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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질이 낮은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으며,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 상황에서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에 한 신뢰도를 높이고 아시아의 주식이지만 여 히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미곡 산업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을 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이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나아가, 기존의 농산물 생산이력시스템은 기 인 이력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 경험 인 수확시기 결정으로 인해 일시에 수확이 

몰리는 홍수반입이 발생하여 미곡의 품질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와 GIS/LBS, RFID 등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용하여 유비쿼터스 벼 생산  반입 

리 시스템을 개발하 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농가  농지 정보를 스마트 기기로 

입력하고, 재배단계에서의 품질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수집된 생산, 재배, 품질정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품질에 따른 반입시기를 결정하는 

과학 인 반입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와 유통업자, 소비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rice intake management system based on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is introduced for rice processing complex (RPC). This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quality management for rough rices in that the system provides timely and useful 

information of rice cultivation. The intake management system is developed by utilizing 

widespread ubiquitous technologies, such as smartphones, GIS and LBS, for the purpose 

of controling the harvest time and monitoring the quality of paddy. The information for 

rice production, cultivation and quality management is transmitted and stored in a cent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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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via mobile networks, On the basis of these information, the harvest schedule is 

determined and notified to farmers though smart devices. Hence, the proposed system can 

help to establish trust among farmers, operators and consumers by providing systematic 

information based on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키워드：유비쿼터스 컴퓨 , 지리정보시스템, 치기반서비스, 미곡종합처리장, 벼 반입 리

Ubiquitous Comput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Location-Based Service 

(LBS), Rice Processing Complex (RPC), Rice Intake Management

1. 서  론

FTA  WTO 출범 이후 농수축산물의 

수입이 증하고 있다. 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으

며[8, 11], 곧 2014년이 도래하면  수입 시

장 개방이 시작되어 가격 경쟁력 한 하

할 것으로 상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

를 극복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통

한 가격 경쟁 향상 방안으로 농산물  축산

물에 한 생산이력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식인 

에 해서는 원산지 추   체계 인 생산 

유통 차에 한 생산이력 리에 한 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컴퓨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컴퓨

(Ubiquitous Computing) 기술을 활용하여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BS 

(Location-Based Service) 기능을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

ssing Complex)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 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RPC를 한 유비

쿼터스 벼 반입 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

한 사례를 소개한다. 

재 RPC는 제 3세  RPC로 일컬어지는

데 일명 CRPC(Centralized RPC)로 거듭나 

규모화  자동화를 통해 시설의 발 을 이

루어왔다. 그러나 재배부터 수확에 이르는 수

확 이 (Pre-harvest) 단계에 한 기술은 수

확 이후 유통 리  추  기술과 분리되어 

발 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RPC에 반입되는 

의 품질 리를 한 생산이력추 이나 재

배정보 등의 이력 리가 미비하 으며, 더욱

이 콤바인 등 수확장비의 작업 일정에 따라 

반입 리 일정이 수립되기 때문에 벼의 반입 

시기가 불규칙하고 일  반입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반입시간의 지연으

로 인해 수확된 벼의 신속한 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아 품질 손상까지 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ubiquitous com-

puting technology)을 이용한 벼의 RPC 반입

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체계

인 반입 리를 실 하기 하여 모바일 장비

와 GIS/LBS 기술을 결합 용하고, 이력

리를 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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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를 용하여 실시간으로 재배 인 벼

의 생육 상태를 주기 으로 확인하고 정보화

하기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이를 

통하여 벼 반입 정보를 RPC에서 일  리

하여 농지도  반입  이력 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비쿼터스 기술들을 미곡 생

산  반입 리에 도입한 의의는 아래와 같

다. 먼 , 생산 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력 

 재배이력들을 GIS와 LBS 기반의 농지정

보와 일치시켜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장에

서 입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

한 미곡생산 리체계를 수립하 다. 한, 

RFID 반출을 통한 수확 리를 제공함으로써 

수확된 미곡의 유통  이력추  시 농가와 

농지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생산이력들과 연

계하여 유통  생산이력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농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제 3장에서 본 연

구에서 구축 상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미곡 

생산  반입 리에 하여 설명한 후, 제 4

장에서 RPC를 상으로 구축한 미곡 반입 

리 시스템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

에서는 결론  추후 연구를 기술한다.

2. 유비쿼터스 기술의 농업 응용 연구

2.1 RFID/USN의 활용 연구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범

하게 설치되어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인

라에 상황인지를 한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

를 결합하여 감지된 환경 데이터를 응용서비

스 서버와 연동하는 무선통신 기반 기술이다

[3]. RFID 기술이란 일반 으로 RFID 태그

가 RFID Reader 근처에서 자 의 럭스

(Flux)를 변화시키고 이로 인한 원의 유기 

등을 통해 배터리의 도움 없이 수동 인 동

작으로 구히 사용되어 장된 정보를 활용

하는 기술이다.

RFID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이력 리 시스

템을 구 하여 생산, 유통,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USN을 

활용하여 생장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하

여 농업시설과 장고를 자동제어 하는데 활

용하 다[8, 10, 13, 15]. 한, 농․축산물의 

유통정보와 이력정보를 제공하기 해 RFID 

기술을 이용한 EPC 네트워크를 응용하 으

며, USN을 목하여 생산/재배환경을 원격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1, 5, 6, 7, 9, 11, 15]. 나아가 유통 인 콜

드체인 식품의 품질  모니터링을 해 유

통 컨테이 에 RFID와 센서기술을 이용하

다[12].

2.2 GIS/LBS의 활용 연구

GIS은 세계  규모의 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하며, 표 인 것으로는 미국의 EROS(지

구자원 측 성 : Earth Resources Observa-

tion Satellite) 계획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인공 성을 이용해 우주공간으로부터 지구의 

 표면을 계통 으로 반복 측하여 지구환

경의 실태와 그 변화에 한 정보를 획득하

는 시스템을 말한다. LBS는 치기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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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각종 교통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경지정리를 해 GIS를 이용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배수지

의 정 치를 제시할 수 있고 경지정리에 

필요한 토공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2]. 한 

축사의 환경정보  상정보를 사용자가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4]. 와인을 만드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인 포도밭 리를 해 

센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 으며,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지도를 통해 각종 토양  

환경정보에 따른 작물의 생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6]. 정 농업에서 사용되는 

GIS는 차 진화하여 재배 농산물의 단백질 

등의 품질을 측하는 기술에 목되어 구

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IS/LBS를 기반으

로 모바일 기기와 웹 로그램을 연계하는 시

스템을 제안하 으며, 모바일 기기로 장에

서 용되는 생산  재배 이력정보를 실시간

으로 치정보와 함께 송하도록 하 다. 

한 RPC의 웹 로그램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

용하여 벼의 수확 기에 따른 반입일정을 계

획하고 모바일 기기와 통신하여 수확작업을 

수행하도록 하 다.

3. 유비쿼터스 미곡 생산  반입 

리 분석

유비쿼터스 기술을 용할 미곡 생산  

반입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벼의 수확  반입 이 까지 생산

된 벼에 한 정보, 즉 생산지  생산이력을 

수집  리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벼의 

수확  반입, 반출 과정을 수행하고 지원하

는 단계이다. 

먼 , 생산이력  리 기능은 생산지 정

보, 농가정보, 농산물정보, 생산이력정보 등을 

등록하고 모바일 장비나 PC를 통하여 GIS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RPC에서 

내 필지 정보를 용이하게 리하고, 농민 

는 작목반장이 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작

업하는 필지의 정보를 용이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RPC 내 모든 필지의 치정보(

도, 경도)와 구역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벼의 

반입  반출을 리하는 기능은 모바일 기

기를 활용하여 생산지의 치정보( 도, 경

도)를 송수신하고 지도를 활용하여 농지정보

를 GIS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지에

서 재배된 농산물의 반입 정정보를 모바일

(PDA 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가공공장

에 송하여 반입확정 처리한다. LBS 기반의 

GIS 기술, RFID 기반의 치추  기술을 가

공 처리된 농산물의 출하 리를 모바일  

인터넷에서 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ure 1>에는 술한 각 공정의 주요 시

스템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생산지

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작목반과 Web 

로그램을 이용하는 RPC가 있으며 모든 정

보를 장하여 조회할 수 있는 sever의 데이

터베이스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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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rchitecture for Intake Management Systems

   

<Figure 2> Registration of Basic Information(left), and Registration of Fertilization, 

Pest Control and Treatment Information(right)

3.1 미곡 반입 로세스 설계 

반입 과정은 크게 재배연도별 작목반, 농

가 농지정보 리, 리항목 기 정보 등록, 

기 코드 등록  재배이력 리, 배차 리 

 수확 정일 리, 반입용 RFID 리  

추수 리 등으로 구분된다. 반입 과정  알

고리즘 설계는 장 용성과 실제 운용성을 

반 하기 하여 충북 진천군 작목반장  

RPC 련 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 다. 

먼 , 기 농지정보를 입력하기 해 소속

된 작목반, 농가, 농지 정보 등을 등록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 농지 등록시에 지번데이터와 농

지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까지 수행한다. 

<Figure 2>와 같이 농지 정보와 작목반  농가

의 정보가 매칭하는지를 최종 확인한다. 

다음으로 농지 정보를 등록한 후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등록하고, 시비  

방제 시마다 농약이나 비료의 정보와 시비량 

등을 입력한다. <Figure 2>와 같이 작업의 

복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  기  정보 

매칭 정보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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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neration of Basic Code and Transmission of Cultivation History(left), 

and Scheduling of Combines and Measurement of Quality(right)

본 연구에서는 <Figure 3>과 같이 농지의 

기  정보  재배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

기 해 각 필지별로 기 코드 정보를 생성하

고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에서 선은 모바일 장치로 정보가 송수

신되는 경우를 표시한 무선통신을 나타낸 것

이다. 재배이력 정보는 단말기에서 데이터베

이스로 송되고, 농지 정보와 함께 송되어 

각 작업 내역이 장된다. 한, 반입 체계를 

리하기 해서 작목반 단 에 운 되고 있

는 수확장비(콤바인 등)를 등록하고, 신규 등

록도 가능하게 하 다. 최 의 벼의 반입 시

기를 결정하기 하여 주기 으로 벼의 생육

정보를 장에서 측정하여 모바일 장치로 

송하도록 하 다. 벼의 숙도 측정은 벼의 생

육정보를 측하는 방법  하나로 벼 잎의 색

도를 측정하여 벼의 함수율을 측하는 기술

이 있으며, 함수율 측 모델은 다년간의 실험

으로 결정될 수 있다. RPC 운 자는 주기

으로 송되는 벼의 생육 정보와 수확장비의 

배차가능 여부 등을 최 수확일 결정 알고리

즘으로 계산하여 각 농지별 수확 정일을 모

바일로 송하게 된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확 확정일을 통보하면 RFID 태

그를 불출하게 되며 이는 01번 연결번호를 이

용하여 <Figure 4>와 연결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4>는 반입용 RFID 태그의 불출  

추수 리 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이 RPC 운 자는 수확 정

일에 따라 <Figure 4>와 같이 RFID 태그를 

작업자에게 불출하고 작업자는 수확시 RFID 

태그를 소지하고 반입하여 반입 정보를 산

화할 수 있다. 즉, 특정 농지의 산물의 투입

량 등이 RFID 태그를 통해 자동으로 RPC 

데이터베이스로 장되어 리하게 된다. 수

확시기가 도래하면 약농가에 수확 정일을 

요청하고 약을 변경하는 경우 <Figure 3>의 

02번으로 연결되어 수확 정일 조정하기

해 수확 정일 확정 공정을 반복하게 된다. 

최종 으로 수확 정일이 변경되지 않는 경

우 <Figure 4>에서 보듯이 추수시작을 통보

한 후 추수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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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arm 

Information

Farmland

Information

Cultivation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RPC

Processing 

Capacity

Combine

Information

Items

RPC,

Jakmokban Info.,

Producer Info.

Location,

Area

Species,

Pesticide,

Fertilizer,

Harvest date

Leaf color,

Sum of

temperature

Species,

Input Capacity,

Drying Capacity

Quantity of 

combine,

Harvest capacity 

of combine

<Table 1> Parameters for Rice Intake Management

<Figure 4> Distribution of RFID Tags 

and Management of Harvest

3.2 벼 반입 리 모형 설계

벼 반입 리 모형을 설계하기 해 먼  

반입시기의 결정에 필요한 인자들을 조사하

다. 농가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농가정보, 

농지의 규모와 치가 필요하며, 주기 으로 

측정되는 농약, 비료 등의 사용 정보가 필요

하 다. 수확시기를 측하기 한 인자로 벼 

잎의 색도, 산온도 등의 품질 정보가 필요

하며, 수확한 후 반입되는 양을 조 하기 

해 RPC의 처리능력과 콤바인의 처리능력이 

필요한 인자로 선정되었다. 각 인자들의 세부 

항목들은 다음 <Table 1>에 나타내었다.

벼 반입 리를 한 모바일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재배 장에서 각 반입 결정 인자들을 측정

하고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송하는 작

목반 모바일 장비이다. 두 번째는 작목반의 

기본 정보  재배 정보가 장되고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Table 1>에 

제시된 농가정보, 농지정보, 재배정보, 품질정

보, RPC처리 능력, 콤바인 처리능력 등이 

장된다. 세 번째는 체 정보를 활용하여 반

입 계획을 수립하고 반입 시기를 작목반에 

달하는 RPC의 메인 서버로 구성된다.

작목반은 기에 모바일 장비를 통해 농가

정보와 농지정보를 등록하여 이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로 송  장한다. 이후 벼의 재배

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료, 농약 등의 재배 정보

와 벼의 품질을 측할 수 있는 색도  산온도 

등의 품질정보를 측정하여 작목반 모바일 장

비를 통해 입력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RPC에서는 주기 으로 메인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정보들을 조회하고, 

수확시기가 되면 최  수확시기를 측하여 

반입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반입계획일정

은 작목반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장비로 

송하여 수확  반입하도록 한다. 작목반 

 콤바인 운 자는 만약 반입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RPC에 통보하고 RPC 운 자는 

이에 따른 수정된 계획을 통보하여 장 조

건을 반 한 반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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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System Architecture of Ubiquitous Rice Production and Intake 

Management System

4. 유비쿼터스 미곡 반입 리 

시스템 개발

4.1 시스템 주요 기능

본 장에서는 먼  PDA,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벼의 재배  생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장하고 벼의 

수확  반입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계한다. 

<Figure 5>는 그 반 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자는 측정 상이 되는 농지에서 내

장된 GPS와 개발된 GIS/LBS를 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로 농지의 치정보를 표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송한다. 한 작목반, 농지, 

사용자 등의 정보를 등록한 후 주기 으로 

재배  생육 정보를 입력하면 RPC 데이터

베이스에 생산이력정보가 구축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 의 반입시기를 분석한 

후 체계 인 반입계획일정을 수립하고, 필지

별로 농가정보를 장하고 있는 RFID 태그

를 불출하여 반입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 이고 계획 인 반입 리는 

재 RPC의 일단  처리용량을 과하여 반

입되는 상  곡물의 혼합 등의 품질 리 

문제를 방할 수 있다. 한, 기존에 수기로 

작성되던 반입물량정보는 산화되고, 데이

터베이스에 장된 생산/이력 정보와 함께 

재구축되어 가공이력정보와 결합된다. 상품

이 반출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달될 때까지

의 이력정보가 소비자에게 달되어 이력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LBS/GIS  RFID 시스템을 

활용한 반입/이력추  시스템 개발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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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atabase Design for Rice Production and Intake Management System

Server(HP DL360 SVR, 2.0GHz 1CPU)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Oracle 11)을 사용

하 다. 한 모바일용 데이터베이스(SQLite), 

서버용 데이터베이스(Oracle)의 데이터 모델

링을 수행하 으며 <Figure 6>에 벼 생산이

력  반입 리를 하여 설계된 데이터베이

스를 나타내었다.

<Figure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데이터베

이스는 크게 RPC, 사용자, 작목반, 농가정보, 

농지정보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정보를 장할 

수 있는 테이블로 설계하 다. “RPC 기본정

보” 테이블에는 담당자의 휴 폰 번호가 

장되어 있어서 반입  작업 정보를 문자 메

시지(SMS)로 송되도록 하 으며, 작목반

에 소속된 농가들의 상세 정보를 “농가정보”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가가 운 하

는 농지의 상세 정보 한 “농가정보” 테이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지정보는 농지주

소  X, Y좌표를 통하여 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배품종  시비, 방제 등

의 작업이력도 “농지작업내역” 테이블에 

장된다.

4.3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모바일용 로그램의 생산지  생산이력 

리를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Figure 7>

과 같이 구 되었다. 본 로그램은 기본공정

에 따라 농가에 소속된 농지정보를 지도에서 

작성하여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스마

트폰에서 송된 농지 치정보를 편집할 수 

있도록 6개의 메뉴(사용자 리, 작목반 리, 

농가 리, 작목반/농가 리, 농지 리, 농지조

회 등)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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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IS User Interfaces of Providing Farmland Information

<Figure 8> Gathering and Providing Farmland and Cultivation History via Smartphones

다음으로 모바일용으로 개발된 농지  재

배 이력을 리하는 인터페이스는 <Figure 

8>에 나타내었다. <Figure 8>에서 알 수 있

듯이 모바일용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송 치의 치정보(GPS), 품질측정, 재

배이력  문자정보를 입력하여 그 정보를 

통신모듈(CDMA)을 통해 서버로 송하는 

기능을 갖추었으며, 농지  재배이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농지  재배

이력을 수집하는 공정에는 문가 의회 등

을 통해 정립한 계약농가에서 사용하는 품종, 

농약, 비료 등의 기 정보를 등록하고 모바일

기기 사용자(RPC, 작목반, 농민 등)의 요청에 

의해 사용량  종류에 한 정보를 송하

도록 하 다.

<Figure 9>는 GIS를 이용한 방제  시비 

이력을 확인하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모바일 기기에서 직  

치 좌표를 장하고 장된 복수 개의 치 

좌표값은 서버로 송되고 송된 작업 내용 

 품질/이력정보 등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

스에 장된다. 입력된 정보들은 RPC에서 

리하기 한 PC용 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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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User Interface for Providing 

Fertilization and Pest Control 

Using GIS

5. 결론  추후 연구

국내의 수확  공정에서 발생하는 벼의 품

질 하는 기후  특성에 따라 제한되는 짧은 

반입기간동안 콤바인 운 환경조건에 따른 반

입일정이 결정되어 반입처리시간의 지연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한 타 산업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용이 가장 낮은 농업분야의 특

징으로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할 수 있음에

도 그 속도가 매우 느린 실이다. 본 연구에

서는 국내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처리되

고 있는 산물벼의 반입 체계의 문제 을 확

인하고, 최근 발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

을 활용하여 새로운 반입 모형을 제안하 다. 

이력추 모형은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여 재

배  이력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송하는 기술을 기 로 설계하 다. 재 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력정보를 산화 할 

수 있으며, RFID 태그의 용으로 이력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한 정 농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기반 기술인 LBS를 활용

한 GIS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농지 치정

보 등을 생성  편집이 가능하며 생산지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의 활용성을 알아보기 하

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그 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  재배 단계의 시비  방제 

등의 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입력한 후 웹 

로그램(RPC)에서 이력정보를 조회하 다. 

한, 수확시기의 도래를 가정하고 벼의 숙도정

보를 모바일 기기에 입력한 후 입력된 정보

와 농가의 치정보가 매칭되는지도 확인하

다. 웹 로그램에서는 수집된 정보들을 이

용하여 최 수확일정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하 고, 배차일정을 수립하여 각 콤바인 

운 자에게 송하 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반입일정을 확인하 고, 반입일정에 

한 결정사항을 다시 송하여 반입계획을 수

립하 다. 웹 로그램에서는 반입계획일정

이 수립되면 반입확정 농가에게 추수일정을 

진행하도록 일정을 송하고 RFID 태그를 

불출하는 것으로 반입 리 시스템의 시뮬

이션을 종료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PRC의 반입 리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가공공정에서

의 이력추 리체계가 구성되면 두 시스템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종 소비자까지의 

이력추 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를 들어 소비자가 일반 매장에서 자신이 원하

는 을 고르기 해 의 RFID를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된 정보에는 재배

이력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상품에 한 신뢰

도를 높일 수 있다. 한 본 시스템은 의 생

산지에서부터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고 반입, 

가공, 유통까지의  단계를 통합 리하는 시

스템으로 차세  RPC의 모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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