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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및 배경

최근 세계 각국에서 u-IT(ubiquitous-Information 

Technology)를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선진 국가에서는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농산품의 안전

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규제와 검역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를 시행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통

신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유비

쿼터스 기술이 생활 전반에 걸쳐 파급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는 급속한 노령화 및 농업 규

모의 대형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노동절감형의 재배 및 농장 환경 

모델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WTO, FTA 등

으로 외국 농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

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 역시 농산물 구매방법이 진

화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안심 농산물구

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품

질, 가격, 안정성 등의 정보 검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농산물의 이력추적시스템은 농산물의 재배 단계

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농산물

의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품질의 투명성 확보와 품질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농산물이력추적시

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농업분야에서 유통관리 개

선 및 수요예측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농산물의 품질과 이력관리에 대한 필요

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서의 개발 

속도는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느린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u-IT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USN/RFID 기술을 이용한 이력관리시스템과 GIS/ 

신기술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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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 및 스마트폰을 적용한 품질 및 이력추적시스

템이 국내외에서 개발 중이며, 일부는 개발되어 적

용되고 있다. 

원리(u-IT 주요 기술 원리)

USN/RFID

USN/RFID 기반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은 크게 

농산물 생장환경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력관리시스

템으로 구성된다. 생장환경모니터링시스템은 질병

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농업시설과 저장고의 자동

제어에도 활용된다. 이력관리시스템은 농산물의 생

산, 유통,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실시간 조회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에게는 농작물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원

산지, 파종시기, 농약을 뿌린 횟수, 출하시기 등 해

당 농산물 관련 이력데이터를 제공받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광

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에 

상황인지를 위한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를 결합하여 

감지된 환경 데이터를 응용서비스 서버와 연동하는 

무선통신 기반 기술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란 일반적으로 RFID Tag가 

RFID Reader 근처에서 전자파의 플럭스(flux)를 변

화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전원의 유기 등을 통해 배

터리의 도움 없이 수동적인 동작으로 영구히 사용

되어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GIS/LBS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인공물과 자연

물에 유비쿼터스 칩을 내장시켜 통신하거나 네트

워크의 일부로 포함시킨다면, 환경과 시설물의 

상태, 이동, 위치 등을 감시, 추적, 최적화가 충분

히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센서 칩들은 전 지구적

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공간 및 위치정보를 다

루는 GIS/LBS 기술과 함께 이러한 환경에서의 필

수 기반기술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실제 농축산

업분야에서는 기존의 USN/RFID 기술에 GIS/LBS

의 위치기반정보 기술을 접목하는 시스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신 송수신 및 정보 

입출력용 단말기를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대체하여 일체형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전세계

적 규모의 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하며, 대표적인 것

으로는 미국의 EROS(Earth Resources Observation 

Satellite, 지구자원관측위성) 계획을 들 수 있다. 이

것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우주공간으로부터 지구의 

전 표면을 계통적으로 반복관측하여 지구환경의 

실태와 그 변화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LBS(location based services)는 위치기반 

서비스로서 이동성(mobile) 기기를 통해 각종 교통 

및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활용하는 서비스

를 말한다.

GIS/LBS 관련 분야는 7개의 세부 GIS 분야 및 

GPS, RS, 수치사진측량, 텔레매틱스, ITS 등의 분야

로 분류된다. 유비쿼터스 세부기술과의 중점 연관 

관계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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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IS relative field and technical connection with UBQ 

Classification Relative tech.

GIS 3D GIS 3차원 데이터(DEM, 위성영상 등)

3차원 시뮬레이션 및 3차원 공간분석

고성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응용 솔루션, SoC

Web GIS 네트워크 및 인터넷

Web GIS 데이터

CGI, Plug-in, Active x, 자바 등

네트워크

Temporal GIS Temporal DBMS

지형공산세계 모델화

미래 예측

센서, 응용 솔루션

Mobile GIS 휴대폰, PDA 등 모바일 휴대용 단말기

무선데이터 통신 및 GPS 인터페이스

맵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획득

네트워크, SoC

Open GIS 상호연동성 및 GIS 표준화

개방형 GIS 아키텍쳐

ISO/TC211 연계

표준화

Enterprise GIS 광역차원의 효율적인 DB 구축

계량화 및 업무생산성

무선통신 포함 자료소통

표준화

Component GIS 객체지향적 개발기술

모듈화된 컴포넌트 재활용

원시코드 재사용 및 실용프로그램 재사용

표준화

LBS GPS 특정위치좌표확보, 전천후측위(C/A코드)

GPS수신기 등 하드웨어

센서, SoC

텔레매틱스 운송장비에 내장된 컴퓨터, 무선통신기술,     

위성항법장치, 인터넷 기술

자동차, 환경, 건설, 의료, 원격학습 등

센서, SoC, 네트워크

ITS 기존 교통시스템 전자, 통신, 제어 기술접목

ATMS, ATIS, APTS, CVO, AVHS

교통환경 개선 및 효율화

센서, SoC, 네트워크

RS 목표물 전자기복사에너지 측정

비접근지역 정보 파악

건설, 환경, 농업, 해양, 지질 등 활용

최첨단 인공위성 및 HW/SW

센서, 응용 솔루션

수치사진측량 3D 정보처리기술

인공지능, 컴퓨터 비젼, 완전자동화

고성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센서, 응용 솔루션

(Kim TH et al.,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conference, 435-44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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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배치, 간격, 
주기

•온도/습도/조도 
데이터 확보

•비닐하우스 및 
작물에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현장에서
실시간 정보제공

•조도 조절장치
‒자동조도 제어장치

•온습도 조절장치
‒자동개폐 제어장치

•웹카메라: 비닐하우스의 
상황을 실시간 제공

•생장환경조건 데이터 
실시간 제공

•센서/RFID 시스템과의 
연동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성

USN 시스템
운영방안 한국형

u-Farm

RFID 시스템
운영방안

생장환경
조절방안

웹서비스
제공방안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Fig. 1. u-Farm system composition(장석철 등, 대산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1264-1271, 
2006)

식품분야 활용방안(주요 적용 분야)

u-Farm System

최근 해외 각국에서는 농업환경분야에 USN/RFID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NASA

의 Kevin A. Delin과 Shannon P. Jackson은 2000

년부터 Sensor Web System을 통하여 식물원의 온

실 및 종묘원 토양의 온도, 습도, 기온, 습기, 일사

량 및 산소량을 측정하였고, JPL(Jet Propulsion 

Laboratory)은 생태계 및 환경측정에 USN기술을 

활용하였다. UC Berkeley의 David Culler는 삼나

무 생장관리에 적용하였고, Ganesay D. 등은 포도

의 품질향상에 응용하였다. 그 외에도 화성기후 예

측, 야생동물 생태계 조사, 토양수분 모니터링, 청

과류 유통환경 모니터링 등에 적용되었다.

u-Farm 시스템은 USN과 RFID 시스템을 통합하

여 농업환경에 적용함으로써 파종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

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원

산지, 파종시기, 농약을 뿌린 횟수, 출하시기 등 해

당 농산물 관련 이력 데이터를 제공받음으로써 먹

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농산

물의 생산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주변 환경 정보를 주기적으로 데이터화

하여 최적의 생산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u-Farm 모델은 실시간 온도/습도/광량 등의 측

정을 위한 USN 시스템, 농작물 생장환경 정보 획득

을 위한 RFID 시스템, 실시간 최적 생장환경 구현

을 위한 환경제어 시스템, 원격지에서 농작물의 환

경을 인자할 수 있는 웹서비스, RFID 시스템과 USN 

시스템을 연동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

미국 오레곤(Oregon)주 포도농장은 품질 좋은 와

인을 생산하기 위해 생장환경 요소들을 측정하는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포도원에 설치된 mote 

센서노드는 온도, 습도, 조도와 같은 환경데이터를 

수집하고 포도원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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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d)

Fig. 2. Monitoring system of grape farm(이명훈 등, 정보과학회지, 27(6), 21-26, 2009)

과실성장측정센서

토양습윤센서

줄기직경측정센서

엽경계층저항, 
공기 중 온도/습도 

측정센서

줄기 수분전도율
센서

엽온센서

토양온도센서

Fig. 3. Phyto monitoring system(이명훈 등, 정보과학회지, 27(6), 21-26, 2009)

수집된 데이터는 농장 작업자의 삽에 설치된 센서

노드에 기록되고 헛간에 삽을 갖다 놓으면 삽에 기

록된 데이터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업로드 된다.

측정된 데이터를 통하여 시간대별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를 계산하고 토양의 습기를 측정하여 물

을 공급한다(Fig. 2).

이스라엘의 Phytech사는 식물 생장정보 및 재배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여 장미, 포도, 토마토 및 후추 등의 농장에 적용

하였다. 센서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들은 관수 주기, 

관수량 등 재배법 개선 및 수확량 예측에 이용되고, 

온실의 경우에는 자동 물공급 및 온도조절도 가능

하게 하였다. 토마토 농장에 적용된 센서들은 전자

측수기, 성장측정 센서, 줄기변화 감지 센서, 잎 온

도센서, 환경 센서, 토양습도측정 센서들로 구성된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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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현장

•실시간 작물관리
•센싱정보/작물정보

연구동

•농작물 데이터 관리서버
•재배환경 최적화 연구

인터넷 사용자

•Web 서비스를 이용
•농작물 정보 확인 가능

Fig. 5. Management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farm(이명훈 등, 정보과학회지, 27(6), 21-26, 2009)

Control+Configuration
SOS Station

Sensor Data Sensor Data

SSG Server

Control+Configuration
Users

SOS Station Owners

Graphical Data

O&M Data

Fig. 4. Sensor data flow through SSG(이명훈 등, 정보과학회지, 27(6), 21-26, 2009)

일본 마츠시타전공(宋下電工株式會社)에서 개발

한 Field Server는 CPU, AD 컨버터, DA 컨버터, 이

더넷 컨트롤러, 고휘도 LED, 온도 ․습도 ․광양자밀

도 ․토양습도 ․토양온도 ․ EC량 ․엽로 ․적외선센서 

등으로 구성된 센서, CCD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자

동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는 다양한 농작물 모니

터링에 활용하고 있으며, SSG(sensor service grid)

라 불리는 센서 데이터 미들웨어를 통해 원격지에

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Fig. 4).

한국의 동부 정보기술에서 구축한 재배관리 시

스템은 농산물의 생장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

어하기 위한 USN과 개별 작물의 정보관리를 위한 

RFID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생장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품종 별 원예시설에 온도, 습도, 조도 등을 측

정할 수 있는 다수 개의 센서 노드를 설치하고 관리 

서버와 무선 랜으로 연결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센싱 정보를 전송한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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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total management system(http://fgis.forest.go.kr)

환경 Monitoring System

국내 GIS/LBS 관련 기술은 주로 서울시 GIS 포

털시스템과 같이 교통 분야나 상권분석 및 군사분

야에서 활용되어 현재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정밀농업 생산과 산림행정업무 전

산화를 위하여 GIS를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인 FGIS(Forest GIS)를 제작

하였으며 산림지리정보종합관리시스템, 산지정보시

스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가로수관리시스템, 산림항공검색시스템, 산사태위

험지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6, 7).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지형정보체계구축사업을 실시

하여 경지정리현황도, 농업진흥지역도 등을 구축

하면서 RGIS(resourc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ig. 8).

u-농산물 품질 및 이력관리시스템

이력관리시스템은 상품의 생산, 처리, 가공, 유

통, 판매 단계에서의 상품의 가공처, 구입처, 판매

처 등의 기록을 취득하여 보관함으로써 정보의 연

속성을 확보하고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상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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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orecast system of forest fire(http://fgis.forest.go.kr)

Fig. 8. Total information system of agricultural land(http://rgis.e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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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기반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사용자 서비스연동

연계

관리자

모니터링

컨설턴트

생장
컨설팅

생산자
생장관리
출하관리
모니터링

KIOSK
생산이력
조회가능

인터넷

생산이력
조회가능

모바일
시스템
생장환경

정보
SMS열람

인증기관

친환경인증정보
영농일지

유통업체

이력정보

집하장

Tag 발행정보

  생산유통이력 운영관리

  생장관리 서비스

  생산유통이력 서비스

Fig. 9.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based on RFID/USN(Kim MH et al., Journal of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15(5), 331-344, 2009)

결합을 확보함으로써 상품과 그 유통된 경로 및 소

재 등을 기록한 정보의 추적과 소급을 가능하게 하

고 있다. 

생산자는 생장관리, 출하관리, 모니터링을 수행

하고, 관리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자에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정보는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저장한다. 또한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은 

생산유통이력 운영관리, 생장관리서비스, 생산유

통이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유통이력 운영관

리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생장관리서비스는 재배지에 설치된 

USN을 활용하여 생장환경모니터링, 설비자동제어, 

이상상황알림/제어, 저장소환경/설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유통이력서비스는 생산자와 소비자

에게 생산이력, 집하장이력, 판매이력, 컨설팅서비

스, 농산물재배정보, 커뮤니티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연동은 모바일시스템 또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상 상황 발생시 SMS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산자와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Fig. 9).

일본 중앙정부는 일본형 이력정보체계 개발을 

목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이표체계 

정비 및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1년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발

생으로 기존 사업이 조기 완료되어 2002년 6월, 소 

전 두수에 이표장착을 완료하였고 유통단계로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 마즈모토, 나가노농협 등 생산조직에서는 

아그리넷트(Agrinet)라는 OMI사에서 개발한 GIS

지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영농지도지원 시스템

을 사용하고 있다. GIS기술을 적용한 PDA를 이용

하여 농가별로 생산되는 사과, 수박 등 농산물에 대

하여 생산량, 품종, 품질에 대한 정보와 함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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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grinet system diagram(http://threadic.com)

농약살포 등 이력관리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 정보 분석을 통한 

품질관리, 생산이력정보관리, 생산량 예측 및 농가

단위의 수확일과 납품일을 결정함으로써 원료 농

산물의 품질, 이력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전자 변환(GMO) 식품은 

물론 2002년 12월부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

적관리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는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Fig. 10).

미(美) 농무부는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미

국산 쇠고기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뒤 2009년에 전

국단위로 가축의 생산과정을 추적하는 가축이력시

스템(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NAIS)

을 추진하였으며, NAIS의 핵심은 가축의 품종, 병

력, 생산자, 도축 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 Tag를 이

용해서 미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과 함께 순창의 전통 장

류산업의 활성화 및 현대화를 위해 ‘u-IT 기반의 전

통식품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식경제부

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 대상으로 

2008년도에 선정하였다. 특히 원료의 생산에서부

터 장류제조, 유통, 판매 단계의 각종 정보를 RFID

를 활용하여 수집 ․관리하고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국내 농산물 이력추적시스

템 체계 구축의 대상으로 쌀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

행 중이다.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

plex, RPC)에서 처리되는 쌀의 재배에서부터 가공 

및 유통에 이르는 단계를 u-IT 기술을 접목하는 이

력추적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 다른 농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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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raditional Food quality control system based on u-IT(http://www.dailyjeonbuk.com)

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력추적기술을 산물(bulk)

로 처리되는 곡류 중 가공처리가 복잡한 쌀을 대상

으로 시도하고 있다.

재배지에서 스마트폰과 GIS/LBS를 활용한 재배

정보와 농산물의 입출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구축된 DB(data base)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RPC

에서도 분석을 통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지

도가 가능하다. 또한 가공 공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기기의 제어가 가능하고 DSC(drying 

& storage center)에서 처리되는 공정을 MMI(man 

machine interface) 시스템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며 각종 

사고에도 미연의 대처가 가능하다(Fig. 11, 12).

축산분야의 한 예로 RFID Gen2 Tag를 활용한 

흑돼지 출하이력관리 시스템이 설계되어 구현되었

다. 이는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한층 더 고양시키

기 위해 흑돼지의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컴퓨터 시스템에 RFID Tag로부

터 입력받아 관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

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하이력에 관

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돼지고기와 달리 쇠고기의 경우에는 이력관리 시

스템이 활성화 되어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도 수입 쇠고기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RFID를 이용해 수입 쇠고기의 수입통관 시점부터 가

공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RFID Tag

를 통해 검역 ․소재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고 관

련 행정기관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및 검역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08.12.22

부터 시행되고 있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도 단위

에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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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u-RPC system diagram

u-물류/유통 관리 기술

최근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RFID 기술을 이용하

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USN과 RFID를 이용해 

바코드를 대체하여 물류/유통의 네트워크, 지능화 

및 보안, 안전, 환경관리 등에 혁신을 선도하며 초

기 국방분야에 적용된 RFID가 의료, 유통 등 생활 

전반에 급속히 적용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시범사

업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RFID의 대표적인 

활용기술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

드를 들 수 있다. 교통카드의 경우 13.56 MHz 대역

의 저주파수 대역이지만 도서관리나 생산라인 관리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900 MHz 대역

에서 제공되는 RFID는 차세대 물류/유통 시스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이미 월마트

를 중심으로 글로벌 대형 유통사들이 각국 납품 업

체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일모직이 RFID 기반의 매장

을 개장하는 등 대기업 중심으로 자산 관리 및 유통/

물류의 효율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동인식 기술을 농업분야에 활용하기 위

해 운송업체의 차량에 RFID Tag를 부착하고 각 집합 

지역, 터미널 등에 리더기를 장착하여 이동 중인 차

량의 위치추적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

인 국가 자산관리를 위해 물품 등록, 온라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경영체의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 

중심의 농업경영이 유통/소비단계까지 확장됨에 

따라 일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

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어 농산물산지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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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istribution total informa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http://ubinews.kr)

센터(APC)의 생산, 산지유통, 소비자유통, 소비에 

이르는 생산유통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인사, 회계, 경영분석지원 및 내부의 자

원관리를 위한 ERP시스템과 도매시장, 대형유통업

체와의 전자수발주, 재고/운송관리 최적화를 위한 

SCM, 고객분석, 상품화지원을 위한 CRM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및 GAP(good 

agricultural product)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시스템

으로 확대되고 있다(Fig. 13, 14).

SCM(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은 물품 

입출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써 u-물류/유

통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FID 무선통신 

기술로 입출력이 결합된 생산에서 창고 및 재고 관

리에 효용성이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Fig. 15).

u-물류/유통 시스템은 상품별로 EPC(electronic 

product code class)가 부착되어 유통 단계별 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위조상품 방지를 위해 생산에서

부터 판매되는 유통 전 과정의 제품을 추적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상거래 유통질서의 확립이 가능하

다(Fig. 16).

기대효과

최근 세계 각국에서 u-IT를 활용하여 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선진 

국가에서는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

하고 농산품의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규제와 검역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보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통신 인

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비쿼

터스 기술이 생활 전반에 걸쳐 파급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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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M(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Jeong BD et al.,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aritime & 
communication sciences, 11(10), 1814-1820 , 2007)

Fig. 14. Agricultural products u-wholesale market diagram(http://ub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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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Location and traceability of Container vehicle(Jeong BD et al.,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aritime & communication sciences, 11(10), 1814-1820 , 2007)

나 농업 분야에서는 급속한 노령화 및 농업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노동절감형의 재배 및 농장 환경 모

델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WTO, FTA 등으로 

외국 농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의 증가로 인해 소

비자 역시 농산물 구매방법이 진화하고 있으며 친

환경농산물 및 안전안심 농산물구매에 대한 욕구

가 증대되어 품질, 가격, 안정성 등의 정보 검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로 농축산업 분야에 u-IT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Farm-moni-

toring 시스템으로 농작물의 재배 및 농장의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재배 품질 및 안전성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재배에서 최종 소비까지 

전 공정의 가공, 품질 및 이력 정보를 수집 및 분석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력추적시스템이

다. 이에 GIS/LBS 기술이 접목되면서 물류/유통 관

리 시스템과 적용되어 이력추적시스템의 적용 범

위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USN/GIS 기술이 적용되어 

공공기관에서 산림이나 농지정보 및 재해 감시 등

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의 품질과 이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

점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서의 개발 속도는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느린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

도 최근 u-IT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USN/ 

RFID 기술을 이용한 이력관리시스템과 GIS/LBS 및 

스마트폰을 적용한 품질 및 이력추적시스템이 국

내외에서 개발 중이며, 일부는 개발되어 각 분야에 

응용 및 적용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더욱 다양

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농업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의 

보급이 보편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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