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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금까지 농업관측사업은 꾸준히 발전하여 안정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및 

배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이 기

존의 전화조사나 FAX를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함으로서 업무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도 이러한 

조사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기존 조사체계에서 크게 발전하

지는 못하고 기존 업무를 전산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 

시작된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은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

템 개선사업과 함께 농업관측 조사체계의 재구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 전화, FAX에 의존하는 모니터 조사체계를 

PDA를 활용한 정보수집체계로 전환하여 신뢰성 있고, 신속한 자료수집체계

를 구축하는데 있다. 

  보고서는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설명하

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PDA조사시스템의 구성과 역할, PDA 선정과정, 

모니터에 대한 PDA 수요조사와 선정, 시스템 관리운  방안 및 금후 PDA 

조사시스템의 활용방안 등이다.

  이번에 구축된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가 농업관측사업에 효과적

으로 활용되기 바라며, 짧은 연구개발기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과 

시스템 개발업무를 담당한 (주)대신정보통신, (주)하이콤, (주)SK텔레콤 bcp사

업부에 깊이 감사한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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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사업배경

◦ 산지정보는 산지의 생산 및 거래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정보로서 품목별 

지역별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매월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음. 그

러나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요원(현지 농협직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의 잦은 자리이동, 농촌현장근무, 모니터 활동의 본업 외 수행으로 신속

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움.

◦ PDA 조사방식은 잦은 현장근무를 하는 모니터 요원들에게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출입국관리소, 보호관찰소, 

통계청, 우정사업부, 식의약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현장업무를 위해 

사용 중에 있음(첨부 1 참조).

◦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모니터 조사방법의 선진화를 위해 2003년에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 으며 2004

년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3억3천만원(6천만원은 PDA단말기 보급)의 예산

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 음.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의 1차년도 사업내용은 PDA 

조사시스템의 구축과 단말기 60대 보급을 통한 시범서비스가 사업의 핵

심임.

2. 목적과 기대효과

◦ 본 사업은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 현지 회원농협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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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무선 휴대통신망 시스템과 PDA를 지급하여 이를 활용한 산지정

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농업관측사업 수행을 위한 산지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

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조사가 가능해져 신속한 관측이 필요한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시 조사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표본농가 조사와 모니터 조사의 경우 전화조사원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지원이 필요하 기 때문에 품목담당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PDA를 활용함으로써 산지 모니터요원

의 정보수집 내용과 속도가 향상되고 수집정보의 이중입력 부담이 해소

되며 전송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모니터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농업관측정보센터 요구자료 

이외에도 수시로 PDA를 이용하여 농촌여론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기타 부

수적인 정보수집도 가능하리라 기대됨. 또한 모니터들에게는 PDA 인프라

를 통해 농업정보와 농업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가정보서비스 역

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3. 사업개요

3.1. 사업개요

◦ 사업명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 개선｣ 사업

◦ 주관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 개발사업자 : 대신정보통신 컨소시엄

- 주관사업자 : 대신정보통신

- 협력업체 : 하이콤 (조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SK텔레콤 bcp사업부 (PDA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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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280,910천원 

◦ PDA 보급 대수 : 60대

3.2. 사업범위와 방법

◦ 사업의 대상품목은 당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2004년 관측 품목으로 

하며, 전송된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수신되어 관측업무에 직접 활

용됨. 이 때 수집된 산지정보는 검색과 엑셀파일 형태로 활용됨.

◦ 시스템 구축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니터조사 기능을 

PDA에서 구현가능토록 구축하며, 두 시스템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함. 이

를 통해 통합된 수요자중심의 생산적인 농업산지정보 수집체계가 실현되

고, 모니터 중심의 모바일시스템 환경이 구축됨.

◦ 당초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생산 및 출하과정에서 차별성이 있는 마늘, 양

파를 대상으로 현지모니터인 회원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 PDA를 보급하

여 산지정보를 PDA에 직접 입력하여 PC를 통해 실시간 전송토록 할 예

정이었으나 PDA 활용능력과 참여도에 따라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

◦ 구축된 모바일 솔루션은 새로운 업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PDA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운 될 수 있는 관련 

솔루션 환경을 일관되게 제공함. 또한 운 자 중심의 관리시스템(조사내

용, 모니터, 전산관리, 정산관리)을 제공함.

◦ 교육 및 사후관리를 위한 PDA 유지보수 네트워크와 전담 PDA 홈페이지

를 구축하며, 교육 훈련,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사후 관리 등의 지원을 실

시하며, 지속적인 무선 휴대통신망과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 수집시스템

을 운 ,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관련산출물을 제공함.

- 산지정보수집시스템 최종산출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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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정보수집시스템 관리자 운 메뉴얼

- 산지정보수집시스템 사용자 사용메뉴얼

- 산지정보수집체계 설계 및 구축 보고서

- 산지정보수집체계 운  보고서

3.3. 단말기 보급

◦ PDA 수요조사는 기존의 모니터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PDA를 활용할 수 

있는지와 PDA를 활용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

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됨. 또한 PDA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품

목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어떤 품목과 어떤 지역에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수요조사 항목으로 할당하 음.

◦ PDA 단말기 선정은 기존 PDA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하여 PDA사용환

경과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함. 이를 위해 다양한 단말기를 대상

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복수의 최종 모델 중에 한 모델을 

본 사업의 단말기로 선정함.

◦ PDA 관리운 방안은 원활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

되며, 이를 위해 단말기 명의, 통신비 지원, 단말기 파손 및 분실시 방안 

등을 결정하 음. 그리고 모니터가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와 함께 유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3.4. 시스템 구축

3.4.1. 조사시스템 구축

◦ 조사시스템은 크게 조사표 작성과 모니터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됨.

◦ 품목담당자가 웹기반의 조사표 작성시스템에서 조사표를 작성함. PDA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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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스템은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 통합되어 운 되며, 사용자 편의

성을 위해 동일한 사용자환경에서 운 됨. 

◦ 모니터 관리는 각 품목담당자가 모니터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산시스템과도 연계되어 모니터별 정산내역관리와 PDA 지급

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실시함.

3.4.2. 모바일시스템 구축

◦ 조사표 전송은 CDMA망을 활용하며, SMS 단문메시지와 함께 활용함으로

서 응답률을 극대화함. 그러나 모바일시스템만으로 조사표 전송을 하지 

않고 메일을 활용한 웹조사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모바일 환경과 웹 환

경 모두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응답률을 높이고 정확

한 조사를 유도할 수 있음.

◦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통신비의 지출임. 따라서 

체계적인 정산시스템의 구축과 통신비 관리를 위해 조사표 전송과정을 

관리하고 조사에 응답한 모니터들에게 통신비 지원을 할 수 있는 통신비 

관리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병행함.

3.4.3. 조사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 조사표 관리는 각 품목담당자 책임 하에서 이미 작성된 조사표를 품목별 

기간별로 분류하여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거에 진행된 조사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조사표작성 노력을 최소화함. 그리고 동일 

질문에 대해 시계열 자료로 조사결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결과

를 비교검토하고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모니터 관리는 조사표 작성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모니터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산시스템과도 연계되어 모니터별 정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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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리와 PDA지급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실시함. 특히 정산내역

에는 사례금도 함께 통합 정산되도록함.

3.5. PDA 조사 및 운

3.5.1. PDA 조사절차

◦ PDA 조사는 품목담당자가 각 팀별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됨. 수집된 결과는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관측분석에 활용함. 

3.5.2. PDA조사시스템 유지 운

◦ PDA조사시스템의 유지 운 의 핵심은 정산관리와 PDA관리임. 

◦ 정산관리는 통신비와 사례금 관리가 핵심부분을 차지함. 통신비의 경우 

2005년 이후 단말기 대당 월 일정액을 지원한 예정이며, 사적 용도사용을 

제한하고 모럴 헤저드를 회피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PDA 조사를 위

한 적절한 수준의 정액 통신비 지급에 한정함.

◦ PDA관리는 PDA 하드웨어의 유지와 PDA 사용자 교육이 핵심부분을 차지

함. PDA 하드웨어의 경우 모델선정에서부터 전국적인 AS가 가능한 모델

을 사용함. 또한 PDA 수요조사시 적극적인 사용의사를 밝힌 모니터를 대

상으로 지급대상을 한정하며 성실한 사용을 위한 모니터 서약서 작성을 

실시함. 

◦ PDA 사용자 교육은 PDA 지급 시 사용교육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

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용 홈페이지를 구축함. PDA 사용자들은 홈페

이지와 PDA 응답과정에서 사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품목담

당자를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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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관리와 PDA 관리는 별도의 독립된 운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통합된 

유지운  절차로 이해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PDA가 유지되고 실질적인 

조사가 실시되는 모니터에게만 통신비와 사례금 지급을 실시함. 만일 정상

적인 PDA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인터넷 조사방식으로 유도하며, 

PDA단말기는 회수하여 다른 모니터에게 지급함으로서 조사체계를 유지함.

3.5.3 PDA조사방식과 여타 조사방식의 병행

◦ PDA 조사방식은 신속하고 편리한 조사를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나 동시

에 여타 조사방식(인터넷, FAX, 전화조사방식 등)도 각 매체의 장점을 지

니고 있음. 따라서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는 PDA조사뿐만 아니

라 여타 조사방식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PDA 조사를 대체하기 위해 인터넷 웹조사방식을 동시에 구축하며, 메일

을 통해 조사표를 전달함. 웹조사방식은 기본적으로 PDA 조사방식을 보

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PDA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모니터들에 대한 대

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모니터 조사방식인 전화, FAX 조사방식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나 PDA, 웹조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함. 만일 기존의 전화, FAX 조사

방식으로 밖에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품목담당자가 웹조사시스

템에서 입력함으로서 시스템 통일성을 유지함.

3.6. 사업진행절차 및 체계

3.6.1. 사업진행절차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은 단말기보급과 시스템 구

축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됨. 단말기보급은 PDA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PDA 단말기 선정과 PDA 관리운 방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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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시스템 구축은 조사시스템, 모바일시스

템, 조사결과 관리시스템 등의 구성으로 진행됨.

◦ 단말기 보급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본 사업 총 60대의 단말기 중 초

기 10대를 활용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

선함. 초기 10대는 본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원과 본 PDA 조사에 적극적

인 모니터를 중심으로 할당함.

◦ 초기 단말기 10대 보급과 운 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본 사업기간 중 나

머지 50대를 추가 보급하여 PDA 조사체계의 구축을 완료함. 유지운 을 

위해 통신비 지원과 사례비 지급에 관련된 정산시스템을 운 하며, 보급

된 단말기의 원활한 운 을 위한 관리운 과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함.

3.6.2. 사업 체계도

◦ 사업추진은 프로젝트 총괄팀과 사업관리 총괄팀으로 구성됨. 프로젝트 총

괄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요분석과 프로젝트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사업관리 총괄팀은 시스템 개발과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함.

◦ 본 PDA사업을 위해 과업수행범위는 다음과 같음. 본 PDA사업은 그 특성

상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개선사업과 그 업무 역이 완전히 분리되

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은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DB) 개선사업과 통합하여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 음.

◦ PDA사업 관점에서 핵심 과업수행범위는 PDA 조사시스템과 이를 보조하

기 위한 SMS연동모듈 구축, 통합비용정산시스템임. 또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유관기관 자료관리와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등도 함께 수행되어짐.

◦ 본 사업의 과업범위 수행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신정보통신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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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엄(하이콤, SK텔레콤 bcp사업부 포함)은 다음과 같이 업무분담을 실

시하 음. 한국농촌경연구원 연구진은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신정보

통신컨소시엄이 제공하는 세부 개발내역에 대해 개발내역을 검토하고 각

각의 개발내역 승인을 실시하 음.

◦ 특히 본 연구진은 수요자 요구분석업무와 PDA수요자분석 등 수요자 중

심의 요구분석 업무에 집중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되도록 역량을 집중하 음.

◦ 대신정보통신은 본 사업의 주계약자로서 프로젝트 관리를 전담하 으며, 

하이콤은 조사솔루션과 유관기관 DB등의 핵심적인 솔루션 구축을 담당

하 음. 추가로 SK텔레콤의 bcp사업팀에서는 모바일 솔루션의 구축과 관

련 시스템 제공을 담당함.

3.6.3. 사업진행일정

◦ 본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시과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대신정보통

신을 외주업체로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구축작업을 진행함.

◦ 사업초기에는 AS-IS분석과 요구자분석 그리고 To-Be설계를 중심으로 사

업을 진행하 으며, 11월부터 테스트(시험)을 실시하여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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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DA-based Improvement of Production Area Data Collection 
System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make agricultural forecasts.  To make the 
forecasts, the system to collect production area data, the analysis system and the 
distribution system are very important, so that the constant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m. However, despite many progresses, the data collection 
system still depends on the analog methods like telephone and fax. 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work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collected data further.

Against this background, improving the current investigation method was 
desired, so that the agriculture outlook support inform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2000. Still, the existing investigation system has many things to improve. For 
example, it has not been computerized yet. 

Therefore, the PDA-based Production Area Data Collection System was 
launched in 2004 with an aim to rebuild the entire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build a reliable data collection system 
within a short time, based on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not telephone or 
fax. This study explains how the PDA-based production area data collection 
system works.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contents:
1) it explains the composition and the roles of the PDA-based data collection 

system.
2) the process to choose PDAs and the criteria applied are displayed.
3)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PDA monitoring demands and the selection 

process are explained. Lastly, the total system management, PDA distribution 
management and the future use of the PDA-based data collection system ar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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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사업배경

◦ 산지정보는 산지의 생산 및 거래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정보로서 품목별 

지역별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매월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음. 그

러나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요원(현지 농협직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의 잦은 자리이동, 농촌현장근무, 모니터 활동의 본업 외 수행으로 신속

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움.

◦ PDA 조사방식은 잦은 현장근무를 하는 모니터 요원들에게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출입국관리소, 보호관찰소, 

통계청, 우정사업부, 식의약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현장업무를 위해 

사용 중에 있음(별첨 1 참조).

◦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모니터 조사방법의 선진화를 위해 2003년에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 으며, 2004년

도는 1차연도 사업으로 3억 3천만원(6천만원은 PDA단말기 보급)의 예산

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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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의 1차년도 사업내용은 PDA 

조사시스템의 구축과 단말기 60대 보급을 통한 시범서비스가 사업의 핵

심임.

2. 목적과 기대효과

◦ 이 사업은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 현지 회원농협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들에게 무선 휴대통신망 시스템과 PDA를 지급하여 이를 활용한 산지정

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사업을 통해 농업관측사업 수행을 위한 산지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

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조사가 가능해져 신속한 관측이 필요한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시 조사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표본농가 조사와 모니터 조사의 경우 전화조사원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지원이 필요하 기 때문에 품목담당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PDA를 활용함으로써 산지 모니터요원

의 정보수집 내용과 속도가 향상되고 수집정보의 이중입력 부담이 해소

되며 전송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모니터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농업관측정보센터 요구자료 

이외에도 수시로 PDA를 이용하여 농촌여론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기타 부

수적인 정보수집도 가능하리라 기대됨. 또한 모니터들에게는 PDA 인프라

를 통해 농업정보와 농업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가정보서비스 역

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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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3.1. 사업개요

◦ 사업명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 개선｣ 사업

◦ 주관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 개발사업자 : 대신정보통신 컨소시엄

 - 주관사업자 : 대신정보통신

- 협력업체 : 하이콤 (조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SK텔레콤 bcp사업부 (PDA솔루션 구축)

◦ 사업예산 : 280,910천원 

◦ PDA 보급 대수 : 60대

◦ 세부 계약내용

표 1-1.  세부사업 예산
단위: 원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솔루션 및 개발
웹조사시스템(솔루션) 식 1 115,000,000 115,000,000
시스템통합 식 1 90,130,000 90,130,000

소     계 205,130,000
NOTEBOOK SX10-RVG9J5/COM) 대 3 1,800,000 5,400,000
COMPUTER 매직스테이션 ZCP30H069R/280  대 8 820,000 6,560,000

MONITOR
싱크마스터 매직
CX701N-HAN/KOR

대 8 490,000 3,920,000

헤드셋전화기 KJE-600 MTV 대 10 60,000 600,000
PDA LG-SC8000 (SKT용) 대 60 896,000 53,760,000
AP Proxim ORINOCO AP-2000b/g 대 1 1,000,000 1,000,000
무선랜 3COM 3CRDAG675 대 10 127,000 1,270,000

소     계 72,510,000

S/W 구매 목록

Dreamweaver MX 패키지 행망 개 1 429,000 429,000
Flash MX 패키지 행망 개 1 562,000 562,000
Photoshop 패키지 행망 수의 개 1 902,000 902,000
Illustrator 패키지 행망 수의 개 1 803,000 803,000
Smart Soun Movie Maestro 개 1 80,000 80,000
PinnacleStudioMovieBoxDB Plus 개 1 550,000 550,000

소     계 3,326,000
합 계(부가세 포함) 280,966,000
S/W 조달청 EDI 구매 수수료 공제 -46,352
계약 금액(부가세포함) 280,919,648
계약 금액(부가세포함, 천이하절사) 280,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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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범위와 방법

◦ 사업의 대상품목은 당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2004년 관측 품목으로 

하며, 전송된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수신되어 관측업무에 직접 활

용됨. 이 때 수집된 산지정보는 검색과 엑셀파일 형태로 활용됨.

◦ 시스템 구축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니터조사 기능을 

PDA에서 구현가능토록 구축하며, 두 시스템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함. 이

를 통해 통합된 수요자중심의 생산적인 농업산지정보 수집체계가 실현되

고, 모니터 중심의 모바일시스템 환경이 구축됨.

◦ 당초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생산 및 출하과정에서 차별성이 있는 마늘, 양

파를 대상으로 현지모니터인 회원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 PDA를 보급하

여 산지정보를 PDA에 직접 입력하여 PC를 통해 실시간 전송토록 할 예

정이었으나 PDA 활용능력과 참여도에 따라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

◦ 구축된 모바일 솔루션은 새로운 업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PDA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운 될 수 있는 관련 

솔루션 환경을 일관되게 제공함. 또한 운 자 중심의 관리시스템(조사내

용, 모니터, 전산관리, 정산관리)을 제공함.

◦ 교육 및 사후관리를 위한 PDA 유지보수 네트워크와 전담 PDA 홈페이지

를 구축하며, 교육 훈련,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사후 관리 등의 지원을 실

시하며, 지속적인 무선 휴대통신망과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 수집시스템

을 운 ,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관련산출물을 제공함.

- 산지정보수집시스템 최종산출물 보고서

- 산지정보수집시스템 관리자 운 메뉴얼

- 산지정보수집시스템 사용자 사용메뉴얼

- 산지정보수집체계 설계 및 구축 보고서

- 산지정보수집체계 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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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구성도

◦ 본 사업은 다른 정보화 사업과는 달리 시스템구축 외에 단말기 보급과 

유지 운 이 중요함. 따라서 본 사업구성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그림 1-1.  사업구성도

3.4. 단말기 보급

◦ PDA 수요조사는 기존의 모니터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PDA를 활용할 수 

있는지와 PDA를 활용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

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됨. 또한 PDA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품

목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어떤 품목과 어떤 지역에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수요조사 항목으로 할당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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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 단말기 선정은 기존 PDA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하여 PDA사용환

경과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함. 이를 위해 다양한 단말기를 대상

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복수의 최종 모델 중에 한 모델을 

본 사업의 단말기로 선정함.

◦ PDA 관리운 방안은 원활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

되며, 이를 위해 단말기 명의, 통신비 지원, 단말기 파손 및 분실시 방안 

등을 결정하 음. 그리고 모니터가 모럴 해저드(Moral Hezard)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와 함께 유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3.5. 시스템 구축

3.5.1. 조사시스템 구축

◦ 조사시스템은 크게 조사표 작성과 모니터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됨.

◦ 품목담당자가 웹기반의 조사표 작성시스템에서 조사표를 작성함. PDA 조

사시스템은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 통합되어 운 되며, 사용자 편의

성을 위해 동일한 사용자환경에서 운 됨. 

◦ 모니터 관리는 각 품목담당자가 모니터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산시스템과도 연계되어 모니터별 정산내역관리와 PDA 지급

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실시함.

3.5.2.모바일시스템 구축

◦ 조사표 전송은 CDMA망을 활용하며, SMS 단문메시지와 함께 활용함으로

서 응답률을 극대화함. 그러나 모바일시스템만으로 조사표 전송을 하지 

않고 메일을 활용한 웹조사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모바일 환경과 웹 환

경 모두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응답률을 높이고 정확

한 조사를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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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통신비의 지출임. 따라서 

체계적인 정산시스템의 구축과 통신비 관리를 위해 조사표 전송과정을 

관리하고 조사에 응답한 모니터들에게 통신비 지원을 할 수 있는 통신비 

관리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병행함.

3.5.3. 조사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 조사표 관리는 각 품목담당자 책임 하에서 이미 작성된 조사표를 품목별 

기간별로 분류하여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거에 진행된 조사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조사표작성 노력을 최소화함. 그리고 동일 

질문에 대해 시계열 자료로 조사결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결과

를 비교검토하고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모니터 관리는 조사표 작성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모니터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산시스템과도 연계되어 모니터별 정산내

역관리와 PDA지급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관리를 실시함. 특히 정산내역

에는 사례금도 함께 통합 정산되도록함.

3.6. PDA 조사 및 운

3.6.1. PDA 조사절차

◦ PDA 조사는 품목담당자가 각 팀별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됨. 수집된 결과는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관측분석에 활용함. 

3.6.2. PDA 조사시스템 유지 운

◦ PDA 조사시스템의 유지 운 의 핵심은 정산관리와 PDA관리임. 

◦ 정산관리는 통신비와 사례금 관리가 핵심부분을 차지함. 통신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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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단말기 대당 월 일정액을 지원한 예정이며, 사적 용도사용을 

제한하고 모럴 헤저드를 회피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PDA 조사를 위

한 적절한 수준의 정액 통신비 지급에 한정함.

◦ PDA관리는 PDA 하드웨어의 유지와 PDA 사용자 교육이 핵심부분을 차지함. 

PDA 하드웨어의 경우 모델선정에서부터 전국적인 AS가 가능한 모델을 사

용함. 또한 PDA 수요조사시 적극적인 사용의사를 밝힌 모니터를 대상으로 

지급대상을 한정하며 성실한 사용을 위한 모니터 서약서 작성을 실시함. 

◦ PDA 사용자 교육은 PDA 지급 시 사용교육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

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용 홈페이지를 구축함. PDA 사용자들은 홈페

이지와 PDA응답과정에서 사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품목담당

자를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음.

◦ 정산관리와 PDA 관리는 별도의 독립된 운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통합

된 유지운  절차로 이해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PDA가 유지되고 실질

적인 조사가 실시되는 모니터에게만 통신비와 사례금 지급을 실시함. 만

일 정상적인 PDA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인터넷 조사방식으로 유

도하며, PDA 단말기는 회수하여 다른 모니터에게 지급함으로서 조사체계

를 유지함.

3.6.3. PDA 조사방식과 여타 조사방식의 병행

◦ PDA 조사방식은 신속하고 편리한 조사를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나 동시

에 여타 조사방식(인터넷, FAX, 전화조사방식 등)도 각 매체의 장점을 지

니고 있음. 따라서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는 PDA 조사뿐만 아

니라 여타 조사방식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PDA 조사를 대체하기 위해 인터넷 웹조사방식을 동시에 구축하며,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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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조사표를 전달함. 웹조사방식은 기본적으로 PDA 조사방식을 보

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PDA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모니터들에 대한 대

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모니터 조사방식인 전화, FAX 조사방식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나 PDA, 웹조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함. 만일 기존의 전화, FAX 조사

방식으로 밖에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품목담당자가 웹조사시스

템에서 입력함으로서 시스템 통일성을 유지함.

3.7. 사업진행절차 및 체계

3.7.1. 사업진행절차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은 단말기보급과 시스템 구

축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됨. 단말기보급은 PDA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PDA 단말기 선정과 PDA 관리운 방안을 결정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시스템 구축은 조사시스템, 모바일시스

템, 조사결과 관리시스템 등의 구성으로 진행됨.

◦ 단말기 보급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본 사업 총 60대의 단말기 중 초

기 10대를 활용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

선함. 초기 10대는 테스트를 위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원과 본 

PDA 조사에 적극적인 모니터를 중심으로 할당함.

◦ 초기 단말기 10대 보급과 운 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본 사업기간 중 

나머지 50대를 추가 보급하여 PDA 조사체계의 구축을 완료함. 유지운

을 위해 통신비 지원과 사례비 지급에 관련된 정산시스템을 운 하

며, 보급된 단말기의 원활한 운 을 위한 관리운 과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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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업진행흐름도

3.7.2. 사업 체계도

◦ 사업추진은 프로젝트 총괄팀과 사업관리 총괄팀으로 구성됨. 프로젝트 총

괄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요분석과 프로젝트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사업관리 총괄팀은 시스템 개발과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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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업추진단 구성도

◦ 이 PDA사업을 위한 과업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음. 본 PDA사업은 그 특

성상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개선사업과 그 업무 역이 완전히 분

리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은 농업관측지원정보시

스템(DB) 개선사업과 통합하여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 음.

◦ PDA사업 관점에서 핵심 과업수행 범위는 PDA 조사시스템과 이를 보

조하기 위한 SMS 연동모듈 구축, 통합비용 정산시스템임. 또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유관기관 자료관리와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 등도 함

께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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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과업수행범위

◦ 이 사업의 과업범위 수행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신정보통신컨

소시엄(하이콤, SK텔레콤 bcp사업부 포함)은 다음과 같이 업무분담을 실

시하 음. 한국농촌경연구원 연구진은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신정보

통신컨소시엄이 제공하는 세부 개발내역에 대해 개발내역을 검토하고 각

각의 개발내역 승인을 실시하 음.

◦ 특히 연구진은 수요자 요구분석업무와 PDA수요자분석 등 수요자 중심의 

요구분석 업무에 집중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 음.

◦ 대신정보통신은 이 사업의 주계약자로서 프로젝트 관리를 전담하 으며, 

하이콤은 조사솔루션과 유관기관 DB등의 핵심적인 솔루션 구축을 담당

하 음. 추가로 SK텔레콤의 bcp사업팀에서는 모바일 솔루션의 구축과 관

련 시스템 제공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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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구진 개발진 업체별 업무 분담

3.7.3. 사업진행일정

◦ 이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시과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대신정보통

신을 외주업체로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구축작업을 진행함.

◦ 사업초기에는 AS-IS분석과 요구자분석 그리고 To-Be설계를 중심으로 사

업을 진행하 으며, 11월부터 테스트(시험)을 실시하여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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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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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스템 구축

1. 조사시스템 구축

◦ 조사시스템은 국내 주요 조사솔루션인 하이콤사의 WEBiB를 활용하여 구

축함. 현재 WEBiB는 다양한 공공기관에 납품되어 조사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회, 서울시 등 대표적인 공공기관에 납품되어 여론 조사등의 

용도로 활용됨.

◦ 조사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또는 부분적으로 전산화하여 진행되던 여러

가지 현행 조사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조사표 작성, 표본농가, 

모니터, 저장업체, 소비자 등의 조사대상자 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현행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시스템은 기존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되어 조사

표작성과 조사대상자관리를 일관된 환경에서 운용하게 함으로서 업무효

율을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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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존 모니터 조사 업무진행도

 1) 각 연구원들은 월보계획을 수립함.

 2) 조사표를 워드프로세서에서 작성함.

 3) 조사표를 확정함.

 4) 각 모니터요원에게 Fax ,Email, 모니터사랑방을 통해서 조사표를 전달함.

 5) 모니터요원은 조사표를 작성함.

 6) 작성완료한 조사표를 Fax, Email, 모니터사랑방을 통해서 보냄.

 7) 각 모니터요원들로부터 받은 조사표를 분석하여 연구원들은 월보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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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신규 모니터 조사 업무진행도

 1) 각 연구원들은 월보계획에 따라 웹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확정함.

 2) 조사표 테이블양식이 DB에 저장되고, PDA화면에 보여줄 설문양식인 XML양식 문서

가 만들어져 약속된 위치에 저장됨. 이때 모니터요원들에게 설문에 대한 메시지가 보

내짐.

 3) 모니터요원이 PDA로 설문을 하고자 하면 G/W를 통해 XML문서 받아 설문에 응함.

 4) G/W는 모니터요원이 보낸 응답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임시테이블을 작성함.

 5) 임시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는 배치로 본 테이블에 저장됨.

 6) 각 연구원들은 본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또는 검증함.

 7) 월보작성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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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DA를 활용한 조사시스템과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간의 통합도

0) 농업관측정보시스템: PDA를 활용한 조사시스템과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통합서버임.

1) 시스템관리자: 시스템 운 을 총괄하며, 조사표, 조사대상자, 정산 등을 관리함.

2) 연구원: 품목담당자이거나 회계담당자로서 본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임.

3) 모니터: 웹, PDA를 활용하여 조사표에 응답함. 기존 FAX, 전화조사는 웹조사방식을 이

용하여 전산입력을 실시함.

4) 전화조사상담원: 표본농가조사와 각종 조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실시함. 전화조사원 입

력폼이 별도로 제공되어 조사대상자관리와 조사할당이 이루어지고, 조사표를 일괄적으

로 입력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됨으로서 높은 업무 효율성을 달성함.

5) 표본농가: 주로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일부 표본농가의 경우 직접 웹서버에 접속

하여 조사에 응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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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담당자는 조사내용의 신속성이나 예산범위에 따라 PDA 조사와 

웹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기존 FAX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을 활

용한 조사결과를 별도로 입력함으로서 통합된 솔루션 운 이 가능하

도록 함.

그림 2-4.  PDA를 활용한 조사시스템 구성도 (PDA조사와 웹조사 통합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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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 작성 기능의 목적은 빠르고 손쉽게 조사표를 작성함으로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조사표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시스템

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조사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그림 2-5.  조사표 작성 및 관리 메뉴

◦ 조사표는 조사문항단위로 관리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사

용된 조사표는 조사문항단위로 재사용을 할 수 있음. 특히 시계열자료로 

축적하는 조사문항의 경우 조사문항 재사용을 통해 조사결과를 시계열자

료로 관리할 수 있음.

그림 2-6.  조사문항 마법사를 통해 기존문항을 복사

◦ 조사표 문항유형은 배열 방법에 따라 3개 유형, 문항의 유형에 따라 10개 

유형 그리고 응답 자료의 유형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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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열 방법 : 문항이 출력되는 형식. 

    ㈀ 단일문항 : 하나의 문항만을 나타냄. 

    ㈁ 폐쇄형 표 문항 : 공통적인 보기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문항을 묶어서 

나타냄. 

    ㈂ 개방형 표 문항 : 공통적인 문항의 조합을 나타냄. 

② 문항 유형 : 문항의 형식. 

    ㈀ 폐쇄형 문항 

        ⒜ 단일선택형 : 보기중 하나만 선택하는 유형 

                예) 당신의 성별은? ①남자  ② 여자 

        ⒝ 복수선택형 : 보기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는 유형 

                예) 당신의 관심분야는?(있는대로 고르시오.) 

                    ① 컴퓨터  ② 음악  ③ 스포츠 … 

        ⒞ 순위부여형 : 보기를 우선 순위별로 선택하는 유형 

                예)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은?(순서대로 고르시오.) 

                    ① 정보공유  ② 스트레스 해소  ③ 메일확인  ④ 기타 

    ㈁ 개방형 문항 

        ⒜ 숫자입력형 : 응답자가 숫자형의 값을 직접 입력하는 유형. 

                예) 당신의 나이는? 만 (     ) 세 

        ⒝ 문자입력형 : 응답자가 문자형의 값을 직접 입력하는 유형. 

                예) 당신의 직업은? (     ) 

    ㈂ 문항 설명문 : 응답하는 문항이 아닌 문항을 설명하는 문항. 

③ 문항 타입 : 응답 데이터의 유형. 

    ㈀ 명목형 : 단순한 분류를 위해서 사용된 자료. 성별, 지역, 직업, 종교, 운동

선수의 번호판, 자녀의 유무 등과 같이 분리 적이고 비수치적인 

범주를 갖는 변수를 나타낼 때 사용함. 

                예)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 서열형 :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을 측정할 때 사용. 

학점, 선호도, 계급, 학력, 만족도 등을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순서대로 부여할 수 있음. 

                예)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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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 작성과정을 거친 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조사지 기본정보와 조사

표로 구성되어 웹 화면에서 구현됨. 오프라인상에서의 FAX조사와 전화조

사를 위해 프린트가 가능함.

그림 2-7.  완성된 조사표

    ㈂ 등간형 : 등급간에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간격이 

일정함을 포함한다. 등간 자료의 예로는 온도, 지능지수, 물가지

수, 생산성 지수, 대학 학년 등을 들 수 있음. 

                예) 귀하의 지능지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비율형 : 등간 자료의 성격과 거의 동일한 자료이나 절대적인 원점이 존재한

다는 것이 등간자료와 구분됨. 

예를 들어 소득이 '0'이라는 것은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 

비율자료의 예로는 중량, 시간, 거리, 각도, TV시청률, 투표율, 

신문 구독률 등을 들 수 있음. 

                예) 하루 TV시청시간은?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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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는 업무 특성상 각 품목담당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지속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존의 모니터 관리도 각 

품목담당자가 직접 수행하 으므로 본 조사시스템에서도 모니터 관리폼

을 활용하여 직접 관리함. 

2. 모바일시스템 구축

◦ 모바일 시스템은 SK텔레콤사의 bcp(Biz Common Platform)서비스를 활용하

여 구축함. 본 서비스는 국내 최대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제공하

는 서비스로서 초기구축을 대행해 주고 매월 단말기당 정액의 일정요금

을 받는 형태로 제공됨.

그림 2-8.  신규 모니터 조사 업무진행도상에서 모바일 전송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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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p서비스 채택 이유

- 시범서비스 구축과 초기 시스템 구축 리스크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본 사업 성격에 부합함으로 채택됨.

- 지속적인 모바일 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등 초기 모바일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나 민간업체에 장점이 많음에 따라 채택됨.

◦ bcp서비스는 기업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도

입할 수 있도록 SK Telecom이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기업 모

바일 서비스”임.

◦ bcp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장점

- 안정적, 양질의 Total Mobile Service 이용 가능함.

- 모바일 도입위한 초기 투자 및 도입 위험 최소화 가능함.

- 중장기 모바일 업무 확장에 탄력적 대비 및 추가 투자 최소화 가능함.

그림 2-9.  bcp서비스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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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개발 역을 줄여 전산 인프라 변경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됨.

- 단말기 제약없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 가능함.

- 모바일 서비스 관련 사용자 대상 단일창구 고객 서비스 제공 가능함.

- 현업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수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기업의 다양한 전산환경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단말기 제한없이 모바일 

서비스를 단기간에 제공하도록 필수적 기능을 보유하여, 모바일 도입을 

용이하게 함.

◦ 조사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조사표작성과 모니터관리 등을 수행하나 실

제 모니터가 조사응답을 하는 역에서는 모바일 솔루션을 활용함.  웹솔

루션과 모바일솔루션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조사표를 모바일 솔루션 수준

으로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CDMA통신망 이용 통신비가 

필요하다는 점임.

그림 2-10.  bcp서비스의 주요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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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시스템은 잦은 외근을 하는 모니터들이 효율적으로 모니터 조사

에 응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현행 

모니터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웹조사화면에서 작성된 조사문항은 PDA화면에 구현되기 위해 각 질문 

유형에 따라 정해진 형태로 변환됨. 다음 화면은 단일선택형 문항이 

PDA화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표현되는지를 보여줌. PDA화면은 웹화면

과 달리 세로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 유형에 맞는 화면구성을 설계해야 

했음.

◦ PDA상에서의 조사를 위해 bcp브라우저가 단말기상에 설치됨. 구현기능으

로는 로그인증, 조사안내문, 조사 감사문의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각 작

목별 모니터메뉴를 제공함.

그림 2-11.  단일선택형 웹조사 화면

   

그림 2-12.  PDA조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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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PDA단말기 기능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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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시스템은 조사표 관리, 모니터 관리, 사례금 관리로 구성됨. 조사표의 

경우 과거 조사표와 조사결과를 시계열 자료로 검색,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표의 경우 웹화면과 워드프로세스 파일로 추출이 가능하고, 조

사결과의 경우는 엑셀파일 추출이 가능해야 함.

◦ 모니터관리 기능은 품목별 기간별 모니터 검색, 활용 등이 가능하고, 각 

품목담당자가 유지 운 이 가능해야 함.

◦ 사례금 관리의 경우 매년 지급되는 사례금이 관측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그 지급방식도 조사환경과 모니터 여건에 따라 매년 변화가 발생하는  

역임. 따라서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모니터별 조사수당 단가와 실

제 발생하는 조사 횟수를 반 하는 정산시스템이어야 함.

4. 전체 시스템 구성도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은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의 

모니터 조사부분을 기존의 전화, FAX조사에서 PDA 조사로 이전하는 방

식임. 궁극적으로 PDA 조사시스템은 전체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의 일

부로서 구성됨. 

◦ 다음 그림은 웹, 전화 조사와 같은 매체의 한 부분으로 모니터요원들

이 PDA 조사방식을 활용하는 전체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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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과 농업관측지원정보시

스템 사업의 통합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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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DA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

1. 수요조사 개요

◦ PDA 수요조사는 2004년 현재 품목담당자를 통해 모니터 역할을 수행중인 

전국 시군의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메일, 팩스조사를 실시하 으며, 9개 문항 16개 세부질문을 실시함. 조사

대상인 모니전체에 대해 조사의뢰를 실시하 으며, 이중 214명이 조사에 

응답하 음.

◦ PDA 수요조사를 통해 PDA를 활용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를 확인하고, PDA 조사 방식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지니는가를 확인하 음.

2. 수요조사 결과

◦ 조사대상 모니터들의 대부분은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의 활용에 익숙하

으며, 대표적인 디지털기기인 컴퓨터 사용수준은 대부분 중, 상 이상으

로 대답하고 있어 PDA 보급에 따른 기술적 문화적 장벽은 거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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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됨. 이는 PDA등과 같은 신기술 디지털기기를 통한 모니터 관리

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임.

◦ 특히 휴대폰활용의 경우 벨소리 다운로드와 이메일, 컬러링, 주식조회, 뉴스

검색 등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 사례가 있어 PDA를 활용한 조사도 큰 어려

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결국 PDA를 활용한 조사방식의 어려움의 이유로 

제기된 디지털기기 활용의 미숙함은 큰 문제점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  정보화기기 소유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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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컴퓨터 활용수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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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이용경험이 있는 휴대폰 서비스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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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를 활용한 조사에 대한 의향조사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

타났음. 특히 PDA활용의향에 과반수가 넘는 인원인 131명이 적극 활용하

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144명의 인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보급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었음.

◦ 그 외에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소한 지급해주면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점차적인 PDA보급을 통해 2008년경에는 전체 모니터에 

대한 PDA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  PDA활용 의향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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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DA 사용시기 의향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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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조사는 전체 모니터를 대상으로 실시하 으나 214명의 모니터만이 

응답하 으므로 전체 모니터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음. 그러나 2004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60대의 PDA가 보급되는 상

황에서 충분한 조사응답률이었으며, 조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

한 모집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PDA 조사를 위한 모니터 의견은 정기적인 모니터 조사를 통

해 취합하고, PDA모니터조사가 가능한 인원으로 모니터 구성을 유도하여 

전체 모니터에 대한 PDA 조사체계가 완성되도록 할 예정임. 또한 PDA 

조사체계에 흡수되지 못하는 모니터 요원은 웹조사시스템으로의 흡수하

여 통합 조사시스템이 운용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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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DA 지급대상자 선정

3.1. 검토된 대상자 선정방안

3.1.1. 주산지중심 대상자 선정방안

◦ 첫번째 검토된 방안은 2004년도 PDA보급사업의 목적에 준하는 모니터 선

정방안으로 마늘, 양파 주산지인 경북, 전남지역 모니터를 중심으로 PDA 

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를 그 대상으로 하는 방안임.

◦ 수요자 조사응답자 기준으로 전남, 경북 수요자조사 응답자는 36명, 26명

이며 이중 수요조사시 [질문3]에 [1. 반드시 필요하다.]와 [2. 좋을 것 같

다.] 응답자와 수요조사시 [질문4]에 [1. 적극적으로 사용] 응답자는 최종 

대상자가 57명임. 

[질문 3] 모니터들의 잦은 외근등으로 기존조사방법(이메일, FAX, KISS사랑방 

등)으로 신속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관계로 모니터들에계 PDA를 지급

하고,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귀하께서

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 필요하다.      2. 좋을 것 같다.      3. 잘 모르겠다.  

4. 소용 없을 것 같다.    5. 전혀 필요없다.

[질문 4] 산지정보 수집에 PDA를 지급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시겠습니까?

1. 적극적으로 사용

2. 지급해 주면 사용

3. 지급해도 사용할 생각 없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대상자 선정은 개인사유나 PDA개통조건에 따른 대상

자선정 거부시 60대의 PDA 단말기 보급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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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의 경우 본 2004년도 사업의 핵심 품목인 마늘, 양파 모니터링과 상

당히 괴리가 있는 등의 단점이 나타남. 따라서 다른 조건으로 그 대상자

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음.

표 3-1.  주산지중심 대상 선정자 목록 현황 (소식기관, 담당업무중심)

소속기관 부서명 직책명 담당업무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담당 과수

나주배농협 지도 과장 농기술지도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담당 과수,원예,화훼,축산전반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농촌지도사 화훼,과수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채소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소득화훼팀장 과수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과수

보성군청 기술과 과수 과수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고품질소득작목 직원 과수,버섯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과수,수출농업

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상담소장 과수,수도작,기타

암군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경제작물담당 과수

진주시청 농산물유통과 과수특작담당 과수류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과수화훼담당 과수화훼업무총괄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계장 과수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과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작물 과수전반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수담당 과수

창원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계장 과수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 농촌지도사 과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과수기술지도

연암군노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경제작물담당 과수수출농업,채소

광주농업기술센터 소득화훼 채소및화훼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고품질소득작목담당 채소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계 농촌지도사 일반채소,특용작물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신기술연구개발 신기술연구개발담당 신기술연구개발총괄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과 계장 특작

창녕군청 기술지원과 지방농촌지도사 시설채소,농업재해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사 농산물(시설채소)지도

양시청 농업지원과 계장 농업경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촌지도사 시설채소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방농촌지도사 채소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시설원예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채소일바

암군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경제작물담당 과수,채소,화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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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부서명 직책명 담당업무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채소재배기술지도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노지채소담당 노지채소지도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과 기술개발계정 원예

신안농업협동조합 상무 기획총부경제총괄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작물담당 시설채소,노지채소,화훼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업무총괄

신안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담당 원예작물분야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도사 원예

연암군노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농촌지도사 식량작물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도사 채소및 공정육묘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도사 채소,전작

신안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담당 원예작물분야

고군농협 지도경제 대리 농지도,판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채소재배기술지도

남해군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마늘전문담당 마늘전문담당 남해마늘경쟁력제고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시설채소,수출농산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계정 실증시범조운용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환경농업담당 종자공급,전작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직원 채소,화훼업무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기술 시설채소,수출

부산명지농협 판매유통 과장 판매유통

창녕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촌지도사 노지채소

3.1.2. 주산지중심의 변형된 대상자 선정방안

◦ 주산지중심 대상자 선정방안은 PDA보급의 차질과 함께 핵심품목에 대한 

집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님. 이에 따라 변형된 선정방안을 제시함. 

◦ 선정 기준을 전남, 경북 지역기준 최종 대상자에 수요조사 결과기준 최종 

대상자를 지역별로 추가하는 방식임. 즉 1순위로 과일을 제외한 전남, 경

북지역 최종 대상자 36명을 두고, 2순위로 전북과 경남지역 채소부문담당

모니터 14명, 3순위로 1순위에서 제외되었던 전남, 경북지역 과일부문 담

당 모니터로 21명을 선정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의 경우 총인원을 71명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주산지중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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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안에 비해 PDA보급차질 문제와 핵심품목 집중문제가 덜 부각됨. 

그러나 여전히 PDA보급차질에 대한 문제가 상존함. 

표 3-2.  주산지중심 변형 대상 선정자 목록 현황 (소식기관, 담당업무중심, 

1순위 : 품목기준 최종 대상자(과일제외, 36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책명 담당업무

연암군노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경제작물담당 과수수출농업,채소

광주농업기술센터 소득화훼 채소및화훼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고품질소득작목담당 채소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계 농촌지도사 일반채소,특용작물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신기술연구개발 신기술연구개발담당 신기술연구개발총괄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과 계장 특작

창녕군청 기술지원과 지방농촌지도사 시설채소,농업재해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사 농산물(시설채소)지도

양시청 농업지원과 계장 농업경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촌지도사 시설채소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방농촌지도사 채소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시설원예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채소일바

암군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경제작물담당 과수,채소,화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채소재배기술지도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노지채소담당 노지채소지도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과 기술개발계정 원예

신안농업협동조합 상무 기획총부경제총괄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작물담당 시설채소,노지채소,화훼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업무총괄

신안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담당 원예작물분야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도사 원예

연암군노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농촌지도사 식량작물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도사 채소및 공정육묘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도사 채소,전작

신안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담당 원예작물분야

고군농협 지도경제 대리 농지도,판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채소재배기술지도

남해군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마늘전문담당 마늘전문담당 남해마늘경쟁력제고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시설채소,수출농산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계정 실증시범조운용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환경농업담당 종자공급,전작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직원 채소,화훼업무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기술 시설채소,수출

부산명지농협 판매유통 과장 판매유통

창녕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촌지도사 노지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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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주산지중심 변형 대상 선정자 목록 현황 (소식기관, 담당업무중심, 

2순위 : 수요조사기준 최종 대상자(14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책명 담당업무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시설채소,수출농산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환경농업담당 종자공급,전작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직원 채소,화훼업무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기술 시설채소,수출

창녕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촌지도사 노지채소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담당자 원예,특작

부안군면산농협 농지도역 농지도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수도,전작담당 수도작,전작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화훼담당 채소,화훼류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경 수출 경 수출담당자 농업경 ,정보화,수출농업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경제작물담당 노지채소,특작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농촌지도사 예산,상담소관리

북제주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농촌지도사 감자생산보급

북제주하귀농협 경제사업부 상무 유통업무전반

표 3-4.  주산지중심 변형 대상 선정자 목록 현황 (소식기관, 담당업무중심, 

3순위 : 품목기준 최종 대상자(과일, 21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책명 담당업무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담당 과수

나주배농협 지도 과장 농기술지도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담당 과수,원예,화훼,축산전반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농촌지도사 화훼,과수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채소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소득화훼팀장 과수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과수

보성군청 기술과 과수 과수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고품질소득작목 직원 과수,버섯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과수,수출농업

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상담소장 과수,수도작,기타

암군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경제작물담당 과수

진주시청 농산물유통과 과수특작담당 과수류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과수화훼담당 과수화훼업무총괄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계장 과수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과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작물 과수전반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수담당 과수

창원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계장 과수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 농촌지도사 과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과수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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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요자의향 중심 대상자 선정방안

◦ 마지막 방안은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요조사시 [질문3]에 [1. 반

드시 필요하다] 응답자와 수요조사시 [질문4]에 [1. 적극적으로 사용] 응답

자  대상자 131명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임. 

◦ 분석결과 그 대상은 품목별로 채소 41.2%(54명), 과일 32.0%(42명), 과채 

18.3%(24명), 축산 : 8.3%(11명)임. 이 경우 대상자우선순위는 작목별로 

“채소->과채->과일->축산”순으로 정함. 

◦ 단순한 방식으로 PDA단말기 보급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품목 

집중에는 한계를 나타냄. 그러나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품목을 집중할 할 

경우 가장 좋은 대안으로 판단됨. 

◦ 품목담당자들에게 이름과 적극적 참여도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인

한 결과 122명을 본 방식의 대상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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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수요자의향 중심 대상자 선정방안 채소대상자

이름 품목1 품목2 지역 소속 부서명 담당업무

이한진 무배추 배추 강원 태백농협 지도판매과 지도판매,하나로마트

최진수 고추 경기 여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분양농가지도

김철환 양파 경북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포도,일반채소

최문희 당근 경북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일반채소,화훼

조 선 고추 전북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특작

심종섭 대파 양파 전남 신안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작물분야

김대규 양파 마늘 경북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고추,마늘,양파,고추

채희성 대파 전북 부안군면산농협 농지도

이윤희 앵배추 무 강원 횡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식량작물담당 전작,기상재해

용석춘 무 배추 강원 인제군기린농협 경제부 판매총괄

김덕철 양배추 감자 강원 평창군대화농업협동조합 유통부 농산물판매

임용환 무 배추 전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수도작,전작

고봉철 감자 제주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감자생산보급

전남?? 쪽파 전남 장흥안양농협 구매계 일반자재,사료

이석정 감자 대파 전남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전작

김현구 당근 경남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채소,화훼업무

김석광 충남 당진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전작,종자보급

한형배 양배추 전남 고군농협 지도경제 농지도,판매

최준수 강원 삼척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고랭지채소,마늘,

박기원 강원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식량작물팀 전작,작물보호

김재진 감 마늘 제주 한경농협 지도과 농지도

원종호 고추 강원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 고추,환경농업

강중구 감자 강원 내촌농협 판매 판매전반

고경식 고추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예산,상담소관리

강홍경 당근 제주 성산농협 지도 지도업무전바

지 구 고추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보급과 채소

김종원 무 배추 경남 창녕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노지채소

김선우 무 배추 전남 암군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과수,채소,화훼

김재화 고추 강원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채소원예

오흔 마늘 충북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마늘

이웅학 경북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시설채소

이정원 강원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지도기획

경남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설채소,수출농산물

안병용 배추 마늘 전남 해남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노지채소지도

이점익 배추 전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전남 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

김성용 경북 봉화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화훼

김종열 전남 암군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식량작물

이희수 고추 전북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노지채소,특작

경남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기술시설 채소,수출

이주한 무 배추 강원 진부농협 경제부 판매

김동주 양배추 제주 북제주하귀농협 경제사업부 유통업무전반

최재한 고추 충남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일반채소

김우진 고추 경북 청송군노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

최동섭 마늘 양파 전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재배기술지도

이규희 양배추 고추 충북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 작물환경,전작,

김종인 무 배추 경남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종자공급,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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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수요자의향 중심 대상자 선정방안 과일대상자

이름 품목1 품목2 지역 소속 부서명 담당업무

김재건 복숭아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실 과수

신현상 단감 배 경남 진주시청 농산물유통과 과수류

정 일 단감 복숭아 전남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

이 표 복숭아 강원 춘천신동농협 지도과 농산물(시설채소)

전귀철 복숭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마정모 단감 포도 경남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과수화훼업무총괄

박석훈 배 전남 나주배농협 지도 농기술지도

남성우 포도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원예경 과 과수

신성규 포도 경남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

박문균 포도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실 포도

김양식 복숭아 전북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과수

조현욱 베 경기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과 과수

심희윤 배 충남 음봉농협 판매 농산물판매

서재원 단감 전남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원예,화훼,축

박언기 단감 경북 울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과수(배,감)

강성종 감귤 제주 효돈농협 지도과 농지도,농약

송창훈 배 포도 전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원예축산팀 과수,특작

정흥인 단감 전남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

박길웅 단감 전남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고품질소득작목 과수,버섯

박호수 단감 경남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 과수

현동희 감귤 제주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 감귤기술 감귤,낙엽과수

김경훈 사과 배 경북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사과,배,포도,기타

이재선 포도 경북 경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전반 및 포도

이은구 복숭아 충남 연기군농업기술센테 기술보급과 과수

이우창 사과 충남 천안청과주식회사 과일경매팀 경매사

박종남 단감 배 전남 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과수,수도작,기타

성낙삼 사과 경남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기술지도

고시호 단감 제주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시험연구개바

구 서 단감 전남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화훼,과수

서진석 포도 충남 대전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 과수

박선서 사과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실과수

최호 단감 경남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수

최재응 사과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실 과수기술지도

최건호 복숭아 전남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주식 복숭아 경북 경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

방길남 복숭아 강원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담당

조규상 포도 충북 동군농업기술센터 과수개발팀 시설포도담당자

부좌홍 감귤 제주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감귤

신종길 사과 경북 봉화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사과(과수전반)

이운기 단감 배 전남 암군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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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수요자의향 중심 대상자 선정방안 과채, 축산대상자

이름 품목1 품목2 지역 소속 부서명 담당업무

박갑순 딸기 충남 부여군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과 시설채소

배창용 오이 경기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시설원예

김양섭 토마토 충남 보령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시설채소

강동진 호박 경남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산물(시설채소)지도

이문헌 딸기 경남 양시청 농업지원과 농업경

황강화 오이 ㈜리파코 총괄 업및포장개발

김수복 오이 호박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보급과 시설채소

김윤호 호박 토마토 전남 광주농업기술센터 소득화훼 채소및화훼

손주석 호박 전북 전주시농업경 농업기술 채소

곽혜준 오이 호박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채,화훼류

이운기 수박 오이 전남 암군노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 과수수출농업,채소

최진호 토마토 딸기 경북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계 채소및경제작물전반

조기훈 수박 전북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수,채소

황종헌 호박 경남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시설원예

조동석 참외 경북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 채소

이은복 오이 토마토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소 시설원예

조기학 수박 충북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팀 시설채소,하훼

임승만 딸기 전북 남원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채소

장성재 딸기 경북 청도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시설채소,노지채소

이민석 오이 토마토 전남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계 일반채소,특용작물

신도식 토마토 충남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채소재배기술지도

이흥수 오이 호박 경기 송탄농업 지도과 지도

김재홍 육계 경북 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사무장

김하용 육계 전북 현대유통 업무전반

전창우 육계 경북 칠곡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축산

손종수 육계 전북 ㈜우림인티그레이션 사육부 사육부총괄

조현성 육계 전북 ㈜하림 사육사업부 사육총괄

최평희 육계 충남 보령유통 유통

이계무 육계 경기 준 축산 업부

김상진 육계 전북 ㈜신명 사육본부

김재충 육계 충남 계백유통

이완 육계 경기 한일농원 양계사업팀 양계전반

김극수 육계 경북 육계농가

정순우 육계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김규호 육계 경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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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선정 결과

◦ “수요자의향 중심 대상자 선정방안”은 그 대상이 130명가량으로 PDA보급

문제가 없으며, 보급예정수량인 60대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이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품목집중을 통해 PDA 조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방안으로 선정함.

◦ 대상 선정자인 122명에게 품목담당자가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선정사실

을 통보하고 별첨에 제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자문위원 PDA 지

급동의 안내서”를 발송하여 동의한 인원들에 대해 품목과 지역의 집중도

에 따라 선정자를 결정함.

◦ 모니터들에 대한 선정안내 이후 많은 모니터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보

급예정대수 60대는 쉽게 초과하 으며, 최초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모니터까지 신청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 음.

4. PDA수요자 분석과 결과

◦ 본 연구에서는 PDA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PDA 수요의 특성과 조사항

목(변수)간 관계를 계량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도출함.

◦ 계량분석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의 값들은 0과 1의 값을 가지며, 0에서 

좌측 절단된 값을 갖음. 따라서 추정계수들의 편의(bias)를 완화하기 위

해 아래식과 같이 Tobit모형을 이용하 음. PDA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 모니터에게 지급하는 PDA의 수요를 측정하

는 다섯 개의 변수에 대해 Tobit 모형을 활용하 음. 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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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수요 (0=수요 없음, 1=수요 있음)

= f(문자사용 여부, PC사용 여부, 무선이용 여부, 외근비율, 사용하는 통신장

비 수)

표 3-8.  Tobit 모형을 이용한 PDA수요 결정요인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rob

C 0.802355 0.051276 15.64787 0.0000

문자사용 0.061392 0.024549 2.500753 0.0124

PC사용 0.005651 0.007391 0.764603 0.4445

무선이용 0.007919 0.005209 1.520345 0.1284

외근비율 0.000541 0.000474 1.139420 0.2545

통신장비 0.024506 0.013250 1.849563 0.0644

Adj R 2 0.28809 

log likelihood 119.4969 

◦ 토빗모형을 이용한 PDA수요의 결정요인은 문자사용여부가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통신장비의 수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무선이용 여부, PC사용 여부, 외근비율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PDA 공

급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문자사용을 많이 하고, 통신장비의 수가 많고, 

무선이용을 많이 하는 모니터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함.

◦ 본 사업은 상기 분석결과를 모니터 선정에 활용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자문위원 PDA 지급동의 안내서”를 보내준 인

원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PDA보급 선정대상자를 결정함.

◦ 다음과 같이 최종 PDA사용 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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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최종 PDA사용 대상자 
순번 이름 품목1 품목2 지역 소속
 1 강성종 감귤 제주 효돈농협
 2 강홍경 당근 제주 성산농협
 3 고시호 단감 제주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
 4 구 서 단감 전남 강진군농업기술센터
 5 김경훈 사과 배 경북 문경시농업기술센터
 6 김규호 육계 경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7 김대규 마늘 양파 경북 의성군농업기술센터
 8 김삼 당근 강원 평창군 진부
 9 김상진 육계 전북 ㈜신명
10 김재건 복숭아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
11 김재진 마늘 양파 제주 한경농협
12 김재충 육계 충남 계백유통
13 김재홍 육계 경북 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
14 김종원 무 배추 경남 창녕 농업기술센터
15 김하용 육계 전북 현대유통
16 김현구 당근 경남 양산시농업기술센터
17 남성우 포도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
18 마정모 단감 포도 경남 함안군농업기술센터
19 박문균 포도 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
20 박선서 사과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
21 배창용 오이 경기 연천군농업기술센터
22 부좌홍 감귤 제주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
23 서재원 단감 전남 구례군농업기술센터
24 서진석 포도 충남 대전농업기술센터
25 성낙삼 사과 경남 거창군농업기술센터
26 손종수 육계 전북 ㈜우림인티그레이션
27 신성규 포도 경남 거창군농업기술센터
28 신종길 사과 경북 봉화군농업기술센터
29 신현상 단감 배 경남 진주시청
30 심종섭 대파 양파 전남 신안농업기술센터
31 안병용 마늘 양파 전남 해남군농업기술센터
32 이민석 오이 토마토 전남 고흥군농업기술센터
33 이 표 복숭아 강원 춘천신동농협
34 이완 육계 경기 한일농원
35 이운기 수박 오이 전남 암군농업기술센터
36 이윤희 무 배추 강원 횡성군농업기술센터
37 이은구 복숭아 충남 연기군농업기술센테
38 이재헌 포도 경북 경산시농업기술센터
39 이주식 복숭아 경북 경산시농업기술센터
40 이주한 무 배추 강원 진부농협
41 이한진 무 배추 강원 태백농협
42 이흥수 오이 호박 경기 송탄농업
43 임용환 무 배추 전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44 장칠용 육계 경기 준 축산
45 전귀철 복숭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
46 전창우 육계 경북 칠곡군농업기술센터
47 정순우 육계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48 정 일 단감 복숭아 전남 화순군농업기술센터
49 정종섭 무 배추 전남 순천
50 정홍인 단감 전남 고흥군농업기술센터
51 조현성 육계 전북 ㈜하림
52 최건호 복숭아 전남 남원시농업기술센터
53 최동섭 마늘 양파 전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54 최문희 당근 경북 구미시농업기술센터
55 최재응 사과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
56 최평희 육계 충남 보령유통
57 현동희 감귤 제주 서귀포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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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PDA 단말기 선정

1. 개요

◦ PDA 단말기는 PDA 조사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이를 활용하는 모니터

의 활용상의 편의성을 충족시키고, 기반 모바일 솔루션인 SK텔레콤의 

bcp서비스 인증을 통과해야 함. 또한 기본적인 성능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적 규격도 제안되었음.

◦ 초기 프로젝트 계약단계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기본 기술규격만으로 다양

한 단말기를 검토 대상단말기로 하 음. 그러나 실제 단말기를 활용하는 

모니터의 경우 단순한 기술적인 요건보다는 시장에서의 선호도와 사용의 

편리함,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부가기능에 관심이 많았음.

◦ 본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는 모니터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PDA를 사용하고 협조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용의 편리함,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부가기능을 중요한 단말기 선정기준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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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PDA단말기 기술 규격

P D A 와 S E R V E R 간 상 호 데 이 터 전 송 및 저 장 기 능 포 함데 이 터 전 송 호 환 성

P D A 용 A / S  S / W ,  V o ic e  R e c o r d e r  , S e r v e r와 D B  동 기
화 엔 진 ,  개 인 정 보 ( 주 소 록 ,  일 정 ,  작 업 ) 관 리

주 요 소 프 트 웨 어

송 수 신 및 충 전 기 능 제 공 거 치 대거 치 대

방 전 시 D A T A  보 호 기 능 지 원방 전 시 D A T A  보 호 기 능

연 속 사 용 4 시 간 이 상 ,  급 속 충 전 3 시 간 이 내

( 절 전 모 드 가 아 닌 화 면 D is p la y 된 상 태 기 준 )

배 터 리

거 치 대 ( C r a d le )  및 A C  A d a p to r  동 시 지 원 ,  충 전 기

- 메 모 리 확 장 ,  음 성 통 신 ,  휴 대 용 키 보 드 연 결 용 으 로
활 용 할 수 있 는 인 터 페 이 스 구 축

- 헤 드 폰 ,  마 이 크 폰 ,  스 피 커

외 부 인 터 페 이 스

음 성 녹 음 기 능 ( 핀 마 이 크 포 함 )녹 음 기 능

P e n  T o u c h ,  필 기 인 식 방 법문 자 입 력

3 .5 인 치 이 상 T F T  L C D ,  T o u c h  S c r e e n ,  1 6 b i t  이 상 색
상 지 원 ( 6 5 , 5 3 6  c o lo r s ) ,  B a c k  l ig h t

D IS P L A Y

W in d o w s  C E ,  P o c k e t  P C ,  O S  중 택 1O S

R O M 3 2 M B  F la s h  이 상 ,  R A M  3 2 M B  이 상M e m o r y

2 0 0 M H z  이 상 에 준 하 는 기 능C P U

규 격항 목

P D A 와 S E R V E R 간 상 호 데 이 터 전 송 및 저 장 기 능 포 함데 이 터 전 송 호 환 성

P D A 용 A / S  S / W ,  V o ic e  R e c o r d e r  , S e r v e r와 D B  동 기
화 엔 진 ,  개 인 정 보 ( 주 소 록 ,  일 정 ,  작 업 ) 관 리

주 요 소 프 트 웨 어

송 수 신 및 충 전 기 능 제 공 거 치 대거 치 대

방 전 시 D A T A  보 호 기 능 지 원방 전 시 D A T A  보 호 기 능

연 속 사 용 4 시 간 이 상 ,  급 속 충 전 3 시 간 이 내

( 절 전 모 드 가 아 닌 화 면 D is p la y 된 상 태 기 준 )

배 터 리

거 치 대 ( C r a d le )  및 A C  A d a p to r  동 시 지 원 ,  충 전 기

- 메 모 리 확 장 ,  음 성 통 신 ,  휴 대 용 키 보 드 연 결 용 으 로
활 용 할 수 있 는 인 터 페 이 스 구 축

- 헤 드 폰 ,  마 이 크 폰 ,  스 피 커

외 부 인 터 페 이 스

음 성 녹 음 기 능 ( 핀 마 이 크 포 함 )녹 음 기 능

P e n  T o u c h ,  필 기 인 식 방 법문 자 입 력

3 .5 인 치 이 상 T F T  L C D ,  T o u c h  S c r e e n ,  1 6 b i t  이 상 색
상 지 원 ( 6 5 , 5 3 6  c o lo r s ) ,  B a c k  l ig h t

D IS P L A Y

W in d o w s  C E ,  P o c k e t  P C ,  O S  중 택 1O S

R O M 3 2 M B  F la s h  이 상 ,  R A M  3 2 M B  이 상M e m o r y

2 0 0 M H z  이 상 에 준 하 는 기 능C P U

규 격항 목

2. 검토대상 PDA단말기

◦ 본 사업의 계약단계에서는 농업현장의 특성과 출시된 단말기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말기들이 제안되었음.

◦ 계약단계에서 검토된 단말기 기종은 사용환경이 농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

추어 산업용 PDA단말기가 주류를 이루었음. 그러나 실제 모니터는 농민이 

아닌 농업현장에서 시장동향과 작황을 파악하는 농협, 농업기술센타 직원이

므로 산업용 PDA단말기보다는 일반 PDA단말기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됨.

◦ 계약단계에서 검토된 단말기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대부분 2003년도 이전에 

출시된 모델로 PDA 단말기의 빠른 업그레이드 속도를 충분히 반 하고 있지 

못함. 또한 SK텔레콤의 bcp인증이 가능한 모델이어야 했으므로 최종적으로 

LG전자의 SC-8000모델과 사이버뱅크사의 CP-X310모델이 최종 평가대상이 됨.

항    목

CPU

M em ory

OS

D ISPLAY

문 자 입 력

녹 음 기 능

외 부  인 터 페 이 스

충 전 기

배 터 리

방 전 시  DATA 보 호 기 능

거 치 대

주 요  소 프 트 웨 어

데 이 터  전 송  호 환 성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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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약단계 검토 PDA 단말기

◦ 특히 모니터 PDA수요조사 결과 “제공되는 PDA에 어떤 기능이 부가되었으

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음성통화, 카메라, GPS, 캠코더, 

녹음, 대용량 저장장치 등의 요구사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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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LG전자의 SC-8000모델과 사이버뱅크사의 CP- 

X310모델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부가기능

으로 요청한 카메라기능의 경우 LG전자의 SC8000은 메가픽셀급(110만 화

소) 고화질 카메라를 제공함.

그림 4-1.  PDA상에서 제공을 원하는 기능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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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카메라 GPS 캠코더 녹음기능 대용량저장장치

3. PDA단말기 비교 결과

◦ PDA단말기 선택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대상으로 하여 비교검토를 시행함.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용도에 따른 단말기 선정

- 배터리, OS, 각종 Driver 등 기술적 안정성에 따른 단말기 선정

- 현재 사용중 인 Reference와 사용자 의견에 따른 단말기 선정

- 업체 지명도, 전문성, 규모, A/S조직에 따른 단말기 선정 

◦ 비교대상인 LG전자의 SC-8000모델과 사이버뱅크사의 CP-X310모델의 하

드웨어 비교는 다음과 같음. 두 제품을 활용한 기술적 개발에는 문제가 

없으나 LG전자의 SC‐8000은 2004년 4월 출시 후 많은 부분에서 bcp솔루

션 적용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버그가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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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뱅크사의 CP-X310모델은 기존 PDA사용자들의 좋은 평가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활용사례 등이 있으나 SK텔레콤의 bcp서비스에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2004년 10월 이후 출시되어 본 사업 일정에 

적합하지 않음.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두 단말기는 기술적 개발에 문제가 없으며, 기능상

의 차이도 비슷하 음, 또한 단말기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회사 지명도도 한 업체는 대기업으로서의 장점 한 업체는 

PDA 전문업체로서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단말기 비교과정을 통해 bcp서비스와의 통합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검토

한 결과 LG전자의 SC-8000 모델이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아 본 산업의 

PDA 단말기로의 선정함. 그러나 LG전자의 SC-8000 모델 선정은 단말기 

자체의 장점이기 보다는 bcp서비스와의 통합성에 따른 업체 요구에 따른 

면이 많기 때문에 차년도 이후 사업에서는 LG전자의 SC-8000 모델과 사

이버뱅크사의 CP-X310모델이 동등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PDA단말기 선정

◦ LG전자 SC8000모델로 선정함.

◦ SC8000모델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의 원할한 수행 가능성

- 하드웨어 사양 및 사용자 편의성, 인지도

- SK텔레콤 bcp서비스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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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PDA 하드웨어 비교자료

기종 SC‐8000 CP‐X310 비고(의견)

제조사 LG전자 Cyber‐bank 

CPU Intel PXA260(400MHz) Intel XScale PXA255 

400MHz

동일

Memory ROM Nand Flash 128MB, OS용 : 32Mbyte,

맵(MAP) 및 파일 

저장용 : 512Mbyte

CNS 사용시 필요

CNS 不사용시 가격만 UP

RAM SDRAM 64MB 64MB

OS PPC 2003 한 PPC 2003 한 동일

카메라 110만 화소 30만 화소 SC‐8000우수

화면

해상도 240 x 320 240 x 320 동일

형태 반투과형 262K TFT 

LCD

256K Color 반투과

TFT

동일

크기 2.8" 3.0” 大同小異(비교 의미없음)

무게 표준형:192g 표준형:199g 大同小異(비교 의미없음)

배터리 대용량 :리튬폴리머 

2,800mAh

표준형:슬림형리튬폴리머

(착탈식)  1,200mAh

표준형:리튬폴리머

(착탈식) : 1,500mAh

슬림형:리튬폴리머

(착탈식) : 1,200mAh

SC‐8000우수

용량의 차이는 사용 시간과 

비례

동작조건 자료 없음 온도 : ‐10 ~ 50℃,

습도 : 0 ~ 95%

의미없음

사용시간

(표준 

기준)

대기시간 170~180시간 80 ~ 130 시간

(표준형 배터리 기준)

SC‐8000우수

연속통화 3시간 20분 

(표준형 배터리, PDA 

슬림모드)

3시간 20분 

(표준형 배터리, PDA 

슬림모드)

동일

통신방법 CDMA 1X EVDO EVDO지원 동일

내구성,방진,방수성 無 無 일반PDA는 산업용과 달리 

방수/방진 TEST를 하지 

않으며, Drop시 (기준 1.2M) 

일반PDA는 손상이 갈 

것으로 판단됨

외형 슬라이딩 형태의 

단말기입니다

동일

재질 플라스틱 재질에 코팅 플라스틱 재질 동일

Reference 케리어 LG, 황금 에스티 없음

가격대 80만원대 80만원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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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PDA 단말기 보급운

1. 검토된 단말기 보급방안

◦ PDA수요조사에서는 PDA지급형태에 대한 의사를 모니터들에게 문의함. 

단순히 무상임대방식 또는 보조금 방식을 문의한 결과 보조금방식보다는 

무상임대방식을 뚜렷히 선호하 음.

[질문 7] PDA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기를 원하십니까?

1. 무상임대 (모니터요원 탈퇴시 반납)

2. 무상임대로 지급되어 일정기간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면 개인소유로 전환

3. 보조금이 지원되어 개인소유(모니터요원 불성실 활동시 보조금 반납)

◦ 응답결과 무상임대 방식이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방식을 

선호한 20.5%에 비해 4배나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무상임대방식 중에

서는 일정기간 사용 후 개인소유전환을 선호하 는데, 그 비율이 56.8%로 

과반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53

그림 5-1.  PDA지급형태 선호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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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단말기 보급방안은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명의방식, 보조금지급방식 

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 으며, 보급방안선택의 기준은 1) 

운 상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 2) 수요조사의 요구를 최대한 반 하

는 방향에서 결정됨.

1.1. 법인명의 단말기 지급안

◦ 법인명의 단말기 지급안은 단말기 구입, 명의와 통신비 납부를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임. 

◦ 운 상의 안전장치로는 모니터가 PDA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할시에 단말

기를 회수한 후 다른 모니터에게 재지급하고, 통신비의 과도한 사용과 사

적사용을 막기 위해 단말기내에 통신비 제한기능을 삽입함.

◦ 본 방안의 장점으로 일괄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보급의 편리함이 있으나, 

단점이 상당히 부각되는 방안임. 

◦ 운 상의 단점으로 본인의 휴대폰 외에 PDA를 2중으로 지니고 다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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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편함과 함께 단말기 파손보수 및 유지관리시 연구원차원에서 관리

비용이 필요함. 또한 미응답시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단말기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 통신비운 의 단점으로 사용요금 제한기능이 보안상 한계를 지니고, 통신

비 제약에 따라 설문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음에 따라 선호할 수 있는 방

안은 되지 못함.

1.2. 개인명의 단말기 지급안

◦ 개인명의 단말기 지급안은 연구원에서 연구원예산으로 단말기를 구입해 

주는 대신 명의와 통신비는 모니터 개인으로 하는 방안임. 이 방안의 유

지를 위해 통신비는 매월 정액 통신비 지원(bcp가입비+설문조사응답을 

위한 요금)방식을 취함.

◦ 개인명의 단말기 지급안의 장점은 통신비가 모니터에게 청구되므로 통신제

한기능이 필요없고, 개인명의이므로 PDA를 이중으로 가져다닐 필요성이 

없어 조사응답률과 조사응답시간이 짧아질 수 있음. 또한 개인명의이므로 

단말기 파손보수 및 유지관리시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존재한다는 점임.

◦ 본 방안의 단점으로는 미응답시에 단말기 회수가 불가능하고, 해당모니터

에 대한 단말기 지급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듦다는 점임.

1.3. 단말기 보조급 지급안

◦ 단말기 보조급 지급안은 단말기 구입과 명의, 통신비 청구가 모두 모니터

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연구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명목으로 내구연한(3

년 또는 4년)간 매달 전체 단말기 구매금액을 분할지급하는 방식임.

◦ 이 경우 미응답시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인원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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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손쉽게 모니터 교체가 가능하며, 통신비는 매월 정액 통신비 지

원(bcp가입비+설문조사응답을 위한 요금)을 하게 됨.

◦ 본 방식의 장점은 통신비가 모니터에게 청구되므로 통신제한기능이 필요

없으며, 개인명의이므로 PDA를 이중으로 가져다닐 필요성가 없고, 개인

명의이므로  단말기 파손보수 및 유지관리시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존

재한다는 점임.

◦ 특히 미응답시 단말기보조금을 중단하고 단말기 회수가 필요없이 다른 

인원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됨.

◦ 단점으로는 단말기 구매과정과 bcp브라우저 탑재 그리고 다양한 단말기 

선택 가능성 때문에 모니터에 대한 단말기 지급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

기 힘든 단점이 있음.

1.4. 최종검토 단말기 보급방안

◦ 상기 세 가지 보급방안을 비교 검토하고 외주용역업체와 통신업체와 협

의하여 법인방식과 개인방식을 최종적으로 검토함. 법인방식과 개인방식

은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방식임. 두 방식 모두 통신비는 개인이 납

부하게 됨. 

◦ 다음은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각 상황별 대응방법을 비교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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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개인명의 방식과 개인명의 방식 비교표 1

표 5-2.  개인명의 방식과 개인명의 방식 비교표 2

명의변경

장비소속감
부여정보

요금제변경

PDA파손

명의변경

번호변경,단말기변경,
수용구역변경(전출입)

부가서비스신청
일시 신청정지/해제
분실신고 해제 및
요금제 변경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내역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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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개인명의 방식과 개인명의 방식 비교표 3

◦ 최종 검토방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는 <표 5-4>와 같다.

명의변경

장비소속감
부여정보

요금제변경



58

표 5-4.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시 PDA지급방안 비교표

PDA 지급 방안

공통

사항

∙번호개통: 011 사용자 → 신규번호(010) (3개월뒤 기존 사용번호 사용가능)

            016, 018, 019 사용자 → 번호변경없이 SKT로 이동 가능 (번호이동성제도)

∙명의 변경 : 한 달이후에 자유롭게 명의 변경 가능 (단, 제반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변경시마다 

S&G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아야 함)

∙내년부터는 할부계약이 가능할지도 모름 (18개월, 현재 SKT와 협의중)

∙타 이동통신사 가입자는 SKT로 변경시 기존 단말기 대금이 남아 있을경우 이월되어 청구됨

∙AS는 LG서비스에 함.

∙요금제는 현재 정액요금제중 사용 가능한 요금제가 15000원(Data라이트, Data라이트 

플러스)이므로 3000원(BCP이용요금) 감안할 경우 18,0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함.

∙정액요금제가 PDA사용를 막는 수단은 될 수 없음.

∙PDA 송신 여부는 웹조사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 수신시 체크 가능함.

∙연구원에서 일괄 접수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개인별 신청은 불가능함.

지급

방식

및 

조건

∙성실 사용에 대한 보상방안(조사미실시 달에도 기본요금 지급, 3년 이상시 신형단말기 교체)

∙불성실 사용에 대한 패널티 방안(삼진아웃제 적용, 부실응답시 회수방안)

∙약정서 의무작성(연구원과 모니터와 PDA에 대한 계약 관계 성립으로 보다 성실한 응답 가능)

명의 개인명의 법인명의

장점 ∙단말기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음. ∙단말기 관리 및 회수가 용이함.

단점
∙모니터요원 교체시마다 재가입해야하므로 

유지관리가 복잡해짐.

∙명의 변경이 까다로움, 핸드폰 수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해야함.

연계

계좌
개인 연구원 개인 연구원

장점

∙개인조사여부만 관리

하여 모니터에게 기

본요금 지급

∙모니터에게는 제일 

이상적인 방안

∙단말기 관리 및 요금

납부에 대한 관리가 

용이함.

∙모니터에게 부담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단점

∙유지보수 등 비용의 

불만으로 장기사용시 

불성실응답 가능

∙사용금액에 대한 리

스크 부담

∙모니터에게 매력적이

지 못함.

∙개인사용자의 무분별

한 사용 등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

2. 단말기 보급방안

◦ 최종방안 중 법인명의방식으로 단말기 보급방안을 결정함. 

◦ 본 방안은 명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의인 관계로 PDA사업의 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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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용이하며, 모니터 변경단말기에 대한 재지급 등이 가능함. 또한 통

화요금인출은 사용자 개인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개

인사용 통화요금에 대한 모럴헤저드를 회피할 수 있음.

◦ 본 방안에서 통화료 지원은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에 필요한 통화료지급

에 한정하여 정액을 지급함.

◦ 본 방안은 PDA 수요조사시에 나왔던 응답인 무상임대방식에 가장 근접

한 방안임. 또한 무상 임대방식으로 일정기간 사용 후 개인소유전환을 선

호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결과를 주목하여 내구연한(3년 또는 4

년) 이후에는 최종사용자에게 명의를 이관하는 것을 고려함. 

3. PDA 통신보조금 및 조사사례금 제공방안

3.1. 통신보조금

◦ 통신비는 통신제한을 금액 내에서 지급하며, 통신비 구성은 1) bcp월가입

비 2) 설문조사응답을 위한 요금으로 구성됨. 매월 모니터에게 통신보조

금을 계좌로 입금함.

◦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통신요금 제도가 있으며, 통신보조금

은 아래 기준을 근거로 제공함. 참고로 현재 2005년도 PDA보급을 위한 

PDA 유지관리비는 1대당 월 15,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농업관측정보센터는 Data 중심형 중 Data 라이트 방식 또는 Data & Voice 

혼합형중의 Data 라이트플러스 방식이 본 사업에 적합하고 조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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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SK텔레콤 데이터통신 요금표

◦ 통신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됨. 

- bcp월 가입비 : 3,000원/대당, 월 (부가세포함)

- 통신요금 : 15,000원/대당,월 (부가세 포함)

- 총 월기준 통신보조금 : 18,000원/대당, 월 (부가세 포함) 

◦ 정산업무 담당자는 매월 정산시스템을 통해 관리중인 PDA모니터에 대한 

통신보조금을 확인하고, 결제절차를 통해 입금업무를 실시함.

3.2. 조사사례금 제공

◦ 조사사례금은 매년 결정되는 조사사례금 예산에 비례하여 기본 조사사례

금과 건당 조사사례금이 조정됨. 따라서 정산시스템은 매년 본 수가를 조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조사사례금은 매월정산시스템을 통해 관리중인 전 모니터에 대한 제공금

액이 결정되며, 매년 1회 또는 매달 1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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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PDA사업의 발전방향

1. 장단기 계획

◦ 지속적으로 단말기 보급을 늘려 1년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조사시스템의 

활용도를 늘릴 수 있도록 품목담당자를 지원함. 특히 금번 지원된 단말기 

60대는 시범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의미있는 모니터 조사를 위

해서는 전체 모니터에게 단말기 지급을 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지속적으

로 단말기 보급과 모니터에 대한 PDA 사용자 교육, PDA 활용이 가능한 

모니터로의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임.

◦ 2005년도 사업예산은 이러한 PDA 보급 확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100대의 

추가 개통과 2005년도 총운용대수인 160대에 대한 운용비지원을 실시함

으로서 산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주산지 중심 모니터 PDA

를 확대 보급을 실시함.

◦ 조사가 가능한 PDA 단말기를 PDA뿐만 아니라 휴대폰,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하여 단말기 보급에 따른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모바일 조사 부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기사업추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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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최소화함.

◦ 중기사업 계획 (2004-08년)은 다음과 같음.

◦ 2005년도 확정된 세부 예산내역은 PDA보급에 100백만원(100대, 대당100만

원), PDA 활용에 따른 운 비 및 관리비에 29백만원으로 총 129백만원임. 

2005년도에는 PDA 운 을 통해 좀 더 현실에 부합한 단말기 확대 예산과 

유지운  예산을 요청할 예정임.  

표 6-1.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 5개년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 산지정보수집 체계
구축

시범운
채소부문 과채부문 과일부문 축산부문

- PDA 도입 예정대수 (대)  60 100 300 300  300

- PDA 운  예정대수 (대)  60 160 460 760 1060

- PDA 도입예산  60 100 300 300  300

- 구축 예산 300   0   0   0    0

- 유지보수 예산   0   0  30  30   30

- 운  예산 (운 비 및 관리비)   0  29  83 137  191

- 총 예산 360 129 413 467  521

1) 유지보수 예산은 PDA 조사를 위한 통신 및 각종 부가서비스 요금임.

2) 유지보수 예산은 PDA 대당 월 15,000원으로 산출함. 그러나 2005년도 단말기대당 유지

보수 예산은 월 18,000원으로 예상됨.

2. PDA를 활용한 조사의 활성화

◦ 현재 모니터 조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PDA 조사방식은 한달에 

한 두번 조사를 위한 목적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음. 그러나 품목담당자

가 요구하는 정보를 언제나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본 PDA 조사시스

템의 장점을 살려 조사회수를 늘리고 그 조사방식도 늘림으로서 농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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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질도 높이고 PDA 조사방식의 장점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PDA 조사방식은 쌍방향 미디어로서 현장과 농업관측센터 품목담당자들

의 거리를 좁히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널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함.

◦ 농업부문의 타 조사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모바일 조사를 활성화하여 

PDA 조사시스템의 투자대비효과(ROI)를 확대함.

3. PDA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와 정보서비스 개발 확대

◦ 본 사업을 통해 보급된 PDA단말기는 단순한 조사용 단말기가 아닌 농업

미디어로서 그 활용 역을 확대하여 매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농업미디어로서 농업관련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확대할 수 있음. 특히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인 농업관측정보, 병충해정보, 농약정보, 비료정보 , 

시장출하정보 등을 제공하고 동시에 병충해 피해 정보와 각종 농업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GAP(Good Agriculture Product) 또는 생산이력제

(Traceability)를 위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최

근 일본에서는 PDA를 활용한 생산이력기장시스템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음.

- 2004년 한일농업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일본 KDD사에서는 모바일 농약정보 

기록 솔루션으로 농약통에 있는 농약바코드를 휴대폰카메라로 읽어서 작

물에 투입한 농약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는 것을 소개하 음.

- 또한 모바일 솔루션 중 RFID스케너를 장착한 휴대폰을 이용해 각종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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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소개하 음.

◦ PDA나 모바일 솔루션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자료입력과 조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농업관측관련 서비스의 개발뿐만 아니라 여타 농업부문에서의 활용도 가

능함으로 배포된 PDA 단말기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

발도 확대할 예정임.

그림 6-1.  모바일 생산이력 시스템의 휴대폰과 바코드

그림 6-2.  RFID 스케너 장착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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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공부문 PDA 사용실태와 업무추진 사례

1.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출입국업무 

◦ 출입국관리소에서는 1992년 출입국시스템내에 PDA를 이용한 원격 출입

국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 음. 2003년 2월부터 50대의 PDA를 이용하여 

출입국 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세부적인 출입국업무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현재 출입국관리소측은 현재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으며, 2004년도

에 50대를 더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그 활용을 확대할 예정임.

- 인천공항에서의 SARS등 위험 상황에서 항공기내 출입국심사시 활용

- 판문점등 출입국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입국심사시 활용

- 불법채류자의 불심검문시 사진조회 및 위조외국인 신분증 위조여부 조사

- 외국인 거류지에서의 출입국 업무 수행

- 출입국관리소 업무 전자 결제

◦ 도입 시 중요 문제점과 고려사항으로는 통신요금이었으나, 웹방식이 아닌 

메타프레임방식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그 비용을 줄임. 그 외 고려사항

으로는 베터리와 프로그램 설치문제이며, 보조 밧데리를 이용하고, 프로

그램을 OS ROM상에 저장하여 전원이 나가더라도 프로그램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서 실무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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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원격집행 감독시스템(CORSS) : 법무부 산

하 출입국관리소의 사례를 좀 더 발전시켜 정보화촉진기금지원으로 2003

년도 현재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으며,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PDA에 부착,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의 출석 확인함.

3. 통계청

◦ 통계청은 2001년 이후 소비자물가조사시스템에서 PDA방식의 모바일 조

사방식을 활용하여 전산화함으로써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정부통계의 신

뢰도에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관련 사례문건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PDA용 통계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원이 PDA로 조사결과를 직접 입력함.

◦ 2002년 10월, 현장조사방법 개선사례로 “소비자 물가조사의 PDA와 CAPI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통계분석연구(Journal of Statistical Analysis), (제7권 

제2호, 2002년 가을호), 전준우” 연구결과가 발표됨.

4. 정통부 우정사업부

◦ 등기우편물 배송 업무 전산화를 목적으로 2002년도 8월에 도입하 으며 

현재 2000대의 PDA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중임. 여타 PDA사업과는 달

리 망을 이용하지 않고, PDA에 저장한 후 업무 후 사무실에서 저장된 업

무내용을 서버로 옮기는 형식임. 차후 14000여 대로 확장하고, 실시간 저

장과 이동전화기능을 추가할 예정임. 구축 예산은 약 27억 원이었음. 용

도는 다음과 같음.

- 등기우편물 배달 결과 입력

- 등기우편물 작업 배정 및 업무 완료 확인

- 등기우편물 배달 결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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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지도·단속 업무: 식품지도·단속업무를 전국범위에서 수행하는 중앙이

동단속반을 위한 원격 업무지원시스템을 2003년도 하반기에 구축 중이며, 

2004년도에 활용할 예정임.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중앙이동단속반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필요한 관련자료 검색

- 단속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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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PDA 조사표 화면

단순 선택형   복수선택형

            

          순위부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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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항 숫자 입력형                 한문항 문자 입력형 

            

매트릭스 1형 리커크 척도형            매트릭스 1형 숫자입력형 

             

매트릭스 1형의 문자입력형    매트릭스2형의 숫자입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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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PDA 수요 조사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산지의 생산 및 거래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정보

로서 품목별, 지역별 지역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매월 전화조사를 통한 산지정

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정보를제공하는 지역자문위원의 잦은 

자리이동, 현장근무와 모니터 활동의 과외업무 수행으로 시의적절하고 정확

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현직 지역자문위원들에게 

무선휴대통신이 가능한 PDA를 지급하여 산지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체

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코자 하오니 빠짐없이 응답하여 FAX, E-mail, 모니터 사랑방을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및 담당자정보 표시 역)

[질문 1] 지역자문위원 일반사항

1. 소속기관명 (               ), 부서명(               )

2. 직  책  명 (               )

3. 담 당 업 무 (               ), 내근비율(   %), 외근비율(   %)

4. 통신장비 및 정보화기기 소유 유무:

(1) 핸드폰(   ) (2) PDA(   ) (3) 노트북(   )

(4) 스마트폰(   ) (5) 전자수첩(   ) (6) 전자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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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께서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이동통신회사는 어디 입니까? 

  (답변이 복수인 경우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으로 통신

회사를 옮긴 경우 가입하고 있는 통신회사를 선택합니다.) 

(1) SK텔레콤(011,017,010) (2) KTF(016,018,010)

(3) LG텔레콤(019,010) (4) 없음

[질문 2] 지역자문위원 정보화수준

1. PC를 사용한 연수는?

(1) 1년 이하  (2) 1년 이상~ 2년 이하     

(3) 2년 이상 ~ 5년 이하 (4) 5년 이상

(5) 사용해 본 적 없다

2. 컴퓨터 활용수준은?

(1) 문서작성, 인터넷, 이메일, 채팅, 인터넷뱅킹,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

롭게 사용 가능하다.

(2) 한 , 훈민정음 등 문서작성은 자유롭게 하고, 인터넷, 이메일 등도 비

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 컴퓨터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문서작성 등 기본적인 것만 한다.

(4)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3. 핸드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실 수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4. 아래 나열된 항목 중 사용해 보신적이 있는 핸드폰 무선데이타통신 서비

스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캐릭터 및 멜로디 다운로드 (2) 이메일 

(3) 컬러링 (4) 주식시세조회

(5) 뉴스검색 (6)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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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모니터들의 잦은 외근 등으로 기존 조사방법(이메일, FAX, KISS사

랑방 등)으로 신속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관계로 모니터들에계 PDA를 지

급하고,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귀하께서

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좋은 생각이다. 2. 좋을 것 같다.   3. 잘 모르겠다.

4. 시기상조다. 5. 불필요하고 예산낭비다.

[질문 4] 산지정보 수집에 PDA를 지급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시겠습

니까?

1.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2. 지급해 주면 사용해 보겠다.

3. 지급해도 사용할 생각 없다.

[질문 5] PDA를 지급한다면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있습니

까? (복수선택 가능)

1. 기존의 모니터조사내용 2. 긴급 모니터조사 및 여론조사

3. 자발적인 정책제안 및 산지동향정보 수집, 전송

4. 기타 (                                )

[질문 6] 제공된 PDA에 어떤 기능이 부가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1. 음성통화  2. 카메라  3. 네비게이션(GPS)  

4. 캠코더  5. 녹음기능  6. 대용량 저장기능

[질문 7] PDA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기를 원하십니까?

1. 무상임대 (모니터요원 탈퇴시 반납)

2. 무상임대로 지급되어 일정기간 모니터요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면 개인

소유로 전환

3. 보조금이 지원되어 개인소유(모니터요원 불성실 활동시 보조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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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귀하께서는 산지정보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십니까?

1. 현장에 나가서

2. 직장 내부자료를 통해서

3.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4. 기타(                        )

[질문 9] PDA를 연차적으로 지역자문위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귀하는 언

제쯤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1. 가능하면 빨리 2. 2005년

3. 2006년 이후 4.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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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PDA 수요조사 주요 결과

◦ 통신장비 및 정보화기기 소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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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를 사용한 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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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정보수집에 PDA를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활용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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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를 연차적으로 지역자문위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귀하는 언제쯤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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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PDA 비교평가

◦ 자료출처는 PDABENCH(2004/7/22)임. LG전자의 SC8000과 싸이버뱅크의 

X301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다음은 비교평가 자료임.

◦ 두 단말기 모두 슬라이딩 형태의 디자인을 갖춘 단말기로 휴대전와 같은 

외형에 다양한 기능을 무장하고서 현재 각 통신사의 주력 단말기로 시장

에 공급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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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싸이언 SC8000 CPU : PXA260 400MHz Bus 200MHz 메모리: 64MB 

RAM / NAND 128MB(OS포함) 운 체제: Windows Mobile 2003 통신모듈 : 

CDMA EVDO(SKT) 카메라 : 110만화소 CCD 

◦ 싸이버뱅크 POZ X301 CPU : PXA255 400MHz Bus 200MHz 메모리 : 64MB 

RAM / NAND 128MB / OS저장 플래시 32MB 운 체제: Windows Mobile 2003 

통신모듈 : CDMA EVDO(KTF), Wireless LAN 카메라 : 30만화소 CMOS

◦ 외형은 두 기종 모두 비슷한 슬라이딩 형태의 단말기임. 전반적인 형태

가 거의 비슷하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SC8000이 더 

작고, 고급스러워 보임. 제품 재질까지 비교한다면 X301은 플라스틱 재

질로 가벼워보이고, SC8000은 플라스틱 재질에 코팅이 되어 있음. PDA

폰을 모르는 사람에게 두 기종을 들고가서 보여줄 경우 모두 SC8000을 

먼저 선택하 기에 외형만으로 보자면 SC8000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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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상으로는 그리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크기 차이는 있음. X301의 폭이 SC8000보다 크기 때문에 손에 잡

히는 느낌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휴대를 할 경우에 X301은 바지 주머니

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조금 더 큼. 액정 SC8000은 2.8인치 액

정, X301은 3.0인치 액정입니다. 가독성에는 크기가 큰 액정이 우수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Windows Mobile 2003의 해상도는 

240 X 320 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작은 액정에 같은 해상도를 구현한 

SC8000이 더 선명하게 보임. 이미 시장에 출시된 스카이 QVGA(240 X 

320) 휴대전화의 액정이 SC8000보다 작으면서도 충분한 가독성을 보여준

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액정의 크기 차이는 논할 바가 아닌 것으로 보임. 

카메라 SC8000은 110만 화소의 CCD카메라를 내장하 으며, X301은 30만

화소의 카메라를 내장하 음. 스펙상으로도 SC8000이 우세하며, 찍은 사

진의 품질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음. 동일 광량에서 같은 구도의 사진

을 찍고, 같은 크기로 리사이즈를 할 경우에 CMOS보다 CCD를 채용한 

SC8000이 더 좋은 품질을 보여줌. 그러나 이는 두 기종에 상대 비교일 뿐 

사진 자체의 품질은 SC8000도 그리 만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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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제어 소프트웨어의 UI에 대해서 SC8000은 이미 카메라폰에 적용하

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하 던 것에 비해, X301은 싸이버뱅크 최초의 

카메라 내장 단말기이기 때문에 상품화 전례가 없어 충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구축하지 못함. 물론 키패드에 카메라 제어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편리한 편이나, 디지털 카메라 형태로 돌려서 사용이 가능한 

SC8000에 비해서는 편의성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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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종 모두 슬라이드 방식이나, 슬라이딩 매커니즘은 서로 다른 형태

임. SC8000의 슬라이드는 스프링을 이용한 구조이고, X301은 자석을 이용

한 방식입니다. SC8000은 슬라이드 동작시 시원한 형태로 올라가지만, 

X301은 자석이기에 동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처럼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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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슬라이드 유격은 자석식 슬라이드인 X301이 적게 발생하는 편임. 

사진에서도 보이시겠지만 SC8000의 경우 한달을 사용하니 유격이 조금씩 

발생하 지만 X301은 유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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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8000은 SDIO를 지원하는 SD슬롯, X301은 미니SD입니다. SD슬롯은

SDIO를 통해서 다양한 확장이 가능한 반면, 미니 SD는 메모리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256MB까지만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음. X301은 SDIO가 

굳이 필요하지 않도록 무선랜 모듈을 이미 장착하고 있기는 하나, PDA의 

확장 슬롯이 저장 매체만을 사용하길 원하는 사용자보다 더 다양한 용도

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대부분이기에 슬롯만으로 비교하자면 

일반 SD슬롯을 채용한 SC8000이 더 매력적임. 통신모듈 통신모듈은 

SC8000은 CDMA EDVO모듈만 X301은 CDMA EVDO모듈에 무선랜이 추

가되어 있음. 스펙만으로 비교하자면 두가지 무선모듈을 내장한 X301이 

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함. 하지만 두 기종 모두를 한달 정도 사용해 본 

결과, 핫스팟 지역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

여 CDMA EVDO접속으로 음 지역이 없이 네트워크에 항시 연결이 가능

한 SC8000이 더 쓸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물론 이는 한시적인 SK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이며, 만약 이러한 요금

제가 없이 공중 무선랜과 CDMA를 비교한다면 공중 무선랜이 더 경쟁력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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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단말기의 사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도 또 저하시킬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비교 포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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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기종 모두 다 슬라이딩 형태의 단말기로 비슷한 위치에 버튼이 배치되

어 있으나, SC8000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이 쉬운 곳에 전원 버튼과 폰 모

드/PDA 모드 변환 버튼이 제공되어 빠르게 전환을 할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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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비해 X301은 네비게이션 버튼 옆에 4개의 버튼에 기능을 중복할당하

여 사용해야 하며, 폰 모드와 PDA 모드의 전환을 화면을 선택하거나 다른 

버튼의 기능을 죽이고서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물론 버튼을 변경

하여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충돌을 하

여 먼저 그 기능이 실행되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전환이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X301은 SC8000에 없는 다이얼 실행 버튼과 8방향 네

비게이션 버튼이 있으며, SC8000은 이들 버튼 대신에 상하 방향 버튼과 4

방향 네비게이션 버튼과 실행 버튼이 대신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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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할 경우에는 SC8000이 더욱 사용자가 

빠른 조작과 편리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이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SC8000의 버튼도 에물레이터를 통한 게임을 할 때에

는 불편하기에, 만약 게임을 많이 하는 사용자라면 X301이 더 편할 것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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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01의 훈민자판은 자 완성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에 SC8000의 나랏

에 비해 불편함점이 많이 있음. SC8000으로 무선으로 MSN 메신저에 연

결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경우에 상대방이 거의 PC수준의 타이핑이

라고 회신을 하는 것에 비해서 X301로 접속을 하여 대화를 할 때에는 바

로 PDA폰으로 접속했는지 물어볼 정도임. 물론 더 노력을 하면 훈민자판

에서도 빠르게 타이핑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휴대폰에서 이미 

검증된 나랏 을 적용한 SC8000이 우세한 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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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8000은 얇은 스타일러스 펜으로 제공되고, X301은 변형 스타일러스 펜

임. 변형 스타일러스펜은 길이가 늘어나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기에 스타일러스 펜에서는 X301이 더 편리함. 그러나 스타일러

스 펜의 고정 방법이 두 기종 모두 아래로 장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

실의 위험이 높음. X301은 스타일러스펜이 SC8000보다 잘 빠지도록 되어 

있어서 꽂아서 이동할 때에는 조심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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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사용 시간은 두 기종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비슷한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교체식 배터리 2개를 제공하나, 배터리 교체시 

SC8000이 더 사용자에게 편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X301은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리셋이 되는 반면 SC8000의 경우 리셋이 되지 않고 

이전 상태로 바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리셋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듈 초

기화 시간 동안 전화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배터리 교체 

상황에 맞추어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하도록 설계한 SC8000이 보드 설계에

서 더 진보된 설계라고 판단됨.

◦ 내장 메모리 사용 형태를 비교하면 실행 메모리 사용면에는 SC8000이 우세하

고, 플래시 메모리 사용면에는 X301이 우세함. X301은 KTF의 KUN브라우저

나 MaginN브라우저가 있어서 실행 메모리의 일부를 빼았아가는 반면에 

SC8000은 NATE 브라우저가 실행 메모리외의 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종

료를 해도 실행 메모리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임.(X301의 MagicN브라우저는 

종료를 하여도 종료가 되지 않음.) 그런 반면 플래시 메모리의 사용자 역 

확보에는 X301이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이 OS를 위한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분리하 으며 원한다면128MB 전체를 사용자가 사용할 수도 있음. 그에 비해 

SC8000은 128MB의 플래시 메모리에 OS 역도 포함되어 플래시 메모리의 사

용자 역이 X301의 절반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음. 



96

◦ 벤치마크 수치 두 기종을 가지고 Pocket PC용 벤치마크 프로그램 돌리면 

PXA260이라는 한단계 뒤의 CPU를 채택한 SC8000이 더욱 빠른 수치를 보

여줍니다. Pocket PC Mark Dhrystone(정수연산) SC8000 : 142.8 X301 : 142.3 

Whetstone(실수연산) SC8000 : 5.4 X301 : 5.0 Memory System Overall(메모리 

처리 성능) SC8000 : 821.1 X301 : 720.4 File System Overall(파일 시스템 처

리 성능) SC8000 : 862 X301 : 1020 Graphics System Overall SC8000 : 197 

X301 : 167 전반적으로PXA260 CPU를 채택한 SC8000이 우세하나 파일 시

스템과 처리 부분에서는 X301이 더 빠른 편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

교 수치로 사용자가 크게 느낄만한 수치는 아니며, 동 상 같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시 SC8000이 X301보다 약 10% 정도를 상회할 정도로 

성능 개선이 있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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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PDA 선정을 위한 협의회 회의록

◦ 본 회의록은 프로젝트 전체 회의록을 검토하여 PDA관련 부분을 취합하

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와 대신정보통신컨소시엄간에 

단말기 선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함.

◦ 4차 업무협의회에서 5차 업무협의회에서는 최초 계약시 제시되었던 단말

기를 검토하 으나 테스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새로운 PDA 단말기

에 대한 테스트를 요청함.

◦ 2004-09-14(화) 16:00 4차 업무협의회에서는 최초 계약시 제시되었던 단말

기를 수령하여 통신이 개통된 상태로 테스트함.

2. 비교검토용 PDA 단말기 입고

 - 3개사 4종류 (LG, CB, 모바일컴피아) 수령

 - 개통된 단말기 2종 농경연 입고 (SC-8000, X-310)

◦ 2004-09-21(화) 16:00 5차 업무협의회에서는 4차 업무협의회에서 수령한 

PDA기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모델로의 테스트를 요

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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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A 기기 선정관련 변경사항

 - 미개통 PDA 2대 개통하지 말 것.(김병률 팀장, 모델 및사양 마음에 안듦)

 - 가능하다면 타 모델 추천희망

◦ 2004-10-05(화) 16:0 6, 7차 업무협의회에서는 사이버뱅크사의 X310 모델이 

프로토타입인 관계로 LG SC8000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의

견을 제시함.

2. PDA기기선정

 - BCP 개발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PDA기기가 선정되어야 함.(대신)

 - 현재 테스트를 위해 입고된 단말기 2대 중 한대(X310)는 프로토타입이어서 

테스트 곤란함. X310 양산시기를 확인해주기 바라며, 양산된 제품으로 비교

테스트 가능한지 확인요망(농경연)

◦ 2004-10-12(화) 16:00 8차 업무협의회에서는 LG SC8000모델과 사이버뱅크 

X310모델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표를 요구하 으며, 그 비교표는 상기 제

시된 표 4 PDA 하드웨어 비교자료임.

6. PDA 기종선정

 - LG, 싸이버뱅크 PDA기종에 대한 비교평가표 필요함

 - 비교평가내용에는 밧데리용량/액정반사율/통신상태/가격/GPS가능유무(GPS모

듈탑재시 가격)/등 모든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비교요망

 - 2004-10-19(화) 까지 농경연 자료제출요구

◦ 2004-10-26(화) 16:0 10차 업무협의회에서는 SC8000모델로의 결정이 최선

의 선택임을 쌍방이 동의하고 X310에 대한 소량 테스트 가능여부를 확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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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A기기선정

 - 모니터에 1차 지급되는 PDA 10대는 SC8000으로 하며, X310은 일부만 구매

가능하다면 2~3대를 농경연 내부에서 테스트함. (농경연)

 - 검토사항

   BCP 서비스에 2기종 이상의 PDA지원 가능유무 확인

   X310 단말기 소량 구매 가능유무 확인

   PDA보조금 지원유무

◦ 2004-11-09(화) 16:3 12차 업무협의회에서는 사이버뱅크사의 X310의 bcp서

비스 인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4. PDA기기 관련

 - SC8000 기종은 차주라도 납품가능, POZ X310 은 개통권한 없으므로 SKT에 

의뢰하여야 함.(대신)

 - BCP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PDA단순 테스트는 무의미함. PDA는 

BCP테스트가 가능한 시점에서 납품 및 테스트하는 것이 바람직함.(농경연)

 - POZ X310 BCP인증시기와 POZ X310 기기 테스트 가능일정 및 납품가능 유

무 확인 필요함.(농경연)

◦ 2004-11-16(화) 16:00 13차 협의회에서는 사이버뱅크사의 X310출시시점에 

다른 물량 문제가 발생하여 60대 전체를 X310으로 요청함. 이에 따라 bcp 

인증지연과 함께 X310모델에 대한 선정 곤란 사유가 추가됨.

 4. PDA기기 관련

 - 사이버뱅크 X310 단말기 납품건은 사이버뱅크 업담당자에게 농경연 담당

자를 직접만날 것을 요청함. CB에서납품 물량 보증 요구함.(대신)

 - 사이버뱅크 X310 BCP인증은 SKT에서 인증시기 확인불가하다고 하며, BCP

팀에서 X310 안정성 의문시 함.(대신)

 - PDA 단말기는올해 60대로 끝나는 사업아니며, 프로젝트 계약기간인 올 12

월 31일까지 X310 BCP인증 안될시 X310테스트 무의미함.(농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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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화) 16:00 14차 협의회에서는 X310모델에 대한 인증을 기다리

고 최종결정을 하기로 함.

1. 사이버뱅크 X310 PDA관련

 - SKT BCP팀에 의하면 사이버뱅크 X310 PDA 11월 중 인증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 인증을 위해 SKT BCP팀에 납품된 사이버뱅크 X310 PDA는 현재 OS

부분 업그레이드 문제로 반품됨. 사이버뱅크 실무자에 의하면 X310 PDA가 

11/23 다시 납품된다고 하며, 구체적인 인증시기는 알 수 없지만, 차주X310 

PDA 인증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 사이버뱅크 X310 PDA 인증시 3대정도 농경연에서 테스트 용도로 납품될 

수 있다고 안정수 과장에 의해 확인됨.

◦ 2004-11-30(화) 16:00 15차 업무협의회에서는 X310의 bcp인증을 사유로 LG

전자 SC8000을 선택하여 업무를 추진함.

 - 사이버뱅크에서 농경연이 테스트용으로 X310 3대 납품요구 인지하고 있으

나, 현재 물량없다고 함, 사이버뱅크는 농경연에서 물량보증후 제공가능하

다는 입장(대신)

 - X310 양산 2000대 일반용도로만 인증되었고,BCP 모듈탑재에 대한 인증은 

안났음(대신)

 - X310 BCP인증시기는 SKT BCP팀에 문서로 요청해보고, 아니면 전화통화로 

확인하겠음. 그러나 구두요청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음, 참고로 PM(김해중)

은 기술부분만 담당하며, 업은 박명렬 차장 소관사항임. SC8000 단말기는 

발주서만 내면 납품가능함.(대신)

 - PDA납품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공문 제출요망, SKT BCP팀에 언제까지 PDA

입고되어야 하며, PDA BCP 모듈 탑재일정, 농경연 BCP서비스 테스트 가능

시기에 대한 일정 제출요망(농경연)

 - PDA납품 및 테스트 일정 이번주 금요일 까지 스케줄 제출, PDA테스트 기

간 통신비납부는 계약당시 대신 개통전제하 비용부담예정이었으나, 타업체

에서 개통시 개통업체와 비용문제는 별도 협의사항임.(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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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A구매 및 보급관련

 - PDA 구매 및 보급방안은 농경연에서 PDA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지 사용이 중

요한지를 판단하여 PDA명의(법인명의 또는개인명의)를 먼저 결정하여야함.

 - PDA 요금제는 크게 Data중심형과 Data & Voice혼합형이 있음. Data중심형의 

Data라이트(기본료 15000원, 7500KB무료) 요금제 추천.

 - 요금제는 Data중심형으로 개통후 음성통화가 가능한 Data & Voice혼합형으로 

변경가능, 단 PDA로 음성통화를 할 경우는 기존사용자 번호이동하여야 함.

 - S&G파트너에서는 PDA계약을 법인명의로만 계약가능함. 개인명의 할부 계

약관련해서는 SKT정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는데만 2주 이상소요.

 - 이용계약신청서는 단말기 1대당 1장씩 모두 작성해야함.

 - 사이버뱅크 X310 PDA는 현재 SKT에서 인증안남. 12월인증 어려움 예상.

◦ 결론적으로 업무협의회 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다시피 초기 제시된 PDA단

말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LG전자의 SC8000과 사이버뱅크사의 

X310 모델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X310모델의 bcp서비스 인증 

문제와 모델 출시시점과 프로젝트 일정간의 괴리로 LG전자의 SC8000모

델을 선택하게 됨.

◦ 참고적으로 LG전자의 SC8000과 사이버뱅크사의 X310 모델은 내부테스트

나 사양비교표 그리고 외부 비교평가자료를 검토했을 때 뚜렷한 기능상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더 좋은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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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지역자문위원 PDA 지급동의 안내서

1. PDA기종 및 기능 

  LG SC8000 (2004년 4월 출시)

  MP3, 녹음, 카메라(110만화소)기능 탑재 (메모리 128M)

2. 요금체계 

  15000원 정액요금제 선택 (음성 통화시: 20원(10초))

  기본요금(15000원)과 데이터통신서비스료(3000원)는 연구원에서 부담

  순수 개인통화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상당히 요금이 절약됨 (기본요금은 

모두 지원됨) 

  단, PDA를 통한 조사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함. (조사가 없는 달도 지

원가능)

  * 조사 사례금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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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호선택

  SKT(011,010,017)고객은 신규번호 발급받아야 함. 단, 3개월뒤 기존 번호로 

개통가능

  타 이동통신(016, 018, 019) 고객은 기존번호로 개통이 가능함. 

4. 기타사항

  PDA는 연구원 명의로 개통 후 개인에게 지급. 요금납부는 개인계좌를 연

계함.

  자세한 내용은 향후 약정서를 참조.

  위 조건에 따른 PDA사용에 동의함. 

자문위원 인적사항 ( 성함:            소속:                 )

                              지역자문위원           (서명)

  본 안내서을 읽고 PDA사용에 동의하시는 지역자문위원은 신속하게 전화, 

팩스(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첨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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