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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

여 안정적인 자료 수집체계와 분석 및 정보 제공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04년도에 개선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

체계는 전화나 FAX를 이용한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2005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 및 효율화 연구”는 자료 수집 과정을 보다 

효율화시키기 위해 웹,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외에 자동화된 FAX조사

방식을 추가하 으며, 자료 분산가공과정의 직관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

해 온라인 자료처리 프로그램(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과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 다. 이러한 개선은 2002

년도에 구축된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를 통해 구축된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이 농업관측사업에 활용되길 

바라며, 짧은 연구개발기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연구진들과 (주)인브레인, 

(주)시스컨트롤, (주)SK텔레콤 bcp사업부에게 감사드린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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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개발의 목적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농업관측정보화사

업을 통합하여 시스템 통합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시스템 개선과 

온라인 자료처리 프로그램(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이하 OLAP), 지리정

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등을 도입함으로써 농업관

측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직관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두 가지로 대변된다. 첫째,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이다. 농업관측정보시스템(Agricultual Outlook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통합 구상을 제시하고, 웹(메일), 전화조사원, PDA조사 외에 FAX조사까

지 조사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시하 다. 또한 전체적인 조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산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시

하고 있다. 둘째, 농업관측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농업유관기관 기초자료

와 농업관측목적의 가공자료를 OLAP과 GIS형태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관측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농업관측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작된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

템 개발연구(1999),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개발(2000), 농축산물 생산 및 수

급분석시스템 개발(2001)은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조기에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농업관측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된 계획이 

전제되지 못하고, 관측업무 수요분석이 부족한 데 기인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개발에서는 수요자분석과 농업유관기관 자료 수집, 

가공의 자동화를 기반으로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구축

하 다. 

  통합된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조사기능과 농업유관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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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능을 함께 제공하 던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을 조사시스템으로 특

화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하 다. 기능 강화내용은 2004년도에 진행된 PDA

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으로 구축된 웹(메일), 전화조사원, 

PDA조사기능에 FAX조사기능을 추가하고, 매체별, 대상별, 비용형태별 통합

정산이 가능하게 하는 정산기능의 개발이다.

  또한 기존 농업유관기관 자료를 수집, 가공할 목적에서 구축된 농축산물생

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 은 본 사업을 통해 OLAP과 GIS를 활용한 OASIS(Outlook 

& 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로 새롭게 개선되었다. OASIS는 자

료가공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에게도 직관적이고 

편리한 자료처리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다.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은 본 사업을 통해 통합된 농업관측사업의 정보화 기

틀을 마련하 다. 이를 기점으로 농업관측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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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System: Outlook & 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OASIS)

The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Center(AOIC) developed in-
formation systems  in 2002. However they suffered from inconveniency and 
time-consuming problems.

There has been some trial to tackle those problems and improve the 
systems. In 2004, AOIC improves data collection system by adopting a digital 
way in the sense that it uses web and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n-
tensively, instead using an analog one which uses telephone, facsimile, etc.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 integrated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system which is named the "Outlook & 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OASIS)." The integrated system is developed so as to collect, process, 
and distribute data conveniently and intuitively.

This report is consisted of three main sections: 1) Outline of an in-
tegration of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Systems, 2) Improvement of data 
survey and management function using digital facsimile, SMS(Short Message 
Service),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accounting system, and 3) A pro-
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tuitive information via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and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Researcher: Yong-Sun Lee, Jeah-Hwan Kim, Hong-Won Kim, Jee-Yun Won, 
Jae-Hong Park, Sung-Hwan Song, Wu-Jin Song, Won-Tae Kim

E-mail Address: ys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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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개요

1.1. 연구배경

◦ 농업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분석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양

한 농업정보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관측업무를 위한 농업정보

의 수집, 분석 과정은 각 품목 담당자가 개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에 

의존하고 있음. 

◦ 2002년도에 구축된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은 이러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 직관적인 분석 방법인 OLAP을 활용하고 통계시스

템을 통합하여 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을 자동화할 목적에서 구축됨. 

그러나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와 품목 담당자 요구분석 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품목 담당자 외에 일반 관측정보 활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형태로 제공되는 GIS를 활용한 관측정보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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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정보 분석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됨. 특히 지도

정보를 활용한 농업정보제공방식은 미국과 호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이 외에 2004년도에 실시된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PDA보급을 60대에서 160대

로 확대하고, PDA보급방식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율성 분석을 통해 지

속적인 조사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 그리고 농업관측을 위한 표본농가, 모니터, 소비자 조사와 유관 기관 

자료 수집 자동화를 위해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전체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개선과 농업관

측사업의 통합적인 효율성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와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함.  

◦ 이 연구는 2002년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 개선, 2004년 PDA

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2년 차 보급, 2004년 농업관측지

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2005년도 신규사업인 GIS를 활용한 관

측정보제공 1년 차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

여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를 달성하도록 함.

1.2. 선행연구

  ◦ ｢농업관측사업 실행을 위한 기초 연구｣(오치주 등. 1995. 한국농촌경제

연구원)는 농업관측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과 정보시스템 구

축을 제안함. 이 중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관측사업 실태”에서는 미국, 

일본 농업계에서 활용중인 각종 농업지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소개를 하며, “제4장 향후 농업관측사업 기본 방향”과 “제5장 

세부실행계획”에서는 통합농업관측정보체계를 제안하고, 농업관측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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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를 보여줌.

  ◦ 특히 이 연구에서는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시스

템과 모델베이스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모델베이스시스템의 경우 통계

분석기능,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사용자 요구를 통합하

여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함. 상세 농업 모델베이스시스템의 경우 소요

식부면적추정모델, 생산량추정모델, 소비량추정모델, 가격추정모델, 변

동률 추정모델의 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DB개발을 언급함. 그리고 축

산의 경우 사육두수추정모델, 도축 두수추정모델, 적정수매량추정모델, 

적정방출량추정모델, 수요추정모델, 가격추정모델 등을 제시함.

  ◦ 이처럼 모델과 자료의 형태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 내용을 밝히고 있

으나 정작 모델베이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콘텐츠와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

고 있음.

  ◦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연구｣(이정환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는 농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 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제4장 

농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의사결정과정

과 그 대상․주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업무프로세서에 대해 정

의하고 있음.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의사결정단계별 정보모형을 생산, 출하 단계에 집

중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와 OLAP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

고, 이 중 OLAP 생성과 리포팅 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 또한 필요한 콘텐츠 생성 및 기획에 대한 단계적 설명이 있

어 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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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앞의 연구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형화된 

의사결정 콘텐츠와 OLAP 콘텐츠는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지금까지 제시된 선행 연구는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농업관측에 특화되고 품목 담당

자가 품목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는 충분

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함.

  ◦ 실제 구축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 USDA Service Center Geo-

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Strategy (1998 USDA)자료에서 GIS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

며, DATA Management Tools ; Requirements / Strategy (1999 USDA)

에서는 농업자료를 활용한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과 OLAP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 외에 미국 ERS 홈페이지에서

는 OLAP, GIS가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선행 연구와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형화된 콘텐츠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구체화한 많은 연구와 사

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사례들이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

합사업에서 OLAP와 GIS를 활용한 부문에서 의미를 지닐 것을 기대함.

2. 필요성과 목적

2.1. 필요성

□ 기 구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 2000년도에 구축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이 2004년도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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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과 함께 진행된 개

선작업으로 농업관측사업 관련 전체 정보시스템간의 통합작업이 필

요함.

  ◦ 2001년도 구축된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시스템(DW)｣은 서

비스 수요분석의 부적절성과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의 변화

로 인해 개선작업 필요성이 요구됨.

  ◦ 기술적 측면에서 2004년도에 함께 개선작업이 수행된 ｢농업관측지원

정보시스템(DB)｣,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시스템｣과는 달리 ｢농

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시스템(DW)｣은 이질적인 솔루션으로 

구축되고 시스템 통합성도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됨.

그림 1-1.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구성도 

(실선: 기 구축 시스템,   점선: 미 구축 시스템)

농업관측정보시스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DW)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 서비스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 시스템

OLAP

통계

생산(표본농가, 모니터)

유통(저장, 물류)

소비자

관측정보수집

관측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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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구축 시스템의 사업 필요성

  ◦ 현재 미국 ERS와 호주 ABARE에서는 GIS 형태의 농업정보를 인터넷

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농업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누구나 쉽고 직

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기존 텍스트 위주의 농업관측

정보를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측

정보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요구됨.

□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 따라서 본 과제는 기존에 구축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농

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시스템(DW)｣, ｢PDA를 활용한 산지정

보수집시스템｣을 통합하여, 농업관측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2005년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 서비스 

개발사업｣이 전체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 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2. 목적 및 기대효과

◦ 정보 수집체계의 자동화와 업무자동화로 관측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됨

과 동시에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된 농업관측정보화가 농업관측정보시

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관측정보서비스의 수준이 한 단계 끌어 올려질 

것이라 기대됨.

◦ 또한 OLAP과 GIS등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농업정보와 관측정보의 손

쉽고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직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좀 더 높은 

정보 분석 능력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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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3.1. 사업개요

◦ 사업명 : ｢2005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 및 효율화 연구｣

◦ 주관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 개발사업자

- 주관사업자 : (주)인브레인

- 협력업체 : (주)시스컨트롤(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SK텔레콤 bcp사업부(PDA 보급확대)

◦ 사업예산 : 24,000천원(PDA구입비 포함)

◦ 보급 PDA대수 : 100대

3.2. 사업범위

3.2.1. 사업범위

◦ 본 사업의 구축범위는 다음과 같음.

-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시스템(DW)｣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시스템｣

-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 서비스 개발사업｣

-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보시스템

◦ 본 사업의 구축 형태는 OLAP, MAP 등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반의 농업

관측정보 수집․제공시스템이며, 관련 용역과 촉진정책을 포괄함. 그

리고 사업의 원활한 운 에 관련된 각종 산출물 작성과 자료, 교육, 훈

련을 포괄하며, 외부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자료공유를 포함하고, 시스

템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운 을 위한 제반 업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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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은 당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관측업무를 위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반)자동으로 전송된 유관 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

에 활용되는 OLAP과 GIS정보임. 이때 활용되는 시스템은 검색기능과 

엑셀 파일 호환성이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 구축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통합적으로 구축함

으로써 자료의 통합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춤. 따라서 본 사업범위는 

신규로 구축되거나 개선되는 역에 제한되지 않고, 농업관측정보시스

템 전체에 해당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거나 개선되는 시스템은 지속적인 신규 업무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함. 이

를 위해 본 사업에서 활용되는 솔루션의 활용과 개발능력을 정보화 업

무 담당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사업 내용에 포함함.

◦ 교육 및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교육 훈련,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사후 관리 등의 지원을 실시함. 또한 시스템을 

운 ,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관련 산출물을 제공함.

- 통합산출물

- 관리자 운 매뉴얼

- 사용자 사용매뉴얼

3.2.2. 주요과업내용

◦ 주요 사업 범위 내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개선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분석시스템(DW) 개선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시스템 확대 및 개선

-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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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보고서

◦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 추가요구 반

- SMS를 이용한 관측정보알림시스템

- 연구원 홈페이지와 연계

- 관측정보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농업관측사업 안내북)

- 기타 관련 사항

◦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추가요구 반

- 조사기능 추가

․ FAX발송기능 추가

․ 모니터 위촉장발송기능

- 유관 기관 자료 확대

․ 거시경제통계

․ 농업통계

․ 기상자료

․ 통관자료

․ 반입량자료

․ 중국도매시장 자료 확대

- 정산시스템 개선

․ 주제별 정산기능

- 우편 월보신청자 명단관리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2년 차 보급

- 단말기 확대(100대)

- 단말기 운 (160대)

- 정산시스템 개선

․ 주제별 정산기능 -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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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시스템(DW)｣ 정상화

- GIS사업과의 연계 개발

- 관측분석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가락시장 일일거래동향 서비스

․ 표준소득 및 생산비 자료정보

․ 순별/월별, 국가별 수입자료정보

․ 평년/전년/금년 강수량/일사량/일조시간/온도 등 기상정보서비스

◦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 서비스 개발사업｣ 1년 차 개발

- DW사업과의 연계 개발

- 관측분석 서비스 기획 및 개발

․ 유관 기관자료를 활용한 품목/도/연도별 생산정보 서비스

․ 평년/전년/금년 강수량/일사량/일조시간/온도등 기상정보서비스

◦ ｢농업관측정보 시스템｣ 통합 솔루션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스템｣ 연계 솔루션화

◦ 상기 시스템 운 에 관련된 자료, 교육, 훈련 확보

3.2.3. 구축방법

◦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구축

◦ 웹기반 솔루션으로 구축

◦ 엑셀호환성 기반 구축

◦ 유관 기관자료 자동 업데이트 방식 구축

3.3. 사업구성도

◦ 본 사업은 기존 시스템과 통합 구축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농업관측정

보시스템이 사업구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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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06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 개요도

3.4. 단말기 추가보급

3.4.1. 단말기 추가보급 방안

◦ PDA 추가보급은 2004년도 60대에 이어 계속적으로 실시됨. 2005년도 보

급계획은 추가로 100대를 지급하는 것이며, 보급방식과 대상자 선정방

식은 2004년도에 준하여 실시함. 그러나 2005년도에는 단순한 PDA단말

기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PDA를 활용한 조사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PDA 수요 조사는 기존의 모니터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PDA를 활용할 

수 있는지와 PDA를 활용한 조사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됨. 또한 PDA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품

목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어떤 품목과 어떤 지역에서 모니터 활동

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수요 조사 항목으로 할당하 음.

◦ PDA 단말기 선정은 기존 PDA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참고하여 PDA사용



12

환경과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함. 이를 위해 다양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복수의 최종 모델 중에 한 

모델을 본 사업의 단말기로 선정함.

◦ PDA관리운 방안은 원활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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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결정하 음. 그리고 모니터가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

한 안전장치와 함께 유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3.4.2. PDA 관리방식 개선

◦ PDA조사시스템의 유지 운 의 핵심은 정산관리와 PDA관리임. 정산관

리는 통신비 관리가 핵심부분을 차지함. 통신비는 단말기 대당 월 일정

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적 용도사용을 제한하고 모럴 해저드를 회피

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PDA 조사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정액 통

신비 지급에 한정함.

◦ 정산관리와 PDA관리는 별도의 독립된 운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통합

된 유지운  절차로 이해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PDA가 유지되고 실

질적인 조사가 실시되는 모니터에게만 통신비와 사례금 지급을 실시

함. 만일 정상적인 PDA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인터넷 조사방식

으로 유도하며, PDA단말기는 회수하여 다른 모니터에게 지급함으로써 

조사체계를 유지함.

◦ PDA조사시에 사용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SMS 발송 기능을 강화하여 

조사 참여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조사 응답률을 개선함.

3.4.3. PDA조사방식과 그 밖의 조사방식의 병행

◦ PDA조사방식은 신속하고 편리한 조사를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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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그 밖의 조사방식(인터넷, FAX, 전화조사방식 등)도 각 매체의 장

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는 PDA조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조사방식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PDA조사를 대체하기 위해 인터넷 웹조사방식을 동시에 구축하 으며, 

메일을 통해 조사표를 전달함. 웹조사방식은 기본적으로 PDA조사방식

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PDA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모니터들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모니터 조사방식인 전화, FAX조사방식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나 PDA, 웹조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함. 만일 기존의 전화, FAX조사

방식으로밖에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품목 담당자가 웹조사시

스템에서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통일성을 유지함. 그러나 본 사업에서

는 FAX조사 입력방식도 제공됨으로써 모든 조사방식이 유기적으로 통

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PDA조사 시스템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PDA, 웹, FAX, 전화조사 

방식에 대한 비교를 실시함. 이를 근거로 농업관측조사 방식에 대한 

설계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함. 

3.5. 시스템 구축

3.5.1.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

◦ SM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농업관측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를 추구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홈페이지나 인쇄

물로 유도할 수 있게 함.

◦ SMS 방식의 관측정보알림시스템은 품목별 알림 메시지 발송 기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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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축되며, SMS수신자 관리기능과 메시지 관리기능 등으로 구성됨. 

이때 SMS수신자는 표본농가, 모니터, 저장업체 등과 같이 조사체계 내에 

포함된 대상자들과 자발적으로 SMS수신을 요구한 대상자들로 구분됨.

◦ SMS수신자는 자신의 조사품목과 자신이 원하는 2개 품목까지 발송리

스트에 추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관측센터홈페이지를 통해 받음.

3.5.2.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개선

◦ 조사시스템내의 FAX조사기능과 SMS조사알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FAX조사기능은 기존의 전화, 웹, 메일, PDA 조사에 추가적인 조사 매체

로 추가되며, 주 조사 대상으로는 모니터와 저장업체 조사에 초점을 맞추

고 있음. FAX조사의 경우 발송과 수신이 품목별로 진행되며, 특히 수신

의 경우 수신FAX이미지를 보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폼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데이터 DB입력과 관리가 가능하게 함.

◦ FAX조사기능은 FAX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모니터 조사요구에서 비롯

된 기능으로 인터넷이나 PDA 등의 활용에 익숙지 않은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매체방식임.

◦ SMS 조사알림 서비스는 다양한 매체로 이루어지는 조사를 좀 더 신속

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를 환기시킬 목적에서 제

공된 기능임. 

◦ SMS, FAX외에 정산이 필요한 PDA, 사례금, 우편매체 발송 등을 통합

한 통합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 팀별, 센터별 월, 분기, 년 정

산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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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DW) 개선

◦ 기존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을 품목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엑

셀호환성 강화와 업무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고, 홈페이지 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농축산물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임.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의 경우 부록에서 제시된 1매 제안서

에 따른 자료 템플릿 제작이며, 품목 담당자들의 요구를 반 하여 

OLAP을 구축함. 이때 OLAP은 GIS와 통합적으로 구축함.

3.5.4.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지도정보를 농업정보와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농업관측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 활용하고, 

추정된 전망치를 기존의 통계치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망정보

를 좀 더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OLAP은 GIS와 통합적으로 구축되며, GIS구현을 위한 농업관측정보를 

관리․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구축함.

3.6. 사업진행절차 및 체계

3.6.1. 사업진행절차

◦ 본 사업은 시스템 개선 및 구축과 추가 단말기보급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됨. 시스템 구축은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

이지 개선,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개선, 농축산물생산 및 수급분

석시스템(DW) 개선, GIS를 활용산 농업관측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사

업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단말기보급은 PDA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PDA 추가보급사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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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사업 체계도

◦ 사업 추진은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프로젝트 관리(PM)팀으로 구성되

며, 프로젝트 관리(PM)팀은 각 부문별 개발업무를 총괄하게 됨. 각 부

문별 개발업무는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분석/GIS 개발팀, 조사시스템 

개발팀, 원내 IT TFT팀 등으로 구성됨. 

◦ 관측사업은 관측을 위한 정보의 수집, 가공, 분산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 따라서 본 사업은 기존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통합

하여 개선하고, 신규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함. 이에 따라 개발은 통

합 외주용역으로 실시함.

◦ 2004년도의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과 농업관측지원

정보시스템(DB) 개선사업이후 진행된 조사 및 비용처리 업무를 시스템

에 재반 하기 위해 관련 정산시스템과 FAX, SMS 기능 등이 추가됨.

그림 1-3.  2006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사업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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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과업범위 수행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주)인브레인

((주)시스컨트롤, SK텔레콤)은 다음과 같이 업무분담을 실시하 음. 한

국농촌경연구원 연구진은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인브레인이 제공

하는 세부 개발내역에 대해 개발내역을 검토하고 각각의 개발내역 승

인을 실시하 음.

◦ 특히 이 연구진은 수요자 요구분석업무 등 수요자 중심의 요구분석 업

무에 집중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되도록 역

량을 집중하 음. (주)인브레인은 본 사업의 주계약자로서 프로젝트 관

리를 전담하 으며, (주)시스컨트롤은 조사솔루션 개선을 담당하 음.

3.6.3. 사업진행일정

◦ 본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시과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주)인브레

인을 외주업체로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구축작업을 진행함.

그림 1-4.  2006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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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초기에는 AS-IS분석과 요구자분석 그리고 To-Be설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 으며, 10월부터 테스트(시험)를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검수를 완료하는 것을 예정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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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개요

1. 2005년도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개발 현황

◦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관측사업의 안정적인 운 을 위해 정보의 수

집, 가공, 분산체계에 따라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함.

◦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은 농업관측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

로서 정보 수집부문의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은 2001년도에 구축되어 

2004년도에 PDA조사방식을 추가하고, 웹(메일)조사와 전화조사요원용 

조사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완전한 전산화를 달성하 으며, 정보분

산부문의 농축산물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은 2002년도에 구축되어 2005

년도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서비스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개선됨.

◦ 다음 그림과 같이 농업관측정보시스템 목표 개요는 정보 수집의 디지

털화, 정보가공분석의 전문화, 정보 서비스의 포털화를 기본 개념으로 

구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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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업관측정보시스템 목표 개요도

◦ 2005년도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시과제명 “농업관측정보시

스템 통합 및 효율화사업(4. 20~12. 20)”으로 진행하 으며, 본 수시과제

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제공시스템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

-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개선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제공서비스 사업”은 “농축산물 생산 및 수

급분석시스템 개선 사업”과 통합적으로 실시함.  2005년도 “기상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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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산지리정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2006년도 “전국도

매시장 반입량 및 출하지 지리정보”, “전국축산물 사육동향 지리정보”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임. 이러한 그래픽 위주의 관측정

보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농업관측정보 서비

스와 더불어 관측정보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농업 유관기관자료 중 자동화가 가능한 가락시장, 농협, 농수산물유통

공사 자료를 농림수산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 

기상청의 웹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기상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함. 2004

년도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과의 MOU체결을 통해 수집되던 채소류 10

개 품목(2개 도매시장)이었던 중국도매시장 가격자료는 과일류를 추가

하여 20여 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대상 도매시장도 베이징창평구수둔

부산물도매시장 외 7개 도매시장으로 확대함.

◦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개선사업”과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

계 개선사업”은 기존의 PDA, 이메일, 전화조사원 조사 방식에 팩스조

사방식을 추가하여 조사의 편리성을 확대함.

그림 2-2.  농업관측정보제공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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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농업관측정보수집 개요도

그림 2-4.  농업관측정보센터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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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보급은 2004년도 60대 던 보급대수를 2005년도 160대로 확대예정

이며, 2006년도 이후 휴대전화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 방식으로 개선을 

고려함.

- 2004년 12월 : 60대 보급

- 2005년  6월 : 20대 보급

- 2005년 10월 : 50대 보급

- 2005년 12월 : 30대 보급

◦ 2005년도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조사 방식(전화, 웹, PDA, FAX) 제

공을 통한 조사 효율성 향상과 예산, 인력 절감을 달성하고, GIS와 

OLAP 그래프방식의 직관적 관측정보 제공의 확대로 관측정보 활용성 

재고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측정보 외에 e-농업관

측(메일)과 SMS(단문문자메시지) 등 농민에게 편리하고 찾아가는 농업

관측정보를 계속 확대함.

2. 농업관측정보시스템 장기 개발 계획

◦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중장기 비전은 국내외 농업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및 분산체계를 디지털화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유통인, 농업관

련기관 및 단체의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하는 데 있음.

◦ 관측정보 외에 다양한 분석시뮬레이션 도구를 제공하고 농업인, 유통

인, 정부, 관련 기관, 소비자 등과의 쌍방향 정보교환을 통하여 정보

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적 관측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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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개발 계획

현행 개선

- 관측정보만 제공

- 일방향 정보 수집, 분산

- 농민(단체)에 정보 제공

- 전화・팩스 조사, 수동입력
- 국내 생산 중심 관측

➡

- 관측정보+시뮬레이션 도구 제공

- 쌍방향 정보교류

- 농민(단체), 소비자, 유통인,

  관련 단체, 정부에 정보 제공

- PDA, 인터넷 조사, 전산

  자동입력

- 국내외 생산, 유통, 소비 관측

◦ 농업관측정보 수집의 디지털화(Info-Collection Digital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저장 및 물류, 가격, 수출입, 소비, 해외농업

정보 등 다양한 농산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측업무의 정확도를 제

고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정보 수집의 자동화를 추진함.   

◦ 정보분석 및 가공업무의 전문화(Info-Processing Special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가공, 예측 등 분석기법을 전문화하고 연구자간 정보공유로 

지능형 관측업무 지원시스템 구축함.

◦ 정보분산의 포털화와 맞춤화(Info-Service Portalizatiom)를 위해 농업관측

정보 제공을 포털 서비스화하고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정보 제공도 

추진함.

◦ 장기적으로 농업관측을 위해 위성 및 항공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무궁화 2호 위성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농업관측기법 개발 및 위성 및 

항공기술 활용을 통한 농업관측의 정 도 향상과 신속성 제고를 염두

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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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업관측정보화 연차별 추진 계획

추진 계획

2005

 - PDA 보급 확대

 - 중국 통계정보 확대

 - 소비자패널조사 웹조사 실시

 - 물류정보수집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농업관측정보 분산기능 강화(지리정보 활용)

2006
 - 농업관측정보 분산기능 강화(지리정보 활용)

 - 관측정보 포털화 추진

2007  - 위성 및 항공기술 활용 방안 연구

2008  - 농업관측정보 디지털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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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조사․관리기능 개선

1. 조사기능 개선

1.1. FAX조사기능

◦ 2004년도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개선된 조사시스템

은 웹(메일)조사와 PDA조사를 조사매체로 하여, 개별조사와 전화조사

원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게 됨.

◦ 기존 FAX조사는 주로 품목 담당자가 모니터를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필요시에는 안내장과 월보 발송을 목적으로도 사용됨. 발송시에는 팩

시 리를 사용하기도 하 으나 상용 웹팩스 서비스에 가입하여 발송하

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따라 품목 담당자는 모니터 명단을 농업관측지

원정보시스템과 상용 웹팩스에서 이중으로 관리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내에 FAX조사

발송 기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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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FAX조사표 발송시스템

◦ FAX조사표 발송시스템은 기존의 웹(메일)조사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

음. 즉, 기존의 웹(메일), PDA 조사방식에 FAX 조사방식을 추가하는 형

태로 개발이 이루어짐. 

◦ FAX조사표 발송시스템 개발을 위해 발송자명단 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여 FAX뿐만 아니라 SMS, 메일발송 등에서도 수신자 선택에 동

일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상의 편리함과 일관성을 제공함. 

그림 3-1.  FAX 발송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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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AX조사 발송화면(하단 FAX수신번호 확인창)

1.1.2. FAX조사 결과 코딩 시스템

◦ 조사 결과를 조사자가 FAX로 제공하는 경우 그 FAX내용은 이미지 파

일로 각 품목 담당자들에게 제공됨. 이 경우 각 품목은 개별적인 품목 

FAX번호를 가지게 됨으로써 조사 결과를 잘못 제공하거나 섞이는 경

우를 방지함. 

◦ FAX 조사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조사 결과를 취합할 경우 사람이 수

작업으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임.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수신된 조사FAX 이미지를 보면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폼을 제

공함. 그리고 이미 입력된 조사 결과와 입력할 조사 결과를 구분하기 

위해 마감 기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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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FAX 수신 및 코딩화면(좌측 수신FAX는 이미지 파일임)

1.2. 소비자 조사기능 개선

◦ 2004년도에 구축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조사

를 위해 개발되고 설계되었음. 그리고 2004년도 말부터 시작된 소비자 

조사의 특성을 반 하는 데에는 일정상의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2005

년도에는 생산자조사시스템 상에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함. 또한 조사

방식도 컴퓨터 활용도가 높은 도시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도록 웹조사와 

전화조사를 혼용하여 실시함. 

1.2.1. 인구학적 조사통계기능 개선

◦ 소비자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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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석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는 점임. 기존의 표본농가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본농가 속성항목에는 지역, 가

족수, 직업, 소득, 주거형태, 학력 등이 개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음. 

◦ 소비자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 과

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조사 대상자 선정 및 검색에서도 

이러한 속성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2.2. 웹조사 및 전화조사 통합운용

◦ 소비자 조사의 대상인 도시 소비자는 대부분 인터넷 사용도가 높고, 이

메일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표본농가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

내는 조사환경임. 또한 웹(메일)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산절감 등도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음. 

◦ 이를 반 하기 위해 웹(메일)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웹(메일)조사에 응

하지 않은 소비자표본에게만 따로 전화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 통합 운용은 예산절감과 조사율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스템상으로 두 조사가 모두 가능하도록 개발

이 필요하 음. 웹(메일)조사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표본을 따로 검색하여 

전화조사원 업무로 할당하는 기능이 필요하여 그 기능을 추가함.

1.3. 조사표 복사기능 강화

◦ 조사표 복사기능은 기존의 조사문항 복사 기능을 강화한 개념임. 2004

년도의 개선작업 이후 조사표 복사기능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있

었으나 단순히 조사표를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할 경우 각 문항간의 시

계열자료화 기능에 문제가 있었음. 금년 본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

결하고 동시에 조사표를 복사할 수 있도록 복사 기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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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S 알림기능

◦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농업현장에서 신속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관측사업 특성상 SMS(단문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

됨. 이에 따라 조사알림서비스와 농업관측정보알림 서비스로서 SMS(단

문문자서비스)를 활용함.

그림 3-4.  통합 FAX, SMS 발송리스트 관리화면

2.1. SMS를 활용한 조사알림시스템

◦ 2004년도 이후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에서는 PDA조사시 조사응답률 

향상을 위해 SMS문자를 발송하 으며, 그 조사방식을 확대하여 웹(메

일)조사와 FAX조사 등에도 조사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함.

2.2. SMS 농업관측정보알림 시스템

◦ 관측월보, 분기보 등 농업관측정보를 제공시에 웹, 인쇄매체가 아닌 

SMS(단문문자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관측정보를 이용하기 원하는 농

민에게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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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관측정보알림 SMS 발송화면

◦ SMS 농업관측정보알림시스템은 전체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

므로 웹, 인쇄매체로 제공되는 관측정보 이용도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표본농가와 모니터들에게는 해당 품목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제공

하며, 일반 신청자들에게는 1인당 2개 품목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함. 현

재 비슷한 서비스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인 KAMIS가 있으며, 

KAMIS에서는 1인당 2개 품목에 대한 일일 도매시장 가격정보 등을 

SMS(단문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음.

3. 관리시스템 개선

3.1. 정산시스템 개선

◦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의 조사시스템은 크게 2가지 조사 대상(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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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본농가, 모니터)와 소비자 조사)이 있으며, 조사 매체로는 웹(메

일)조사, PDA조사, FAX조사 등이 있음. 이러한 이질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매체를 활용하여 조사를 하게 됨에 따라 정산에 따른 업무부담이 

과도하 으며, 인력부담도 있었음. 

◦ 정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음.

- 정산업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

력부담을 축소시킴.

- 조사 매체별 비용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조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음.

- 조사방식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 

◦ 비용에 관련된 기본 단가 및 요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환경

설정 메뉴에서는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함.

◦ 조사 대상별(표본농가, 모니터, 소비자), 조사매체별(PDA, FAX, SMS) 비

용현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그래프와 엑셀 형식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그림 3-6.  정산관리기능 중 환경설정 메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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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정산관리기능 중 통합관리 메뉴 1매 제안서

◦ 조사 대상별 정산관리 기능은 조사 대상을 먼저 선정한 후 각 품목팀

과 기간을 선택함. 이후 품목별 명단과 관련 계좌정보 및 지급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계 및 지급업무가 가능한 엑셀 파일로의 다

운로드 기능을 제공함.

그림 3-8.  조사대상별 정산관리기능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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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식별 정산관리 기능은 조사매체를 먼저 선정한 후 각 품목팀과 

기간을 선택함. 이 후 품목별 매체사용 현황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계 및 지급업무가 가능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

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함.

그림 3-9.  조사방식별 정산관리 1매 제안서

그림 3-10.  조사방식별 정산관리 구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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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송목록 관리기능 추가

◦ 각 품목팀 연구조원이 개별적으로 개인PC상의 엑셀 파일로 관리하던 

것을 월보, 분기보 발송목록 관리 기능을 통합시킴.

그림 3-11.  수작업으로 관리중인 인쇄매체 발송목록 엑셀 파일

그림 3-12.  우편매체 발송기능 구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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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촉장 발송은 그동안 연구조원들이 개별적

으로 관리하던 자문위원 명단을 프린트 출력을 통해 수작업으로 이루

어졌음. 2004년도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의 개선을 통해 자문위

원 명단이 조사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위촉장발송 

기능을 시스템에서 통합함으로써 명단에 대한 이중관리부담을 없앰.

그림 3-13.  위촉장발송기능 1매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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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OASIS - Outlook & 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1. OASIS시스템 개요

1.1. OASIS시스템 현황

◦ OASIS는 “Outlook & 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서 

농업관측에 필요한 각종 통계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관측업무

에 필요한 분석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OASIS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형태는 분석콘텐츠(OLAP)와 지리정보 콘텐츠

(GIS)방식이며, 기초 자료 검색기능도 함께 제공함.

◦ 시스템적 관점에서는 2000년도에 구축되고 2004년도에 개선된 농업관

측지원정보시스템(DB)의 자료관리기능과 2001년도에 구축된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의 자료가공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임. 기존에 

산재된 자료 수집, 가공 기능을 OASIS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일

관된 자료 관리와 운 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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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OASIS시스템의 주요 콘텐츠 목록

구  분 주요 항목 콘텐츠명

기초자료

시장자료조회
가락시장반입량
가락시장가격
전국축산물경락가격(등급판정소)

농협자료

공판장 경락가격
유통센터 정산가격
산지 조사가격
도매공판 조사가격
축산물 산지 조사가격
축산물 도매공판 조사가격
축산물 유통일보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자료

중도매 조사가격
소비자 조사가격
축산물 중도매 조사가격
축산물 소비자 조사가격

산지자료 성주참외 조사가격

통계자료 표준소득정보

기상자료

관세청자료

중국자료

분석정보
(OALP)

거래동향정보

가락시장 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농협 가격
축산물 산지가격
성주공판장 참외가격

표준소득정보

수입자료정보

생산정보

기상정보

지리정보(GIS)
기상정보 GIS

생산정보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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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ASIS시스템 활용

◦ OASIS시스템 품목 담당자 활용

- OASIS시스템은 관측월보, 분기보, 전망대회 자료 제작과 홈페이지 농축

산물일일거래동향 콘텐츠 작업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 품목 담당자들과 연구조원을 통해 엑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온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품목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가공자료 이용에 

높은 활용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단순 반복적인 엑셀 작업과 자료 수집 작업으로부터 품목 담당자를 자

유롭게 함으로써 관측분석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자료의 소실과 보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또한 OASIS시스템으로부터 언제든지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음에 따라 원하는 형태의 자료 가공을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음.

◦ OASIS시스템 일반인 활용

- OASIS시스템을 통해 농업 관련 자료를 손쉽게 엑셀 파일로 수집함으로

써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겪어왔던 자료 수집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전망자료를 시계열 형태로 제공받게 됨으로써 전망에 대한 지속적인 자

료 제공이 가능해짐.

1.3. OASIS시스템 개발 예정 콘텐츠 

◦ 전국도매시장 일일반입량 및 출하지 분석 지리정보

- 2005년도 농업물류정보수집체계 개선연구를 통해 확보하는 전국도매시

장일일반입량정보를 활용하여 전국도매시장의 일일반입량정보를 지리

정보(GIS) 형태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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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각 도매시장의 반입 현황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출하지와의 

연계를 통해 생산→출하→반입정보 흐름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축할 예

정임.

◦ 전국 축산물 사육 현황 지리정보

- 전국축산물 생산자료를 농림부(농관원)로부터 수집하여 전국 지도상에 

지리정보(GIS) 형태로 제공함.  

◦ 생산전망 증감률 지리정보

- 2005년도에 개발되는 생산 지리분석정보를 강화하여 각 지역별 품목별 

증감률을 지도상에 표현함으로써 직관적인 생산 및 전망정보를 제공하

는 서비스

1.4. 권한관리

◦ OASIS시스템의 분석 콘텐츠(OALP)와 지리정보(GIS) 콘텐츠 등은 자료

의 속성과 공개범위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완전 공개와 품목 담당자

들에 대한 내부공개로 나뉨.

◦ 반입량조정계수 등 자료관리 기능은 각 품목 담당자가 자신의 품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품목 담당자에게 권한을 제공하며 

그 외의 기준정보 등 관리기능은 관리자에게 권한을 제공함.

◦ 권한관리기능은 관리자가 OASIS 시스템 내에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

으므로 원활한 운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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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메뉴별 권한관리

홈페이지회원 연구원 관리자
admmin메뉴 메뉴등록관리

사용자그룹권한관리
공통코드관리
사용자로그조회
마감관리
차트생성설정
차트생성
공지사항관리

●

기초코드관리 가락시장코드
표준품목코드
품관원품목코드

● ●

GIS산지, 지역등록 전국시도지역코드
주산지코드
관리지역코드
기상청지역코드

●

시장자료조회 가락시장반입량
가락시장가격
전국축산물경락가격(등급판정소)

● ●

농협자료 공판장 경락가격
유통센터 정산가격
산지 조사가격
도매공판 조사가격
축산물 산지 조사가격
축산물 도매공판 조사가격
축산물 유통일보가격

● ●

농수산물유통공사자료 중도매 조사가격
소비자 조사가격
축산물 중도매 조사가격
축산물 소비자 조사가격

● ●

산지자료 성주참외 조사가격 ● ●
통계자료 표준소득정보 ● ●
기상자료 ● ●
관세청자료 ● ●
중국자료 ● ●
가락시장 반입량 조정계수관리 ● ●
농가표준소득 ●
품관원농가정보 ●
관세청자료 ●
거래동향정보 가락시장 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농협 가격
축산물 산지가격
성주공판장 참외가격

● ● ●

표준소득정보 ● ● ●
수입자료정보 ● ● ●
생산정보 ● ● ●
기상정보 ● ● ●
기상정보 GIS ● ● ●
생산정보 GIS ● ● ●

관측정보

GIS정보

화   면

기준정보

기초자료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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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그룹별 권한 관리기능의 제공

1.5. 기존시스템과의 통합

◦ OASIS시스템은 기존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농업관측지원

정보시스템과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와의 통합인증을 제공함. 특히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인트라넷인 AGRE시

스템과의 통합인증을 제공함과 동시에 OASIS시스템과도 SSO(Single 

Sign-On)방식으로 통합인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관측정보시스템 전체

적인 통합 보안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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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OASIS시스템 로그인 화면

2.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시스템 현황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은 농업관측을 위한 분석시스템으로

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통계분석도구를 활용하여 2001

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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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분석시스템 구조는 크게 OLAP과 통계 및 

전망정보 분석으로 나누어짐. OLAP은 SAGENT라는 상용S/W를 사용하

고 있으며, 통계 및 전망정보 분석은 아하넷의 Forsys 1.0 서버용 통계

패키지를 사용함.

그림 4-4.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 구조도

관측지원정보
시스템  DB

관측지원정보
시스템  DW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

DW관리
(SAGENT)

홈페이지 서버 DW 서버

OLAP : SAGENT

통계 및 전망 : 아하넷

2.1.1.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시스템

◦ OLAP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은 생산정보분석(채소, 과일, 과채)과 

축산정보분석(육계, 한우, 산란계, 젖소, 돼지)으로 구성되며, 생산정보

분석(채소, 과일, 과채)은 품목별 농가 표본 및 모니터 조사와 유관 기

관 자료 수집을 통해 모인 농산물의 생산 관련 정보(재배면적, 의향면

적, 단수, 생산량)들을 분석하고, 이들 정보와 가락시장 가격 또는 수입

량 등의 관계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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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OLAP으로 구현되어 있는 세부 항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채소

과채

과일

생산
정보

재배면적 및

의향면적

추이

연도별 재배면적추이 및 의향면적전망

조사 시기별 의향면적추이

출하 예정 면적 지난해대비증감

재배면적과

단수변화

분석

연도별단수변화분석

연도별생산량과 재배면적분석

조사월의 생육상황

수급
정보

도매가격 및

반입량과 생산

관련 정보

연도별가락시장가격. 반입량. 생산량상관관계분석

연도별재배면적동향과 가락시장 가격변화비교

연도별 도매가격과 소비량추이

월별 가락동 도매가격 동향

월별 반입량동향

30일가락시장 도매가격 동향 및 전망

30일가락시장 반입량 동향 및 전망

전국

도매시장

거래정보

공 도매시장 월별 거래동향

공 도매시장 일별 거래동향

공 도매시장 출하지별 거래가격, 물량비교

출하지별 공 도매시장 거래가격, 물량비교

수급정보 수급정보분석

수출입
정보

수출정보 월별수출실적

수입정보
월별국가별 수입 물량 추이

월별수입실적

축산

육계
한우
산란
젖소
돼지

연도별정보

수급 현황,산지가격 동향,수입현황,사육현황

배합사료 현황, 도축.도계현황

월별정보

주간별정보

일일정보

◦ 축산정보분석(육계, 한우, 산란계, 젖소, 돼지)은 주요 축산물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도축 두수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이들 정보와 산

지가격, 수출입가격 및 물량정보간 관계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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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망정보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 전망정보시스템은 기 보유하고 있는 가격과 반입량 데이터에 대해 웹 

상에서 다양한 시계열 모형(ARIMA model, Transfer Noise model, VAR 

model, VEC model)을 구축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전망을 

수행하여, 최적 전망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크게 ‘전망 모형 관

리', ‘최적 모형 관리', ‘전망 스케줄 관리', ‘최근/최적 분석 결과 조회'

로 구성됨

◦ 통계분석시스템은 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를 웹상에서 분석하며, 별도의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없이 기본적인 분

석뿐만 아니라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며, 사용자는 자료받기, 데이터 가공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정

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2. 시스템 문제점

◦ 기초 자료 수집기능의 미비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문제점

임.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의 경우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

의 유관 기관자료와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형태로 구축되었음. 유관 기

관자료 입력을 수작업으로 하도록 하 으나 자료입력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조사 자료 역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지 못

하 음.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의 문제점은 서비스 수요분석의 부

적절성과 업무 형태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 연관시스템과의 통합성에 

따른 문제점,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3가지로 나뉠 수 있음.

◦ 서비스 수요분석의 부적절성과 업무 형태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

- OLAP : 농업관측정보센터 품목 담당자의 업무수요를 반 한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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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업무 연관도와 업무활용도가 낮음. 즉 품목 담당자의 요

구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정보화담당자들의 판단에 의한 콘텐츠 

기획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음. 또한 농업관측정보를 활용하는 관측정보

이용자 수요와 농업관측정보를 서비스하는 홈페이지와의 통합성이 부

족하여 활용도가 낮았던 점도 개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점에 

기인함.

- 전망정보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 엑셀, Eviews, SAS, SPSS를 주로 활

용하는 농업관측센터의 업무 특징에 적합하지 않아 활용도가 매우 낮

음. 즉 사용자 업무형태에 대한 고려 없이 구축됨으로써 사용자의 외면

을 받게 됨.

◦ 연관시스템과의 통합성에 따른 문제점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농업관측

정보센터 홈페이지와의 통합이 불가능한 솔루션인 SAGENT로 구축되

어 홈페이지나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의 통합운 이 불가능함.

- 농림부가 주관하는 유관기관 자료공유 프로젝트로 인해 농업관측지원

정보시스템의 유관 기관자료 수집내역이 변경되어 기존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의 자료추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 따

라서 현재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함. 

- 2004년도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개선 사업으로 조사 자료 데이

터베이스가 변경되어 기존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에서의 

자료추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정상적인 서

비스가 불가능함.

◦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SAGENT 리포팅 툴은 타 OLAP 제품에 비해 기능적인면에서 상당히 

협소한 기능만을 제공하며, 불안정성(잦은 다운 및 멈춤현상)으로 연구

원 사용자의 불만을 야기함. (DM REVIEW : 200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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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ENT는 현재 시장점유율이 10위권 밖으로 점차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들을 찾기가 어려우며, 관리자용 프로그램 환경이 사용하기 난해

함. 또한 SAGENT 툴에 대한 이해부족과 교육 부족에 따른 분석항목 

변경과 다양한 분석이 거의 불가능함.

- ASP를 이용해 만든 프로그램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현재도 버그가 존재

하며, 현재의 프로그래밍 코드로는 데이터 중에 채소, 과일, 과채의 구

분을 할 수 없게 설계되어 실제사용시에는 코드를 임의적으로 나눔.

- 통계분석시스템, 전망정보 시스템은 유지보수 및 관리 작업을 할 수 있

는 수단이 없으므로 새로운 지표 삽입과 같은 간단한 작업도 할 수 없

음. 또한 많은 선택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품종별, 규격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선택의 혼란스러움만 가중시키고, 데이터 중 필요한 자료만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

2.3.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과제로서는 자동화된 자료 수집체계의 구축과 

자료 가공인력의 확보를 들 수 있음. 이를 위해 2004년도부터 참여하고 

있는 AFFIS의 유관 기관 자료공유사업에서 자동화된 자료확보를 좀 더 

확대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정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그리고 자

동화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수작업으로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 형태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함.

◦ 현행 농업관측업무에서 필요한 자료가공과정을 OLAP으로 구현하는 것

을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의 목적으로 함으로써 사용자 중

심 개선에 초점을 맞춤. 이를 위해 현재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

스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다음의 콘텐츠로 대폭 교체함.

- 농업관측월보, e-농업관측상에서 구현되는 그래프

-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 농축산물일일거래동향

- 품목 담당자의 각종 조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그래프 및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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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기상 자료 자료

◦ 기술적 개선을 위해 솔루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함.

- OLAP솔루션의 전면적인 교체를 통해 신뢰성있고 확장성 높은 제품으

로의 교체를 실시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OLAP툴의 성능이 뛰어나지 

않고 유지보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점유율 또한 극히 낮은 

상태임. OLAP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뢰성있고 확장

성 높은 툴로 교체하여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함.

- OLAP과 GIS와의 통합개발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한 솔루션으로의 선

정 필요함. 따라서 GIS솔루션의 경우 전문 GIS패키지를 활용하는 것보

다 기존 OLAP솔루션을 좀 더 강화하여 지도 표시 기능을 제공하는 형

태로 솔루션을 도입함.

- 정형데이타분석 및 비정형데이타 분석이 가능한 OLAP툴을 선택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보고서와의 통합이 가능한 OLAP툴을 선택함으로써 

확장성을 극대화함.

- 개발 과정에서 프로토타이핑 방식의 설계를 채용함으로써 빠른 구현 후 

세부항목 조정을 실시함. 현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설계에 있음. 따라서 

프로토타이핑 방식의 설계 후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수정하여 완

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해야 함.

◦ 사용 및 관리 환경 개선을 통한 활용도 향상

- 관리자를 위한 관리자모드 설계 및 교육을 실시함. 시스템의 편리한 유

지보수를 위해 관리자 모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임

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질의 게시판 마련함.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등록할 수 있는 게

시판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 친숙도를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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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시스템, 전망정보시스템은 기존 품목 담당자들의 통계 패키지 

사용요구와 유리된 측면이 있고,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서비

스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즉, 웹방식의 통계시스템이 업

무 활용성이 있는지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기존 통계패키지(Eviews, 

SAS, SPSS 등) 형태의 업무 형태의 전환 필요성이 적은 상황에서 무리

한 시스템 개발은 예산낭비와 인력 낭비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통계분석시스템, 전망정보시스템을 전체시스템에서 제

거함.

2.4. 사례분석

◦ 미국 USDA의 ERS는 OLAP, table, 지도를 통합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

공함.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메뉴 방식의 정형 데이터 OLAP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함.

- 홈페이지 전체가 일관된 지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각종 보고서의 지도에

서도 지도 솔루션에서 산출된 지도를 활용함. 각 메뉴에서도 지도 메뉴

와 연동되어 메뉴 내용을 읽으면서도 동시에 지도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식 하락/상승과 같은 표시로 각종 가격 및 소득 지표 등을 기호를 이

용하여 제공함.

◦ 미국 외에 호주의 Abare에서도 OLAP과 지도 정보를 활용한 정보서비

스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직관적 자료 제공은 농업 및 관측자료를 활

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활용성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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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RS 홈페이지의 Data Section

2.5. 개선 후 기대효과

2.5.1 유관 기관자료 수집체계 자동화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부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이 자동화함. AFFIS를 통한 농업 유관기관 데이

터베이스 공유시스템과 개별기관(관세청, 가락시장, 중국 농업부 정보

중심)의 FTP를 활용한 자료공유방식을 근간으로 자동화를 달성하고, 

그 외에 기상청 자료는 기상청의 웹서비스인 UDDI를 활용함.

◦ 기초 자료 수집과 관리를 위해 유관 기관자료 담당자를 할당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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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집과 가공 등의 업무를 집중하여, 전문성과 일관된 자료관리를 가

능하게 하며, 수작업 입력은 유관 기관자료 담당자 통제하에 필요한 단

순입력업무 인력을 확보하는 형태로 인력을 구성함.

◦ AFFIS의 농업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을 통한 자료 수집은 

각 기관의 자료 공개로부터 수집까지 약 1일이 걸리는 등 품목 담당자

들의 신속한 자료 수집에 장애가 되고 있음. 그러나 각 기관(농수산물

유통공사, 농협 등)의 자료 협조가 불가능하여 AFFIS의 자료공유시스템

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장기적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유관 기관자료

의 신속한 수집을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4-6.  유관기관 자료 수집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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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자료처리의 통합화 

◦ 관측센터내의 다수의 팀이 서로 상이한 자료처리방식을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각 팀에서 사용하는 사이값, 평년값, 출하마감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현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반 함.

◦ 기존에는 사이값 적용이 단기분석시에는 활용하지 않고, 장기분석시에

만 활용됨. 그러나 본 시스템 구축시에는 장단기 모두 사이값을 적용하

기로 품목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표 4-3.  농업관측정보센터 자료 처리 방식

반입량 사이값 가격 사이값 평년가격 구현
품종(목)별 

단속

채소
A B C

B = (A+C) / 2

A B C

B = (A+C) / 2

일일가격(5일이동)자료 

중 최대/소 뺀 자료의 

평균

없음

과일
A B C

B = (A+C) / 2

A B C

B = (A+C) / 2

일일가격(5일이동)자료 

중 최대/소 뺀 자료의 

평균

(감귤은 6년)

복숭아 : 

7일

과채

오이, 호박, 토마토

A B C

B = (A+C) / 3

B => A = C

A B C

B = (A+C) / 2

일일가격(5일이동) 

5년자료 중 최대/소 뺀 

자료의 평균

참외 : 

7일

축산 없음
A B C

B = (A+C) / 2

일일가격(5일이동) 

5년자료 중 최대/소 뺀 

자료의 평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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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값산출을 위한 적용순서 개선

구분 팀 기존방식 개선방식

기준년값

(금년값)

전년값

전체 원값-5일이동평균-사이값 원값-사이값-5일이동

평년값

채소
원값-5일이동평균-사이값-평년

-5일이동평균

원값-사이값-평년-평년 5

일이동평균

과일
원값-사이값-5일이동-평년-5일

이동평균

과채
원값-5일이동평균-사이값-평년

-5일이동평균

축산 원값-사이값-5일이동평균-평년

◦ 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점은 값을 산출하는 순서인데 각 팀

에서 기준년값, 전년값, 평년값을 산출하는 순서가 상이하 음. 이로 인

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값과 그래프의 차이가 존재하 음.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년값 산출방식을 통일하고, 기준년(금년)

값, 전년값 산출순서도 개선함.

◦ 자료처리방식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팀장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통

합된 자료처리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센터 전체 자료처리 방식을 통합하

고, 시스템에서는 자료처리방식에 대한 통합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됨.

- 반입량 및 사이값, 평년가격 구현방식은 기존의 각 팀의 계산방식을 존

중하여 그대로 시스템에 반 함.

- 기준년(금년)값, 전년값, 평년값 산출을 위한 적용순서는 센터전체 차원

에서 통합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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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업무자동화

◦ 각 팀에서 내부적으로 지닌 자료처리방식을 공개하고 통일함으로써 그동

안 연구조원을 통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홈페이지 농축산물 일일거래동

향 업무 자동화와 품목 관련 그래프 작성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됨.

2.5.4. 자료 신뢰성과 안전성 확대

◦ 연구원 개인 PC에 저장된 각종 그래프와 자료가 PC 자료소실, 바이러

스 감염,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고, 관리의 위험이 감소

됨. 또한 여러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던 자료처리방식이 일원화됨으

로써 전체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자동화된 자료처리시스템에

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보장됨.

2.5.5. 직관적 자료활용

◦ 지도정보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 서비스는 ｢생산지리정보｣와 ｢기상지리

정보｣로 구성됨. 두 서비스는 OLAP과도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상호 전

환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됨. 이를 통해 직관적인 자료 활용이  가능해짐.

2.5.6. 유연한 지역구분에 따른 자료 활용성 증대

◦ 1매 제안서에서 제시된 안을 기초로 삼아 전국메뉴에서 도별 통계를 

제공하며, 도별 메뉴에서 군별 통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함. 

통계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가통계를 기본으로 하며, 통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농업관측 추정치를 제공함.

◦ 그러나 품목별로 전국 지도화면에서 (군단위)주산지 통계 화면 요구가 

있어 품목 담당자들이 제공하는 주산지 목록을 기초로 선택메뉴에서 

전국 주산지 통계를 제공함.

◦ 추정치를 기초통계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추정치가 다수의 도나 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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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추정치 자료입력과 지도표현이 다수의 

도나 군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함. 이와 같은 지역분할 방식

의 제공은 원활한 관측정보제공과 활용에 품목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함.

2.5.7. 엑셀자료 다운로드 가능

◦ 통계분석과 개별적인 자료 활용을 위해 엑셀 파일 다운로드기능 제공함.

◦ 엑셀 파일로의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세계 테이블에 제공됨. 첫 번째 

테이블에는 분석콘텐츠(OALP) 하단에 위치한 실제 데이터가 제공되고, 

두 번째 테이블에는 차트를 생성하면서 사잇값이 적용된 테이터가 제

공됨. 그리고 마지막 테이블에는 차트가 제공됨. 이러한 실제데이터, 

차트 데이터 등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품목 담당자와 관측정보수요자

들이 원하는 자료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7.  검색자료의 엑셀 파일로의 다운로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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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자료 콘텐츠

3.1. 기초 자료 수집 방식

◦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유관 

기관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이 자동화함. AFFIS를 통한 농업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과 개별기관(관세청, 가락시장,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의 FTP를 활용한 자료공유방식을 근간으로 이루어짐. 그 외

에 기상청 자료는 기상청의 웹서비스인 UDDI를 활용하고, 자료 수집을 

자동화할 수 없는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와 농림부(농관원) 통계자

료는 수작업입력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함.

◦ 수집된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마감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입량자료와 같이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변화가 있는 가락시장 반입량 자료 등은 재마감 절차를 통해 자

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함.

그림 4-8.  자료 수집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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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수집자료 마감 화면

3.2. 수집자료의 현황

◦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주로 

AFFIS 농업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을 통해 수집함. 농업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은 2004년도부터 AFFIS에서 구축운

중에 있으며, 각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농업관측정보센터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일일정보를 매일 한 차례 제공받고 있음. 공유시스템 활용은 

안정적인 자료를 별도의 비용이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이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각 기관이 자료를 공개한 후 1일 이후에 자료를 

시스템에 반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 도매시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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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가격

․ 가락시장 반입량

․ 전국축산물 경락가격(등급판정소)

- 농협자료

․ 공판장 경락가격

․ 유통센터 정산가격

․ 산지 조사가격

․ 도매공판 조사가격

․ 축산물 산지 조사가격

․ 축산물 도매공판 조사가격

․ 축산물 유통일보가격

- 농수산물유통공사자료

․ 중도매 조사가격

․ 소비자 조사가격

․ 축산물 중도매 조사가격

․ 축산물 소비자 조사가격

◦ 산지자료로는 성주참외 조사가격과 제주감귤출하연합회 가격자료임. 

성주참외자료는 농협의 공판장 경락가격을 이용하며, 제주감귤산지정

보는 출하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함.

- 성주참외 조사가격은 성주참외원협(37211501)의 금싸라기(080201)품목

을 집계하여 산출함. 자료상의 반입량은 15kg단위와 30kg단위를 5개 등

급으로 분석화면을 제공함. 이때  30Kg에는 실제 데이터 확인 결과 1-4

등급이 양이 많지 않아 5등급(등급코드=15) 이외에는 제외하고 분석화

면에서 보이기로 함. 반입량에서 15kg에 대해 톤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수량*15)/1000이고, 30kg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20kg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량*20)/1000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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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감귤출하인연합회 가격자료는 제주감귤출하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AFFIS에서 수집하여 농업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공유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사용함.

◦ 기관별 직접 자료 수집 방식은 기관 간의 협의 또는 구매절차를 통해 

FTP나 메일 전송방식으로 수집함. 

- 가락시장 가격 정보는 AFFIS의 농업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 공유프로

젝트에 따라 수집되기도 하나 수집시간이 1일 정도 늦는 문제가 있어 

가락시장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함. 가락시장 반입량 확정치는 매 

월 가락시장공사에서 수작업을 통해 엑셀 파일로 생성하므로 직접 이

메일을 통해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함.

- 관세청을 통한 수입자료 조회화면은 일반 조회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사

용함. 우선 HS코드방식이 품목 담당자가 요구하는 품목 부류와 일치하

지 않음. 따라서 HS코드상에 이질적인 품목도 동일한 품목으로 판단하

여 조회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HS코드단위로 검색을 하

여,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품목을 하나의 부류로 만들어서 동

시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다음의 관세청 기초 자료 조회화면은 이

러한 기능구현을 위해 좌측상단에 품목조회화면, 우측상단에 선택된 목

록 조회화면을 제공하고, 하단에는 검색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쉬트

를 제공함.

- HS코드방식으로 규정된 품목을 표준코드방식으로 구분된 품목부류에 

연결하기 위해 비교표를 만들고 이 표를 기준으로 분석콘텐츠(OLAP)의 

품목명과 계층을 나눔. 자문위원중에 AG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AG코드 체계는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기존의 표준코

드체계와의 중복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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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관세청 기초 자료 조회 화면

표 4-5.  쇠고기, 돼지고기 HS코드-표준코드 비교표

HS코드 HS코드명 표준대분류 표준중분류 표준코드

102902000소(육우/기타) 41 생축(가축)류 4123 육우 412399 기타
201200000쇠고기(신선,냉장/뼈째절단) 43 국내산육류 4303 육우 430300 육우
201300000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43 국내산육류 4303 육우 430300 육우
202100000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43 국내산육류 4303 육우 430300 육우
202200000쇠고기(냉동/뼈째절단) 43 국내산육류 4303 육우 430300 육우
202300000쇠고기(냉동/뼈 없는 것) 43 국내산육류 4303 육우 430300 육우
203120000돼지고기(신선, 냉장/넓적다리, 

어깨살 뼈째절단) 43 국내산육류 4304 돈육 430400 돈육
203191000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삼겹살) 43 국내산육류 4304 돈육 430400 돈육
203199000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기타) 43 국내산육류 4304 돈육 430400 돈육
203210000돼지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43 국내산육류 4304 돈육 430400 돈육
203220000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 

뼈째절단) 43 국내산육류 4304 돈육 430400 돈육
203291000돼지고기(냉동/기타/삼겹살) 43 국내산육류 4304 돈육 430400 돈육
203299000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43 국내산육류 4304 돈육 430400 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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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2005년도 추가된 중국도매시장 가격자료 품목(품종)목록

도매시장 품목 품종

북경신발지농부산물도매시장

산동수광도매시장

북경창평구수둔농부산물도매시장

천진남개구홍기농무도매시장

산동위해시농부산물도매시장

광동산두농부산물도매시장

절강성금화시과일채소도매시장

사과 후지, 아오리, 홍로

배 신고, 원황

감귤 일반, 온주

단감 일반, 부유, 차랑, 서촌

떫은감
일반, 갑주백목(하지야)

청도반시(반시)

포도
캠벨, 거봉, 델라웨어, 마스캇베

리에어(MBA), 세단

복숭아

사자, 월봉, 창방, 월미, 기도백

도, 대구보, 백봉, 미백, 백도, 유

명, 천중도백도, 황도, 암킹, 선프

레, 천홍, 선광, 수봉, 레드골드

- 기상청은 기상 자료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한국전산원과 웹서비스를 활

용한 기상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웹서비스 방식은 UDDI방

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FTP를 이용한 자료 수집방식에 비해 신

속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함. 

- FTP방식을 활용하여 중국도매시장 가격자료를 수집함. 중국도매시장자

료는 2004년도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되기 시

작한 채소작목(북경신발지농부산물도매시장, 산동수광도매시장)을 과일

작목까지 확대함. 과일작목의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대상도매시장

을 7개로 확대함.

◦ 직접입력방식

- 가락시장 반입량자료는 가락시장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일반 텍스트 

파일을 AFFIS에서 DB 형태로 수집하여 농업관측정보시스템에 제공함. 

매일 올라오는 일일반입량자료는 1개월 후에 가락시장에서 공개하는 

확정반입량자료와의 차이가 커서 관측업무에 활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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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일반입량자료와 확정반입량자료간의 차이를 해

소하여 관측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입량 보정계수를 품목 담당자

가 제공하고, 보정반입량자료를 시스템에서 활용함.

- 생산자료는 품관원에서 생산하는 연간 생산량, 단수, 재배면적 자료이

며, 자료의 갱신주기가 길고 자동화 데이터 수집이 효율적이지 않으므

로 인력을 활용한 직접입력방식을 채택함. 이때 생산자료는 농업관측정

보센터에서 생산하는 전망자료와도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이

를 위해 전망자료 입력폼도 함께 제작함.

- 표준소득자료는 가장 큰 수요가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홈페이

지 방식의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었음. 특히 

지역 단위, 비목단위 시계열자료를 요구하는 품목 담당자들과 연구자들

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계열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표준소득자료를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그림 4-11.  반입량 조정계수 처리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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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반입량 보정계수를 활용한 가락시장 반입량 자료

Exc
el D

ownlo
ad

Flat File
Flat File

FTP 통신
품목별 평균가격
품목별 반입량

가락시장

자료 보정

1차 가공 2차 가공 처리

자료입력자료입력과거자료분석과거자료분석
DBMS

자료 보정

1차 가공 2차 가공 처리

자료입력자료입력과거자료분석과거자료분석
DBMS

-표준분석조회

자료 추출 및 가공단계를

자동화

-표준분석조회

자료 추출 및 가공단계를

자동화

3.3. 자료 수집을 위한 제도적 개선

◦ 농업관측사업은 유관 기관자료와 조사 자료에 의존하는 사업임. 그러

나 그간 조사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는 달성되었으나  유관 기

관자료 수집은 개별 품목 담당자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

집하여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름.  

◦ 유관 기관 자료 수집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이해와 적극적

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법적 제도적 배경이 없는 

것이 사실임. 현재 농업관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농안법

(2000), 농안법시행규칙(2000), 농림부 관측사업실시요령(2000) 어디에도 

자료의 수집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지 않음.

◦ 좀 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자료 수집을 위해 기존 AFFIS의 농업 유관기

관 데이터베이스공유나 FTP전송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웹서비스 방

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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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 담당자 요구분석 및 콘텐츠 기획

4.1. 1매 제안서 작성

◦ 분석콘텐츠(OLAP)와 지리정보 콘텐츠(GIS)의 정확한 이해와 요구를 형

상화하기 위해 1매 제안서를 품목 담당자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하 으

며, 이를 통해 품목 담당자가 요구하고 사용할 콘텐츠를 제작함.

◦ 1매 제안서를 활용한 방법론은 2001년도에 시행한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의 문제점인 사용자 요구 반 의 부족이라는 단점을 보

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자에게 실제 사용자의 정보를 가능하

면 많이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4-13.  가락시장 동향 분석콘텐츠(OLAP)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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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생산정보 지리정보콘텐츠(GIS) 1매 제안서

4.2. 직관적 디자인의 제공

◦ 분석콘텐츠(OLAP)과 지리정보 콘텐츠(GIS)의 직관적 자료 제공을 목적

으로 다음 화면구성으로 제작함. 화면 구성은 크게 좌측의 풀다운 방식

의 콘텐츠 목록 메뉴가 나타나며, 우측 상단에는 검색창이 제공됨. 

◦ 제공되는 주요 분석콘텐츠(OLAP)로는 홈페이지 일일거래동향과 관측

월보 등의 그래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래프와 자료 sheet로 제공됨. 그

래프는 선의 끊김이 없도록 사이값 처리를 하 으며, 자료sheet에는 원

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완함. 각 자료는 금년, 전년, 평년 3개 그래

프를 제공함으로써 전망을 위한 평년과 전년자료에 대한 직관적인 비

교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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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검색화면에서는 검색일을 기준으로 전년, 평년값은 전후로 1.5개월

을  표현하고, 기준년은 앞으로 1.5개월만 표현함. 이러한 표현방식은 

현재를 기준으로 단기 관측을 위한 전년, 평년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동

향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직관적인 그래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된 품목/품종순서에 따라 다

른 색의 선을 사용하 음. 기준년은 실선, 전년은 짧은 점선, 평년은 긴 

점선을 사용함. 또한 그래프의 단위별로 그러데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자료비교에 도움을 줌.

◦ 분석콘텐츠(OLAP)의 그래프 축은 엑셀에서와 같이 자동지정이 되어서 

표현값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 음. 과거 농축산

물생산 및 수급분석시스템에서는 축의 범위를 일일이 지정하는 형태

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직관적 자료비교에 어려움이 많았음.

그림 4-15.  분석콘텐츠(OLAP)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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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분석콘텐츠(OLAP)의 선 선택 및 순서

그림 4-17.  지리정보 콘텐츠(GIS)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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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는 주요 지리정보 콘텐츠(GIS)로는 지도정보와 자료 sheet로 제공

됨. 지도정보는 기준년, 전년, 평년의 막대그래프로 구성됨으로써 전망

을 위한 평년과 전년자료에 대한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 부가적인 기능으로 인쇄, 엑셀 파일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동시에 범례 감추기, 그래프 감추기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화면구

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지리정보 콘텐츠(GIS)는 직관성이 매우 중요한 콘텐츠 기획 요인임. 이

를 강화하기 위해 최초 20단계 던 막대그래프의 단계를 40단계로 확

대하고, 시각적인 뚜렷한 차이를 주기 위해 농업부문에서 불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광역시 자료는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그래프의 크

기를 확대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 지역별 항목별 차이를 극대화함으

로써 직관성을 최대로 높임.

4.3. 기본검색화면 제공

◦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할 경우 기본 검색화면을 제공함으

로써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어떤 형태로 제공될 것인지 사전

에 볼 수 있게 됨.

◦ 기본 검색화면으로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화면을 제공하며, 각 콘텐츠

마다 품목 담당자와 사용자빈도를 검토하여 선정함. 예를 들어 축산물 

산지가격의 경우 한우 송아지 수와 암의 기준년, 전년, 평년 그래프임.

◦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서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콘텐츠인 가락시장가

격, 축산산지가격, 수입통관정보, 기상정보 메뉴를 제공하고, 공지사항

과 신자료 도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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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로그인 후 OASIS시스템의 초기화면

4.4. 도움말 기능 제공

◦ 품목별 사이값과 평년값의 산출, 그리고 각종 계산방식과 자료출처에 대

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말 아이콘을 우측상단에 제공함.

◦ 도움말 기능은 시스템을 처음 활용하거나 자료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

을 가지는 경우 유용하며,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지관리에도 이점이 있음.

5. 분석 콘텐츠(OLAP)

5.1. 주요 분석콘텐츠(OALP)

◦ 각 시장과 조사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에서 수집된 자료가 사

이값, 평년값 계산이 됨으로써 전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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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동향정보는 품목 담당자가 자신의 관측업무와 관측분석 과정에 필

요한 도매시장거래정보의 단순 가공업무를 최소화하여 줌. 또한 품목 

담당자들이 분석하는 화면을 일반 관측정보 수요자들이 함께 봄으로써  

관측에 대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효과를 제공함.

- 가락시장 가격

-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 농협가격

- 축산물 가격

◦ 참외와 감귤은 각 품목의 특성을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형태로 품목 

담당자가 화면을 설계하 으며 다른 품목과는 달리 독립적인 콘텐츠로 

제공함.

- 성주공판장 참외가격

- 제주감귤출하연합회 가격

◦ 거래동향정보 외의 분석콘텐츠(OLAP)로는 반복적인 자료 수집과 활용

이 이루어지는 표준소득, 수입, 생산통계, 기상 자료에 대해 구축함. 특

히 생산정보와 기상정보는 지리정보 콘텐츠(GIS)와 함께 제공하고, 분

석콘텐츠(OLAP)와 링크하여 제공함.

- 표준소득정보

- 수입자료정보

- 생산정보

- 기상정보

◦ Pivot 기능을 활용한 비정형자료 분석기능은 검토되었으나 자료 활용의 

직관성 부족과 사용자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므로 기본 서비스에서 

제외함. 

◦ 분석콘텐츠(OLAP) 구현을 위한 기초단위로서의 품목 기준은 자료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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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기관과 성격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뉠 수 있음. 동일 품목이

라도 품종, 포장 단위와 등급에 따라서 독립적인 항목으로 표시해야 

함. 이러한 이유에서 품목을 “품목-품종-포장단위”로 구분하고 등급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항목을 구성함.

- 조회화면의 검색 조건은 품목(오이취청10kg, 오이취청15kg, 오이반입

량…), 등급(상, 중…), 항목(기준년, 전년, 평년…)임.

- 조회조건에서 품목을 멀티 선택할 경우 품목의 순서를 가격, 반입량 순

으로 묶어서 표현함. 예를 들어 사과 - 사과홍로15kg(가격) 이후에 사과 

반입량을 선택할 수 있음.

- 기준년(금년), 전년, 평년 등으로 조회할 경우 차트에는 선택된 항목만 

나타나며, 아래 자료 sheet에서는 기준년(금년), 전년, 평년의 원래 자료

가 나타남.

- 엑셀로 다운로드할 경우 표 sheet(기준년(금년), 전년, 평년의 원값 데이

트), 차트(선택된 항목이 표현된 그래프), 차트의 값이 표현된 표 sheet

(차트데이타)로 총 3개 테이블이 다운로드됨.

- 전년, 평년, 기준년의 값은 차트에서는 5일 이동평균 값이 나타나며, 표

에서는 원자료(원값 또는 발표된 자료)가 나타남.

5.2. 홈페이지 농축산물일일거래동향 

◦ 관측정보센터 설립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어 온 농축산물일일거래

동향은 연구조원이 각각의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엑셀을 활용하여 그래프와 표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 본 서비스는 기존의 많은 관측정보 수요자들이 이용하고, 품목 담당자

들도 참고하는 자료로서 자동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 2004년도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DB) 개선사업

시에 표부분을 자동화하 으며, 금년도 사업을 통해 그래프를 부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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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일일거래동향

◦ 농축산물일일거래동향 단기 관측 그래프의 기간은 기존에 3개월로 표

현되고 있었음. 이를 2개월로 축소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래프 비

교를 통해 3개월로 계속 서비스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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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농축산물일일거래동향 단기 관측 그래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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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리정보 콘텐츠(GIS)

6.1. 현황과 필요성

◦ 현행 농업관측정보는 텍스트 방식으로 인쇄매체와 PDF파일 형태로 제

공함. 그러나 텍스트 방식의 정보 제공은 제공되는 관측정보를 쉽고 편

리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기존 텍스트 위주의 농업관측정보를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쉽고 직관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측정보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

업관측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게 됨.

◦ 현재 미국 ERS와 호주 ABARE에서는 GIS 형태의 농업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농업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누구나 쉽고 직관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2. 기대효과

◦ 기존 텍스트 위주의 농업관측정보와 그래픽 위주의 지리정보 연동을 

통해 관측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함.

◦ 농업관측정보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농업관측정보 활

용과 적용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함.

6.3. 주요 지리정보콘텐츠(GIS)

6.3.1. 생산지리정보

◦ 생산지리정보는 품관원에서 제공하는 생산통계(재배면적, 생산량, 단

수)를 행정단위 기준으로 제공함. 생산통계(재배면적, 생산량, 단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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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품목 담당자가 제공하는 생산전망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관측정보

수요를 만족시킴.

-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단위가 상이하다는 점임. 생산통계

는 광역시, 도 단위로 그 통계치를 제공하나 품목 담당자들은 품목 특

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만 전망치를 제공하거나 광역지역(호남, 남 

등) 단위로만 전망치를 제공함.

- 또한 전망치를 구체적인 면적, 생산량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전년 대비 

해당 지역의 증감률로만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생산지리정보콘텐츠에 

통합할 수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망 증감률을 제공하는 지리정보 콘텐츠를 개발하

기로 하 으며, 이와는 별도로 광역단위의 전망치를 생산통계와 함께 

제공하기로 함.

◦ 생산지리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전망정보는 각 품목 담당자들이 산출할 

수 있는 전망정보를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지역 단위로 구현함. 다음은 

각 품목 담당자들이 산출가능한 면적, 단수, 생산량 전망지역목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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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채소 전망치 가능 지역 및 품목, 품종(작형)

품목
품종/

작형

지방
도/군

경기 강원 호남 남 충청
강원
(제주)

중부

배추 봄 ● ● ● ●

고랭지 ● ● ●

가을 ● ● ● ●

양배추 봄 ● ● ●

고랭지 ●
(경북)봉화, 강

원

가을 ● ● ●

겨울 ● 제주

무 봄 ● ● ● ●

고랭지 ● ● ●

가을 ● ● ● ●

양파 조생종 제주 전남

중만생종 ● ● 제주

마늘 한지형 ● 제주 전북, 경북

난지형 ● ● 제주 충남

대파 봄 ● ●

여름 ● ●

가을 ●

겨울 ● ●

쪽파 제주 충남, 전남

고추 ● ● ● ● ● ● ●

당근 봄 ● ●

고랭지 ● 강원

가을 ● ●

겨울 제주

감자 봄 ● ● ● ● ● 제주

고랭지 ●

가을 ● ● 제주

겨울 제주

* 중부는 “경기도+강원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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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과일 과채 전망치 가능 지역 및 품목, 품종(작형)

품목
품종/

작형

지방

도
경기 강원 호남 남 충청

강원
(제주)

중부

감귤 제주

단감 ● 경남, 경북, 전남

사과 ● 경북, 경남, 충청

배 ● ● ● ●
경기, 충청, 호남, 

남

포도 ● ● ● ●

복숭아 ●

오이 노지 강원, 경기, 충북

호박 노지 강원, 경기, 충북

토마토

수박 노지 ● ● ● ●

시설 ● ● ● ●

참외 ● 경북, 경남, 전북

딸기 ● ● ● 충청, 남, 호남

* 중부는 “경기도+강원도”를 의미함.

6.3.2. 기상지리정보

◦ 기상지리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온(최고, 최저, 평균), 강수량, 

일조량, 일사량, 습도, 운량, 적설량, 순간최대풍속 자료를 활용하며, 적

산온도, 적산일조량을 산출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함. 

- 기상지리정보는 지도상에 나타나는 행정구역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발

표지역이 상이함에 따라 행정지역과 기상청발표지역을 이어줌으로써  

지도 표현을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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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기상 자료 지역처리 사례

행정지역 기상청발표지역

경기 파주시 문산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울 관악구 관악산

충북 동군 추풍령

전남 심안군 흑산도

제주 북제주 고산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제주 남제주 성산포

표 4-10.  특정 지역 할당기준

특정지역 행정지역

경기강원 인천, 서울, 경기, 강원

호남 전북, 전남, 광

충청 충북, 충남, 대전

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 기상 자료에서 평년은 기상평년(30년평년)이 아닌 관측평년(5개년 평년)

을 사용함. 기상평년은 도별 데이터만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능함. 

- 기상 자료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역단위, 특정 지역, 주산지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함. 행정구역단위는 광역행정단위와 기초행정단위

에서 기상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특정 지역의 경우 다음

과 같이 남, 호남 등의 광역단위로 기상 자료를 제공함.

- 주산지 기상 자료는 각 품목 담당자들이 요구한 품목과 그 품목의 주산

지(기초행정단위; 군)를 연결하여 기상 자료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제공

함. 초기 제공 주산지 품목은 고랭지배추, 월동배추, 고랭지 무,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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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단감, 고추, 대파, 봄감자, 가을감자, 쪽

파임. 예를 들어 고랭지배추를 선택하여 기상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홍

천군, 강릉군, 평창군, 태백군, 장수군의 기상정보가 제공됨.

6.4. 분석콘텐츠(OLAP)과의 통합 서비스 제공

◦ 지리정보콘텐츠(GIS)는 기준년, 전년, 평년값을 전국지역을 단위로 직관

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상에서 그래프를 클릭할 경우 광

역행정단위에서 기초행정단위로 상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또는 분석콘텐츠(OLAP)과 연결되어 상세한 그래프와 자료를 제공하게

끔 설계되었음.

그림 4-21.  경상북도 행정기초단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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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고랭지배추의 기상지리정보와 연결된 분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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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6년도 예정 지리정보 콘텐츠(GIS)

◦ GIS를 활용한 관측정보제공서비스는 5개년 계획으로서 2005년에는 기

상정보와 생산정보를 제공하고 2006년도에는 이어서 도매시장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현재 진행 중인 농산물물류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전국 도매시장 일일반입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리정

보콘텐츠(GIS)를 제공할 예정임. 

- 전국 도매시장 일일반입량 및 출하지분석 지리정보(GIS)

- 전국 축산물 사육 현황 지리정보(GIS)

- 생산전망 증감률 지리정보(GIS)

7. 관측지식경 시스템으로서의 OASIS 비전

◦ OASIS는 관측에 관련된 유관 기관 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품목 담당자

와 관측정보수요자들에게 질 높은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

음.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관 기관자료로 한정된 자료원을 조사 자

료, 지식정보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OASIS는 유관 기관자료, 조사 자료 그리고 각종 지식정보

를 포괄하여 농업관측 목적에 적합한 지식경 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으로 확장 구상하고 있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유관 기관자료의 신속한 수집을 가능하게 하

는 제도적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사 자료 데이터베

이스를 지속적으로 정형화하고 개선하여 실제 지식경 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마이닝을 구현할 예정임. 또한 농업관측정보센터 

내부의 지식과 한국 농업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전망에 대한 노

하우를 지속적으로 수집, 축적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84

◦ OASIS는 농업관측지식경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구상수준에서 실현수

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05년도로 시작된 GIS를 활용한 

농업관측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과 농업물류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내에 축적

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지보수도 지속할 예정임.

그림 4-23.  농업관측지식경 시스템으로서의 OASIS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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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PDA 보급 및 관리 방안 

1. 2005년도 PDA보급 및 교육

1.1. 보급 기종 선정

◦ 2004년도에는 LG-SC8000모델을 보급하 으나, 기계의 잦은 고장과 오류

로 인해 자문위원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음. 또한, PDA 크기로 인한 휴

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등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을 보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따라서 2005년도 보급모델은 자문위

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에 출시된 모델들을 비교 조사를 실시함.

그림 5-1.  POZ-X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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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A 비교조사에 주어진 제약조건은 SK텔레콤 망을 이용해야 하고, 

BCP인증을 받은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KTF망을 이용하는 

HP제품은 고려대상에서 1차로 제외되었으며, 작년에 보급했던 LG 

SC8000은 모니터들의 기계에 대한 불만 및 기계의 잦은 오류로 제외하

여 최종적으로 사이버 뱅크사의 포즈 X310을 보급기종으로 결정함.

표 5-1.  시판중인 PDA 제품 스펙 비교표
모델명 X310 RW6100 SC8000 
제조사 사이버뱅크 HP LG

이동통신사 SK KT/KTF SK/LGT
운 체제 PocketPC 2003 PocketPC 2003 SE PocketPC 2003 

CPU 
PDA XScale PXA255 400Mhz XScale PXA270 520Mhz XScale PXA260 400Mhz

CDMA MSM5500 : IS 95A / 95B / 1x RTT / EVDO
지원 

CDMA2000 1x EV-DOCDMA2000 1x EV-DO 
메모리 

ROM 32/512MB 128MB 64/128MB
RAM 64MB 64MB 64MB 

화면 

해상도 (240 × 320) (240 × 320) 
형태 

반투과형 TFT LCD(26만 컬러) TFT Color LCD(26만 컬러) TFT Color LCD(26만 컬러) 
크기 3.0 2.8 2.8 

배터리 
주배터리 표준형 1500mAh

슬림형 1200mAh 대용량 2800mAh
표준형 1400mAh 대용량 2800mAh

표준형 1400mAh
사용
시간 

대기 80～130시간(표준형) 170～ 180시간(표준형) 170～180시간(표준형)360～380시간(대용량)
연속 통화 3시간 20분(표준형) 3시간 180～200분(표준형)420～450분(대용량)

무선랜 없음 WLAN 802.11b 없음
GPS 있음 없음 없음
크래들 3.5시간 소요 5시간 소요 3시간 20분 소요
카메라 VGA / 30만 화소 VGA / 110만 화소 VGA / 110만 화소 
음원 Chip Yamaha 64Poly MA5 64화음
이어폰 잭 

2.5Ø, 6극 / 리모컨 
사용 가능 / 

스테레오(이어셋 
사용시) 

2.5Ø 2.5Ø
Mini SD 삽입구 Mini SD SD SD
크기(mm) 

63.5 × 116 × 22～25(슬립형)63.5 × 116 × 22~26(표준형)
59 × 114 × 26.5 58 × 110 × 24.2 

무게(g) 슬림형 193g, 
표준형 199g 203g 19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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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POZ-X310 제품 상세사양

제품명 X310

운 체제 Microsoft PocketPC 2003 한 버전 

프로세서 
PDA XScale/PXA255(Cotulla) - 최대속도 400Mhz 

CDMA MSM5500 : IS 95A / 95B / 1x RTT / EVDO 지원

메모리 
ROM 

PocketPC 2003 OS용 : 32Mbyte 
　프로그램, 파일 저장용 : 512Mbyte

RAM 64Mbyte

화면 

해상도 고화질(240 × 320)

형태 반투과형 TFT LCD(26만 컬러 지원)

크기 대화면 3.0"

배터리 
주배터리

표준형 리튬폴리머(착탈식) : 1500mAh 
슬림형 리튬폴리머(착탈식) : 1200mAh

백업배터리 리튬폴리머 43mAh(내장형) -충전시 최대 12시간 소요

사용시간 

대기 80∼130시간(표준형 배터리 기준)

연속 통화 3시간 20분(표준형 배터리 기준, PDA Sleep Mode)

인터넷 사용 2시간 50분(표준형 배터리 기준)

크래들 여분의 배터리를 800mA로 충전(최대 3.5시간 소요)

충전기 
단말기 내장, 110∼240V 및 60Hz 전압이 공급된 상태에서 주배터

리를 충전 

카메라 VGA / 정지 화상 및 동 상 촬  / 30만 화소

음원 Chip Yamaha 64Poly MA5

이어폰 잭 2.5Ø, 6극 / 리모컨 사용 가능 / 스테레오(이어셋 사용시)

USB 사양 1.1 지원

IrDA 115.2Kbps까지 지원

Mini SD

삽입구
Mini SD 메모리 카드 사용 가능

기타 

표시등(LED) : 충전용 1개, 전화용 1개 

진동자 : 전화 수신시 진동 모드로 전환 가능 

스피커 : 전화 통화 및 PDA용 

마이크 : 통화 및 녹음용으로 사용 가능

동작 조건 온도 : - 10∼50℃, 습도 : 0∼95%

크기(mm) 
슬림형 배터리 장착시 : 63.5 × 116 × 22∼25 

표준형 배터리 장착시 : 63.5 × 116 × 22∼26

무게(g) 
슬림형 배터리 장착시 : 193 

표준형 배터리 장착시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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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5년도 1차 보급 

◦ 2004년도 60대 보급에 이어 2005년도는 100대를 보급하여 총 160대의 

PDA를 운 함. 초기 보급분 20대는 2004년 수요 조사시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미보급된 인원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관측설문조사의 성

실도를 감안하여 선정함. 

◦ 2005년 6월 PDA를 구매하고 7월에 지역별로 거점도시에서 PDA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함.

표 5-3.  1차 PDA 보급자 명단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수복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이희수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조기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조기훈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김종원 광군 농업기술센터 정용수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조학희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김성용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최재한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김철환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한용훈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손상돈

평창 대화농협 김덕철 동군 농업기술센터 장인홍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재화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강동진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원종호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강성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송창훈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공정현

1.3. PDA보급을 위한 지역자문위원 수요 조사 

◦ 2005년도 1차보급 후, 잔여분 80대 보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9월 9일

부터 16일까지 ‘PDA보급을 위한 지역자문위원 수요 조사’를 실시함.

◦ PDA 보급을 위한 지역자문위원 수요 조사 결과 PDA를 이용한 산지정

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문위원이 약 80%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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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고 있었으며, 금년 신규로 위촉된 자문위원분들 위주로 모르는 경

우가 있었음.

◦ 올해 PDA 보급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설문지 응답인원 105명의 

약 83%인 87명의 인원이 받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PDA기종은 대체로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기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4.  PDA를 이용한 산지정보 수집 인지 여부

대상 알고 있다 모른다 계

모니터 인원 83 22 105

백분율(%) 79% 21% 100%

2005년 신규 모니터들이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1.4. 2005년도 2차 보급

◦ 수요 조사 결과 PDA 보급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자문위원 중 다품목 

조사 여부 및 자문위원의 그동안 조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5년 10월

에 50대의 PDA를 보급했음.

표 5-5.  PDA 보급 의향

대상 꼭 받고싶다 받고 싶다 주면 받겠다 받지 않겠다 계

모니터 인원 60 27 9 9 105

백분율(%) 57% 26% 8.5% 8.5% 100%

표 5-6.  PDA 보급 기종

대상 내비게이션 탑재 스마트폰 형 상관없음 계

모니터 인원 64 28 4 96

백분율(%) 67% 29%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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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2차 PDA 보급자 명단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박광원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장 락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박기원 주시 농업기술센터 우병용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정찬옥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김동일

목우촌 한덕규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상호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안두환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최승국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김기훈 남제주군 대정농협 김윤우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임정석 남제주군 구좌농협 양성집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최진호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손명수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최재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 김 석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박우청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석중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정대정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이혁재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안석경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김도형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배경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최석우

부산 명지농협 민병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은공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박만기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임재철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송기중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신상훈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최건호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양수정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박정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김윤호

대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조석재 나주시 남평농협 김도남

천시 농업기술센터 정철현 무안군 서남부채소농협 박동섭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조기동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문진주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조동석 장흥군 안양농협 위성종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김윤환 해남군 녹색유통 김민수

1.5. 2005년도 3차 보급

◦ 3차 보급 대상자 역시 수요 조사시 PDA보급에 적극적인 응답을 보인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보급대상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품목 담당 연

구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해 2005년 12월에 30대의 

PDA를 보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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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3차 PDA 보급자 명단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정성민 보령시농업기술센터 김양섭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김 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박갑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이후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김진근

덕군농업기술센터 황대식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박일동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김종완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오병호

충북원협 전일동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현구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조현욱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이 효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박경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문귀동

나주 배 원협 박석훈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박석환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손병태 내촌농협 강중구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최 희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 고봉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신연철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홍대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김종필 월군농업기술센터 고창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박용식 진도 고군농협 한형배

양시농업기술센터 이문헌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배철진

2. 2005년도 PDA 운  현황

◦ 2005년 3월부터 PDA를 이용한 관측조사가 정식으로 시작되어 12월 조

사까지 총 553건이 PDA를 통해 조사되었음. PDA를 보급받은 자문위원

은 대부분 PDA를 통해 관측조사를 했으나, PDA 고장 및 회선불량 등

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가 어려운 경우 웹조사로 대체하 음.

표 5-9.  PDA를 이용한 관측조사 건수 상위 5명 명단 

담당 품목 소속 성명 조사횟수

과일 진주시청 농업기술센터 신현상 27

과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마정모 24

과일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정 일 13

축산 현대유통 김하용 11

채소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최문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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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DA 사용실태 조사

◦ 2004년 PDA를 보급 받은 지역자문위원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결과 PDA 활용은 74%가량이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DA 

사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PDA 단말기의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또한, PDA를 이용한 관측 조사 시 불편한 점으로는 문자입력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PDA기

계 자체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오류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기타 건의사항으로 정기적인 PDA교육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PDA를 활

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과 지원요금 등을 늘려 다양하게 PDA를 

보다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표 5-10.  PDA활용 여부

대상 잘 활용함 활용함 관측조사만함 활용 안함 계

응답수 14 14 9 1 38

백분율(%) 37% 37% 24% 2% 100

표 5-11.  PDA 사용시 불편한 점

대상 크기 명의 조사불편
사용

어려움
고장 기타 계

응답수 16 6 5 3 3 5 38

백분율(%) 42% 16% 13% 7% 7% 13% 100

기타의견 : A/S센터가 먼 것, 사용 제약 조건이 많음 등

표 5-12.  PDA를 이용한 관측조사시 불편한 점

대상 시스템 에러 문자 입력 시간 소요 기타 계

응답수 10 18 4 6 38

백분율(%) 26% 47% 11% 16% 100

기타 : 조사완료후 확인불가, PDA가 커서 휴대하지 않을 때 조사못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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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DA를 활용한 관측조사 활성화 유도

◦ 기기 임대에 따른 연구원과 모니터간 약정서를 체결하여 PDA에 관한 

갑과 을의 관계를 명시함(PDA 유지보수에 관한 의무, PDA를 이용한 

조사 의무 등을 규정).

◦ PDA 법인명의에 따른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문위원의 요청

이 있을 경우 PDA의 명의를 모니터 개인명의로 변경하여 개인의 휴대

전화번호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함.

2.3. PDA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

◦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라 내구연수에 도달하기 전에 PDA가 구형 모델

로 전락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04년에는 PDA 단말기가 기존에 비해 많이 작아졌으나 여전히 휴대

전화에 비해 부피가 큰 편이었음. 2005년 초에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모

델인 사이버뱅크사의 X310(2005년 보급 기종)이 선보 으며 연말에는 

슬림화된 스마트형 PDA가 출시되었음. 따라서 PDA 기종을 해마다 바

꿔서 적용하는 방안은 유지보수 및 추가개발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되므

로 점진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가 가능한지 기술 검토 중임.

◦ 또한 PDA를 이용한 관측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지 농업관측지원정

보시스템(outlook.krei.re.kr)을 통해 조사 안내 문자메시지 확인, PDA 응

답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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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OLAP부문 1매 제안서

1. 1매 제안서의 목적

◦ 1매 제안서는 ｢2005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

상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할 목적에서 1매 제안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공함. 

◦ 1매 제안서 대상은 기존 2002년도에 구축된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

보 분석시스템(DW)｣과 2005년도에 신규로 구축되는 ｢GIS를 활용한 농

업관측정보 서비스 개발사업｣ 1년 차 개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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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매 제안서의 내용

◦ 가락시장 일일거래동향

◦ 농수산물유통공사 일일거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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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일일거래동향

◦ 가격 및 반입량 산출 방식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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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산지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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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감귤출하연합회 일일거래동향

◦ 성주공판장 일일거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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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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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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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도별, 연도별 생산정보(O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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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도별, 연도별 생산정보(GIS)

◦ 종간기상자료(O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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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간기상자료(OLAP)

◦ 종간기상자료(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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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GIS를 활용한 농업부문 정보화 현황

1. 해외 사례

가. 미국 USDA ERS 사례(http://www.ers.usda.gov/Data/)

◦ 그래프 형태와 지도 형태의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료 이용자들

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장 효율적인 자료 전달 방식을 선택함. 우측 메

뉴에 보면 주요 농업통계를 주식시세 형태로 ▲, ▼ 형태를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미국 농업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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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s of America 메뉴는 가장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지도 형태의 온라

인 서비스로서 미국 기본통계를 지도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미국농업에 

대한 손쉬운 이해를 유도함.

◦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국의 각 주를 대상으로 테이블, 지도, 그래프 형

태 중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출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 이 메뉴

의 경우 OLAP과 GIS서비스가 통합되는 것이 유리함을 알려 주는 대표

적인 사례임.

◦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Population and Migration

- Age and Sex

- Race and Ethnics

- Education and Attainment

- Households and Families

- Journey to Work

- Employment and Unemployment

- Income and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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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 데이터 중 [Population and Migration] 메뉴의 [2000-2003 Population 

Change] 메뉴를 선택한 화면임. 확대와 죽소 그리고 지도 이동 기능으

로 통계치와 지도의 통합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확대] 버튼을 클릭

한 후 텍사스 지역을 클릭한 후의 화면으로 텍사스주의 각 카운티별 

200년~2003년 동안의 인구 증감률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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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USDA -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Agricultural Charts & Maps서비스 

(http://www.usda.gov/nass/aggraphs/graphics.htm)

◦ County Maps서비스 외에 곡물, 축산, 농업경제지표, 연구부문 등에서 그

래프 서비스를 제공함. OLAP, 지도와 그래프를 이용해 정형데이터 형

태로 제공함.

◦ County Maps 메뉴내에 들어오면 각 연도별, 카운티별 곡물의 수확, 단

수등의 자료가 GIS 형태로 제공됨. 2003년도 옥수수 수확면적을 제공하

는 화면으로 그 기초단위가 카운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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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ABARE의 AGSurf 사례(http://agsurf.abareconomics.com/)

◦ Abare에서 분석에 활용하는 조사 자료를 관리하는 AGASurf의 홈페이지

는 조사 자료를 테이블 형태로 제공하나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활용함. 호주 농가 감소자료의 경우 정형화된 지도로 다음과 같이 GIS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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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Joint Agricultural Weather Facility 

(http://www.usda.gov/oce/waob/jawf/)

   ◦ U.S. Drought Monitor메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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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례

가. 한국 AFFIS의 기상정보 서비스

◦ 기상정보를 기초적인 수준의 GIS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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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분석도로서 진한 부분은 높은 온도를 나타내며, 주산지기상 서비

스로 과실류중 토마토 메뉴를 클릭한 후 토마토 주산지의 온도와 강수

확률이 지도와 함께 제공됨.

나. 농업기반공사 농지GIS(http://rgis.karico.co.kr/)

◦ 농촌지형정보, 농지종합정보등의 GIS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농지기반 

GIS 인프라임. 농림부 농지과의 통제를 받으며, 농업기반공사 정보관리

실에서 실무를 담당함. 현재 국토 대부분의 농지GIS가 구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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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IS 지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지 및 지역 지리정보 검색을 통해 세

부적인 농지현황까지 확인 가능함. 농지 종합 DB 구축현황으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농지 DB화가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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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PDA 지급 관련 서류 및 안내서

휴대정보단말기(PDA) 모니터 설문

[대상 : PDA 미보급 모니터]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올해 보급하게 될 PDA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연구원 관측정보센터에서 일부 지역자문위원(모니터)을 대상으로 PDA를 

보급하여 관측조사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2. 귀하께서는 PDA를 보급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 PDA를 받으시면 PDA를 통해 관측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1. 적극 받고 싶다  2. 받고 싶다  3. 주면 받겠다   4. 받고 싶지 않다

3. PDA 기종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1. GPS 네비게이션 기능이 포함된 모델(사이버뱅크 POZ-X310)

  2. 크기가 작은 스마트폰 형 모델

  3.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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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DA 보급과 관련해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대상 : PDA 보급 모니터]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PDA를 보급 받은 지역자문위원(모니터)을 위한 

조사입니다.

1. 귀하께서는 PDA를 적극 활용하십니까?

  1. 관측조사와 다른 용도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 관측조사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편이다.

  3. 관측조사만 활용하고 있다.

  4.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2. PDA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 크기로 인한 휴대의 불편함.    2. 명의 문제   3. PDA 사용방법의 어려움

  4. PDA를 이용한 관측조사의 불편함  5. 잦은 고장과 에러   6. 기타

3. PDA를 이용한 관측조사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1. BCP서비스의 에러   2. 문장입력의 불편함   3. 조사시간 과다소요   

  4. 기타

4. PDA를 통해 연구원에서 정보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정보를 받기 원하십니

까?

  1. 연구원 발간자료   2. 관측정보  3. 둘다  4. 없다  5. 기타

5. PDA 사용과 관련해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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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정보단말기(PDA) 임대 계약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지역 자문위원(이하 “을”이라 한

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휴대정보단말기(PDA)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휴대정보단말기(이하 

“PDA”라 한다)를 임대하고 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

과 갑과을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의 목적물)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임대하는 PDA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사이버뱅크 POZ-X310 단말기 1대 및 그 부속품

제4조   구체적인 내용물은 ‘PDA 구성품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한다.

제5조   (보증금 및 임대료) 갑은 을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PDA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인도) 갑은 을로부터 본 계약서를 받음과 동시에 본 PDA를 을에게 인도하

기로 한다.

제7조   (임차인의 의무) 갑과 을은 본 PDA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8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본 PDA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부품의 교체대금, 소모품 대금 등 본 PDA에 드는 통상의 관리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을이 본 PDA를 훼손, 망실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을이 본 PDA의 수리를 요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이를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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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을은 갑의 허가 없이 본 장비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 수 없다.

제13조   을은 한시적으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사유

를 갑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구적으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

능할 경우 그 즉시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고 PDA를 반납해야 한다.

제14조   (임차인의 권리보장) 갑은 을이 본 PDA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 PDA에 대

해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제3자가 을

에게 본 장비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갑이 모

든 문제를 해결하여 을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계약기간) 임대차 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을이 전근, 보직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조사업무의 수행이 불가

능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

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서울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제17조   (특약사항) 갑과 을은 본 PDA를 통해 진행하는 연구원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8조 을은 본 PDA를 통해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9조 PDA로 설문조사에 응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대체 수단(팩

스, 이메일, 유선전화)을 통해 설문에 응한 경우에 한해, 해당 달(月) 

PDA의 기본요금, BCP요금, 가입비를 사례로 지급한다.

제20조 을은 본 PDA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세 차례 이상 조사를 실

시하지 않았거나 연간 조사 횟수의 1/3에 해당하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강제로 을의 PDA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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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을은 본 PDA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수단(팩스, 

이메일)을 통해 응답하고 그 사항을 연구원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갑은 설문조사 실시횟수의 9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답을 한 

을에 한해, 조사가 없는 달(月)의 기본요금, BCP요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임대인  (갑)

주소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 : 최  정  섭    (인)

임차인 (을)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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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자문위원 PDA 지급 동의 안내서

1. PDA기종 및 기능 

  LG SC8000 (2004년 4월 출시)

  MP3, 녹음, 카메라(110만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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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가능)

  * 조사 사례금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3. 번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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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동통신(016, 018, 019) 고객은 기존 사용하던 번호로 개통가능함. 

4.  기타사항

  PDA는 연구원 명의로 개통 후 개인에게 지급. 요금납부는 개인계좌를 연계함.

  자세한 내용은 향후 약정서를 참조.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보화팀 김홍원(02-3299-4184, 011-9897-6065) 

연락바람. 

위 조건에 따른 PDA사용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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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인적사항 ( 성함:            소속:                 )

지역자문위원                                         (서명)

  본 안내서를 읽고 PDA사용에 동의하시는 지역자문위원은 신속하게 전화, 팩스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첨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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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지급에 따른 약정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갑’)과 농업관측 지역자문위원(‘을’)은 다음과 같이 PDA를 

이용한 산지정보 수집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약정하며 약정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

수한다.

1. PDA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의로 개통하여, 지역자문위원에게 무상으로 지급

한다.

2. PDA를 지급받은 지역자문위원은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산지정보 수집에 관한 조

사를 PDA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3.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PDA를 통해 응답하 을 경우 해당 달의 기본요금

을 연구원에서 부담한다.

4.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90% 이상 PDA로 응답한 경우에 한해, 조사가 없는 

달의 기본요금도 연구원에서 부담한다.

5.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세 차례 연속으로 불응답하 을 경우 연구원에서는 

강제로 PDA를 회수할 수 있다.

6. PDA를 지역자문위원에게 인계한 이후, PDA의 유지보수, 망실, 손괴에 따른 비용

은 지역 자문위원이 직접 부담한다.

7. 지역자문위원은 부득이한 경우(전직, 이직 또는 연구원이 인정하는 조사불능사유)

를 제외하고, PDA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간 PDA를 통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단, 연구원 정책상 그 기간 및 조사 방법은 변경이 가능하다.

8. PDA를 이용한 조사를 성실히 진행한 경우, 3년 후 PDA는 개인명의로 전환한다.

9.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약정은 아래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다.

2005.    .    .

갑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을   주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원장  최  정  섭   (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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