이 12~15% 제고됨.
 경작 단계: 일모작 생산 누계 기준 농약 100여 톤, 화학비료 40여 톤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관개용 전력 1.5kwh를 절약할 수 있게 됨.

 수확 단계: 수확 후 창고에 넣을 때의 손실율이 기존 4.5%에서 0.2%로 감소.
 가공 및 저장 단계: 창고관리에서 노동력을 80% 절감하는 동시에 건조가공 품질이
7% 제고되고, 가공 시의 에너지 소모는 18% 감소하고 노동력도 90% 절감됨. 창고
저장손실율도 15% 감소.

❍ 프로젝트 실시의 주요 포인트
 동 프로젝트는 생태환경 개선 및 보호, 식품안전 확보, 에너지자원 절약 등에서 긍정
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

 새로운 IoT 기술을 통해 식량생산 노동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가의 노동강도를 감소시
키고 농가의 생산 업무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조화로운 신농촌의 구축 및 실현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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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협력체 주도형 / 시설원예 분야
: 감귤생산 IoT 응용모델 (湖北星翔农产品专业合作社联合社)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싱샹 연합사는 총 406.8묘의 재배기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데, 과수원 내 토지가
잘 정비되어 있고 물길 경화가 완성되어 있는 등 인프라 건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있음.

 호북성 농업청과 이창시 농업국은 싱샹 연합사를 이창시 절수·효율 농업 IoT연계단
위에 포함시키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126만 위안을 투자하여 농업
IoT 건설을 추진하였음.

❍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환경데이터 수집시스템 : 감귤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온도, 습도, 공기온도, 습도,
일조 등 5개 파라미터에 대해 24시간 정보 수집, 24시간 자동 분석을 실시.

 시설제어시스템 : 생산설비 제어기와 시스템 핵심서버간 데이터 통신링크를 마련하고
생산환경 정보 파라미터에 대해 분석을 통해 생산설비에 원격지시를 내리고 자동생
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소형 기상관측소 시스템 : 소형 기상관측소에서 기온, 지온, 공기온도, 토양습도, 풍향,
풍속, 태양복사열, 강수량, 기압, 조도, 이슬점 등 11개 파라미터 정보를 수집.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 각 카메라에서 수집된 비디오 시그널의 디지털화 처리를 통
해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저장, 다시보기, 원거리전송 등을 실현함.

 중앙컴퓨터시스템: 중앙컴퓨터에 감귤재배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1) 환경 모
니터링 데이터를 수집, 분석, 저장하고, 2) 생산지시를 실시간으로 발송하며, 3) 핸
드폰, 컴퓨터 등을 통해 관리자에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4) 과수원내 실시간 상
황에 대한 전방위적 디스플레이를 실현함.

❍ 경제적 효과
 생산량 증가: 묘당 생산량이 과거 4,000㎏에서 6,000㎏으로 증가함.
 품질 및 가격 제고: 우량과 비율이 75%에서 90%로 제고되었으며, 상품과 비율은 80%에서
95%로 제고되었음. 감귤 ㎏당 평균 판매가격 역시 과거 1.2위안에서 1.5위안으로 제고되었음.

 이윤 제고 : 과거 1묘당 총 판매수익 5,000위안, 생산원가 2,400위안, 실 수익 2,600위안
이었는데, 현재는 총 판매수익 6,000위안, 생산원가 1,200위안, 실수익 4,800위안에 달함.

[사례 10] 협력체 주도형 / 가축사육 분야
: 양계장 환경 자동통제시스템 (平山县西柏坡五丰蛋鸡养殖专业合作)

❍ 기본 프로젝트 추진 상황
 우펑 합작사는 산란계 사육기지 176만 묘를 운영하며 아직 알을 낳지 못하는 미성숙
닭 17만 수, 산란계 50만 수를 사육하고 있음.

❍ IoT 기술 및 제품 사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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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기지 내 병아리 사육장 3개와 산란계 사육장 9개는 창이 없는 밀폐형으로 설계
되어 있으며, 독일 빅더치맨 사의 산란계 사육설비와 네덜란드 “MOBA” 계란 등급
분류 및 포장 설비를 갖추고 있음.

 합작사는 북경 BWP소프트웨어유한공사에 위탁하여 BWP-B2-ERP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육기지 내 생산경영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IoT 기술응용 솔루션
 ERP시스템을 통해 사육장 환경상황 및 닭의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통
풍, 일조, 사료추가, 물주기, 분뇨청소 등에 대한 자동제어가 가능하게 되었음.

 사료는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사료탑에 투입하게 함.
 닭의 분뇨는 자체 유기비료공장으로 운송되어 발효처리 후 유기비료로 생산됨.
 생산기지 및 외부 판매장의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물류시스템를 통해 정
확히 배송할 수 있게 됨.

❍ 경제적 효과
 고도로 집약화된 기술설계를 통해 단위 건축면적당 키울 수 있는 닭 개체수가 과거
1㎡당 12.76마리에서 39.74마리로 211.4% 제고됨.

 사육장을 밀폐식으로 설계함에 따라 겨울에 닭들이 사료를 덜 먹게 되어 매년 사료값
210만 위안을 절약하게 됨.

 “MOBA”자동설비를 통해 시간당 6만 개의 계란을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사와
동시에 세척, 건조, 오일도포, 중량별 등급 분류 등을 진행할 수 있어 매년 인건비
70만 위안 정도를 절약하게 됨.

 사료를 직접 사료탑에 투입하게 되면서 매년 45만 위안 가량의 사료 포장재료 및
인건비를 절약하게 됨.

 사육장 환경제어를 통해 분뇨의 함수량을 60% 수준에서 통제하고 이를 발효가공하
여 유기비료를 생산함으로써 매년 190만 위안의 추가 수익이 발생함.

 보다 개선되고 규범화되고 정확한 정보화 관리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각 부처별 협
동능력 및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사육기지 전체 상황에 대한 즉각적 통제
가 가능해짐.

❍ 프로젝트 실시의 주요 포인트
 처음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각 생산경영단계가 원
만히 진행되고 있음.

❍ 사업의 심화추진을 위해 “BWP소프트웨어”와 긴밀히 협력하여 ERP시스템을 지속
적으로 개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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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3.5 국가정보화규획(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 주요 내용
< 달성 목표 >
지표
￭ 정보화 지수(%)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괄호 안은 누적치)

72.45

88.00

-

￭ 정보기술 및 산업
∘ 정보산업 수입 규모(조 위안)

17.1

26.2

8.9

∘ 국내 정보기술 발명 특허출원 수(만 건)

11.0

15.3

6.9

∘ 사회고정자본투자총액 중 IT분야 비중(%)

2.2

5.0

[ 2.8 ]

￭ 정보화 기초시설
∘ 인터넷 보급 가구 중 광케이블 사용 가구 비중(%)

56

80

[ 24 ]

∘ 고정 인터넷 가구 보급률(%)

40

70

[ 30 ]

∘ 모바일 인터넷 가입률(%)

57

85

[ 28 ]

∘ 농촌 빈곤 촌(村) 인터넷 보급률(%)

78

90

[ 12 ]

∘ 국가간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 규모(Tbps)

3.8

20

39.4

￭ 정보경제
∘ 정보소비 규모(조 위안)

3.2

6.0

13.4

∘ 전자상거래 규모(조 위안)

21.79

> 38.00

> 11.8

∘ 네크워크 소매 매출액(조 위안)

3.88

10.00

20.8

∘ 네티즌 수(억 명)

6.88

> 10.00

> 7.8

∘ 사회보장카드 보급률(%)

64.6

90.0

[ 25.4 ]

∘ 주민 전자건강기록부 구비율(%)

75

90

[ 15 ]

∘ 기본 공공서비스 업무 인터넷 처리율(%)

20

80

[ 60 ]

∘ 전자 소송 비율(%)

<1

> 15

[ > 14 ]

￭ 정보서비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7b), pp. 13~14.

< 주요 추진 과제 및 프로젝트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자주적‧선진적 기술체계 구축, ￭ 전략적 프론티어기술 개발 강화
￭ 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 추진

현대화된 정보기술산업 ￭ 주요 프로젝트
생태계 구축
(1) 핵심기술 추격 프로젝트: △네트워크강국프로젝트 실시 계획 제정, △집적회로 기술 혁신 추진,
△클라우드컴퓨팅 설비의 핵심경쟁력 제고, △기초 및 응용 소프트웨어 R&D 수준 제고, △스마트
하드웨어, 신형 센서 등 기술 혁신, △정보화 관련 국가프로젝트 및 핵심기술 도입 보고제도 확립

부 록 ❙ 179

[부록 2] 계속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고속 인터넷네트워크 건설 가속화
￭ 육‧해‧공 일체화 정보 기초시설 건설
￭ 응용기초시설 건설과 스펙트럼 자원 배치 종합 ￭ 농촌지역 및 낙후지역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선진적인 정보 기초시설 주요 프로젝트
(3) 육‧해‧공 일체화 정보네트워크 프로젝트: △육지‧해저‧상공 네트워크시설 건설, △해외네트워
건설
크시설과의 연결 강화(일대일로 전략과 연계)
(4) 농촌지역 및 변경지역 인터넷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인터넷농촌 건설 추진, △중서부지역
중소도시 기초네트워크 구축 완성
￭ 데이터 자원 개발 및 활용 강화
￭ 데이터 자원 관리 강화
통일적이고 개방적인
빅데이터체계 구축

주요 프로젝트
(5) 국가 빅테이터 발전 프로젝트: △국가기초데이터자원 구축, △국가빅데이터관리센터 설립,
△빅데이터 핵심기술‧제품 R&D 강화, △빅데이터산업 지원 강화, △빅데이터 활용 강화
(6) 국가 인터넷빅테이터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 △인터넷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전국 범위
의 데이터센터 건설, △인터넷데이터 공개 및 응용
￭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추진
￭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융합‧혁신의 정보경제
체계 구축

￭ 데이터 자원 활용 추진
￭ 데이터 안전 보호 강화

￭ 농업정보화 추진 강화
￭ 신형 업태 육성 및 발전 촉진

주요 프로젝트
(7)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 발전 응용 및 보급 프로젝트: △제조기업 ‘쌍창(双创; 혁신(创新)과
창업(创业)) 플랫폼 육성, △혁신‧창업 서비스능력 업그레이드, △기업 관리 능력 업그레이드,
△핵심기술 R&D 및 산업화 강화, △공업정보계통 안전수준 제고
(8) 농업농촌정보화 프로젝트: △스마트농업 발전 촉진, △농업농촌 전자상거래 발
전 촉진, △농업농촌 빅데이터 활용 촉진, △농업정보 종합서비스 능력 제고, △농
업정보화 발전 지원 강화
(9) 정보경제 혁신발전 프로젝트: △정보경제 시범구 설립, △공유경제 발전 촉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혁신‧창업 촉진, △스마트물류 발전 촉진, △품질‧브랜드 구축 촉진

고효율의 국가통치체계 ￭ 당의 지도업무 정보화 수준 제고
구축
￭ 사회 관리 혁신
￭ 민생 서비스 채널 확대

￭ 전자정부 발전 촉진
￭ 민생 서비스 제공 모델 혁신

빠르고 편리한 정보혜민 주요 프로젝트
(惠民)체계 구축
(10) 정보혜민(惠民) 프로젝트: △‘인터넷플러스(+)정부행정업무서비스’ 전면 추진, △민생 서
비스 혜택 수준 전면 제고, △정부 행정업무 공개 추진
￭ 네트워크‧통신‧군사‧민간(网信军民) 융합
￭ 정보 기초시설 공동 건설‧활용 추진
네트워크‧통신‧군사‧민간 ￭ 군사‧민간 기술 양방향 전이 가속화
(网信军民) 융합발전체계
주요 프로젝트
구축
(11) 네트워크‧통신‧군사‧민간 융합 프로젝트: △군사‧민간 융합 시범사업 추진, △융합 이론 개발
￭ 개방적 국제협력체계 구축

￭ 네트워크‧통신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네트워크‧통신기업의 해외 진출 서비스체계 구축
네트워크‧통신기업의
세계화 서비스체계 확대 주요 프로젝트
(12) 정보화 국제허브 프로젝트: △중국-아세안 정보망 건설, △중국-중동국가 인터넷 실크로드
영하(宁夏)허브 구축, △중국기업 해외진출 DB 구축, △국제협력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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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계속
추진 과제
네트워크공간 관리
체계 완비

네크워크 안전보장
체계 구축

주요 내용
￭ 인터넷 기초자원 관리 강화
￭ 네트워크 사회 관리 혁신

￭ 네트워크공간 법치 관리 강화
￭ 국제 네트워크공간 관리 참여

주요 프로젝트
(13) 네트워크 내용 건설 프로젝트, (14) 네트워크문명 건설 프로젝트
￭ 네트워크 안전 관리 설계 강화
￭ 전천후‧전방위 네크워크 안전 감시

￭ 핵심 정보기초시설 안전보장 체계 구축
￭ 네트워크 안전기술 혁신 강화

주요 프로젝트
(15) 네트워크 안전 모니터링경보 및 응급대응 프로젝트, (16) 네트워크 안전보장 능력 건설 프로
젝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7b),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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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중국의 ‘13.5 규획’ 농업분야 주요 내용103)
1. 개요
(‘13.5 규획’ 발표) 중국은 지난 3월 개최된 양회(两会) 기간에 향후 5년 동

안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이하 ‘13.5 규

획’)을 일반에 공개
-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한 지난 ‘12.5 규획’ 기간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성과를 평가한데 기초하여 향후 2020년까지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부표 3-1

‘12.5 규획’과 ‘13.5 규획’의 농업분야 비교
구분

주요 내용

∎‘12.5 규획’(2011~2015년): 제2편 강농혜농(强农惠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강화(5~8장)
5장, 농업현대화 발전 가속화

∘ 식량안보 보장능력 강화
∘ 농업구조 전략적 조정 추진
∘ 농업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 농업분야 서비스체계 완비

6장, 농민소득원 확충

∘ 농업경영소득 향상 공고화 ∘ 임금소득 증대 ∘ 농외 이전소득 증대

7장, 농촌지역 생산 및 생활 여건 개선

∘ 향(乡)·진(镇)·촌(村) 발전계획 관리수준 제고 ∘ 농촌 인프라건설 강화
∘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강화 ∘ 농촌환경 종합정비 추진

8장, 농촌발전 기제 완비

∘ 기본 농업경영제도 견지 및 완비 ∘ 현(县) 지역 경제발전 활력 증대
∘ 도농 통합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

∎‘13.5 규획’(2016~2020년): 제4편 농업현대화 추진(18~21장), 제8편 신형 도시화 추진(36장)
∘ 식량 생산능력 보장 수준 제고
∘ 농업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18장,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능력 강화 ∘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 ∘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
∘ 지속가능 농업 발전 촉진
∘ 국제 농업협력 전개
19장, 현대적 농업경영체제 구축

∘ 영농규모화 촉진 ∘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 농업부문 서비스체계 완비

20장, 농업 기술·장비 및 정보화 수준 제고 ∘ 농업 기술·장비 수준 향상

∘ 농업정보화 추진

21장, 농업 지원·보호제도 완비

∘ 농업분야 투자 지속 확대
∘ 농촌 금융서비스 혁신

36장, 도농 통합발전 추진

∘ 특성화된 현(县)지역 경제발전 촉진 ∘ 아름답고 살기편한 농촌 건설 가속화
∘ 균형적인 공공자원 배분 촉진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1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2016e),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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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 및 수매비축제도 완비

부표 3-2

‘13.5 규획’ 기간 농업현대화 8대 중점 추진 과제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고표준 농지 조성

∘ 식량 주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수리관개시설, 농로, 농지보호림, 송배전시설, 토양개량 등
건설 사업 추진
∘ 경지 등급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실시
∘ 고표준 농지 조성 목표: 약 5.36천 만 ha(8억 무亩), 최대 6.7천 만 ha(10억 무亩)

종자산업 현대화

∘ 국가종자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 체계 구축, 잡종강세종 이용, 분자설계 육종, 세포공정·염색체
공정, 고효율 번식종, 종자정밀가공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 종자 품질검사 등 역량 강화
∘ 목표: 해남성, 감숙성, 사천성 등지에 국가급 육종번식기지 건설, 전국적으로 100개의 지역단위 우량
종 번식기지 건설

절수(节水) 농업

∘ 절수 관개기술 보급 및 품종, 영농기술, 관리 등에서 절수 실현
∘ 동북지역, 서북지역, 화북지역, 남부지역 등지에서 규모화 고효율 절수관개 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 목표: 신규 고효율 절수관개 면적 670만 ha(1억 무亩), 농지 관개수 유효이용계수 0.55 이

농업기계화

∘ 벼 기계 파종, 유채 기계파종 및 수확, 목화와 사탕수수 기계 수확 실현
∘ 고마력·고성능 농기계와 사용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소모율이 적은 중소형 농기계 보급
∘ 목표: 전과정 기계화 시범 현 500개 조성, 주요 농작물 기경·파종·수확 종합기계화율 70% 도달

스마트농업

∘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현대농업 실시, 작물재배와 가축·가금사육 등에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 전자상거래, 물류, 무역, 금융 등 종사 기업의 농산물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지원
∘ 농업정보모니터링분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축소 적극 추진
∘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및 지리적표시 농산물 생산 확대
∘ 동물전염병과 식물병충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이력추적 정보체계
구축, 이력추적 플랫폼의 상호 연계 및 관리감독 정보 공유 실현
∘ 수의용 항생제 관리 행동 실시, 농약·수의약 잔류량 지표를 CODEX 표준과 연계

∘ 시범 가정농장, 농업합작사 시범사, 농산업화 시범기지, 시범 서비스조직 창설
신형 농업경영체 ∘ 현대농업 인재 육성계획 실현
육성
∘ 신형 농업경영체 리더 육성행동 전개, 청년 농장경영자 및 농촌실용인재, 신형 직업농민 교육훈련
프로젝트 실시
∘ ‘100현(县) 1,000향(乡) 10,000촌(村)’ 농촌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시범프로젝트 실시
농촌지역 1차·2차·
∘ 보급 가능한 융합발전 모델과 경영 형태(업태) 발굴
3차 산업 융합 발전
∘ 농촌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산업융합 선도구(先导区) 조성
자료: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농업분야 ‘13.5 규획’) ‘13.5 규획’은 총 20편 80장의 방대한 분량이며 이 중
5개 장(18장 ~ 21장, 36장)에 걸쳐 농업분야의 향후 5년 동안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
- 농업분야 ‘13.5 규획’은 농업현대화를 농정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 이는

농업현대화가 2014년부터 3년 연속 ‘중앙1호문건’의 제목에 등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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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농정 과제로 부상한 것을 반영104)
- ‘12.5 규획’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를 위

한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과 같이 ‘13.5 규획’은 농업현대화를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2. 농업분야 주요 내용
정보화, 기술개발·보급, 기계화 등을 통한 다수확·고효율의 농업현대화 추진
농업현대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 구축이 핵심. 농업기술 혁신·보급체계
구축, 농업기계화 추진 강화, 농업과 IT기술의 융합 강화 등을 통해 스마
트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향
▪ 농업기술장비 수준 제고
∘ ▲ 농업기술(생물육종, 농기계장비, 친환경기술 등) 혁신, 기계화에 적합한 다수확·고품질 품종 및 지역별
다수확·고효율 최적 재배방식 보급 확대, ▲ 농업중점실험실의 혁신 여건 개선, ▲ 품종 갱신·교체 행동계획
실시, 국가급 육종기지 건설, ▲ ‘육종·번식·보급’ 일체화 대형 종자기업 육성, ▲ 주요 농작물의 생산 전과정
기계화 추진, 농업기술과 농기계 융합 촉진, ▲ 기층 농업기술 보급네트워크 완비
▪ 농업정보화체계 구축
∘ ▲ IT기술과 농업 생산·경영관리, 유통, 자원환경 등과의 융합 촉진, ▲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실시 및
응용 촉진, 농업의 지능화와 정밀화 수준 향상, ▲ 농업 빅데이터 응용 촉진, 농업정보 종합서비스 능력 강화,
▲ 인터넷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연계된 농업서비스플랫폼 구축 장려, 농산물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자료: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종자산업) 2010년 이후 종자기업 수는 감소하고 규모화와 연구개발 능
력이 점차 향상되는 추세. 지난 해 11월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104) 올해 ‘중앙1호문건’은 농업현대화를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5대 목표(▲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농가소득 증대(2010년의 2배 목표)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 ▲농촌지역 빈곤 구제, ▲농민의 자
질 향상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수준 제고, ▲각종 농업제도 개혁 완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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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종자법｣을 개정하여 2016년 부터 시행
- ‘12.5 규획’ 수립 과정에서 종자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 육성한데 이어 ‘13.5 규획’에서도 농업현대화를 견인할 중점
추진과제로 종자산업의 현대화를 제시
(정보화) 농업부가 2013년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업무 방안(农业
物联网区域试验工程建设工作方案)’을 제정하여 시행. 2015년에는 ‘농

업농촌 빅데이터 발전 실시의견(关于推进农业农村大数据发展的实施意
见)’105)을 발표

신형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영농규모화와 6차산업화를 실현하는 농업현
대화 추진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조직을 혁신
함으로써 농가경영에 기초하여 합작과 연합을 실시하고 농업부문 서비스
업이 뒷받침하는 현대적인 농업경영체계 구축 지향. 또한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농업의 6차산업화 지향
▪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 ▲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추진체계 완비, ▲대규모 전업농 및 가정농장 육성, 농업합작사 발전 촉진,
▲ 대규모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육성, ▲ 신형 직업농민 육성 등 우수한 소질의 현대적인 농업생산경영주체
육성, ▲ 농외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장려, ▲ 농상연맹(农商联盟) 등 신형 농업경영모델의 발전 촉진
▪ 영농규모화 촉진
∘ ▲ 농촌토지 도급관계 안정 및 3권(소유권·도급권·경영권) 분리, ▲ 농촌토지경영권의 유동 촉진, ▲ 위탁경
영, 연합경영, 토지위탁관리, 지분합작 등 다양한 형식의 영농규모화 추진

105) 1단계로 데이터의 공유시스템 기초 완성(2016-2018년), 2단계로 정부데이터 공개 실현(2019~2020년),
3단계로 전세계 농업데이터 분석 시스템 건설(2021~2025년)을 목표로 추진

부 록 ❙ 185

▪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체계 완비
∘ ▲ 농업부문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실시, 대규모 서비스조직 육성, ▲ 연구기관, 협회, 용두기업 등의 서비스업
종사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신형 서비스주체 지원, ▲ 농업생산 전과정 서비스 혁신 시범사업 추진, ▲ 합작·위
탁·계약 등 서비스 모델 보급,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시장 건설 강화, 배송 및 종합서비스 네트워크 완비, ▲
농촌지역 농산물전자상거래 장려, ▲ 공소합작사(供销合作社) 개혁 심화
▪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
∘ ▲ 농산업의 가치사슬 확대, 다양한 형식의 이익분배체계 구축, ▲ 1차·2차·3차 산업 융합 주체 다원화 및
융합 방식 다양화, ▲ 농산물 가공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 적극 추진, ▲ 농업과 레져·문화교육·건강
등과의 융합을 통해 관광농업, 체험농업, 창의농업 등 신업태 발전 촉진, ▲ 도시농업 발전 가속화, ▲ 농촌지역
의 각종 문화, 역사 등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득 증대
자료: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신형 농업경영체) 농업현대화를 실현할 핵심 주체로 전업농, 가정농장
(家庭农场), 농민전업합작사(전문협동조합), 용두기업 등 4대 신형 농업
경영체의 역할 강조
- 특히 최근 들어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토대 위에서 영농규모
화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가정농장의 역할을 강조
- 농업부가 2014년 4월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
进家庭农场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각종 지원 정책 실시

(농업의 6차 산업화) 2015년 중앙1호문건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에
해당하는 ‘1차·2차·3차 산업의 융합’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이후 점
차 핵심 농정으로 부상
- ‘생산·가공·판매 과정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형식의 다양화, 주체
의 다원화, 통합을 위한 자지원서비스와 추진체계의 구축에 주력
- 국무원이 2015년 12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
推进农村一二三产业融合发展的指导意见)’을 하달하여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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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 목표와 5개 영역의 24개 추진 과제 제시
(도시농업) 농업부가 2012년 8월 ‘도시현대농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
견(关于加快发展都市现代农业的意见)’ 발표

농업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한 농업현대화 추진
곡물자급을 실현하는 기초위에 농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산물 생산능력
과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유력한 농산물 공급
체계 형성 지향
(식량생산 능력 향상) 식량안보는 중국 농정에서 줄곧 우선순위를 차지
해 온 정책 목표. 특히 2000년대 들어 국내 공급 여력이 약화되는 상황
에서 농정의 우선순위를 차지
- ‘자급자족(立足国内), 생산능력 증대(确保产能), 적정량 수입(适度
进口), 과학기술 지원(科技支撑)’이라는 식량안보 전략 하에 경지

면적 확보를 위해 경지면적 하한 목표(18억 무亩≒약 1억 2,060
만 ha)를 사수하는 동시에 용도 변경이 불가한 절대농지(永久基
本农田) 획정 추진
▪ 식량생산 능력 향상
∘ ▲ 엄격한 농지보호제도 실시, 영구 절대농지 획정, ▲ 중요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지수리시설 건설,
▲ 농지 정리 및 개량, 고표준 농지 조성 등 사업 대규모 추진, ▲ 경지점유·보충균형제도(耕地占补平衡制度)
완비, ▲ 국가의 중용 건설사업에 이용된 경지면적 보충 방법 탐색, ▲ 건설용지로 사용되는 경지의 토양 표피
재이용 추진, ▲ 식량생산 구역과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곡 재배면적 안정화, ▲ 식량주산지
의 이익보상메카니즘 완비, ▲ 친환경기술을 활용한 식량 다수확·고효율 창건사업 추진 심화
자료: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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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의 농업구조 조정) 2015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과잉 공급과 불필요한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공
급측면의 구조 개혁을 향후 경제개혁 방향으로 제시
- 농업분야에서는 ‘최근 11년 연속 식량 증산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식량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 공급 과
잉, 대두 공급 부족 확대, 고품질 풀사료 공급 부족 등 공급이 수요
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농업생산구조
의 개혁 추진
- 곡물 자급 및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전제하에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생산구조 조정과 생산지역 배치를
실현하여 농업의 효율성 향상 도모
▪ 농업구조 조정 추진 가속화
∘ ▲ 농업생산구조 조정 적극 추진, 품목별 비교우위 생산지역에 생산기지 건설 지원, ▲ 자원환경 부담 능력을
고려한 영농규모화 추진, ▲ 농작물 작부체계와 관련하여 품목 전환 및 품목 결합 모델 보급, ▲ 재배업지역
내 축산업 발전 추진, ▲ 지역별로 풀사료산업과 초식가축 축산업 발전 추진, ▲ 가축·가금 사육업 및 수산
양식업의 표준화규모화 수준 제고, ▲ 낙농업 발전 촉진, ▲ 원예농산물의 품질·효율 향상 프로젝트 실시,
▲ 특색농산물의 생산지역 분포 최적화, ▲ 현대농업 시범구 건설 가속화
자료: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농산물 품질안전) 2009년에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중국산 식품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했으나 기대
에 못 미치자 식품안전관리감독 체계 개편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15년 10월부터 신 ｢식품안전법｣ 시행
- 신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에 관한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
률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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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
▪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
∘ ▲ 농업부문 각종 표준 정비 가속화, 생산 표준화 전면 추진, ▲ 농산물 품질안전 및 농업 투입재 관리감독 강화,
▲ 산지안전관리 강화, ▲ 엄격한 산지 출하 및 시장 진입제도 실시, ▲ 전 과정 이력추적 및 인터넷 정보공유가
가능한 농산물품질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 농지로부터 식탁까지의 농산물 품질안전 전과정 관리감도체계 구축,
▲ 농약과 수의약의 잔류량 초과 관리 강화, ▲ 농식품 첨가제 표준 관리 강화, ▲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현(县)
창건 행동 전개, ▲ 동식물 전염병 방역 능력 강화, ▲ 수입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
육성, 브랜드마케팅 지원
자료: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지속가능 농업발전) ‘녹색’이 ‘13.5규획’ 기간(2006~2020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추구할 5대 이념의 하나로 제시. 농업생태환경 문제 해결
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 어젠다로 부상
- 현재 중국은 농업부문이 공업부문을 제치고 최대의 비점오염
(non-point pollution) 산업이 되었으며, 화학비료·농약 과다 사
용 및 잔류 문제, 토양 중금속 오염 문제, 축산분뇨 수질오염 문제
등이 심각
- 농업부는 2015년 2월에 2020년에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 제로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2020년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성
장 행동방안(到2020年化肥使用量零增长行动方案)’과 ‘2020년 화학
비료 사용량 제로성장 행동방안(到2020年化肥使用量零增长行动方
案)’를 제정106)

106) 2015~2019년 동안 화학비료의 연평균 성장률은 1% 이내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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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 농업발전 촉진
∘ ▲ 생태친화형 농업의 발전 촉진, 추진, ▲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 제로성장 행동방안 실시, ▲ 토양측량·과학
시비 전면 보급, 농약 적정량 사용, ▲ 재배업과 축산업 결합 순환농업 시범사업 실시, 농업폐기물의 자원화
및 무해화처리, ▲ 농업 비점오염 방지사업 전개, ▲ 경지의 질 보호 및 개량 행동 전개, ▲ 농산물 주산지에서
심경 및 토지정리 추진, ▲ 동북지역 흑토지대 보호 강화, ▲ 지하수 누수지역, 중금속 오염지역, 생태 퇴화
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의 윤작 및 휴경 시범사업 실시, ▲ 중점 관개지역에서 고효율·절수 관개 행동 전개, ▲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한작농업(旱作农业) 보급, ▲ 심각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 절수행동계획
실시, ▲ 농업기상 서비스체계 구축 강화, 지속가능 농업발전 실험시범구 창건
자료: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국제농업협력) 중국은 매년 2%씩 성장하는 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곡물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해외농업투자를 적극 추진
- 2000년대 들어 해외직접투자(저우추취, 走出去) 전략이 제시된 후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9년 이후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의 해외농업
투자 본격 전개
- 해외농업투자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만 인수합병(M&A) 혹은 현지 농기업과 합작하는 형태의 브라운필
드(brownfield)형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
- 해외농업투자가 식량안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곡물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곡물기업의 육성을 지향
▪ 국제농업협력 전개
∘ ▲ 농산물무역 관리기제 완비, 수입선 최적화, 공급안전 조건하에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 확대, ▲ 국내 공급
부족 농산물의 수입 적정량 확대, ▲ 해외농업개발(투자) 적극 추진, 대규모 해외 생산·가공·저장·운반기지 조성,
▲ 국제경쟁력을 지닌 글로업 농기업 육성, ▲해외농업개발(투자) 영역 확대, 다방면의 농업기술협력 추진
자료: 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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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중국의 농업현대화 정책 주요 추진과제
1. 산업 경쟁력 제고

(1)
공급측(supply-side)
구조 조정

￭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자원부존 조건에 부합하는 재배업 생산구조 확립 및 생산지역 배치
- 옥수수 공급 과잉, 대두 공급 부족 확대, 고품질 조사료 공급 부족 현상 해소가 초점
- 2020년까지 옥수수 467만 ha 축소, 대두 280만 ha 확대 목표
* 농업부,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규획(2016~2020년)’ 제정(2016.4)
￭ 돼지와 초식가축 위주의 축산업 구조 조정 및 규모화‧집약화
- 돼지 사육 안정화 및 돼지고기 자급 유지, 남부지역 돼지 사육지역 분포 조정
- 우량종 육우·육양 사육 및 유류(奶类) 생산기지 조성 확대
- 안전·고효율·환경보호 사료제품 개발 및 사료산업의 현대화 가속화
￭ 신형 농업경영체 육성
- 영농규모화와 농업현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가정농장(家庭农场; 인증제 실시), 대규모 전업
농, 농민전업합작사(협동조합), 농식품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체 집중 육성
- 농외자본의 재배업‧축산업, 농산물 가공업‧유통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참여 촉진
- 신형 농업경영체 우대정책(재정투융자, 금융, 조세, 농지사용 등) 실시 및 농가와의 연계 강화
* 농업부,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2014.2)

(2)
농업 경영체 육성과
신규 후계 인력 양성

* 가정농장 인증 조건: ▲경영주는 농촌호적 보유, ▲가족구성원이 주요 노동력(상시고용자
수‹가족구성원 수,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규모 유지
및 안정, ▲농업기술 교육훈련 이수
￭ 신규 후계 인력 양성
- 청년 농장주 등 후계인력과 신형 농업경영체 리더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2020년까지 전국적
으로 신형 농업경영체 리더 대상 교육훈련 완료) → 농업생산성 및 농업경영관리 수준 향상
- 후계인력육성계획을 국가교육훈련발전 계획에 포함하고, 교육훈련‧관리‧정책지원이 결합된
후계인력 교육훈련 제도 확립
- 농업방송통신학교를 통한 후계인력 교육훈련 강화
- 청년계층, 농민공, 대학생, 기술인력 등의 신형 농업경영체 경영 참여 유도
* 농업부, ‘13.5 전국 신형직업농민 교육훈련 발전 규획’ 제정(2017.1) → 2020년까지 고학력
농민(신형직업농민) 2,000만 명, 청년 농장주 6.3만 명 이상 육성

(3)
적정규모의 영농규
모화 촉진

￭ 농지경영권 유동 활성화 및 다양한 형식(교환, 위탁, 지분출자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
- 특히 농업현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신형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 지원 강화
* 2020년까지 재배업 영농규모화 비율 40%, 축산업 사육규모화 비율 65% 달성 목표
￭ 농림어업 서비스업의 규모화‧전업화 촉진 및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모델 보급
- 연구기관, 협회, 농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신형 서비스 경영체 지원
- 생산 전과정 서비스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및 공소합작사(供销合作社) 개혁
￭ 농생명산업기술, 농기계장비, 스마트농업, 수자원절약형농업, 친환경농업 등 영역에서 핵심기
술 개발 R&D 강화
- 농업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농기계장비 개발 강화

(4)
농업 과학기술 R&D
및 보급 강화

-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2020년까지 재배업 영농규모화 비율 40%, 축산업 사육규모화 비율 65% 달성 목표
￭ 농업 과학기술 개발 성과의 전환, 보급 및 응용 강화
- 기층 농업기술 보급체계 개혁 심화 및 기술보급 인력 실적 평가·인센티브 제도 구축
- 농업지식재산권 보호·응용 강화 및 농업 과학기술 개발 성과 전환 서비스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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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된 종자‧종축산업 육성
- 잡종강세 이용, 분자육종, 고효율 번식·육종 등 핵심기술 개발 R&D 강화
-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 번식‧육종기지 건설 강화 및 품종 갱신 추진
- 우량 종축 번식‧육종체계 구축 및 국산화 추진
- 종자유전자원의 조사‧수집‧보호‧이용체계 구축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 육성
* ｢종자법｣ 개정(2016.1.1. 시행); 농업부, ‘전국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이용 13.5 규획’ 제정
(2016.11)
* 2020년까지 해남남성‧감숙성‧사천성에 국가육종기지 건설, 지역단위 우량종 번식‧육종기지 100
개 건설
￭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 주요 농작물의 생산 전과정 또는 이앙‧파종‧수확 단계의 기계화 및 축산업 분야 기계화 촉진
- 시설농업 및 병충해 방제 장비 수준 제고 및 농업용 항공기(드론)산업 발전 촉진
* 2020년까지 전과정 기계화 시범 현(县) 500개 조성, 주요 농작물의 기경·파종·수확 기계화
율 70% 달성, 식량 주산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심경정지(深耕整地) 면적 비율 30% 이상
달성
￭ 농업(생산‧유통‧소비 등)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
* 농업부 등, '"인터넷+" 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 제정(2016.4.22)
* 농업부, '13.5 전국 농업농촌 정보화 발전 규획' 제정(2016.8.29)
- (하드웨어) 스마트 시설 및 장비 보급 프로젝트 실시
- (사물인터넷) 농업사물인터넷(IoT) 응용 시범구역 조성 프로젝트 실시
* 2020년까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 조성
- (농기계작업) 클라우딩 컴퓨팅에 기반한 농기계작업 자동제어 시범사업 실시
* 2020년까지 ICT가 접목된 스마트 농기계 제품 15개 이상 개발, 전국적으로 20,000대 이상 보급

(5)
ICT와 농업의 융복
합 및 첨단농업 육성

￭ 농업(생산‧유통‧소비 등)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
- (토양검정‧시비처방) '20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0)성장 행동계획'과 토양검정‧시비
처방사업을 연계해 토양검정‧시비처방 모바일정보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조건을 갖춘 현(县)에서 옥수수, 벼, 밀, 채소, 과일 등 농작물을 대상으로 실시 →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토양검정‧시비처방 전문가 자문시스템 개발, 시비처방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추진 방안 모색
- (빅데이터) ▲세계농업데이터조사분석시스템 구축(약 40개 국가), ▲국가농업정보공개플랫
폼 구축, ▲대외협력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실시, ▲위성원격탐사‧무인항공
기‧농장모니터링이 일체화된 농업원격탐사 응용 및 연구개발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신선 농산물, 농업투입재, 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 추진
* 2020년까지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산물 전자상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8% 목표
￭ 농촌정보화를 촉진하여 도농 간 정보격차 축소
- 농촌마을‧농가 인터넷 보급 프로젝트 실시(생산‧기술‧시장‧농촌생활 관련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018년까지 10만 개 이상 행정 촌(村)에 보급 완료
*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행정 촌(村)에 익농정보사(益农信息社) 설립
- 농업행정업무 정보화 프로젝트 실시

(6)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복합 촉진
* 국무원판공청,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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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가정농장, 농민전업합작사, 농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체가 선도. 농외자본 참여 유도
- (형식) 농업과 관광, 교육, 문화, 건강, 복지 등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형식의 다양화
* 농산업분야 신업태 발전 촉진
- (이익분배) 농민의 이익 보장체계 구축
* 계약농업과 지분참여 방식을 장려하고, 농외자본의 책임 강화 및 리스크예방체계 구축
- (지원) 정보, 금융, 인력, 기술 측면의 지원 서비스 확대
* 빈곤 농촌지역에서 현지의 자원 비교우위와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확대
- (추진체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국무원에 보고
*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현(县)급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
임 강조
* 2020년까지 100개 현(县) 1,000개 향(乡) 10,000개 촌(村)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일촌
일품(一村一品) 시범 촌(村)·진(镇) 1,500개 지정
* 농촌지역 1차·2차·3차 산업 융합 선도 기업 및 선도 지역 지정 육성
￭ 농산물 가공산업 및 농촌관광산업 육성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 국무원판공청, '농산물 가공업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의견' 제정(2016.12)
* 산지 단순가공업과 주산지‧물류중심지 고부가가치가공업 육성(재정‧조세‧금융‧투자‧무역‧토
지이용 등 지원) 및 가공업분야 신업태(가공업과 관광‧문화‧교육 등 융합, 전자상거래, 가공체
험 등) 발전 촉진
* 2020년까지 농산물 가공율 68%(2025년 75%),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산물가공업총생산액 2.4
배 달성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산업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농업부 외, '관광농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2016.9)
* 농촌관광의형식다양화, 인프라확충, 농업문화유산보호강화, 전통마을및주택보호강화, 브랜드육성
* 2020년까지 농촌관광객 33억 명, 관광농업 경영체의 매출액 7,000억 위안 이상 달성

(7)
지역특화농산업육성

￭ 농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업발전 추진
- 비교우위 발전지역(토지 및 수자원 조건 양호): 동북, 화북, 장강중하류, 화남지역
* 농산물의 생산능력 제고, 지역 특색 농산업 발전, 농업현대화 조속 실현
- 적정 발전지역(농업 자원환경 문제 심각): 서북, 서남, 북부지역
* 농업구조 조정 가속화, 자원소모형 농산업 규모 제한, 농업현대화 안정적 추진
- 보호 발전지역(생태 취약 지역): 청장고원
* 생태보호 마지노선 획정, 금지 농산업 확정, 생태 복원 강화, 지속가능발전 수준 제고
￭ 지역 농특산물 발굴 및 산업화 촉진
- 지역 농특산물 생산 표준화 시범사업 전개
- 지역 특산 농산물 생산 전문 촌(村)·향(乡)·진(镇) 육성
- 목본 식량·식용유 생산 프로젝트 추진, 특색 임산업 프로젝트 추진
- 비교우위산지에 농식품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농식품기업의 연구조직 설립 장려

(8)
식품산업육성및현대화

- 전통주식(主食)의 공업화‧규모화 및 편의식품‧냉동식품산업 발전 촉진
- 신 식품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의 개발‧응용 강화
- 건강기능식품‧특수의학용식품‧영유아용조제분유 성분 등록제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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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농업협력 확대
- 전세계 농업자원 부존 상황, 농산물 수급 상황 및 투자정책 환경 등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국가·산
업·상품별로 대외 농업협력 방안 확정
*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과 연계하여 연선 국가들과 농업투자,
농산물교역, 농업기술 등 영역에서 협력 강화
- 국제경쟁력과 브랜드지명도를 갖춘 생산·유통 기업과 대규모 글로벌 농업기업집단 육성 및 농업
과학기술 분야 대외 협력 추진
*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항구·물류 등 단계에서 중국 기업의 글로벌체인 참여 확대
* 농업투입재(농기계, 농약, 종자, 화학비료 등) 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추진
* 농업관련 국제규칙‧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농업표준 및 농산물 인증의 상호 인증·협력 추진
- 외국자본의 대 중국 농업투자의 질 제고
* 외국자본의 농기계·장비 제조업, 지역 특화 농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폐기물 자원화 분야의 투자 장려
(9)
대외농업협력및농식
품 무역 촉진

[참고] 농업부문별 대외 농업협력 중점 분야
▪ 식량산업: 시범 생산기지 조성, 식량 보관 및 가공, 물류
▪ 특용작물산업: 대두‧식용당작물‧종려유‧면화‧마‧실크제품의 생산 및 가공, 물류
▪ 축산업: 가축·가금 사육 및 가공, 물류
▪ 농산물 창고보관 및 물류: 농산물 수출입 항구 부두 시설, 창고 보관 및 물류
▪ 농기계 장비산업: 농기계 설비 생산·보수, 대형 농기계 장비 연구개발
▪ 농업투입재산업: 종자, 농약, 화학비료, 사료, 수의약
▪ 임업: 삼림자원 개발‧이용, 목재 가공
￭ 농산물 무역 촉진
- (수출) 과일, 채소, 차, 수산물 등 전통적인 수출 품목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수출 확대
* ‘인터넷+대외무역’(해외 인터넷 직구) 모델을 활용해 비교우위 농산물 수출 촉진
* 국제적 영향력이 큰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국제 무역분쟁에 적극 대응
- (수입) 농산물 수입 조절 및 관리 강화
* 중요 농산물 수입조절 체계 구축 및 국내 공급부족 농산물의 수입 확대, 수입 농산물 검사검역
관리감독 강화

2. 농가소득 증대
￭ 농업인, 농민공 등의 창업‧취업 촉진
- 창업‧취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정보제공‧기능훈련‧창업지도 등 서비스 강화
- 농민공 및 대학졸업생의 귀향 창업 지원 강화(정부의 창업투자 인도자금 지원 강화)
- 농민공 등의 ‘귀향창업 교육훈련 5년 행동계획’ 실시
(10)
일자리및새로운소득
원 창출

- 농촌청년, 귀향 농민공 및 대학졸업생의 가정농장‧농민전업합작사‧농기업 설립 장려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취업 및 소득 증대 촉진
- 농촌 빈곤지역(농가)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지역 농특산업 및 농촌관광산
업 육성 중점 추진
* 2010~2014년 동안 관광농업을 통해 중국 빈곤인구의 10%인 약 1,000만 명 빈곤 구제.
2020년까지 약 1,200만 명을 추가 구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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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 소규모‧중대규모 수리관개시설 건설 확대 및 ‘전국가뭄극복규획’ 실시
- 수자원절약형 관개시설 개조‧건설 확대 및 빗물 보관·이용 시설 건설
* 수자원절약형 관개 기술‧제품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 식량주산지, 생태환경 낙후지역, 수자원 과도개발지역 등지에서 절수(节水)관개 프로젝트 실시
- 관개용수 총량 관리제도 실시 및 농업용수 절수 인센티브‧보조 제도 도입 검토
- 기상 인공조절 능력 강화, 운수자원(云水资源，cloud water resources) 개발·이용 강화

(11)
농업경영위험관리강화

￭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 식량작물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축산업분야 보험 대상 축종 및 실시 지역 확대
- 농특산물‧시설농업 재해보험 실시 및 농특산물 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검토
- 주요 식량작물 채종(seed production)보험을 중앙정부의 보험료 보조대상 목록에 포함
- 신형 농업경영체 대상 부가보험상품 개발 및 농업수입보험, 농기계보험, 농업날씨지수보험,
대외합작보험 등 도입 검토
- 농업보조, 농업신용대출, 농산물 선물거래(futures trading) 및 농업보험간 연동체계 구축
- ‘보험＋선물거래’ 시범사업 확대 및 농업재배보험 리스크 분산 방안 모색
￭ 가축질병 대응체계(방역체계) 개선
- 동식물 보호능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실시, 전국 동식물 검역·방역 연합관리 실현
-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및 법정 동물전염병 미발생지역‧생물안전격리지역 지정
- 동물전염병 강제 백신 접종 및 살처분 보조정책 완비
￭ 직불제 실시 현황
- (허용보조) 식량소득보전직불제
- (품목 특정 최소허용보조) 식량최저수매가격제도,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번식용 모돈사육보조
-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입보조

(12)
직불제 장비

￭ 직불제 정비: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점진 축소 또는 허용보조(Green Box)로 전환
- 식량소득보전직불제, 농자재종합보조, 우량종자보조 등 3대 직불제를 농업지원보호보조(农
业支持保护补贴)로 통합 운영
* (경지 지력보호 보조)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지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조
* (식량산업 영농규모화 보조) 신형 농업경영체를 중점 대상으로 보조
- 식량최저수매가제도를 허용보조인 목표가격제도(소득보전 고정직불제)로 전환 모색

(13)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

￭ 농지재산권 행사 강화
- (3권 분립) 농지에 대한 대표적인 재산권을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3권으로 세분
* 권리 주체: 소유권 → 농민집체(집단), 도급권 → 농민, 경영권 → 실제 농지 경작자
- (농지도급경영권 확정 등기) 2018년까지 권리 확정 등기 및 증서 발급 완료
- (농지도급권 보호) 농민집체(집단) 소유의 농지는 구성원인 농민만의 배타적 권리
* 어떠한 조직‧개인도 농민의 농지 도급 권리주체로서의 지위 대체 불가, 해당 권리의 박탈‧제한
도 절대 불가
- (농지경영권 유동 촉진) 실제 농업경영주체가 농지유동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농지경영권 보장
- (농지 수용제도 개선) 농지 수용 범위 축소, 수용 절차 규범화 및 보상체계 개선 등
￭ 농민집체(집단) 소유 건설용 토지 및 농가주택지 재산권 행사 강화
- 건설용 토지 사용권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 건설용 토지와 동등한 권리 보장
- 농가주택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과 양도 허용 추진

3. 농촌 복지 향상
(14)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

￭ 농촌지역 기초시설 건설 확대
- 음용수 안전 프로젝트 실시(특히 빈곤지역 음용수 안전보장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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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실시, 도농간 전력공급 서비스 통합
- 농촌지역 신에너지 행동계획 실시(태양열 발전 보급, 유기폐기물을 활용한 메탄가스 이용 확대)
- 도로 건설 확대 및 위험 주택 개조 가속화, 하천 정비 및 생태 개선
- 광케이블 보급 및 4G 서비스 조속 실현
- 현지 여건을 고려한 농촌건설계획 수립 및 농촌인구 집중거주 유도
￭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
- 청결 프로젝트 실시(생활쓰레기‧오수 집중 처리 및 홍수방지 시설 개선)
-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농촌 건설 시범사업 추진
- 농촌지역 공공문화서비스 체계 구축 및 중요 농업문화유산 보호 강화

(15)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 도농 통합 의무교육 경비 보장체계 구축 및 농촌지역 교사 확충
-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통합 운영 추진, 기본의료보험 전국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지역
위생분야 인력 육성
-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선정 방법 완성 및 보장 기준 확정(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구제정책의 연계 추진)
- 도농 주민 연금보험제도 완성, 농촌지역 부녀자‧아동‧노인‧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체계 완성

(16)
농민공의 도시민화

-

호적제도 개혁 심화: 거주증제도 전면 실시
농민공의 취업‧사회보험‧주택‧자녀교육 관련 개혁 추진
도시호적 취득 촉진(재정 지원 등) 및 도시주민과의 동등한 권리‧의무 보장
도시의 건설용 토지 신규 증가 규모와 도시호적 취득 농민공의 수 연계 검토
2020년까지 약 1억 명의 도시이전 농촌인구 및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호적 취득 목표

4. 수급·유통 안정(안전 농식품의 안정 공급)
￭ 농지 보전 마지노선 설정(2020년)
* 국토자원부,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2006~2020년)',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 조정방
안(2006~2020년)’
- 경지면적 12,433만 ha. 이 중 절대농지면적 12,120만 ha(경지면적의 80% 이상)
- 신규 농지 조성 면적 367만 ha
￭ 농지 보전‧관리 조치 강화

(17)
농지 보전·관리 강화

- 농지전용 허가제 실시 및 농지의 건설용토지로의 전용 억제
- 절대농지 획정 및 보호 강화: 식량생산기능구역과 중요 농산물 생산보호구역 내 농지를 우선적
으로 절대농지로 획정 및 중점 보호
* 일반 국가건설사업 과정에서 절대농지 점용 전면 금지. 단, 중점 국가건설사업 과정에서 절대
농지의 점용이 불가피한 경우 국토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이 농지전용 및 토지수용 허가
- 농지수급균형제도 엄격 실시 및 책임 강화
* 농지를 건설용토지로 전용하는 경우 상응하는 면적·비옥도의 대체 농지를 추가 조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경우 소요 비용 전액 부담
* 현(县) 단위 균형, 성(省) 단위 조정, 국가 단위 통합’ 원칙하에 대체 농지 추가조성 의무 수행
- 우량 농지 조성 프로젝트 실시
* 각급 지방정부에서 토지정리, 개간, 재개발 등의 방법으로 우량 농지 및 신규 농지 조성, 비옥
도 제고 추진
* 민관협력(PPP)을 통한 대규모 우량 농지 조성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조성된 우량 농지 보호 강화
* ‘국토자원원격탐사원맵(one map)‧종합관리감독 플랫폼’ 구축 → 우량 농지 조성사업에 대
한 온라인 관리‧평가
- 경지 비옥도 보호 및 업그레이드 행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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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전국의 경지 비옥도 등급을 0.5 등급 이상 업그레이드
- 성(省)급 정부의 농지보호 책임 의무 수행 평가제도 확립
* 농지보호 책임 의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간부의 실적 평가 시 반영

(18)
농산물시장 조절

-

벼·밀 최저수매가격제도 유지‧개선, 옥수수 수매비축제도 개혁 및 생산자 보조제도 도입
면화·대두 목표가격 제도 개선, 돼지 등 목표가격보험 시범사업 지속 추진
농산물 수급조절 품목 리스트 관리제도 도입 검토(대상 품목 및 관리 수단 검토)
주요 농산물 수매비축 관리체계 개혁 및 완비(정책 기능과 경영 기능의 분리)
농산물 시장 주체의 다원화 촉진, 농산물 선물거래 추진(선물거래 품목 지정)

(19)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

품목별로 주산지에 산지도매시장 건설 확대
농산물 산지 운송로 및 콜드체인 물류배송시설 건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도시지역 주민거주지에 신선 농산물 직거래점 개설 지원
기존 물류네트워크와 시설 활용 확대

￭ 농업환경 보호 강화
- 비료·농약 사용량 제로 성장
* 적정 시비 기술 보급, 농약 사용량 감소 및 효율 증대 기술 응용, 병충해 방제 서비스조직
발전 촉진
* 2020년까지 주요 농작물에 대한 토양검정‧시비처방 기술 보급률 90% 이상, 친환경 방제율
30% 이상 달성
-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 가축·가금 분뇨 이용 확대, 오수(污水)감소·무산소발효·분뇨퇴비 등 생태화 관리 모델 보급
* 병사한 가축·가금 무해화 처리 시설 건설, 사육·도축·경영·운송 일체형 무해화 처리 체계 구축
* 농작물 줄기의 비료·사료·에너지·원료 이용 추진
* 농업용 폐비닐 회수 및 재이용 장려 체계 구축(두께 0.01㎜ 이하 비닐 생산 및 사용 금지,
동북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농업용 폐비닐 발생 제로 실현)

(20)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
업 육성

- 환경오염 개선
* 저오염·저소모 재배·사육 기술 보급, 농업 비점원 오염(agriculture non-point source
pollution) 관리 강화
* 화북(华北)지역 등 지하수 누두(漏斗)지역의 용수 총량 통제, 농작물 생산구조 조정 및 절수
시설 보급
* 경지 중금속 오염 종합 관리(산지 오염 모니터링, 분류 관리, 복원 시범사업 전개)
* 중금속 오염지역, 지하수 누두지역 및 생태 퇴화지역에서 경지 윤작·휴경 시범사업 실시
- 임지 및 습지 보호
* 엄격한 임지·습지 보호제도 실시, 2020년까지 삼림 피복률 23.04% 및 임목축적 165억 ㎡ 달성
* 습지 보호·복원 추진 및 습지 자연보호지역 건설 강화
* 퇴경환림(退耕还林)·퇴경환습(退耕还湿) 지속 추진 및 사막화 진행 방지
- 초원 생태 복원
* 절대농지에 준하는 절대초지(초원) 획정 및 초지도급 권리 확정 업무 추진 가속화
* 방목금지(禁牧)·휴목(休牧) 제도 실시, 초원면적과 방목가축 마리 수 균형제도 전면 실시
* 초원 생태보호 보조·인센티브 정책 실시 강화
* 퇴목환초(退牧还草), 퇴경환초(退耕还草), 초원 재해예방 등 중요 프로젝트 지속 추진, 인공 초지
및 절수관개 조사료 생산기지 건설, 남부지역 초지자원 합리적 이용 및 고산지대 목초지 보호
- 생물다양성 보호‧유지
* 야생 식물자원 및 가축‧가금 유전자원 보호 강화,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 야생 동식물 자원 모니터링·보존 체계 완비,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사업 전개, 생물다양성
감소 속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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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종 유입 및 유전자원 소실 방지
￭ 농산물 품질안전 확보
- 농업투입재 관리 강화
* 농약·수의약·사료첨가제 등 농업투입재의 전자이력추적 관리 제도 도입 검토, 맹독성 농약
지정 판매 및 실명 구매 제도 실시, 고효율·저독성 수의약 보급, 사료 품질안전 엄격 관리
* 가정농장·농민전업합작사·농산업 용두기업의 생산 기록 및 휴약기(休药期) 제도 철저 실시
- 생물다양성 보호‧유지
* 농약·수의약 잔류 허용량 표준체계 구축 가속화 및 ‘농업표준 재정·개정 5년 행동계획’ 실시
* 농업표준화 시범구역 지정 및 원예농산물 생산 표준화, 가축·가금 사육 표준화, 도축 표준화 추진
* 채람자농산물 대규모 생산 현(县)과 대규모 재배·사육기지에서 생산과정의 표준화‧규범화 실현
- 브랜드 가치 제고
* 농업 브랜드 제도 확립, 무공해·녹색·유기농산물의 영향력 증대, 농산물 지리적표시 보호
* 지명도가 높은 공공브랜드, 기업브랜드, 합작사브랜드 및 농가브랜드 형성
-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모니터링경보·긴급대응 체계 구축(리스크 관리)
-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확립, 국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이력추적 관리 정보 플랫폼 구축
* 농산업화 용두기업, ‘삼품일표(三品一标; 무공해·녹색·유기농산물 및 지리적표시 농산물)’
증서 획득 기업 및 농업시범기지가 솔선해서 이력추적 실현
* 국가농산물 품질안전 현(县) 지정, 농산물 생산자 신용체계 구축 및 농산물 생산기업 신용정
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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