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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영농일지 작성 시스템

Writing System for Farming Diary using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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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 공공데이터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 대다수가 친환경 인증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이유로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바쁜 농가에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영농일지를 대리 작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친환경 인증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농일지를
작성할 때 작물과 날짜를 통해 서버에 저장된 영농일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영농일지 공공데이터를 
찾아 자동으로 영농일지를 채움으로써 영농일지를 편리하게 작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As public data opened its doors in line with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ricultural
public data also increased. Currently, the majority of farmers are writing farming diaries due to 
eco-friendly certification and basic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projects. However, it is a difficult task
for busy farmhouses in the aging agricultural community to write farming diaries. Therefore, there have
been cases where farming diaries have been filled out on behalf of the farmhouses. However, one may
get disadvantaged in terms of receiving eco-friendly certification and public interest direct payment 
projects. In succession,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o conveniently write farming diaries by checking 
the farming diary data stored in the server via categories of crops and dates and finding farming diary 
public data suitable for the user to automatically fill out the diary.

Key Words : Farming Diary, Public Data, Farming Information

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개방
하는 공공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함
으로써 정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에 국민들이 접근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정부
의 투명성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정부 3.0’을 시작으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부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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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많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2-5].
농업 공공데이터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다양

한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KADX에는 1,452개의 민간,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
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오픈 
API 232개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개방한 데이터 세트는 
농가 및 영농정보,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이 있다. 이처럼 
각 기관에서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 대다수가 친환경 인증과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을 이유로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있다[6]. 친환경 
인증은 농업인이 기른 작물에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할 
때 근거자료로 영농일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
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
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
농일지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영농일지는 앞
의 두 활동에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농업인의 영
농과정을 담고 있다[6][7]. 

그러나 바쁜 농가에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영농일지
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실제 영농일지 작성
이 어려운 농민들은 마을 이장이나 젊은 이웃 농민 혹은 
농협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대리 영농일지 작성을 부탁
하는 형편이다[8][9]. 농협 직원과 같은 타인의 영농일지 
대리 작성은 영농을 직접한 농업인이 검토하지 않아 친
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9]. 이러
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를 활
용하여 영농일지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영농일지와 공공데이터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농일지 작
성 시스템의 구조와 각 단계별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한
다. 4장에서는 본 시스템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관하여 서술한다.

Ⅱ. 배  경

1. 영농일지
영농일지란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기록하는 일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재배지에 투입한 농자재 
사용 내역과 재배지에서 생산한 산출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6]. 남해군은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로 3가
지를 꼽았다. 첫째 농가 경영관리 및 명확한 진단을 위해

서 영농일지 작성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비축미 매입 때 
농가가 출하한 벼 품종이 매입 계약품종과 달라 적발되
는 품종검정제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영농기록 작
성 및 보관이 기본형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하나로 영
농기록 작성을 미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감액한다[10]. 그
러나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실제 영농일지 작성이 어려운 농민들
을 대신해 정보 입력을 대행하는 인력이 시스템 입력을 
지원하는 상황이다[8][11]. 또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영농일지 매월 1회 이상 기록해야 하고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농민들은 영농일지를 수기로 
작성해 보관하거나 영농일지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다. 

2.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가진 업무상 생성한 가치가 

큰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이다[12]. 농
업 분야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
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흙토람”은 지번 주소를 토대
로 농경지의 토양 데이터와 토양에 적합한 비료 처방을 
제공한다[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등록정보, 농약잔
류허용기준, 농산물 이력 추적 유통정보 등 농식품과 농
약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14]. 이러한 농
업 공공데이터 개방 기조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공공데
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 공공데이
터를 이용한 맞춤형 영농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이 
있다[12]. 위 논문에서는 기상 정보와 병충해 정보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작물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Ⅲ.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영농일지 작성 
시스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일지를 작성할 때 자동으
로 관련 내용을 불러와 영농일지를 수월하게 작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작물과 날짜를 선택하
고 서버에서 일치하는 영농일지를 찾는 단계, 적합한 영
농일지를 찾고 불러온 영농일지를 수정 혹은 저장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또한, 두 단계와 별개로 공공데이터를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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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 시스템의 순서도
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순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은 전처리 과
정을 제외한 2. 작물과 날짜를 선택하고 서버에 일치하
는 영농일지를 찾는 단계와 3. 적합한 영농일지를 찾고 
불러온 영농일지를 수정 혹은 저장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공공데이터 전처리
본 논문이 제안하는 시스템에 농가 및 영농정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우선 작성일시 데이터의 전처리
가 필요하다. 기존 데이터는 작성한 연, 월, 일이 동일한 
작물을 기르더라도 농가마다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사
용자에게 적합한 영농일지를 보여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
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대 날짜를 도
입했다.

상대 날짜란 영농일지를 작성하며 기른 작물의 상대적
인 시점을 말한다. 즉 상대 날짜는 이 작물에 대한 영농

일지를 처음 작성한 후 현재 영농일지까지 날짜의 차이
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영농일지 작성일시를 기준
으로는 연, 월, 일이 달라서 작물 생장 주기에 맞는 영농
일지를 찾을 수 없었는데 상대 날짜로 생장 주기에 맞는 
영농일지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 상대 날짜로 전처리 된 영농일지
Fig. 2. Farming diary pre-processed in terms of relative

date

그림 2는 영농일지에 상대 날짜를 추가한 모습을 나타
내고 있다. 동일한 농가에서 동일한 작물의 영농일지가 
이미 존재할 경우 맨 처음 작성된 영농일지 270001은 
상대 날짜가 1로 초기화된다. 그다음 작성한 영농일지 
270002부터 가장 최근에 작성된 270020까지 맨 처음 
영농일지와 작성일시의 차이만큼 상대 날짜를 구하여 추
가한다.

2. 작물과 날짜를 선택하고 서버에 일치하는 
   영농일지를 찾는 단계

시스템의 첫 단계인 작물과 날짜를 선택하고 서버에 
일치하는 영농일지를 찾는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영농일
지에 작성할 작물과 날짜를 선택한다. 날짜는 수정하지 
않는 경우 작성일을 기본값으로 한다. 서버에 작물과 날
짜를 전송한다. 작물과 날짜를 통해 공공데이터 영농일
지인 “농가 및 영농정보” 데이터에서 영농일지를 자동 완
성할 때 가장 적합한 영농일지를 찾는다. 적합한 영농일
지를 찾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날짜를 상대 
날짜로 변환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현재 
작성한 작물의 영농일지가 있는지 검색한다. 기존에 작
성한 영농일지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상대 날짜
를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작성한 작물의 
맨 처음의 영농일지 날짜와 현재 작성한 작물의 영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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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지 
일련번호 작성일시 농가 일련번호 농작업 

코드 농작업 명 농작업 메모 비료 명 농약 명

729434 20201102 556 0391 농약살포
약제 1,250g을 2,000평 온실에 2,240L 
물에 희석하여 관주함. 이는 주당 0.05g 

관주에 해당함
\N 세티스-진딧물(목화, 

복숭아혹)

347508 20191108 556 0306 가지치기 \N 무기질 
인산비료 \N

표 1.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농가 및 영농정보 공공데이터 속성과 데이터 예시
Table 1. Farmhouses and agricultural information public data attributes and data examples utilized in the proposed 

system

지 날짜의 차이를 현재 영농일지의 상대 날짜로 구한다. 
기존에 사용자가 작성한 작물의 영농일지가 없는 경우 
상대 날짜를 1로 초기화 한다. 구한 상대 날짜를 통해 공
공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작물과 상대 
날짜가 같은 영농일지들을 찾는다.

3. 적합한 영농일지를 찾고 불러온 영농일지를 수정 
   혹은 저장하는 단계

시스템의 둘째 단계인 적합한 영농일지를 찾고 불러오
는 영농일지를 수정 혹은 저장하는 단계에서는 영농일지
들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는 농작업을 찾는다. 공공
데이터에 모든 농작업에 코드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동
일한 농작업 코드 중 고빈도 농작업 코드를 찾는다. 고빈
도 농작업 코드를 통해 앞 단계의 동일 상대 날짜 영농일
지들에서 농작업 코드가 같은 영농일지만 찾는다. 그다
음 영농일지 중 농작업 명을 제외한 저장된 데이터의 글
자 수가 가장 많은 영농일지를 선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수신받은 영농일지를 
화면에 표시해준다. 사용자는 자동으로 양식에 채워진 
영농일지를 확인 후 그대로 저장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 후 저장할 수 있다.

그림 3.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3. System user interface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UI(User 
Interface)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작성할 영농일지의 날
짜는 기본적으로 작성 당일로 지정되어 있다. 다른 날짜
의 영농일지 작성을 원하는 경우 날짜를 편집할 수 있다. 
그 후 작물을 작성하고 자동완성을 클릭한다. 이때 서버
에서 현재 영농일지의 상대 날짜를 계산하고 서버는 작
물 이름과 상대 날짜를 통해 자동완성으로 넣을 영농일
지를 찾는다. 서버는 작물과 상대 날짜 정보를 토대로 농
가별 동일 작물, 동일 상대 날짜인 데이터를 찾는다. 찾
은 영농일지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는 작업
을 찾는다. 그다음 영농일지 중 작업 명을 제외한 가장 
글자 수가 많은 영농일지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한다. 
사용자 화면에는 그림 3의 세 번째 화면처럼 영농일지가 
자동완성이 되고 영농일지를 검토 후 편집하거나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

표 1은 “농가 및 영농정보” 공공데이터에 저장된 데이
터 속성 중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속성과 공공
데이터 내에 작성되어있는 데이터 예시를 나타낸 것이
다. 이중 자동완성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농작업 명, 농
작업 메모, 비료 명, 농약 명이 있다. 각 데이터는 그림 
3에 세 번째 화면처럼 작업명, 세부 작업명, 농약, 비료
에 각각 자동 입력이 된다.

Ⅳ. 비교 및 평가

농업인 19명을 대상으로 기존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설문조사는 기존 방식에 대한 현황 질문 2개와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에 관한 질문 2개로 
총 4개의 질문을 사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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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문조사 결과
Fig. 4. Survey results

먼저 영농일지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인원은 4명으로 나타났다. 영농일지 대리 작
성은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 이는 친환경 인증 취소 및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보조금 감액의 주요한 증거자
료를 타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큰 문제이다[9][10].

영농일지를 작성 및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인원은 12명으로 과반수의 인원이 영농일지 작성 및 관
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안된 서비스를 통해 영농일지 대리 작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18명으로 많은 수의 인
원이 동의했다. 자동 완성된 영농일지를 수정만 하면 되
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도 영농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서비스를 통해 영농일
지 작성 및 관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18명으로 다수의 인원이 동의했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고 영농일지를 대신 보관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영농일지를 편리하
게 작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영농일지를 작성할 
때 작물과 날짜를 통해 서버에 저장된 영농일지 데이터
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영농일지 공공데이터를 
찾아 자동으로 영농일지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하
는 방법을 설문한 결과 본 논문의 시스템을 사용하였을 

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영농일지
를 불러옴으로써 영농일지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가 줄어
들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농일지를 작성 및 관리할 
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 대부분은 그렇
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연구로 상대 날짜 이외에 다른 요인을 통해 자동
완성의 적중률을 높이고 다른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여 영농일지 작성 부분을 세부적으
로 더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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