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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규모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원산지 허  표시 등에 의한 표시의 신뢰가 실추되며,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 등 식품에 한 안 과 안심에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가 발생함

으로써 식품안 성이나 품질에 한 소비자의 심이 증 되고 있다. 소비자의 식품 선택폭

은 넓어졌지만, 식품안정성 문제 등은 더욱 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  경

제에 기반이 되는 에 한 상품 랜드를 살리고 에 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 매에 한  과정에 해서 철 한 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최근 을 

비롯한 식품 련 사건 등에 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을 포함한 식품 랜드에 한 품질

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생산이력제(Traceability system)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식품

에 한 이력과 가공 내역, 이동 경로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푸드체인(Food 

chain)의 추 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인식(Electronic 

Identification) 즉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에 한 생산이력시스템을 구 하여 생산업

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 모든 참여자가 함께 안 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올바른 유통체계

를 이루어 정직하게 이력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신토불이 랜드로 매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traceability system for rice which is based on RFID technology is 

introduced. The traceability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quality management for 

rice and rice-related food since this system can provide the information of all food chain 

(production, treatment, distribution and sales etc.) and more quickly identify the cause of 

the rice and rice-related accident.

The main result of the this paper is the basic structure for the traceability system based 

on RFID technology. To show the implementation case based on this basic structure, the 

effectiveness of the traceability system is verified. In addition, the prerequisites condi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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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몇 년  미국과 일본 등에서 발생한 우

병(BSE)  구제역 사건과 과일, 채소, 어류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잔류농약, 

화학비료, 속, 유 자 조작농산물 유통 

 원산지 허 표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세계 소비자들로 하

여  농축산물에 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갖

게 하 으며 련 산업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 다. 이러한 식품 사건들로 인해 품질요건

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하여 HACCP  

ISO 9000시리즈 규격을 기본으로 하는 품질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하 다. 그러나 농산물

의 안 성은 어느 한 유통 단계에서의 리  

차원이 아닌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푸드체인(Food chain) 체를 

통합 할 수 있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푸드

체인 체에 한 품질 리를 하여 최근 유

럽,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활발하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농축산물의 생산이력제

이다[4]. 생산이력제를 최근에는 Traceability

라는 말로 표 하고 있다. Traceability에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실한 개념이 정

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에 한 용어 정의

는 사업 계자간 인식을 공유하기 해 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용어의 정의가 

하게 정의 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문제

가 나타나기 쉬워 시스템이 제 로 제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추 성

(Traceability)은 본래 Trace(추 )과 abil-

ity(능력)을 합성한 용어로 ‘추 가능력(성)’

으로 해석되고 있다. Traceability를 국제표

화기구인 ISO 22005에서는 “기록된 증명

을 통해 어떤 물품이나 활동에 해 그 이력

과 사용상태 는 치를 검색하는 능력”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후 ISO 9000에서도 

“고려의 상이 되어 있는 것의 이력, 용 

는 소재( 치)를 추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2]. 이것은 상물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가공되어 어디에 소재

하는지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이다. 

즉 식품으로 인해 사고가 생겼을 때 추 이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이력 정보 등을 제

공하여 소비자로 하여  생산자인 농가정보

는 물론 식품에 한 모든 이력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련된 식품에서 사고가 발생

하면 이것은 식품에 한 유통경로를 쉽게 추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정보와 재배방법  

수확 후 가공 리 등 생산과정을 기록한 생

산이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게 생산이

력제의 필요성은 소비자  련 주체들의 상

품정보요구 증가에 따라 더욱 고조될 것으로 

상되며, 이에 한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

업자 등 각 주체별 책마련이 시 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력제

에 한 심과 도입이 속히 추진되는 상황

이지만 련 주체들간의 충분한 이해 없이 추

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이력제의 

실효성  신뢰성 하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도 하다.

2002년도에 채택된 EU 식품 리법의 일

반원칙에서는 “식품, 사료, 축산가공품  이

들에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이 상되는 물

질에 한 생산, 가공, 유통, 매의 모든 단

계를 통하여 그들을 추 하고 검색하여 조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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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시장 내에서 자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

화 수단으로 생산이력제를 극 으로 확

하고 있다. 생산이력제는 소의 경우 EU 15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돼지와 양도 의무

화되어 실시가 확 되고 있으며 채소, 과일

의 경우에도 함께 용되고 있다[13].

그 동안 농축산물 생산이력제는 우리나라 

농림부에서도 2004년부터 한우에 해서 시

범사업을 수행하 으며, 한 과일과 채소류

는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하 다[9]. 그

러나 아직 을 비롯한 식량작물에 해서는 

본격 인 연구와 개발이 미미하고 조한 상

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

여 본 논문에서는 고품질 안 한 로 차별

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차별화된 

의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 수입 과의 경

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품의 랜드화를 

해서 생산, 가공, 매에 이르는  분야의 

추 이 가능한 생산이력정보 시스템구축에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생산이력제

 생산이력제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매를 거쳐 소비자가 구입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 리하여 그 정보를 추  

 역추 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선 

국내 의 유통경로는 1) 정부의 수매, 방출 

2) 농   계통조직 3) 시장기구에 의한 민

간상인 경로 등이 있다. 의 정부 수매량이 

차지하는 비 은 1993년 이후 지속 으로 

어들고 있으나 상 으로 시장 출하량은 늘

어나고 있다. 의 시장 출하 방식은 농 이

나 민간 도정업자 는 양곡상인에게 매하

는 것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민간상인에 

의한 유통경로는 감소하고 농  계통조직을 

통한 매량은 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는 1990년  반부터 산지 농 의 

매조직도 계속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6].

GAP(Good Agriculture Practice)는 농산

물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농산물의 생

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

질 등의 농업환경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

는 농약, 속 는 유해생물 등의 해요

소를 리하는 기 이다. 한 GAP는 자연

환경에 한 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에게 안 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하여 리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인 것

이다[14]. 즉, GAP는 소비자에게 안 하고 

생 인 농축산물을 공 할 수 있도록 생산

자와 리자가 지켜야하는 생산  취 과정

에서의 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한다. 따

라서 GAP는 생산이력을 포함하는 통합 인 

품질인증제도인 것이다. 생산이력은 Trace-

ability라고도 할 수 있으며 농산물에 용한

다면 농산물 생산이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농산물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농

산물이 어디에서 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재배되고 수확되었으며, 수확 후 어떤 방법

으로 가공, 유통되었는지를 소비자가 직  

농산물의 이력 추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생산이력제와 GAP의 가장 큰 

차이 은 GAP는 생산과정에서 해요소를 

차단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

을 향상시키는데 반하여, 생산이력제는 어디

에서나 농산물의 추   소 을 한 방법

으로 안 성 리나 품질 리 등을 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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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

우 그 원인 규명을 용이하게 하는 ‘리스크 

리’의 방법이다. 따라서 에서 생산이력제 

도입을 한 특별한 재배기술이나 수확 후 

리 기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3].

우리나라에서는 체 경지면   논이 61%, 

체 농가   생산 농가는 77%, 농업소득 

  소득의 비율은 51.6%를 차지하는 등 

 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의 추 인 역할을 

하고 있다[15].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은 

구조 인 공 과잉,  값 하락에 따른 농민

소득의 불안,  시장 개방 압력, 국내외 가

격차 확 에 따른 경쟁력 하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  균형회

복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심의 

생산체계로의 환  미곡종합처리장(RPC) 

심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심으로  산업

종합 책을 발표[15]하여 고품질  생산유

통 책을 통해 고품질 재배면  확   품

종의 집 도 증가, 기이앙  질소질 비료 

시비 감축에 란 지도, RPC 계약재배 확  

 내실화를 통해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

으며, 포장양곡 표시사항 개정  고시, 품

종, 도정일자 표시 의무화, 소비자 단체와 연

계하여 랜드 에 한 품질평가를 실시하

는 등 소비자 신뢰제고를 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DDA, 

FTA 등으로 국내  산업의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국, 

호주 등 경쟁국들은 국내 소비자를 상으로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과 규모 유통망을 

통해  시장 개방 압력을 한층 강화 할 것

으로 상된다[5].

우리나라 은 외국 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 으로 낮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해서는 ‘고품질의 안 한 ’로 차별화하여 소

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철 한 노력과 

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

별화된 ‘고품질의 안 한 ’의 생산 유통체

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입 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생

산, 가공, 매에 이르기까지 추  가능한 생

산이력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 이라 하겠다. 

특히 이런 각 단계별 정보의 연계성을 유지

하기 해서는 자인식장치 즉, RFID를 활

용한 실시간 정보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계별 시스템의 신뢰성을 한층 높 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산지로 유명한 이와타 의 주

우오농 은 2002년 처음으로 지역 내 체농

가(약 5,200명)를 상으로 하여  생산이력

제를 도입하 다. 포장마다 그 동안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의 명칭, 사용량, 사용날짜 등 

재배에 한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등 

기존에 없던 작업이 추가되어,  생산이력

제 도입 기에는 농 과 소속 농가 간의 이해

계가 엇갈려 실행이 쉽지 않았었다[1]. 이

에 국농업 동조합연합회( 농)은 농가의 

부담을 최 한 여 주기 해 간편하게 의 

생산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재배 리양식’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다. 한 2003

년도부터  생산이력제를 도입한 이와타

의 하나마키농 은 2004년부터는  생산이력

제를 도입한 농가의 만을 취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농의 안심시스템 은 소비자

에게 식미와 품질이 우수하고, 안 한 을 

제공하기 해  생산이력 정보가 소비자에

게 제공되는 일종의 차별화 된 유통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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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의 재배이력과 품질내용의 

정보가 제품에 기재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

비자에게 정보가 제공 된다. 특히, 생산자는 

재배이력을 기록하고 보 하게 되고 잔류농

약에 한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의 이력정보는 

크게 산지정보와 정미공장정보로 구분되는

데, 산지정보에는 토양환경, 비료,  농약의 

종류와 사용, 건조, 조제 등 작업내용 등을 

포함하며, 재배기록과 생산자정보, 잔류농약

검사결과, 산지의 풍토, 기후, 특산품, 명소 

등이 포함되며 RPC 정보는 정미 공정  방

법과 의 품질데이터 등이 포함된다[11].

3.  생산이력제 도입을 한 선

결조건 

3.1 도입주체

도입 주체란 생산이력제를 도입함에 있어 

주도 으로 리 운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생산이력제의 도입에 있어서 생산, 가공, 

매의 유통기간   품질  안 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  

매업자가 개별  는 제휴/ 력하여 도입 

주체가 될 수 있다. 의 품질에 향을 주는 

요인은 품종, 기상, 토양, 재배, 수확시기, 건

조, 도정, 장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요인  벼 품종에 의한 향이 가장 크다. 

한 재배 조건 에서 산지(기상, 통양  

지형), 논의 건습, 질소 사용량, 수확시기  

도복 등이 비교  여 정도가 큰 것으로 밝

져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향은 생산자

가 어떻게 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데,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자는  생산이력

제의 도입 주체가 될 수 있다[4]. 따라서 각 

단계별로 작업  처리 내용을 기록해야 하

며, 기록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해서는 종이 매체뿐만

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IT기술을 활용하

고 리하도록 한다. 

3.2 이력정보의 기록  리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기 해서는 농산물

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매될 때까지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력정보를 기록하

고 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각 단계에

서 작업내용에 한 이력정보는 리스크 리

를 해 필수 으로 기록되어야 할 정보와 

소비자의 요망에 히 응할 수 있는 정

보로 구분될 수 있다.

에서 리스크 리를 해 필수 으로 기

록되어야 할 이력정보는 생산 단계에서는 생

산자의 기본 정보와 의 품질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 품종, 토양환경, 육묘시기, 이앙

시기  재식 도, 질소시비량  방법, 물 

리, 병충해 방제를 한 농약사용, 수확일, 

재배양식 등이다. 한 가공단계에서는 RPC 

시설 황, 건조기 사양, 건조 조건  시간, 

장고 시설, 장조건과 시간, 도정방법, 도

정일  품 검사 등이 기록되어야 할 정보

이다.

소비자의 욕구에 히 응하기 한 정

보는 리스크 리를 해 필수 으로 기록되

어야 할 정보와 일치할 수도 있으며 추가 으

로 제공되기도 한다. 를 들어 종 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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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과정을 사진 는 동 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친환경인증  생산농가는 농약  

제 제를 체하기 해 처리한 작업 내용을, 

특수재배  생산농가는 특수재배 처리 내용

을 자세히 소비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이러

한 정보는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심리  거리

감을 해소시킴으로써 결과 으로 다른 생산

자에 해 우월  지 를 확보하기 한 수단

이 되고, 그들이 생산한 이 일반 에 비해 

가격이 높을 경우 그 타당성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상품의 랜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3.3 이력정보의 달수단

 생산이력 데이터베이스는 재배 농가에 

의해 생성된 재배이력 정보와 RPC에서 생성

된 수확 후 리 정보로 구성되는데,  생산

이력 시스템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비롯한 여

러 정보 달매체를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에 

한 이들 정보를 손쉽게 검색 가능한 시스템

이어야 한다. 생산이력제는 기술 인 측면에

서 근하면 정보처리를 심으로 하는 생산

리  물류 리 역과 하게 련되어 

있다. 주요 정보처리 련 기술의 요소로서는 

정보매체, 자동인식, 통신  네트워크, 데이

터베이스 등을 들 수 있다. 종이에 인쇄하는 

라벨 방식은 비용이 렴하며, 특별한 고가의 

장비 없이도 사용 가능하지만 제 3자에 의한 

조  변조가 가능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RFID 기술

을 활용함과 동시에 인터페이스를 통한 네트

워크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수집을 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생산이력 시스템으로 발 한다.

3.4 이력정보의 신뢰성 확보

농산물의 생산이력제에서 생산, 가공, 유통, 

매 단계에서 제공되는 이력정보의 신뢰성

을 높이는 방안으로 첫째는,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상호 간에 자율 으로 기 과 규칙

을 정해 놓고 생산이력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때는 상호간 의 하에 안 기수 을 설정

하고 이에 따른 재배, 생산을 유도하여 상품

의 품질과 련된 제공정보에 해서 신뢰성

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비교  유통업체 등이 

주도 으로 생산이력제를 도입할 때 이다. 둘

째, 객 인 검증과 검사성 자료 등을 해 

농업 련 연구소와 시험기  등을 연계한 방

법이다. 이것은 품질인증농산물 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산물품질 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후 엄격하게 리되기 때문에 용하기 매우 

용이하다. 셋째는, 생산자 등 생산이력제의 주

체  소비자 이외에 객 인 입장에 있는 제 

3의 기 에 의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일본에

서 활용하는 방안이기도 하다[4]. 이것은 

립  치에서 제공된 정보의 객 성을 놀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를 해 새

로이 조직을 설립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3.5 이력의 식별단

생산이력제는 개별 농가는 물론, 농 , 작

목반, 농법인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으나 

추진형태에 따른 비용부담, 투입시간 등과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로트가 작을수록 

소요비용과 노력부담이 상승하지만 만약 식

품 사고가 발생하여 추 하여야하는 경우, 작

은 단 까지도 추 이  가능하게 되는 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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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생산이력제를 한 바코드라벨 

등의 정보 달 매체의 제작은 농가, 품종, 재

배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품종과 재배방법이 동일할 경

우, 하나의 로트로 리하는 것이 정보의 기

록, 리  제공 차가 간단해지며, 라벨 발

행기, 포장용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이 작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

게 로트를 통합하여 건조, 장  도정을 할 

경우 은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혼합해서 건

조 는 도정을 하면 다시 원래 로 복원하기

가 불가능하므로 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혼합이 된 상태로 정보를 공개함으

로서 혼합이 되었어도 유 으로는 식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품질의 을 소비자에

게 매하고 있는 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즉, 품질이 떨어지는 과 그 지 않은 을 

혼합했을 경우 품질이 좋은 의 상품 랜드

로 매되기 때문에 좋은 의 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

는 반듯이 개선되어야할 사항이기도 하다. 

3.6 도입에 따른 비용  이

생산이력제를 추진하기 해서는 시스템 개

발, 구축  운 , 이력 정보의 기록/ 리, 바

코드라벨 등 정보 달 매체 이용 등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산이력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원칙 으로 

시스템 도입으로 편익을 얻는 주체가 지불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지만 식품의 안 성 

 국민건강을 해 의무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부분의 도입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3]. 그러나 재까지는 미

곡종합처리장(RPC) 주 으로 생산이력제에 

한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

인 사업화로의 환은 미미한 상태이다. 

4.  생산이력제 도입  구성

4.1 기본  기반조성

생산이력제는 각 공정별 기록과 이것을 식별

하여 리하는 차라고 할 수 있으며, 각 공

정별 기록은 생산이력제에서 요한 기반요

소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하지만, 각 공정별 기록기반이 마련되어야한

다. 생산이력제의 효과  도입을 해서는 

법  기반뿐만이 아니라 허 정보 개입 가능

성 등에 한 정보 신뢰성을 리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며, 신뢰성 있는 시스

템을 확보하는 것 한 요하므로 용어의 

정의나 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 

추진 순서 등에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

다. 이 게 생산이력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간 

심리  거리를 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

로서 생산이력제의 필요성과 공감  형성이 

요하다고 하겠다[4]. 

<그림 1>은  생산이력 시스템에 한 RFID

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의 데이터 내용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4.2 생산단계-벼 재배단지 조성

생산 단계를 상으로 한 벼의 재배이력 

리 요소를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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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 한다. 따라서 재배

이력 리요인으로는 재배단지정보, 품종, 시

비  방제, 시비량  시기 정보, 토양 성분 

정보, 방제 기록 정보, 수확일정 리 등을 제

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재배 일지 리 시스템

에 기록되어 농가별 이력 정보 데이터베이스

로 업로드 되어 리되어 진다. 이 게 리

된 정보는 원료곡을 구분하여 원료곡 품질 평

가 이력을 제공함으로써 수매가격에 한 산

정 기 의 근거 자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벼

의 재배단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이력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각 개별 농

가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1개의 로트를 형성

하게 되며 따라서 로트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

고 , 시스템에 기록  리될 생산이력 정보

의 양이 많아진다. 한 벼 수확 후 건조/

장/도정/포장의 각 단계에서도 많은 수의 로

트가 분리되어 리되거나 그 지 않으면 불

가피하게 혼합되어 통합될 수밖에 없는 문제

을 안고 있기도 하다.

4.3 가공단계-건조/ 장 시설

가공 단계인 건조  장의 요 요인을 

RFID 기술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

으로 가공단계를 리함으로써 원료곡의 품

질 유지와 도정율 상승 등 우수품질 랜드

에 한 이력정보를 제공한다. 건조공정에서

는 건조 기시간 리와 건조 설비별 정

건조 리, 1차/2차 수분 리, 온도 리 등 

정 건조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가

공설비들과의 인터페이스에 의한 네트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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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정보

∙RPC명

∙군수

∙조합장

∙RPC 표정보

∙소유장비 정보

∙기타정보

물벼 정 건조 정보

∙건조온도[고정 값]

∙투입기간[ 기투입 8시간 체크]

장  품질 상태 정보

∙Silo 내 온도[2주 평균 값]

∙Silo 내 온도[2주 평균 값]

식미정보

∙ 능평가정보

∙이화학 성분 분석정보

재배 이력정보

∙토양성분[‘틀’단 ]

∘ph값

∘유기물질 함량

∘ 속/농약 잔류량/질산염량

∙시비량[‘틀’단 ]

∘질소질 비료

∘인산비료

∘규산

∙물[‘들’단 ]

∘ 속

∘pg

도정 정보

∙ 백율[도정 시 샘  평균 값]

∙일반도정수율[도정 시 샘  평균 값]

∙백도율[도정 시 샘  평균 값]

∙싸래기비율[도정 시 샘  평균 값]

∙동할미을[도정 시 샘  평균 값]

∙폐기율[도정 시 샘  평균 값]

∙완 미율[도정 시 샘  평균 값]

<그림 2> 정보시스템 내역

실시간 제공한다.

장 공정에서는 온 장고 온도와 습도

리 특히 수분 율을  리 상으로 하

며 장량 입출고  재고 리, 사일로 입출

고 리 등 원료곡 품질유지  혼입 방지 

등을 제공 리한다. 이는 RPC의 수익률 향

상과 바로 직결되는 리로 매우 요한 항

목들이다. 그리고 도정/포장 공정에서는 제

품의 동질성 유지  랜드의 신뢰성을 확

보하고, 포장의 표시 효율을 통해 소비자의 

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가공공정은 식미분

석기를 통한 품질 분석 데이터로 싸래기율, 

완 미율, 등할미율 등의 요인들과 색도, 백

도, 수분함수율, 단백질율, 지방산가 등 리 

요인들을 생산이력시스템과의 네트워크를 통

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포장공정에

서는 오토라벨링에 의한 원료와 제품량을 매

칭시키며, GAP  이력추  번호를 부여한

다. 포장의 효율화를 해 포장, 라벨, 키오

스크 복표시를 배제하고 라벨에 품질 리

항목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근성을 무한 확  하 다. 이 게 함으로

써 제품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소비자의 신뢰

성  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매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4.4 매 시설

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품 발주 시

의 재고량을 설정하고, 발주 시  도달 시 주

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매장과의 유기 인 정보 공유를 통해 정 재

고를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 재고

리  매 리의 산화를 통해 유통/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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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수매

시스템 Data Flow

건조기 투입 Silo 구분 장

 RFID Reader RFID Reader

∙품종

∙ 재구분

∙수분 함수율

∙원료곡 품 검사

∙재 율

∙도정율

∙건조기의 온도체크

∙수분함수율 체크(8시간 이내)

∙습도 리

∙온도 리
∙곡율냉각기

∙일반 장고

미기 미기 미기 미기 미기

도정시설

∙ 백율 ∙일반도정수율

∙백도율

∙Length Grader

∙싸래기 비율

∙폐기량정보

도정시설에 란 리 요소 체크( ：습식 도정 가능 여부)

Ton Bag 단 구분

RFID 스티커 부착

완정미

∙완 미율

∙유통기간(도정일자 기 )

∙평가 List

∙ 능평가 성

∙화학  성분 성

<그림 3> 생산이력시스템 데이터 흐름도

상품 리

물류 리 재고 리

고객 리

이력 리
생산 리

농장 리

농가

Application

RPC 집하장

Application

Web

Solution

    정보의 공유         소비자 심

농산물 생산이력 통합 DB 구조 구축

통
합

데
이
터
베
이
스

통합 DB

클라이언트/서버 인터넷/인트라넷

<그림 4>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력정보에 제공

되는 정보는 기본 농가정보를 비롯하여 재배 

이력정보, 수매/원료곡 이력정보, 건조/ 장 

리 정보, 가공 이력 정보, 제품이력 정보 등

이 있으며 소비자가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법과 모바일 정보

조회 시스템인 핸드폰을 이용한 방법, 웹 서비

스, 라벨을 직  확인하는 방법 등 이 있다.

4.5  생산이력정보 시스템 구  실험

다음은 국내에 처음으로 RFID를 활용하여 

국내 RPC를 상으로  생산이력시스템을 

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구 된 시

스템의 체 인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는 <그림 4>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구 된 

시스템을 단계별 정보흐름을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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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정보

TABLE

건조기 투입
 ∙농가코드

∙조원코드

∙품종

∙입고시간

∙투입시간

조선기 투입

샘 추출

제 율 정기 투입

∙자주검사 표 정보

호퍼스 일 투입

∙수분함수율정보

∙ 량정보

건조정보

TABLE

Silo 장

FLOW02

FLOW01

샘 링 처리

<그림 6> 시스템 다이어그램 로우-건조기 

투입

물벼입고

RFID Tag 부착

품종, 농가, 조원, 체크

농가, 조원, 등록

    Ton Bag

물벼 수매 기본 정보 입력

∙농가정보

∙조원정보

∙품종정보

∙입고시간정보

  ·Silo 정보

건조 기 보  창고 입고

Flow01

농가, 조원정보

TABLE

RF/W

 

<그림 5> 시스템 다이어그램 로우-입고

<그림 5>는 농가에서 RPC로 물벼가 입

고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입고 시 Ton 

Bag에 RFID Tag를 부착함으로써, 어느 상

품이 RPC내에서 이동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정보를 입력받아 RFC의 효율성은 물론 개인 

농가별 리가 실시간으로 RFID 리더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입력되는 정보는 

품종, 농가, 조원 등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Ton Bag의 입력되는 기본 

정보는 농가정보, 조원정보, 품종정보, 입고

시간, 사일로 정보 등이 입력된다.

<그림 6>과 같이 건조기에 투입이 되면 

입력되는 정보로는 농가코드, 조원코드, 품

종, 입고시간, 투입시간 등이 수매정보 데이

터에 입력된다. 샘 링 투입을 해 조선기 

투입과정을 거치고 나면  제 율 정을 해 

샘풀 투입을 하며 자주검사 표 정보를 건조

정보 데이터에 장하게 되며, 호퍼 스 일

에 투입된 샘 에서는 수분함수율 정보와 

량정보를 건조정보 데이터에 장한 후 사일

로에 장한다.

곡물 리 시스템

·Silo 시간별 온도정보

Silo TABLE

도정장

석발기

미기

정미기

연미기

색채 선별기

Kg 별 포장
도정정보

도정정보
TABLE

Flow02

Flow03

<그림 7> 시스템 다이어그램 로우-곡물 리 

시스템



4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3권 제4호

<그림 9>  생산이력정보 조회 화면 

<그림 7>은 곡물 리 시스템으로 사일로

의 시간별 온도 정보를 기 로 도정장, 석발

기, 미기, 정미기, 연미기, 색채 선별기 등

을 거쳐 각 단 별로 포장을 하도록 도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매정보

TABLE

상품정보 입력

  ∙ 량정보

  ∙ 매처 정보

  ∙가격 정보

  ∙완 미 정보

완 미 포장 작업

라벨출력

  ∙ 량정보

  ∙가격 정보

  ∙품종 정보

  ∙유통기한 정보

  ∙Silo 정보

  ∙도정정보

칩 Bonding 작업

RF/W

라벨링 작업

상품 출하

완 미 정보 

TABLE

완 미 정기

보유시

∙완 미를 정보

∙ 능평가 정보

∙화학 성분정보

Flow03

완 미

평가과정

<그림 8> 시스템 다이어그램 로우-상품정보

<그림 8>은 RFID Tag를 장착 후 량정

보, 매처 정보, 가격정보, 완 미 정보를 

기 로 상품정보입력후 완 미 포장작업이 

이루어지며 포장지에 붙게 될 량정보, 가

격정보, 품종정보, 유통기한정보, 사일로정보, 

도정정보와 함께 라벨이 출력되어 상품에 부

착되어 상품이 출하된다.

<그림 9>는 출하된 상품에 붙어 있는 라

벨의 번호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비

자가 구매한 상품에 한 생산이력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조회화면을 제공한다.

<그림 10>  생산이력정보 조회 결과 화면

마지막으로 <그림 10>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이력정

보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한 생산이

력정보의 결과 화면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PC내에서 이루어지는 자

동화 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비롯하여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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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한 생산이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

하 다. 그러나 생산에서 벼의 수확 과정에 

따른 부분의 정보들은 기존의 입력 방식을 

그 로 용함으로써 실질 인 체공정을 

자동화한 생산이력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생산 단계인 농가에서부터의 자

동화 실 을 해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성공 인  생산이력

시스템을 도입하기 해서는 의 생산, 가공, 

매의 단계별 주체가 상호 긴 하게 력하

여 추진하여야 한다. 산지 단계에서는 생산자

가 책임감을 갖고  생산  재배이력을 기

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농 을 비롯한 

련 단체에서는  생산 재배이력 뿐만이 아

니라 수확 후 벼의 건조, 장, 도정  매 

반의 이력정보 리와 생산이력 시스템을 

주도 으로 추진하며, 유통, 매에 있어 유통

업체들의 극 인 참여와 조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도입 기에는 참여

농가의 생산이력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부

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반조성

을 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

산이력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재배이력정

보에 한 객 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생산이력 시스템의 주체가 참여 농가에 

한 재배방법, 농약의 사용 황 등을 정기

으로 체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입력이 자

유롭지 못한 생산자를 신하여 재배정보, 농

약사용정보 내역 등을 신 입력,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생산이력시스템의 기

본이 되는 생산정보를 생산자가 정확하게 기

장하고, 간단하게 입력, 리되는 것부터 시작

한다. 생산자의 기장 부담을 이기 해 RFID 

등 자동화된 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배이

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안의 기술 개

발이 더욱더 필요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국내  산업은 수입개방에 한 우려와 

함께  수 의 공  과잉이라는 이 의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 FTA 상

에서  시장 개방에 한 항목은 제외를 시

켰다고는 하나 이어지는 EU와의 상 등 넘

어야 할 것은 많다. 한 그런 상들과 계

없이 우리나라가 수입해야할 에 한 수입

량은 더욱더 늘어날 망이다. 한편 국내  

가격과 주요  경쟁국가의 가격을 비교해 보

면 국내가격이 크게 높기 때문에  생산비를 

감해 나가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구조

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가격 격차를 축소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산

업은 고품질화를 통해 수입 에 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시 에서  생산이력 시스템의 성공 인 도

입으로 우리 의 안 성에 한 소비자의 신

뢰확보를 통하여 랜드 상품으로 품질 경쟁

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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