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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 분야별 기술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농업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설문을 통한 델파이

분석,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특허 및 논문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 7개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파악함으로써, 농업분야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농업 R&D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2.1.1 7개 농업 기술 분야

 1. 농업생명공학 기술, 2. 국민식량의 안정생산기술, 3.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4. 농축산물 고

품질 안정생산기술, 5. 농업기계화, 자동화 기술, 6. 농업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 7. 미래농업기술

2.1.2 비교대상국가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호주, 인도, 캐나다, 브라

질, 러시아 10개국

2.2 연구방법

  델파이의 경우 7개 농업분야에 대하여 1차 농업관련 

전문가 442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254명 315건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2차의 경우에는 1차응답자 254명을 대

상으로 하여 189명 252건의 응답을 받아서 분석하였다. 

논문의 경우 2010-2014년의 Scopus의 논문을 키워드 검

색하여 분석하였고, 특허의 경우에는 2010-2014년 미국

등록 특허를 키워드 검색하여 인용부분을 중심으로 정량 

및 정성 분석하였다.

Ⅱ. 본론 

1. 델파이분석  

분야
한
국

미
국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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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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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다

브
라
질

러
시
아

1 79.2 100. 87.9 91.1 77.4 79.2 68.4 82.5 68.7 68.4

2 84.8 100. 93.6 89.2 83.5 83.2 74.0 82.2 75.1 72.2

3 83.7 100. 95.0 98.5 71.7 85.2 68.4 87.7 70.0 72.3

4 90.5 100. 95.7 99.9 76.7 86.6 65.5 91.7 72.9 70.3

5 78.1 100. 92.9 95.3 65.0 83.4 56.1 88.0 62.0 66.7

6 77.9 100. 87.0 94.5 78.8 79.0 68.2 82.1 69.5 70.6

7 80.3 99.7 94.8 100. 68.4 83.1 63.3 86.7 68.9 70.3

표 1. 농업 7개 분야별 2015년 기술수준

(단위 : %)

  

  미국은 농업 6개 분야에서 1위이고, 유럽은 1개 분야

에서 1위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6. 농업생물자원 다양

성 확보 및 이용기술의 기술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별 기술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Technology Level Assessment of Korean Agricultural 

Fields

김 기 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m Kiil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약

이 연구에서는 농업을 7개 기술분야로 나누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의 기술수준을 특허, 논문,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비교

하였다. 그 결과, 기술분야별로 한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특허분석의 경우 대부분 4위 혹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논문 순위는 

대부분 8위 혹은 9위이다. 델파이분석의 경우 대부분 기술분야가 5-6위로 나타났다. 기술별로 보면 국민식량의 안정생산기술 분

야와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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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축산물 고물질 안정생산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는 7. 미래농업기술이 7.5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4. 농축산물 고물질 안정생산기술은 3.6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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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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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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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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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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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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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라
질

러
시
아

1 6.2 0.0 3.1 2.4 5.6 4.9 8.3 4.4 8.4 8.9

2 4.1 0.0 1.1 4.2 5.5 5.2 8.9 5.8 8.5 9.3

3 5.0 0.0 1.9 0.7 8.8 4.2 9.9 3.8 9.8 9.0

4 3.6 0.0 1.9 0.3 7.7 4.6 12.7 3.1 10.2 10.9

5 5.8 0.0 1.9 1.8 10.3 4.5 12.0 4.4 9.8 8.9

6 7.0 0.0 3.1 1.6 6.4 6.1 9.4 5.4 10.3 8.2

7 7.5 0.3 2.2 0.0 11.4 5.5 13.8 4.4 10.9 10.4

표 2. 농업 7개 분야별 2015년 기술격차

(단위 : 년)

2. 논문분석

  7개 분야 논문발표 순위에서 유럽이 모든 분야에서 1

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농업과학기술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4.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분야에

서 860건(논문점유율 6.1%)의 논문을 발표하며 4위로 랭

크되어, 해당 기술 분야의 연구가 다른 기술 분야보다 활

발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풍부한 인력자원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기술 발전을 빠르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특허분석

  7개 분야 모두 미국의 특허등록이 가장 많았는데, 이

는 미국이 실용화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수준이 가장 

높음을 나타냈다. 그 다음 순위는 유럽과 일본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는 1. 농업생명공학 기술 분야에서 59건, 2. 

국민식량의 안정생산기술분야에서 74건, 3.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분야에서 110건, 4.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분야에서 139건, 6.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분야에서 30건으로 모두 4위를 

차지하였고, 단지 5.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

기술 및 7. 미래농업기술분야에서만 5위를 차지하였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기술분야 델파이 논문 특허

1. 농업생명공학 기술 6위 9위 4위

2. 국민식량의 안정생산기술 4위 9위 4위

3.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6위 9위 4위

4.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5위 4위 4위

5. 농업기계화, 자동화 기술 6위 8위 5위

6.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

7위 8위 4위

7. 미래농업기술 6위 9위 5위

  기술분야별로 한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델파이분석 결

과는 대개 5-6위, 논문은 8-9위, 특허는 4-5위를 나타냈

다. 단지, 델파이분석에서 2. 국민식량의 안정생산기술(4

위), 6.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7위), 논

문분석에서 4.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4위) 3개 

분야만 약간 벗어난 순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

라 농업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의 수준을 특허순

위 보다는 낮게 보지만, 논문순위보다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농업 분야별 기술수준 평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모든 분야에서 아직 연구개발 노

력과 투자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 농업생물자

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 분야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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