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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안정적인 자료 수집과 가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웹조사시스템(DB)”과 2005년도에 구축된 “농업관측통계정보

시스템(OASIS)”은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의 핵심 축으로서 농업관측사업의 디

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는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산

물 물류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관측사업에 활용할 것인지 연구하는 사업이

다. 이 연구는 산지, 도매, 소매, 저장단계에 걸친 각종 물류정보의 현황과 특

성을 파악하고, 그동안 관측사업에서 소외되었던 물류정보의 가치를 확인하

여 관측사업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2006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인 ‘물류

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짧은 연구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출해 준 품목 담당자들과 ‘전국도매시장 일일반입량 정보화사업’을 

수행한 농림수산정보센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2006.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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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관측을 위한 농산물 물류정보수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 유관기

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물류정보도 일부 도매시장 반입량정보로 한정되

어 있어 물류정보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주요 농산물의 저장 및 물류활동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보

기술을 검토한다. 또한 농업관측에 필요한 농산물 물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물류정보수집체계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물류정보시스템을 2008년까

지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 

물류유통의 주체들이 통합적인 사업 형태로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수송, 물동량의 경우 단순히 농업 유통에만 한정할 수 없고 다른 산

업과 연계된 통합정보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물류정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 연구는 1) 농산물 물류정보에 대한 정보수요 현황과 활용 방안을 마련

하고, 2) 농업관측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농산물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3) 장기적인 물류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RFID를 활용한 차

세대 물류정보 수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류정보는 농업관측업무를 위한 품목 담당자용 콘텐츠로서 개발하며, 이

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콘텐츠(OLAP)와 지리정보콘텐츠

(GIS)로 구현한다. 가공콘텐츠와 지리정보콘텐츠의 정확한 이해와 요구를 형

상화하기 위해 1매 제안서를 품목 담당자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하 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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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품목 담당자가 요구하고 사용할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측 품목 담당

자들이 직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업무진

행이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RFID를 활용한 차세대 물류정보 수집방안은 지금까지 검토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농업물류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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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a System for Collecting and Processing Data
 on Agricultural Commodities Logistics 

The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Center has developed information 

systems to collect and process data efficiently since it was founded in 1999. 

Especially the Agricultural Outlook Web-Survey System(DB) developed in 

2004 and the Outlook & 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OASIS) 

developed in 2005 construct the main body of information system of the 

Agricultural Outlook Program.

This study is to design a system for collecting and processing data on 

agricultural commodities logistics. The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s to 

collect data and process them in an efficient way. 

The report consists in three main sections: 1) situation of Korean 

agricultural logistics data and its usage, 2) alternatives to collect and process 

data for agricultural logistics, and 3) applicability of RFID for collecting data. 

Researcher: Yong-Sun Lee, Jea-Hwan Kim, Mi-Sung Park, Young-Gu Park

E-mail: ys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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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에 대한 필요성

1.1. 연구배경

◦ 농업관측을 위한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

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또한 농업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물류정보는 일부 도매시장 반입량정

보로 한정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가락시장의 반입량 정보만 파악하다 보니 당해연도의 생산량이 증가했지

만 가락시장의 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전국적인 상

황을 볼 수 있는 물류(반입량)정보가 필요함.

◦ 기존 농업관측사업에서는 물류․저장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저장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정기적인 설문조사방식에 의존하 음. 그러나 부

정기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상업

적인 목적을 위한 역정보까지 관측사업에 향을 미칠 위험성에 노출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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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배, 단감 등 저장과실은 일년에 1~2회 부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음. 그러나 관측연구에만 이용된다는 점 때문에 저장업체의 신뢰가 

낮아 부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도 함. 또한 응답을 거부하기도 함.

- 저장업체의 변동 사항이 많은 편이어서 조사리스트 관리가 원활하지 않으

며, 저장업체 명단 재정비 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정기적인 물류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인프라

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물류정보 현황과 수집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인 구축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대표적인 물류정보인 도매시장 반입량과 소매 물류자료(POS자료, 소비

자 조사 자료)에 대한 자료 타당성과 활용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장기

적으로 이를 활용한 관측 기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춤.

1.2. 선행연구

◦ 『농업관측사업 실행을 위한 기초 연구』(오치주외,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1995)는 농업관측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목록을 제시하며 이

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제안함. 통합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DB)에서 유통 subsystem자료로서 물류유통자료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음. 이때 제안된 물류유통자료로는 수송/보관/가공/유통경로/재고 

등이 있으며, 산지/도매/소매시장 자료로서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관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로 언급하고 있음.

◦ 그리나 동 연구는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

하고 있을 뿐 물류정보와 같은 특정 정보의 수집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저장기술

과 물류시스템의 고도화로 유통 물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정보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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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연구』(이정환외,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01)는 농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 정보시스템

의 활용방안과 구축방안에 대해 언급함. 이 중 제4장 농산물 유통종합

정보시스템 구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의사결정과정과 그 대상과 주체

에 대한 정의와 함께 업무프로세서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음. 

◦ 이 중 물류부문에 대한 언급은 물류표준화와 출하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물류표준화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각종 물

류표준화 노력이 출하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인프라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물리적인 물류표준화방식으로 정보의 표준

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못함.

◦ 그리고 물류정보를 산지, 유통, 소비지관점에서 정보생산 역을 제시하

고 있음. 산지의 경우 전산화가 구축되지 않은 산지공판장, 산지물류센

터의 물류․저장정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유통물류의 경우 저장량, 물동

량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함. 특히 저장정보는 전산화된 저장정보수집이 

아닌 조사체계구축으로 수집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장정보 전

그림 1. 통합농업관측정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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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제5장 하부시스템 3. 물류정보시스템에서는 제4장 농산물 유통종합정보

시스템 구상에서보다 좀 더 세부적인 정보 수집방법에 대해 제시해 주

고 있음. 예를 들어 물동량의 경우 도매시장/농협물류센터, 저장정보의 

경우 저장업체와 모니터(Agent)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위에서 제시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선

행되어야 하며, 각 물류유통의 주체들이 통합적인 사업 형태로 참여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수송, 물동량의 경우 단순히 농업 유통

에만 한정할 수 없고 다른 산업과 연계된 통합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물류유통정보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

안임.

그림 2. 물류정보시스템 구상

◦ 지금까지 제시된 두 선행 연구는 농업관측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적인 연구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농업관측에 특화되고 품목 담당자가 품

목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물류정보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 『인터넷을 이용한 원예산물의 저장․유통정보 시스템의 개발』(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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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02)은 위의 두 선행 연구에 비해 저장정보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출하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저장이 

가능한 원예산물의 특성을 활용한 출하의사결정 지원정보시스템의 구

축사례를 제시함. 특히 이 연구의 경우 저장정보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

니라 저장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저장가능기간을 예측하게 해 주

고 이를 통해 출하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이러한 저장정보 활용 메커니

즘은 개별 저장업자에게는 출하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전체 시장 측

면에서는 가격관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장가격

과 비교를 통해 품질 변화에 따른 판매가격 예측도 가능함.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물류정보 수집체계연구는 단순한 정보 수집뿐

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한 출하의사결정 지원기능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물류정보사업은 신기술과 물류정보가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함. 선진국 물류정보관리는 주로 축산물에 집중

되어 생산이력제 또는 질병관리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으나 동시에 실시

간 물류정보관리도 병행하는 형태임.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바코드, 

RFID, 위성 등을 활용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정보와 이력추적시

스템을 구축함. 미국의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호주의 

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cheme, 이탈리아의 ePass등이 그 사례로 

들 수 있음. 

2. 물류정보 수집체계 구축의 의의와 기대효과

2.1.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구축 필요성

◦ 농산물의 수입개방, 생산의 불안정성 그리고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

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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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정책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보가 생산, 유통,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 가격에 많

은 향을 미치는 저장․물류정보만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사실임. 

◦ 웰빙으로 불리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잔류농약, 질병(광우병, 구제

역, 조류독감 등), 원산지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

나 저장, 물류단계에서는 신뢰성 있는 생산이력정보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음. 즉, 물류흐름은 존재하나 물류정보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 정책 담당자들의 올바른 정책 결정과 생

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물류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농산물의 국제교역이 증대로 인해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을 위한 물류․

저장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각국의 농산물 시장은 상호 향을 주고받고 있

으며, 검역 및 식품 안전, 실시간 방역 등에 있어서도 물류․저장시스템에 

대한 정보 필요성이 극대화됨.

- 원산지증명과 추적을 위한 생산단계 물류․저장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시스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과 수급에 관련된 공공의 이

익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물류․저장정보의 경우 가격정보와 연관되어 소수만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왜곡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물류․저장정

보의 공개와 활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물류․저장물류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정보의 왜곡과 부정확한 정보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이 함

께 제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기존의 반입량 통계에 의존하는 저장물류 통계가 신뢰성있고, 시장에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물류저장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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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실시간 통계는 이를 활용한 각종 정책자료의 기초가 되는 통계

분석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해지며, 실시간 관측으로도 확대가능함.

◦ 정책타이밍과 의사결정타이밍을 제공하는 실시간 지능형 물류․저장 

정보서비스의  효과가 기대됨

- 실시간 지능형 물류․저장 정보서비스는 최근 농산물의 최대이슈인 안전

한 농산물(생산이력제) 과 가격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정보 인프라임.

- 실시간 지능형 물류․저장 정보서비스는 기존 정보 수집체계가 지니는 정

보 수집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확보된 정

보는 정책과 의사결정 타이밍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임.

2.2. 구축목적

◦ 주요 농산물의 물류․저장활동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

보기술을 검토하여 농업관측 등 유통 관련 사업에 필요한 농산물 물

류․저장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2.3. 기대효과

◦ 2005~06년도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 농산물 물류정보에 대한 정보수요 현황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농업관측사업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한 농산물 물류정보 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2006~08년도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 농산물 물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정보와 일부 도매시장 반

입량정보에 국한된 농산물 거래정보를 확대함. 이를 통해 농업관측의 정확

도를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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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물류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연차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05 ‘06 ‘07 ‘08 ‘09

사업개요 기초연구 반입량정보 물류정보 저장정보 무상보증

예산

개발비 50 75 75 75 -

구축비 - 15 - - -

감리비 - 10 10 10 -

유지보수 - - - - -

합계 50 100 85 85 -

3.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 사업개요

3.1. 사업개요

◦ 사업명: 『물류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1년 차 사업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

◦ 주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 사업기간: 2005 ~ 09년 5년간

◦ 예상 사업예산: 320,000천원(연구 및 개발비 포함)

3.2. 사업범위

 ◦ ｢저장 및 물류정보 수집시스템 개발｣사업의 구축범위는 다음과 같음.

-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1년차)

-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및 출하지 정보시스템 개발(2년차)

- 전국 농산물 물류 정보시스템 개발(3년차)

- 전국 농산물 저장 정보시스템 개발(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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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체계 연구｣범위

- 농산물 물류정보 현황 및 기술현황

- 선진국의 물류정보 수집․활용사례

- 농산물 물류정보 수집을 위한 전략

- 전국 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수집체계

- 전국 소매 POS 정보 수집체계

- 전국 저장정보 수집체계 

3.3.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농업관측대상 품목과 관측예정 품목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국내외 물류정보 정책자료, 기술자료, 연구 자료, 농업물류정보 

관련 연구자료

- 외부위탁연구: 전국 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위탁기관 :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 유관 기관 협력 협의회 개최: 전국 도매시장 전산담당자 협의회, 농업물류

정보 관계자 자문 협의회, 물류정보기술 전문가 자문 협의회

- 자문위원 활용: 물류정보부문 (AFFIS, 송민  대리), 물류기술부문 (농림부, 

문광규 전산사무관)



10

제 2 장

농산물 물류정보 현황과 수집방안

1. 농산물 물류정보 현황

1.1. 농산물 물류정보화의 현황

◦ 농산물 유통 정보는 농림부의 유통 정보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음. 이 

시스템에 의하면 산지 및 소비지 공판장은 농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각각 조사를 담당하며, 이를 농림부가 집계하는 

방식으로 유통 정보를 수집함.

-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외에 각 전국 32개 농산물 도매시장은 각각의 시

스템을 통해 거래와 정산정보를 집계하여 공개함.

◦ 농협과 농협유통은 자체 필요성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의 도매

가격과 하나로클럽의 소매가격을 수집․분산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

공사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자료를 수집․분산함.

◦ 농산물 유통정보는 농림부,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농협, 농수산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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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산

시키고 있음.

◦ 가격이외 생산, 기술, 해외, 무역, 전망정보 등 유통에 필요한 정보는 농

림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상청, 농협,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수집․분산됨.

◦ 2006년부터 농림부는 유통국을 중심으로 RFID를 활용한 물류정보화를 

위한 RFID 표준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자동

화되고 지능화된 농산물 물류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농산물 물류 정보화는 가장 정보화가 진행되지 않은 역임. 통계, 관

측, 유통정책부분에서의 정보수요가 크나 실제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한정됨.

◦ 농산물 물류정보는 도매시장 반입량정보에 의존함. 따라서 실제 산지에

서 출하되어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흐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못함. 

- 실제 물류정보 수집을 위해 출하시점에 출하예약제도 등 제도적 방안만

이 강구되고 있으나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보로서의 가치는 전무한 

실정임.

- 물류정보의 현황과 생산이력제 현황 파악을 위해 수입 쇠고기와 한우 

등을 대상으로 한 RFID(전자태그)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생산이력정

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물류정보화에는 부적합

한 실정임.

◦ 농산물 물류단위로 플라스틱케이스, 박스 포장 그리고 팔레트 등을 활

용하고 있으나 정보인프라와의 통합성은 전무한 실정임.

◦ 농산물 저장 정보화는 저장업체 단위로 진행되어 전국적인 범위나 품목

단위의 일관된 정보 수집체계 없어 정보 수집에 한계를 나타냄. 또한 저

장정보의 품질도 상업적 이익과 연관되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그 밖의 관측품목의 경우도 비슷하나 특히 쌀의 민간재고량 통계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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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되나 일관된 조사와 통계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지 못함.

◦ 산지저장시설, 저장업체, 도매시장저장시설 등의 저장 관련 정보와 품질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제도적 법적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음. 또

한 저장업체 정보화 현황에 대한 기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음.

1.2. 농업관측사업에서의 물류정보 활용

◦ 농업관측사업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는 해외, 소비, 가격, 생산, 산지, 저

장/물류정보 등임. 이 중 가격과 생산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된 관측정보

화는 물류/저장정보부문으로 확장할 계획임.

그림 3. 농업관측정보시스템 목표 개요도

◦ 이 중 물류정보는 “가락시장 반입량 자료의 잠정치와 확정치” 자료를 

아피스와 가락동 도매시장을 통해 수집하여 관측사업에 활용하고 있으

며, 저장정보는 각 품목별 저장업체 조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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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있음.

◦ 물류․저장정보는 현재 가격자료와 생산량정보에 대한 보조적인 자료

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보의 수집체계도 개별 품목 담당자가 필요한 도

매시장의 담당자로부터 수작업을 통해 수집함.

1.3. 농산물물류 정보화의 문제점

◦ 가격 위주의 유통 정보 수집, 분산구조를 지니는 현재의 정보구조에

서는 물류흐름에 있거나 저장중인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물량 및 품

질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함. 정확한 단기 농업관측을 위해서는 물

류, 저장 과정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물량 및 품질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 물류․저장정보의 품질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 번째, 실시간으로 정보의 수집과 분산이 가능해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정확한 전망이 가능함. 물류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가치가 

존재하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정보가 

필수적임.

- 두 번째, 저장 상태를 비롯한 저장농산물의 품질정보가 물량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품질정보의 경우 저장중인 농산물의 환경(온도, 습도 등)과 

이를 반 한 부패정도와 상품정도가 반 된 형태의 정보여야 함.

◦ 물류․저장정보의 수집을 위한 기초단계로 저장, 물류기관의 정보화 인프

라와 조사방식을 활용하며, 장기적으로 RFID, 모바일통신 그리고 스마트 

파레트를 활용한 실시간 저장․물류 정보시스템의 정보 수집이 요청됨. 

- 조사방식은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장, 물

류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활동이므로 정보 수집에도 한계가 있

음. 따라서 궁극적으로 저장, 물류정보 수집은 정보 인프라에 의존하는 방

식이어야 함.

- 실시간 저장, 물류정보 제공단위로서 스마트 파레트를 권고함. 스마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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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의 경우 위치, 품목정보뿐만 아니라 생산이력정보, 환경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물량, 품질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정보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실현가능한 사

항으로 추상적인 정보요구 사항으로 장기구상이라는 한계를 지님. 본 

연구와 사업은 ’09년까지의 중기 정보화사업이므로 다음과 같은 실현 

가능한 물류정보화에 초점을 맞춤.

- 산지물류정보는 산지의 산지공판장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산지 출하

물류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직접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과 

중간상인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량 그리고 소매상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은 

확인할 수 없으나 기존의 산지공판장의 정보인프라를 이용하여 손쉽게 정

보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도매물류정보는 물류정보의 핵심으로서 전국 32개 도매시장의 반입량

과 출하지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의 품목별 출하 거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기존 도매시장은 농업부문 중 가장 정보화수준이 높고 AFFIS

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물류정보 수

집방안임.

- 소매물류정보는 판매량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함. 판매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POS자료와 표본소비자의 기장식 장부조사를 통해 가능할 것

으로 보임. 유제품과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바코드방식으로 판매 

정보가 손쉽게 수집되는 POS자료를 활용할 경우 높은 신뢰성의 정보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선 농산물과 신선 축산물의 경우에는 판

매점별 바코드방식이 상이하므로 일정 규모이상의 표본 소비자를 이용한 

조사방식이 더 유리함.

- 저장조사는 RPC와 APC의 저장물량 정보를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기

장식 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 각 저장창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상업정보로서 정보 접근이 어

려움. 따라서 설문조사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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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물류정보

2.1. 산지물류정보 활용현황

◦ 농업관측 과정에서 산지정보는 산지의 생산면적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

루어짐. 산지 물류정보에 해당하는 산지 출하량과 산지공판장 거래량 

정보는 지금까지 중요시되지 않음.

◦ 그러나 도매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산지 출하량정보와 산

지공판장 거래 정보는 가격예측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기본적인 활용 방안은 주산지의 물량을 파악하여 생산량이나 출하량 전

망하는 것임.

- 과일팀에서는 산지유통시설의 물량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한다면 산지유통센터의 물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정보

-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mis.co.kr)에서 제공 중인 농산물 유통 정보

를 통해 유통시설과 산지시설검색이 지역별로 가능함.

- 검색 가능한 산지유통시설로는 농산물 유통시설 전체에 대하여 설치재원 

및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전수조사한 결과로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저

온저장고, 개량저장고, 간이집하장, 경매식집하장, 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

합유통시설 및 청과물종합처리장 포함)등임. 

◦ 산지정보에 대한 품목 담당자들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지조사

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부가적으로 산지 유

통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희망수준의 요구이

고, 아직은 그 정보 활용에 대해 명확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2.2. 산지물류정보 수집 방안

◦ 산지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산지유통시설 현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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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한 파악과 산지유통시설의 정보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

- 산지유통시설로는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개량저장고, 산지공판장(경매식 집하장 포함)등이 있으며, 이 

중 정보화를 기반으로 산지 가격 및 출하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은 경매식 집하장임.

- 산지공판장(경매식 집하장 포함)은 전국에 약 6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가야농협공판장 외 약 20여 개 집하장의 반입량 정보가 아피스의 출하

넷을 통해 2006년도부터 제공되고 있음.

- 출하넷을 통해 제공되는 경매식 집하장의 반입량정보는 농협 산지공판장

(경매식 집하장 포함) 정산결과(거래량)을 기초로 삼아 농협중앙회를 통해 

집계하여 아피스의 출하넷에서 정보서비스가 제공됨.

-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는 단순 조회방식으로 품목 담당자들이 원하는 형태

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품목 담당자의 요구를 반 한 정

보가공시스템이 필요로 됨.

표 2. 산지유통시설 지역․형태별 현황, 2006. 3
단위: 개

구 분 계 산지
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
집하장

개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계 15,527 208 9,881 561 609 470 3,530 204 64

부산 33 3 13 4 0 0 13 0 0

대구 40 0 18 0 0 0 22 0 0

인천 176 0 165 1 1 0 8 1 0

광주 88 1 66 4 0 3 14 0 0

대전 74 1 65 0 0 0 8 0 0

울산 154 3 122 2 6 13 8 0 0

경기 1,989 10 1,802 31 5 5 86 50 0

강원 1,747 22 1,064 21 2 23 488 127 0

충북 1,221 6 629 190 13 2 378 3 0

충남 1,583 28 575 90 2 9 866 11 2

전북 921 15 608 19 4 6 262 3 4

전남 3,146 43 2,424 56 22 149 450 2 0

경북 2,424 39 1,557 67 37 200 482 4 38

경남 1,264 23 700 59 47 58 354 3 20

제주 667 14 73 17 470 2 91 0 0



17

◦ 경매식 집하장 외에는 저장 관련 시설이거나 간이집하장 형태이므로 적

절한 정보화가 불가능함.

- 산지유통시설의 운 주체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작목반, 농가, 농회 

단위임. 따라서 경매식 집하장을 제외한 산지정보는 작목반 단위의 산지표

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그 외에 산지농협과 농법인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니터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임.

◦ 산지정보는 경매식 집하장의 정보화 인프라와 운 주체를 통한 정보 수

집방식이 효과적임. 산지정보화는 기존의 도매시장 정보화와는 달리 운

주체와 정보화 수준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정보 수집방안을 강구하

게 될 것으로 판단됨.

표 3. 산지유통시설 지역․운 주체별 현황, 2006. 3
단위: 개

구 분 계
산지

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이

집하장

개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계 15,527 208 9,881 561 609 470 3,530 204 64

작목반, 농가

농회
12,117 0 8,680 323 360 414 2,233 104 3

농법인 1,118 81 468 62 45 32 423 6 1

회원농협 1,293 105 248 100 72 12 663 38 55

지자체(농협) 7 7 0 0 0 0 0 0 0

지자체(기타) 5 5 0 0 0 0 0 0 0

기타 987 10 485 76 132 12 211 56 5

주: 1) 회원농협은 농협, 원협, 감협 등 

  2) 기타는 화훼단지, 농촌지도자회, 마을회, 저장업체, 유통업체,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을 말함. 

 3) 상기 데이터는 실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통계자료로서 보도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4) 저온저장고는 산지유통시설 종류의 저온저장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전국의 공 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중 출하지 정보를 분석하여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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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별 출하정보를 수집함.

◦ 작목반, 농가, 농회등은 표본농가로 활용하며, 기존의 모니터체계를 

개선하여 농법인과 회원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산지 모니

터 그룹을 확대 개편하여 조사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함.

3. 도매물류정보

3.1. 도매물류정보 활용현황

◦ 농업관측 과정에서 도매물류정보는 도매시장의 반입량정보에 초점을 

맞춤. 특히 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락시장 반입량을 그 대표적

인 지표로 활용함.

◦ 전국도매시장중에서 차지하는 가락시장 반입량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

라 가락시장 반입량의 대표성이 줄어들고 출하지 정보를 수집할 수 없

는 한계로 인해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3.2. 도매물류 관련 요구정보

◦ 전국 도매시장 반입량

- 채소팀의 경우 기존 도매물류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듯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장별 반입량이 금년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일목요연한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 활용빈도가 클 것으로 보임.

- 또한 가급적이면 과거의 기간별 시장반입량 및 가격정보도 빠른 시간 내

에 현재 정보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으면 함.

- 전체 생산량 중에서 도매시장 경유율 파악에 도움이 됨.

◦ 반입량 자료와 가격자료의 통합제공

- 전국 도매시장의 반입량과 거래금액, 품목별 가격을 요구함.

- 도매시장별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입량으로 나눠서 단가를 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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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별 단가의 추이를 알 수 있음. 

- 지역별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입량으로 나눠서 단가를 구해 지역별 단가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 전국도매시장의 반입량만 안다면 전체적인 출하량의 추이를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국을 대표할 가격이 없어 월보에서는 어떤 가격을 제시

해야 할 것 인지하는 문제가 발생. 전국 도매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가격

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반입량은 전국의 모든 공 시장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와 함께 제공

되길 원함.

- 또한 품목별로 판매단위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단위로 환

산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인가가 의문임(예를 들면, 마늘의 경우 kg가격으

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접가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마땅한 가격조

정 방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도매 물량과 가격만 정확히 파악되어도 관측업무에 매우 유용할 것

으로 보임.

-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하는 방식으로 품목, 품종, 도매시장, 지역, 

설정된 기간 등의 정보가 함께 되길 요구함.

- 일별 반입량 정보도 궁금하겠지만 특정 기간에 어떤 품목이 어느 지역에

서 얼마나 반입되었는지가 궁금하며, 합계와 거래금액도 보여줄 수 있었으

면 함. 

◦ 제공 정보 형태

- 연월별 총반입량 및 거래량 및 가격 그래프(기본사항)

- 월별, 지역별 반입정보(신규 주산지 및 재배 감소지역 파악, 수입품목 상장

도 포함)

- 시장별(전국, 지역시장별)․품목별 차량 진입정보(예, 4월 배추 5톤 트럭 

진입이 평년 몇 대, 작년 몇 대, 금년 몇 대 → 차량을 그래픽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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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매물류정보 수집을 위한 필요조건

◦ 품종별로 세부적인 반입량 정보생산 가능여부

- 도매법인에서의 준비와 인식의 재고가 필요함. 예를 들면 각 도매법인은 

입력 프로그램이 상이하고, 실제입력을 담당하는 업사원의 인식이 부족

하여 정확한 출하지와 품종을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확

한 품종 반입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력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업담당자, 경매사, 경매보조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출하지의 경우 정확한 입력이 힘든 경우 도매시장 지역을 출하지로 입력

하는 경우 많음. 품종도 정확한 품종을 입력하지 않고, 품목을 포괄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 농협의 경우 금융기관 특성상 네트워크를 열지 않으므로 메일로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확한 반입량 정보 입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상장예외 품목도 반입량에 넣어줄 필요가 있는가?

- 농안법에 따라 양이 적거나 희귀품목일 경우 비상장 예외조항에 따라서 상장

되지 않음. 이러한 물량도 많고, 중도매인들이 자체적으로 따로 정산하고 있는

데 이 물량도 반입량 전체량에 포함되어야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반입량 전체량 = 정산DATA + 비상장품목”임. 따라서 정확한 전체 반입

량 정보를 위해서는 비상장품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실시간 반입량정보 제공이 가능한가?

- 정산DATA는 사후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반입량자료의 경우는 사전정

보로서의 가치가 있음. 따라서 실제 반입량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

이 더 정확할 수 있음. 

- 실시간 반입량 사업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라 판단

되며, 금번 사업의 경우는 월별 단기 관측에 활용하는 수준임.

- 가락시장의 경우 시범적으로 실시간 반입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비 중

에 있으며, 이를 활용할 경우 좋은 컨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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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량정보의 제공이 수도권 도매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나?

- 현재 가락시장이 10시에 가격 형성을 한 이후에 타 수도권 도매시장이 경

매를 실시하는 등 가격 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입량정

보의 공개가 수도권 도매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특히 가격

이 가락도매시장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락시장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가속

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됨. 이러한 문제는 무, 배추와 같이 품질의 차이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음.

◦ 독립적인 서버 필요, 서버부하 문제 그리고 보안성 검토 등 전산적 문

제에 대한 문의

- 독립적인 서버는 필요치 않으며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서 해결됨. 또한 서

버부하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수준이라 판단됨.

3.4. 도매물류정보 수집 방안

◦ 전국도매시장 일일반입량 정보화 사업을 통해 도매시장 반입량과 출하

지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함.

◦ 전국 도매시장 전산담당자 협의회를 통한 도매시장 반입량 자료 신뢰성 

향상 독려

- 정산DATA만으로 반입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정산DATA를 활용하도록 하

겠으나 독립적인 반입량 산출 데이터 전송방식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정산DATA의 경우 자료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상장예외품목

의 경우 반입물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 장기적으로 품목, 품종, 출하지에 대한 정확한 입력을 위해 전체적 차원에

서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교육, 홍보 프로

그램 개발은 본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나 지속적으로 사업화의 필

요성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입량정보와 정확한 반입량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사업의 경우 실시간 반입량정보는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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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 도매시장의 반입량 및 가격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한 후 품목 담

당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제공함.

◦ 도매물류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자료입력을 담당하는 도매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로 됨. 정확한 자료입력이 농업관측사업과 가

격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가격자료는 전국대표성을 지니는 가락시장의 자료를 활용하고, 장기적으

로 전국 도매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가격의 개발이 통계적으로 필요함.

4. 소매물류정보

4.1. 소매물류정보 활용현황

◦ 2004년도에 구축된 소비자 패널을 기초로 분기별 팀별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매 동향을 조사함.

◦ 조사문항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기장식 조사가 아니어서 일관된 조사가 

불가능하고, 필요시에 단편적인 소비 동향조사만을 진행하여 보조적인 

자료로서 관측에 활용함.

◦ 단편적으로 POS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한된 품목의 제한된 

기간에만 활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품목전망에 활용해

야 하는 최근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4.2. 소매물류 관련 요구정보

◦ 소매물류정보의 핵심은 정확하고 일관된 소매정보 현황 파악임. 이를 

위해 세부 품종별 구매량과 구매단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 소비량 중에서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POS자료를 통한 소매물

류정보에 관심이 있으나 POS자료 특성상 바코드를 통한 자료 수집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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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인해 소비자 패널을 활용한 조사방식도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매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살펴보면 POS자료, 소비자 패널 등의 시연에

서 제기한 품목 담당자들의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관측업무 신뢰성 재

고의 참고사항 정도로만 사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3. 소매물류정보 수집 방안

◦ POS자료 방식에 대한 선호

- 과거 검토된 POS자료의 부정확성과 유통업체간의 상이한 바코드로 인해 

신선농축산물의 경우 정확한 POS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함.  우유와 

같이 공산품방식으로 제조되는 품목의 경우 바코드가 통일되어 있으므로 

POS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궁극적으로는 전체 유통량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POS자료로의 소비

자 물류정보 수집방식이 선호되나 공산품과 같이 생산되는 우유, 김치 등 

한정된 상품에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소매물류 수집방식

으로는 부적절함.

◦ 소비자 패널 조사에 의한 정보수집방식

- 일정 규모의 표본 소비자를 기반으로 기장식 조사를 하는 방식임. 전체 신

선물시장에 대한 소비정보를 추정할 수 있음.

- 공산품의 경우 간편하게 기장이 가능하나 신선물의 경우 단가, 무게, 등급 

등이 상이하고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장식 조사에 한계가 있음.

◦ 필요 자료 목록

- 기본적으로 관측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1. 품종 및 등급, 2. 구매물

량임. 그러나 1, 2 조사 항목 모두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표본에 대한 교육과 구매물량을 

달 수 있는 저울 등에 대한 보급이 필요함.

◦ 자료의 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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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관측정보에 반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TNS사에서 제시하는 방식인 1달 정도의 자료 수집시간은 줄일 필요가 있음.

◦ 자료 수집방식의 병용

- POS자료 수집방식과 소비자표본 자료 수집방식을 병용함.

- 품목의 특성에 따라 우유, 김치와 같은 품목은 POS자료로 수집하고 기타 

자료는 소비자 표본방식으로 소비물류정보를 수집함.

◦ 소비자표본방식의 개선

- 기장식조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시스템 투자가 필요함.

- 저울과 품목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표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가 가능하도록 함.

- 현 농업관측정보센터의 표본소비자를 활용할 것인지 TNS사의 표본을 이

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4.4. POS자료 활용의 부적절 사례

◦ 유통업체간의 상이한 바코드로 인해 신선농축산물의 경우 정확한 POS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함. 궁극적으로는 전체 유통량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POS자료로의 소비자 물류정보수집방식이 선호되나 공

산품과 같이 생산되는 우유, 김치 등 한정된 상품에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소매물류 수집방식으로는 부적절함. 다음은 이러

한 POS자료의 부적절한 사례를 참고한 것임.

◦ 사과의 소매물류 전체를 대표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 사과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과 다른 양상을 보임. 

- 2004년 4월 18일(4주간)과 2005년 3월 27일(4주간), 2005년 5월 22일(4주

간)의 물량비중이 높음.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은 사과 출하가 시작되

는 8월부터 익년 1월까지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는 물량 자료가 없는 것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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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가 많이 되는 시기의 물량보다 출하가 적은 시점(4~5월, 11~12월)의 

물량 자료 획득이 더 용이한 것으로 파악됨. 고정적인 바코드가 부여되어

서 판매되는 물량(고품질의 포장상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 사과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14.5% 6.6% 6.9% 4.9% 3.6% 2.3% 3.5% 12.0% 14.4% 13.0% 9.6% 8.6% 100.0%

2005년 13.2% 4.7% 6.5% 4.7% 3.1% 2.1% 2.7% 10.8% 18.2% 12.3% 11.2% 10.6% 100.0%

그림 4. 사과 POS자료

       주: 2004년 1월 25일 ~ 2005년 6월 19일까지의 주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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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는 유사한 물량양상을 보이나 사과와 같이 소매물류 전체를 대표하

는데 한계점이 있음. 

- 8, 9월 물량이 많은 것은 유사한 양상을 보임.

그림 5. 포도 POS자료

   주: 2004년 1월 25일 ~ 2005년 6월 19일까지의 주별자료

표 5. 포도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1.3% 1.1% 1.8% 2.8% 3.2% 3.0% 7.9% 34.7% 30.3% 11.3% 1.8% 0.8% 100.0%

2005년 0.3% 0.5% 1.5% 3.8% 2.7% 1.5% 4.9% 33.5% 27.8% 18.1% 3.9%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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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는 유사한 물량양상을 보이나 물량이 매우 소량으로서 소매물류 전

체를 대표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그림 6. 참외 POS자료

    주: 2004년 1월 25일 ~ 2005년 6월 19일까지의 주별자료

표 6. 참외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5년 0.1% 0.7% 0.6% 8.6% 28.4% 30.1% 14.1% 10.3% 6.1% 0.9% 0.0%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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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OS를 통한 소매자료 수집 방안

◦ POS자료를 이용한 소매물류정보 수집방식은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판매량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장점은 다른 어떠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확실한 우위를 지니는 조사방식임.

- 물론 대부분 매대 판매를 하는 신선농산물과 같이 바코드체계가 일원화되

지 않은 상품의 경우 그 정보가 부정확함. 따라서 우유, 김치, 쌀 등과 같

이 POS조사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만 의미를 지님.

◦ POS자료 수집방식을 통한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POS자료를 통

한 소매정보 수집대상 품목과 선정 사유, 자료 적용일정 등을 선정해야 함.

- 쌀: 생산자 단위 포장 판매를 하므로 일관된 바코드 체계를 갖추고 있음. 

브랜드나 포장 단위로 생산지(수입산 여부), 친환경 여부, 포장 단위, 판매

가격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소매 판매량에 따른 산지 향분석이 가능

하고, 출하의사결정 과정에 소비자 결정을 모델화할 수 있음.

- 우유: 제한된 생산자와 바코드 체계가 일관되므로 가장 정확한 소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김치: 일부 벌크 형태로 판매되기도 하나 다른 신선농산물에 비해 생산자 

및 공급자에 의한 포장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배추, 무, 양념 채소의 소비 

동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브랜드나 포장 단위로 생산지(수

입산 여부), 친환경 여부, 포장 단위, 판매가격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소매 판매량에 따른 산지 향분석이 가능하고, 출하의사결정 과정에 소비

자 결정을 모델화할 수 있음.

- 키위, 당근, 수입 포도 등 생산자 및 공급자 포장이 원활한 품목: 일부 청과

류의 경우 포장 단위가 생산자 수준에서 일관되게 바코드가 제공되므로 안

정된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실제 자료에 대한 지속적

인 확인작업이후에 활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POS자료를 통해 전수조사에 근접하는 정확한 소매량 조사가 가능하고 

판매품목이 특징(생산지, 품질, 가격)에 따른 산지 향분석이 가능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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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광우병 등의 질병과 사회적 이슈에 따른 소비자 향과 생산지 향 

그리고 대체관계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속한 분석을 

요구하는 월보보다는 분기보와 연보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도 시범적으로 쌀에 대한 POS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우유, 

김치 등 가공제품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할 예정임.

4.6. 소비자패널을 통한 소매자료 수집 방안

◦ POS자료를 통한 자료 수집대상이 되기 힘든 품목의 경우 차선책으로 

소비자 패널을 활용함.

- 소비자 패널을 통한 조사 결과치가 POS자료가 근접할 수 있도록 패널의 

통계적 구축은 필수적임.

- POS자료 형태의 자료 산출을 위해 기장식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항목은 

[구매품목], [품종], [가격], [구입개수], [무게], [포장형태], [브랜드], [구매

장소] 등에 대한 자료는 필수적으로 정리되어야 함.

- 이러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소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교육이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구매량의 경우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간이 저울

을 제공해야 함.

- 상기 조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필요함.

◦ 소비자 패널을 통한 소매자료는 POS자료에 비해 신뢰성과 전수조사에 

비해 적은 샘플 등에 대한 단점은 있으나 POS자료가 불확실한 품목의 

경우 유용한 대체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필요시에는 프로젝션을 통

한 전수치의 확대도 가능함.

◦ 조사 편의도와 자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검토 품목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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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장정보

5.1. 저장정보 현황

◦ 저장시설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그에 준하는 조사체계도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장정보 현

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 저장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개량저장고 등이 있으며, 이 중 정보

화되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은 없음.

표 7. 저장시설 지역별 형태별 현황, 2006. 3

구 분
저장시설 개수(개) 저장시설용량(m2)

시설당용량

(m2/개)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개량저장고 계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개량저장고 계 평균면적

계 9,881 470 204 10,555 1,158,911 22,770 35,374 1,217,055 115 

부산 13 0 0 13 1,029 - - 1,029 79 

대구 18 0 0 18 12,572 - - 12,572 698 

인천 165 0 1 166 6,592 - 165 6,757 41 

광주 66 3 0 69 2,836 757 - 3,593 52 

대전 65 0 0 65 6,265 - - 6,265 96 

울산 122 13 0 135 9,980 380 - 10,360 77 

경기 1,802 5 50 1,857 155,050 505 5,468 161,023 87 

강원 1,064 23 127 1,214 52,694 5,440 21,976 80,110 66 

충북 629 2 3 634 58,919 118 83 59,120 93 

충남 575 9 11 595 50,148 1,607 3,652 55,407 93 

전북 608 6 3 617 61,132 689 992 62,813 102 

전남 2,424 149 2 2,575 263,351 4,616 660 268,627 104 

경북 1,557 200 4 1,761 203,669 5,171 1,388 210,228 119 

경남 700 58 3 761 245,780 2,955 990 249,725 328 

제주 73 2 0 75 28,894 532 - 29,426 392 

- 관련 농업기관의 저장물량 통계는 정확한 조사치라기보다는 통계적인 처리

를 통해 산출된 저장량으로서 관측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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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의 운 주체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작목반, 농가, 농회 단

위임. 그러나 실제 시설당 용량을 살펴보면 농법인이나 농협이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작목반, 농가, 농회를 중심으로 

하는 저장정보는 표본농가 수준에서 참고하고, 농법인이나 농협에 대

한 상세한 모니터 조사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8. 저장시설 지역별 운 주체별 현황, 2006. 3

구 분
저장시설 개수(개) 저장시설용량(m

2,
) 시설당 

용량(m
2,
/개)저온저장고 예냉시설 개량저장고 계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개량저장고 계

계 9,881 470 204 10,555 1,158,911 22,770 35,374 1,217,055 115 

작목반, 농가

농회
8,680 414 104 9,198 550,338 8,870 13,143 572,351 62 

농법인 468 32 6 506 169,813 7,528 1,212 178,553 353 

회원농협 248 12 38 298 149,480 2,003 12,234 163,717 549 

기타 485 12 56 553 289,280 4,369 8,785 302,434 547 

주: 1) 회원농협은 농협, 원협, 감협 등 

  2) 기타는 화훼단지, 농촌지도자회, 마을회, 저장업체, 유통업체,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을 말함. 

 3) 상기 데이터는 실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통계자료로서 보도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4) 저온저장고는 산지유통시설 종류의 저온저장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5.2. 저장정보 활용현황

◦ 저장정보는 산지물류에서 소매물류에 이르기까지 가장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됨. 이는 시장상인과 농협관계자도 정확한 파악이 힘든 

상황으로 저장정보의 상업적인 측면과 저장정보화 인프라의 부재에 따

른 것임.

- 현재 채소팀에서 제공받는 저장정보는 저장업체의 대표로부터 받고 있으

며 이는 비정기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국의 저장업체는 약 1,600여 업체 정도(“냉장관리기사협회” 추산)이며 

이 업체들의 출하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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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저장관련 요구정보

◦ 생산 이후 저장하여 출하하는 품목은 저장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나 

현재 저장업체 전화 조사는 개개 업체를 상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업

자들의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자료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전국 저장업체의 대표조직을 표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는 단순히 조사사례 정도로는 불가능하며 관련 업무회

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농업관측과 농산물 가격안정의 강조를 통해 관

측센터와 저장업체간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

◦ 저장정보의 형태

- 기존에 조사되던 입․출고 및 재고, 감모량 및 부패 등에 관한 연차 자료

- 저장업제 조직의 총 저장량 규모(전국 저장규모의 비중 파악)

- 시기별 저장품목과 규모

- 저장업체 조직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밖의 조직의 저장규모

- 평균 월별 출고량 비중

- 입출고가격의 연차별 자료

- 저장품목의 수집절차, 입․출고가격의 상․하한 기준 등

5.4. 저장정보 수집 방안

◦ 저장정보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집하려 하기보다는 저장시설

과 운 자 특성에 맞는 조사시스템과 모니터, 포본농가 체계를 구축하

여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해야 함.

- 즉 저장정보는 운 주체를 통한 정보 수집방식이 효과적임. 저장정보화는 

기존의 도매시장 정보화와는 달리 운 주체와 정보화 수준에 따라 상이한 

정보 수집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저장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기존 저장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명단관리와 

각 저장업체의 저장물량과 품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임.

- 산지, 도매, 소매자료와는 달리 저장정보는 일관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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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일부 전산화가 이루어진 저장업체나 저장기관에서도 자체 저장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어 간접적인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법률을 통해 강제하거나 RFID와 같은 자동정보수집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정보화는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저장업체 명단

- 기존 웹조사시스템에서는 저장조사부문에서는 업체명단을 관리하고 있으

나 단순한 업체명단으로 그 저장시설에서 저장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또한 운 주체나 저장시설면적 그리고 품목 등

에 따른 저장업체 목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저장시설 현황에 대

한 정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이러한 경우 과일과 채소를 같이 저장하는 곳도 있지만 과일을 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저장조사시점에서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적

절한 저장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저장업체 명단이 단순한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으며, 저장업체의 특성(규

모, 운 주체)에 상관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조사방식은 저

장정보의 왜곡을 부를 수 있음. 다음에 있는 과일 저장업체 조사명단의 일

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음.

표 9. 과일저장업체 명단 일부

업 체 명 소 재 지
청궁작목반 충  남 
푸른솔 농조합 경  북
의성동부농협 경  북
동광농장 경  남
신원창고 경  북
봉화농협 경  북
청송농협 경  북
우양농산2 경  남

정일과수 농조합법인 전  북
(주)삼 농산 경  남
천안배원예농협 충  남
대원농산 경  남

유포리작목반 강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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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가 개인저장고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전혀 통계나 

현황조사에 나타나지 않음. 개인저장고를 지닌 경우는 농가 조사를 통해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검색을 통해서는 저장물류 조사명단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과일 저장업체 조사명단 숫자는 89개로 적으므로 추가가 가능할 것

으로 보임.

◦ 따라서 저장유형과 저장주체 그리고 저장정보수집 여부 등에 따라 저장

업체 명단의 구축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단순한 목록 위주의 

저장업체 조사를 체계화하고 저장량에 따라 표본농가와 모니터를 이원

화하여 조사효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장업체 명단과 특성(규모, 운 주체)에 따른 분류를 하여 주요저장용량

을 지닌 농협과 농업법인은 모니터로서 소규모 저장용량을 지닌 농민과 

작목반은 표본으로서 분할해야 함.

- 저장 모니터의 경우 추세뿐만 아니라 단기 수급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자문위원으로서 활용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가 있음. 이에 반해 소규모의 농가와 작목반 등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표본조사만으로 충분할 것임.

- 저장업체나 저장시설에 대한 기본 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나 각 저장시설에서 저장하는 품목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 함. 또한 자료조사는 품목단위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전

체 저장리스트를 통해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필

요시에 저장품목항목을 검토하여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저장업체 수집방안의 핵심은 “신뢰성 있는 저장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가?”임.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보 수집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

용해야 함.

- 저장정보를 제공하는 저장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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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정보 인센티브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저장

정보를 입력한 저장모니터가 저장정보입력을 마친 후 바로 그 시점까지의 

전체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조

사 결과를 메일로 제공함. 이러한 정보인센티브는 정확한 저장정보 입력과 

함께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인센티브로 판단됨.

- 저장업체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저장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난번 조

사 결과를 보면서 현재의 저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제공함. 

이러한 조사방식은 이미 전화조사요원을 활용한 표본농가 조사에서도 이

용하고 있음. 특히 전화조사요원을 활용한 조사때보다 자신이 이전에 입력

한 자료를 보면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좀 더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판

단됨. 전화조사요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화조사요원의 의도되는 답변 유

도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음.

그림 7. 전화조사요원 표본농가 조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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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정보 수집을 위한 저장모니터 조사 흐름은 자문과 조사로 분리됨. 

이 중 조사체계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하며 조사 직후 그 시점까지 

진행된 전체 저장조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함.

◦ 또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메일로 전체 최종조사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정보인센티브를 극대화하고 계속적인 조사협조가 가능하

도록 유도함.

그림 8. 저장모니터 조사 흐름도

◦ 조사방식이외에 단순 모니터 자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모니터와 품목 

담당자간의 신뢰성을 확대함으로써 정확한 저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저장조사체계 구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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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저장조사체계 구축 단계

단계 준비단계 조사단계

대상
 전체 저장업체

 전체 저장농가

 저장업체 리스트

 저장농가 리스트

업무

 저장업체 및 농가 리스트 구축

 지역별 표본 산출

 저장조사시스템 보완

 저장조사 표준 질문서 작성

 표준문항에 대한 정기 조사

 품목팀주관 부정기 조사

6. 농산물 물류정보 확대방향

◦ 농업관측정보센터는 관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AFFIS와 기상청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중임. 다음 그림은 2005년 『2005 농업관측정보시

스템 통합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유관 기관 자료수집체계임.

그림 9. 물류․저장정보 추가 전 유관 기관정보 수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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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물류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확대될 유관 기

관정보 수집체계 구성도임. 우측 상단의 32개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출

하지 정보와 전국주요저장창고의 저장, 반입출하량 정보가 추가됨. 그 

외에 전국 산지공판장의 거래량과 해외자료로서 관세청의 물량정보와 

중국도매시장의 반입량정보가 추가됨.

그림 10. 물류․저장정보 추가 후 유관 기관정보 수집 네트워크

◦ 물류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AFFIS를 통한 정보공유시스템의 재공정보

에 전국도매시장과 전국 산지공판장의 정보를 추가하고, 전국 주요 저

장시설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함. 그 외에 관세청과 중국 농업부를 통

한 물량정보 수집체계를 추가하여 구축함.

◦ 각 물류단계별 시설 형태별과 운 주체별 정보 수집 대상과 방식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시설 형태별 정보 수집 방안은 정보인프라가 제공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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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으로 정보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나 그 외의 정보원에 대

해서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표본과 모니터의 형태로 조사체계를 구축함.

표 11. 시설 형태별 자료수집방안

산지 도매 소매 저장

정보인프라 경매식 집하장 도매시장 소매업체(POS) -

표본
작목반, 농가, 

농회
- 소비자

작목반, 농가, 

농회

모니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선별장

간이집하장

-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계량저장고

- 운  주체별 자료 수집방안은 시설 형태별 자료 수집방안의 보완적 개념

으로 정보 수집을 위한 참고 사항임.

표 12. 운  주체별 자료수집방안

산지 도매 소매 저장

정보인프라 경매식 집하장 도매시장법인 소매업체(POS) -

표본
작목반, 농가, 

농회
- 소비자

작목반, 농가, 

농회

모니터
농법인

회원농협
- -

농법인

회원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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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데이터베이스(DB)화

1. 사업개요

◦ 사업명: 전국 도매시장 일일 반입량 정보화 사업 

◦ 사업목적

- 농업관측사업을 위한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정확한 관측성과를 기

대함.

- 일별로 해당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수산물의 물동량을 농업인 등 출하자

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입량 변동분석을 통한 출하의사결정을 돕고 

시기별 예상물동량을 파악하기 위함.

- 기존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OASIS; Outlook & 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에 통합하여 가격정보와 반입량정보를 가공한 분석정보 

생성하고, 이를 통해 가격정보와 더불어 출하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농산

물 유통 정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함.

◦ 사업 필요성

- 농업관측사업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가격정보 위주로 된 유관 기관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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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자료를 보완함.

- 일일 도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동량은 경락가에 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

수임. 이때 특정 품목이 특정 도매시장에 과잉 출하되거나 과소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결정 체계에 도움을 줌.

- 품목별 도매시장별 반입량(거래량)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보다 정보화된 출

하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음.

- 출하자가 도매시장의 현재 출하량 동향을 시기적으로 파악하여 출하할 도매시

장과 출하 물량결정 등 합리적인 출하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함.

- 출하자 및 농업인 등에게 기존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정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폭넓고 정확한 도매시장 출하정보 제공함.

◦ 사업 방식

- 도매시장 반입량(거래량)정보 일일 전송체계 구축하고, 정보센터(AFFIS)의 

도매시장경락정보 전송망을 이용한 반입량정보를 전송하여 농업관측정보

의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도록 반입량정보를 확보함.

- 도매시장별 거래품목별 일일 반입량(거래량) 정보를 통한 일일 반입량 정

보를 DB화하고, 도매시장 반입량정보를 품목별, 시장별, 법인별로 조회할 

수 있는 DB를 구축함.

- 원시데이터 Cleanzing작업을 통해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정제된 반입량정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피스로부터 자료를 공유받음.

2. 전국도매시장 자료관리 현황

◦ 반입량 조사는 가락시장을 제외하고는 당일 반입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량을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

상적으로 거래량을 물동량으로 취급함. 

◦ 전산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자료의 신뢰성과 도매시장들의 

이해문제로 전국 도매시장 반입량자료가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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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2개 도매시장은 내부 거래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자료의 전산

화는 갖추어짐. 그러나 반입량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과 수입 농

산물의 경우 그 실적이 정확히 통계화되고 있지 못함.

표 13. 전국 도매시장 자료 관리방식 현황

도매시장명
거래정보 
시스템

반입량(거래량) 
조사

친환경 농산물 
실적관리

수입 농산물 
실적관리

전송망 전산 유지보수

서울가락도매 ● 서면(●) ●(엑셀) ●(엑셀) 인터넷전용 공사 자체

서울강서도매 ● 서면(●) ● ● 인터넷전용 공사 자체

부산엄궁도매 ● FAX(●) ● ● 인터넷전용 우림

부산반여도매 ● -(●) - ● 인터넷전용 우림

인천구월도매 ● 서면(●) 서면 ● 인터넷전용 후야

인천삼산도매 ● 서면(●) 서면(월) 서면(수시) 인터넷전용 후야

대구북부도매 ● -(●) 서면 ●(80%) 인터넷전용 후야

광주각화도매 ● -(●) - ● 인터넷전용 우림

광주서부도매 ● -(●) - - 인터넷전용 우림

대전오정도매 ● 서면(●) 서면 ● F/R 후야

대전노은도매 ● -(●) - - F/R 지역업체

울산도매시장 ● 서면(●) - - 인터넷전용 후야

수원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후야

안양도매시장 ● -(●) ▲ ● F/R 후야

안산도매시장 ● - - - F/R 후야

구리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공사 자체

춘천도매시장 ● -(●) 인터넷전용 우림

강릉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원주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청주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충주도매시장 ● -(●) - ● F/R 후야

천안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전주도매시장 ● 서면(●) - 서면(●) F/R 후야

익산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정읍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순천도매시장 ● 서면(●) - ● 인터넷전용 우림

구미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창원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진주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우림

포항도매시장 ● 서면(●) - 서면 인터넷전용 후야

마산도매시장 ● -(●) - - 인터넷전용 후야

안동도매시장 ● FAX(●) - ● 인터넷전용 우림

 (● : 전산有, - : 無, ▲ :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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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내용

◦ 사업대상: 전국 32개 공 도매시장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함. 각 도매

시장의 유지보수 담당업체가 각각의 도매시장 시스템에 전송 프로그램

을 설치함.

◦ 사업범위는 도매시장별 반입량전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

로 도매시장별 반입량정보를 DB화하는 것임. 또한 농업 유관 기관정보

공유시스템을 기반으로 반입량정보를 제공받는 것임.

◦ 각 도매시장으로부터 반입량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별 반입량 

전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 프로그램은 전국 공 도매시장의 거

래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일일 반입량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기능

을 제공함.

표 14. 반입량데이터 흐름도

도매법인

⇒   
(시장내부망)

거래정보 

신고

관리사무소

(공사)

⇒   
(AFFIS 전송망)

반입량정보화

한국농림수산 

정보센터 

(AFFIS)

⇒  
(정보공유체계)

관측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KREI)

◦ 전국 도매시장의 반입량자료 통일성을 위해 전국 공 도매시장의 일일 

반입량 전송 레이아웃 표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송을 실시함. 전송방

식은 반입량 전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File 생성을 통한 FTP 전송 자동

화임.

- 파일명은 “파일구분(mki)+자료구분(1)+시장(2)+반입일자(6).txt”방식으로 예

를 들면 가락시장의 2004년 1월31일자 반입량 최초전송시의 파일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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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i001040131.txt임. 또한 1월의 반입량 확정치 전송시에는  mki101040100. 

txt (확정치 전송시 해당 연월을 표기하고 일자는 00으로 표기한다)임.

- 자료구분을 위해 0은 반입량 잠정치, 1은 확정치를 의미함.

- 반입량(거래량)단위는 'kg'으로 통일함.

표 15. 일일 반입량 전송 레이아웃 표준

순번 구분 길이 Type 비고

1 반입일자 8 char 반입년도(4)+월(2)+ (2)

2 도매시장코드 6 char 시장코드(6)

3 법인코드 8 char 시장코드(6)+법인구분(2)

4 품목코드 6 char 농수산물표준코드(6)

5 반입량(거래량) 12 char 환산단위(KG)

6 출하구분 1 numeric 1.협동, 2.개통, 3.개별, 4.상인, 5.수입, 6. 농법인

7 산지코드 6 numeric 우편번호

합계 구분자 : 세미콜론(;)

◦ 도매시장별 반입량정보 DB화

- 반입량정보 전송파일의 자동처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DB추가 기능을 

구축하고, 도매시장별, 출하지별, 품목별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DB 설계 및 

구축함.

◦ 반입량 DB 공유정보체계 구축

- 수집된 도매시장별 반입량정보를 정제한 후 AFFIS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통

해 농업관측정보센터가 원하는 정보 형태로 가공하여 전송되도록 공유정

보시스템 개발함.

- 일일 반입량 잠정치 및 매월 확정치 전송함.



45

표 16. 사업대상 도매시장 및 유지보수 담당업체

순번 도매시장명 유지보수업체 비고

1 서울가락도매 공사 자체 후야

2 서울강서도매 공사 자체 우림

3 부산엄궁도매 우림

4 부산반여도매 우림

5 인천구월도매 후야

6 인천삼산도매 후야

7 대구북부도매 후야

8 광주각화도매 우림

9 광주서부도매 우림

10 대전오정도매 후야

11 대전노은도매 지역업체 후야

12 울산도매시장 후야

13 수원도매시장 후야

14 안양도매시장 후야

15 안산도매시장 후야

16 구리도매시장 공사 자체 후야

17 춘천도매시장 우림

18 강릉도매시장 우림

19 원주도매시장 우림

20 청주도매시장 우림

21 충주도매시장 후야

22 천안도매시장 우림

23 전주도매시장 후야

24 익산도매시장 우림

25 정읍도매시장 우림

26 순천도매시장 우림

27 구미도매시장 우림

28 창원도매시장 우림

29 진주도매시장 우림

30 포항도매시장 후야

31 마산도매시장 후야

32 안동도매시장 우림

합계 후야:15, 우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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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DB) 구축결과

◦ 본 시스템은 해당 도매법인에서 입력한 자료를 공 도매시장에서 취합

하여 AFFIS로 전송하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함.

◦ 농업관측정보센터는 AFFIS에 수집된 반입량자료를 농업 유관기관 공유

시스템을 통해 file 형태로 제공받음.

그림 11.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DB 구성도

농어민 및 소비자

유통정보(반입량) 수집, 가공, 분산

도매시장 출하

공영도매시장관리사무소/공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도매시장 일일 반입량 전송도매시장 일일 반입량 전송

전 반입량정보
DB및 DW구축
수입농산물 거

래실적
및 친환경 농산
물 거래실적 관

리

전 반입량정보
DB및 DW구축
수입농산물 거

래실적
및 친환경 농산
물 거래실적 관

리

도매시장 경락정보 및
반입량정보 활용

도매시장 경락정보 및
반입량정보 활용

전송망 (FR/인터넷전용선 ) 
통한 FTP 파일전송

출하지원시스템 을 통한
일일 반입량 정보서비스

반입량정보처리 표준화, 전산화, 효율화
(반입량전송표준안 준수)

합리적
출하 기대
(출하량조절)해당도매법인

일일 반입량정보 생성 및 전송일일 반입량정보 생성 및 전송

품목별 일일 총반입량(거래량), 수입산물
거래실적, 친환경농산물 거래실적

일일 반입량 전송 및 거래실적 전송

WEB 또는 SMS서비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ATA cleaning
및 정보공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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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발내용으로는 각 도매시장으로부터 반입량 자료를 전송받는 전송 

프로그램 개발, 반입량 DB구축 그리고 반입량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임. 

표 17.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DB 개발내역

구분 개발내용 비고

도매시장별 

반입량정보 전송 

프로그램 개발

ㆍ일일 반입량 전송 표준레이아웃 적용

ㆍ32개 도매시장 일일/월확정치 반입량 정보 전송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ㆍFTP를 통한 반입량파일 전송 및 테스트 실시

반입량정보

파일전송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도매시장별 

반입량정보 DB화

ㆍ반입량정보 자동처리 프로그램 개발

ㆍ오류체크 및 수정

ㆍ과거 반입량 데이터 DB화

반입량 DB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유정보체계 구축

ㆍ반입량정보 전송 프로그램 구현

ㆍ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반입량정보 파일 전송

  (일일/월확정치)

 정보공유

◦ 반입량정보 조회 화면

그림 12. 품목․품종별 도매시장 반입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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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매시장별, 품목별 반입량 화면

그림 14. 품목․지역별 반입량 현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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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물류정보 가공 및 활용방안

1. 물류정보 가공 및 활용 개요

◦ 물류정보의 사용이 관측 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불특정 다

수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기본적으로 물류정보는 농업관

측업무를 위한 품목 담당자용 콘텐츠로서 개발하며, 이를 일반인들이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콘텐츠(OLAP)와 지리정보콘텐츠(GIS)로 구현함.

◦ 가공콘텐츠(OLAP)와 지리정보콘텐츠(GIS)의 정확한 이해와 요구를 형상

화하기 위해 1매 제안서를 품목 담당자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하 으며, 

이를 통해 품목 담당자가 요구하고 사용할 콘텐츠를 제작함. 이를 통해 

관측 품목 담당자들이 직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어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함.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공정보는 행정단위의 전국을 기본으로 하고 주산

지와 특정 지역은 품목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함.

- 지리정보콘텐츠(GIS)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표 기능을 제공하고, 지도상의 

그래프에서 비중을 표시하여 직관적인 정보 제공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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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지물류정보 용도별 1매 제안서

◦ 2005년도에 수행된 『2005 농업관측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을 통해 

제주감귤출하정보와 성주참외 산지공판장정보가 OLAP으로 제공됨. 이

를 확대하여 전국 산지공판장 거래량 정보로 확대할 예정이며, 사업계

획에 따라 산지물류정보는 물류정보(산지, 도매, 소비지물류정보)의 일

부로서 2007년도에 구축될 예정임.

◦ 다음은 개발 대상이 되는 세부 가공정보 목록임.

- 기초 조회 화면: 전국 산지공판장 반입량 조회화면(품목, 지역, 공판장)

- OLAP화면: 전국산지공판장 가격 반입량 정보 OLAP

- GIS화면: 전국산지공판장 가격 반입량 정보 GIS

◦ 기초 조회 화면 1매 제안서

- 검색기간에 단순 일자조회기능 외에 월단위, 연단위로 검색하여 연월평균 

또는 연월합계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

- 필요시 기간을 별도의 2~3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 제공함.

그림 15. 산지물류정보 기초조회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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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산지공판장 가격 반입량 정보화면 OLAP 1매 제안서

- 기존 가락시장 가격반입량 조회(OLAP)화면과 비슷한 형태로 구축하 으

며, 산지 유통시설이 행정구역내에 산재하는 형태이고, 주산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에 따라 지역별 주산지별 검색에 초점을 맞춤.

- 산지공판장 검색항목에 [전체산지공판장]을 삽입하여 전체 공판장에 대한 

반입량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그림 16. 산지물류정보 OLAP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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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산지공판장 가격 반입량 정보 GIS 1매 제안서

- 전국 단위의 품목별 산지 출하량을 전년 평년과 대비하여 가격 변화를 예

측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OLAP에서와 같이 지역별, 주산지

별, 공판장별이라는 공간개념을 강조함.

그림 17. 산지물류정보 GIS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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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매물류정보 용도별 1매 제안서

◦ 2005년도에 수행된 『전국도매시장 일일반입량 정보화사업』을 통해 확

보된 전국 도매시장의 일일 반입량 잠정치와 월간 반입량 확정치를 기

초로 2006년도 상반기에 수행될 예정인 『전국 도매시장 반입량 및 출

하지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통해 가공정보로 품목 담당자들에게 제

공됨.

◦ 다음은 개발 대상이 되는 세부 가공정보 목록임.

- 기초 조회 화면: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조회화면(품목, 출하 지역, 도매시장)

- OLAP화면: 전국도매시장 가격 반입량 정보 OLAP

 전국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지 정보 OLAP

- GIS화면: 전국도매시장 가격 반입량 정보 GIS

전국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지 정보 GIS

◦ 기초 조회 화면 1매 제안서

- 검색기간에 단순 일자조회기능 외에 월단위, 연단위로 검색하여 연월평균 

또는 연월합계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

- 필요시 기간을 별도의 2~3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 제공함.

- 반입량을 기준년, 전년, 평년도 제공됨.

그림 18. 도매물류정보 기초조회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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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매시장 가격 반입량 정보화면 OLAP 1매 제안서(전국도매시장 반

입 농산물 출하지 정보 OLAP 1매 제안서)

- 가격 반입량 비교를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면서 출하 지역을 검색조건에 

추가함으로써 전체 반입량과 각 출하지별 반입량 검색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 검색에 [전체도매시장]항목을 삽입하여 전체 시장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 19. 도매물류정보 OLAP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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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GIS 1매 제안서

- 각 도매시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반입되는 물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GIS 화면임. 출하지 정보 화면과는 별도로 제공함.

그림 20. 도매물류정보 GIS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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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지 정보 GIS 1매 제안서

- 각 도매시장을 기준으로 출하되는 출하지 물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GIS 화면임. 반입량 정보 화면과는 별도로 제공함.

그림 21. 도매물류정보 GIS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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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매물류정보 용도별 1매 제안서

◦ 소매물류정보는 소비자 구매가격과 구매량의 변화를 통해 소비 동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며, POS자료 또는 소비자 패널 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제공됨. 사업계획에 따라 소매물류정보는 물류정보(산지, 

도매, 소비지물류정보)의 일부로서 2007년도에 구축될 예정임.

◦ 다음은 개발 대상이 되는 세부 가공정보 목록임.

- 기초 조회 화면: 전국지역별 소매가격 거래량 조회화면(품목별, 지역별)

- OLAP화면: 전국지역별 소매가격 거래량 정보 OLAP

- GIS화면: 전국지역별 소매가격 거래량 정보 GIS

◦ 기초 조회 화면 1매 제안서

- 검색기간에 단순 일자조회기능 외에 월단위, 연단위로 검색하여 연월평균 

또는 연월합계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

- 필요시 기간을 별도의 2~3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 제공함.

그림 22. 소매물류정보 기초조회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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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역별 소매가격 거래량 정보 OLAP 1매 제안서

- POS자료 또는 소매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지역이나 특정 지역을 기준

으로 거래단가와 거래량을 표현함. 

그림 23. 소매물류정보 OLAP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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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역별 거래액 정보 OLAP 1매 제안서

- POS자료 또는 소매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지역이나 특정 지역을 기준

으로 전체 거래액을 표현함. 

그림 24. 소매물류정보 OLAP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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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역별 거래액 정보 GIS 1매 제안서

- 지역별 구매현황에 대한 직관적 비교를 위해 전국 단위의 구매액 변화를 

지도상에 표현함.

그림 25. 소매물류정보 GIS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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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장정보 용도별 1매 제안서

◦ 저장정보는 저장량과 입고/반출량정보를 기반으로 수급 동향예측을 위

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며, 저장업체 조사를 활용하여 제공됨. 사업계

획에 따라 저장정보는 2008년도에 구축될 예정임.

◦ 다음은 개발 대상이 되는 세부 가공정보 목록임.

- 기초 조회 화면: 전국지역별 저장량 및 입고/반출 현황 조회화면(품목별, 

지역별)

- OLAP화면: 전국지역별  저장량 및 입고/반출 현황 정보 OLAP

- GIS화면: 전국지역별  저장량 및 입고/반출 현황 정보 GIS

◦ 기초 조회 화면 1매 제안서

- 검색기간에 단순 일자조회기능 외에 월단위, 연단위로 검색하여 연월평균 

또는 연월합계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

- 필요시 기간을 별도의 2~3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중 제공함.

- 순서를 입고량, 반출량, 재고량 순으로 할 수도 있음.

- 제공정보에 입고가격, 출고가격, 부패율 등의 정보도 수집하기를 원함.

그림 26. 저장정보 기초조회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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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역별 저장량 정보 OLAP 1매 제안서

-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저장량, 입고 및 반출 현황을 조사하여 주산지와 같

은 지역 단위로 검색 기능을 제공함. 이때 저장량과 입고량, 반출량이 정

확이 맞을 수 없다면 각각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여 수치적 정확성

보다는 추세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그림 27. 저장정보 OLAP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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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역별 저장 정보 GIS 1매 제안서

- 저장정보에 대한 전국적인 직관적 정보를 제공함.

그림 28. 저장정보 GIS화면 1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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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RFID를 활용한 차세대 물류정보 수집 방안

 1. RFID를 활용한 농산물 물류정보인프라 구축 현황

◦ ParcellCall(EU, 2000.1~2001.12, 4.32백만 EURO)

-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상품을 운반하는 수송수단을 지능형으로 추적하는 정

보시스템을 구현하여 종합적인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적용기술로는 최신기술인 RFID tag를 적용하고, 공중통신기수인 인터넷과 

GPS(Glabal Positioning System)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송되는 화물의 

추적정보를 제공

- 2003년까지 개별 수송수단에 RFID tag를 부착, 수송되는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상품명, 수량,규격과 송신인과 수신처 등)를 등록하고, 이들 정보를 

RFID reader가 인식하도록 함. 2008년까지 기온, 습도, 속도 등 주변환경까

지 인식하는 자기인식형 sensor가 탑재된 RFID를 보급할 예정임.

◦ EU 축산물 유통 관리(EU, 2002~)

- 광우병 및 동물 구제역의 확산에 따라 가축 사육과 육류 유통에 대한 철저

한 관리와 원산지 추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RFID를 활용해 가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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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및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축산업 

장려가 목적임. 

- 2003년 하반기 EC는 우선 사육 양과 염소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

는 법안을 발표했고, 그 외 가축에 대해서도 태그 사용을 권장. 가축에 대

한 RFID 태그 부착을 유도, 60만 마리 이상의 염소와 양에 대해 2008년부

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사육 가축에 RFID 태그 부착은 바코드 

시스템 적용보다 가격 부담이 크지만, 바코드는 쉽게 손상되거나 수작업으

로 일일이 바코드를 스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 따라 RFID방식으

로 진행됨.

- 가축의 출생 시점에 RFID 태그를 귀 등에 부착해 사육 과정 및 도살 후 

유통 과정의 정보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임. 중앙 DB에는 

가축의 개별 식별 번호, 생년월, 종류, 사육자, 사료 종류, 유통 경로 정보 

등이 저장됨.

- 스페인, 이탈리아 시범 사업을 실시 후 EU전체 국가 향후 의무화할 예정임. 

◦ ePass (이탈리아, 2002~)

- 가축의 출생부터 육류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단계까지 경로가 추적 가능

하도록 출생 시점에 RFID 태그를 부착함. 가축 정보는 중앙 DB에 저장됨

과 동시에 가축의 귀에 부착된 RFID 태그에 동일 정보 기록됨.

- 노트북, PC, PDA 등을 통해 출생지, 소유자, 사료 종류, 운송 정보, 수의과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검역기관, 유통 업체, 소비자 등

에게 공개됨.

◦ EU 국가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및 미국도 가축에 대한 RFID 부

착 및 유통 과정의 관리를 적용하거나 준비 과정에 있음.

- 미국은 USDA의 자금 지원으로 'U.S. Animal Identification Plan'을 수립하

고 축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RFID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권장 중임.

- 브라질은 2002년 육류업자와 농림부가 협력해 가축 식별 및 인증에 관한 계

획을 세우고 2005년까지 자국 내 가축의 80%에 RFID 적용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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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는 NLIS(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cheme)를 통해 4

년간의 시범 적용 및 연구를 수행하고 의무 적용을 고려 중임.

◦ 이러한 RFID를 활용한 농축산물 정보의 확보 움직임은 농축산물의 국

제 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면서 소비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관련 물류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

어 RFID방식을 선호함.

2. 시스템 구축 개요

◦ 물류정보는 상(商)류정보와 통합적으로 정보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때 

정확한 수집이 가능함. 그러나 한국의 농업정보화 현실에는 이러한 요

구가 불가능함. 따라서 상기의 각종 정보화 방안은 현실적인 제약을 감

안한 농업관측정보화 방안임.

◦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현재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정확도와 신속성을 지닌 물류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이 장에서 제시되는 RFID를 활용한 차세대 물류정보 수집방안은 지금

까지 검토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농업물류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방안임.

◦ 지능형 실시간 물류․저장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구성 요소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모바일시스템이 있음.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물적정보시스템으로서의 RFID: RFID칩을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농산물 물류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물적정보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생산이력정보시스템으로서의 RFID: RFID칩에는 품목, 생산일, 생산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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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등을 저장,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생산이력정보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음. 

- 환경정보시스템으로서의 RFID: RFID칩은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저장상태와 부패정도를 계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 

◦ 모바일시스템

- RFID기술의 응용범위는 수십m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그 수집된 정보를 실

시간으로 수집, 가공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술이 필수적임. 특히 물류정

보의 경우 시간단위로 가격에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실시간 정보 수집

이 필수적임.

- 전국적 실시간 저장, 물류정보수집방식으로서의 모바일 업체와의 제휴가 

필수적임. 따라서 RFID기술과 통합된 무선 인프라의 활용이 저장, 물류정

보 수집가공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지능형 파레트(포장)

- 농산물 특성상 각 개별 품목단위의 정보화 기록은 불가능함. 따라서 동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파레트와 포장을 그 기본단위로 함. 

이를 위해 파레트 단위의 정보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제안하는 방안으로는 지능형 파레트로서 품목 정보를 기록, 갱

신, 삭제가 가능한 RFID칩을 내장하고,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

는 기능을 보유함.

3. 세부 시스템 구성

3.1. 산지 물류정보 시스템

◦ 산지출하장 및 산지저장시설에 대한 생산지 저장정보 모바일 네트워크

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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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농산물의 포장시점에 팔레트나 포장 단위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관련 생산이력정보를 입력함.

◦ 농산물의 생산지, 농약, 비료, 수확, 저장 등 생산이력정보가 전자태그에 

입력됨.

그림 29. 산지 RFID 시스템

3.2. 도매단계 물류정보 시스템

◦ 유통, 가공, 저장단계별 이력정보를 전자태그에 입력함.

◦ 전자태그와 모바일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 물량 등의 양적정보

를 제공하며, 동시에 저장 및 물류환경 정보를 통해 부패율 등의 질적 

정보를 제공함.

그림 30. 출하 단계 RFI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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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 저장, 도매시장반입 등의 물류단계별 정보를 통해 시장의사결정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반 정보인프라로 활용함.

◦ 법정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유사도매시장과 각종 유통 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유통 합리화와 유통정책의 구현에 실효성을 극대화함.

그림 31. 도매 단계 RFID 시스템

3.3. 소매 물류정보 시스템

◦ 주요 소매장과 재래소매시장에 대한 소매정보수집을 실시하여 소매 물

류정보를 수집함.

그림 32. 소매 단계 RFID 시스템



70

◦ 농산물 소비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생산 및 유통정책에 활용하며, 

광고 효과와 각종 소비 촉진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짐.

3.4. 수출입 물류정보 시스템

◦ 농산물 수출입 통관 물류정보와 그 생산지에서의 생산이력 정보를 통합 

수집할 수 있는 수출입 물류․저장시스템을 구축함.

◦ 각종 농약, 질병 등 추적이 필요한 생산이력정보와 생산지에 대한 체계

적인 방역시책 수립이 가능함.

4. 기대 효과

◦ 실시간 물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단기 관측의 정확성을 재고할 수 있음.

- 가격 폭락 등과 같은 상황에서 출하조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함.

◦ 정확한 물류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각 유통단계별 정확한 물류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이를 기초로 중장기관측

의 신뢰성이 향상됨.

- 유통업자들의 정보왜곡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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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전국도매시장 일일 반입량 정보화 사업』 설명회 및 

자문회의 회의록

1. 개  요

1. 일시 : 2005. 11. 15(화) 14:00 ∼ 16:00

2. 장소 :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산홀(대회의실)

3. 세부일정(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담   당

인사 및 

부탁말

14:00 ∼ 

14:20

 - 인사말

 - 전국도매시장 일일반입량 정보화 사업 필요성

 - 도매시장 및 사업 추진관련 부탁말

정보화팀장

내용

세부설명

14:20 ∼ 

15:00

 - 전국도매시장 일일반입량 정보화 사업 개요

 - 반입량 정보 활용 계획 및 이용요령 설명
 AFFIS

질의응답
15:00 ∼ 

15:30
 - 문의 사항 질문 및 응답

 KREI, 

AFFIS

4. 참석자 

- 농업관측정보센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관계자

- 전국 32개 공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공사) 운 (유통, 전산)계장, 모든 

전산업무 담당자

- 도매시장유지보수업체(우림인포텍, 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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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슈

1. 품종별로 세부적인 반입량 정보생산이 가능한가?

도매법인에서의 준비와 인식의 재고가 필요함. 

- 예를 들면 각 도매법인은 입력 프로그램이 상이하고, 실제입력을 담

당하는 업사원의 인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출하지와 품종을 입력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확한 품종 반입량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입력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업담당자, 경매사, 경매보조

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출하지의 경우 정확한 입력이 힘든 경우 도매시장 지역을 출하지로 

입력하는 경우 많음. 품종도 정확한 품종을 입력하지 않고, 품목을 포

괄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농협의 경우 금융기관 특성상 네트워크를 열지 않으므로 메일로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에 대한 번거로움이 큼

2. 상장예외 품목도 반입량에 넣어줄 필요가 있는가?

농안법에 따라 양이 적거나 희귀품목일 경우 비상장 예외조항에 따라서 

상장되지 않음. 이러한 물량도 많고, 중도매인들이 자체적으로 따로 정산

하고 있는데 이 물량도 반입량 전체량에 포함되어야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음.

“반입량 전체량 = 정산DATA + 비상장품목”임. 따라서 정확한 전체 반입

량 정보를 위해서는 비상장품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3. 실시간 반입량정보 제공이 가능한가?

정산DATA는 사후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반입량자료의 경우는 사정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음. 따라서 실제 반입량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음. 

실시간 반입량 사업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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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금번 사업의 경우는 월별 단기 관측에 활용하는 수준임.

가락시장의 경우 시범적으로 실시간 반입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비 중

에 있으며, 이를 활용할 경우 좋은 컨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4. 반입량정보의 제공이 수도권 도매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나?

현재 가락시장이 10시에 가격 형성을 한 이후에 타 수도권 도매시장이 경

매를 실시하는 등 가격 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입량정

보의 공개가 수도권 도매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특히 가격

이 가락도매시장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락시장으로의 집중화 현상이 가속

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됨. 이러한 문제는 무, 배추와 같이 품질의 차이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음.

5. 독립적인 서버가 필요한지? 와 서버부하를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는지? 그 

외에 보안성 검토는 받았는지? 등 전산적 문제에 대한 문의

독립적인 서버는 필요치 않으며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서 해결됨.

서버부하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한 수준이라 판단됨.

보안성 검토는 확인 후 공문으로 발송하겠음.

3. 확인내용 및 추진

정산DATA만으로 반입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정산DATA를 활용하도록 하

겠으나 독립적인 반입량 산출 데이터 전송방식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정산DATA의 경우 자료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상장예외품목

의 경우 반입물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장기적으로 품목, 품종, 출하지에 대한 정확한 입력을 위해 전체적 차원에

서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교육, 홍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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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개발은 본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나 지속적으로 사업화의 필

요성이 요구됨.

장기적으로 실시간 반입량정보와 정확한 반입량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

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사업의 경우 실시간 반입량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반입량정보의 제공이 수도권 중소규모 도매시장의 몰락으로 이어지리라 

판단되지 않으며, 이는 할인점의 확대등 유통체널의 다양화에 따른 현상

이라 판단됨.

차후 추진일정으로 본 협의 내용을 분석, 확인 후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

해 추진 방식과 형태를 개선하고, 추후 적절한 협의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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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농산물물류정보수집체계』 연구를 위한 소매물류정보 

시연회 및 연구진협의회 회의록

1. 개  요

1. 일시 : 2006. 2. 13(월) 15:00 ~ 18:00

2. 장소 : 본관 2층 경연당

3. 세부일정(진행 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담 당

연구개요 설명
14:00 ∼ 

14:10

 - 인사말

 -『농산물물류정보수집체계』연구 개요 설명
김재환

소매물류정보 

시연회

14:10 ∼ 

15:00

 - 소매물류정보 시연회

 - TNS사 소비자 패널 설명
 TNS사

질의응답 및

연구진 간담회

15:00 ∼ 

15:30

 - 문의 사항 질문 및 응답

 - 연구진 간담회
 연구진

4. 참석자 

- 농업관측정보센터: 센터장, 팀장, 김재환, 박미성, 박 구, 김홍원, 원지연

- TNS: 김 두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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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협의 이슈

1. 소매물류정보 수집방식

POS자료 방식에 대한 선호

- 과거 검토된 POS자료의 부정확성과 유통업체간의 상이한 바코드로 인

해 신선농축산물의 경우 정확한 POS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함.

- 우유와 같이 공산품방식으로 제조되는 품목의 경우 바코드가 통일되

어 있으므로 POS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궁극적으로는 전체 유통량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pos자료로의 

소비자 물류정보수집방식이 선호되나 공산품과 같이 생산되는 우유, 

김치 등 한정된 상품에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소매물

류 수집방식으로는 부적절함.

표본소비자 정보수집방식

- 일정 규모의 표본 소비자를 기반으로 기장식 조사를 하는 방식임.

- 공산품의 경우 간편하게 기장이 가능하나 신선물의 경우 단간, 무게, 

등급 등이 상이하고 정확히 판별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장식 조사에 한

계가 있음.

- 그러나 일정 규모이상의 표본소비자일 경우 전체 신선물시장에 대한 

소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임.

2. 필요 자료 목록

기본적으로 관측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1. 품종 및 등급, 2. 구매물

량임. 그러나 1, 2 조사 항목 모두 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표본에 대한 교육과 구매물량을 

달 수 있는 저울 등에 대한 보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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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반 시간

농업관측정보에 반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TNS사에서 제시하는 방식인 1달 정도의 자료 수집시간은 줄일 필요가 있음.

3. 과제와 방안

1. 자료 수집방식의 병용

POS자료 수집방식과 소비자표본 자료 수집방식을 병용함.

품목의 특성에 따라 우유, 김치와 같은 품목은 POS잘로 수집하고 기타 자

료는 소비자 표본방식으로 소비물류정보를 수집함.

2. 소비자표본방식의 개선

기장식조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시스템 투자가 필요함.

저울과 품목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표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가 가능하도록 함.

현 농업관측정보센터의 표본소비자를 활용할 것인지 TNS사의 표본을 이

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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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전국도매시장반입량 및 출하지 정보시스템 과업내역서

1. 과업의 목적

◦ 현재 농산물 관측에 활용되고 있는 자료는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반입량 자료에 국한 되어 있어 특정 지역의 거래가 전국을 대표함으로

써 분석 자료의 오류를 범 할 소지가 있음. 또한 출하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못해 물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한

계를 지님.

◦ 2005년 아피스와 함께 실시한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정보화"사업으로 

전국도매시장의 표준화된 일일 반입량자료와 월 반입량 확정치 자료가 

수집되고 있어 상기의 문제점이 해결될 기초가 마련되었음.

◦ 따라서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내역을 집계하여 "전국

도매시장반입량 및 출하지 분석시스템"을 구축함.

2.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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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내용

가. 목표시스템 구성도

나. 개발범위 및 내용

◦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구   분 기능 개요 기능 설명 

기초데이터 조회 

 품목별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지역별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도매시장별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정보 

분석데이터 조회 
 OLAP화면: 반입량, 출하지 정보 OALP 

 GIS화면: 반입량, 출하지 정보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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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조회 화면

- 전국도매시장 가격 반입량 조회화면(품목별, 지역별, 도매시장별)

◦ OLAP화면

- 전국도매시장 가격 반입량 정보화면 OLAP

- 전국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지 정보 OLAP

◦ GIS화면

- 전국도매시장 가격 반입량 정보 GIS

- 전국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출하지 정보 GIS

다. 개발 대상업무 구성요건

◦ 기존 OASIS 시스템 내에 구축함으로써 타 유관 기관자료와의 통합함.

◦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정보기능 구축

- 관측정보 중 반입량 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함.

- 현행 반입량 관련 정보 능력을 극대화함.

◦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절약함.

4. 과업추진절차 

가. 개발 방법론

1)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프레임웍 (MSF)

◦전국도매시장 반입량 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프레임웩(MSF)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

은 절차를 따름.

- MSF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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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F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개발과 IT 조직 내에서 최고의 실천 

사례(best practice)에 기초를두고 1994년에 만들어졌으며, 마이크로소프

트 컨설팅 서비스(MCS) 조직 내에서 일관성과 효율을 촉진하는 표준

화된 모델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1) MSF 5단계

MSF 구성요소 설   명

Principles  of  Enterprise 

Architecture (EA)

Business, Information, Application, Technology를 기준으로 

Planning을 실행하는 단계

Principles of Infrastructure 

Deployment (ID)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프

로젝트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팀 모델, 마일스톤 기

반의 프로세스, 위험 요소 관리 등에 대해 관리

Principles of Application 

Development (AD)

MSF에서 제공하는 팀 모델, 프로세스 모델, 응용 프로그램 

모델 등에 대한 이론을 제공하는 단계

Principles of Component 

Design (CD)
Component Design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는 단계

Principles of IT Operations 

Management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을 운 , 유지보수 하는 기술을 제공

하는 단계이며, 이에 대한 향상된 기술이 MOF (Microsoft 

Operations Framework)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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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F 핵심 모델

모  델 설  명

위험 관리 모델(Risk 

Management Model)

위험 관리 모델은 잠재적 실패에 대해 사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위험을 관리/완화시키기 위한 규칙과 

환경을 조성.

팀 모델 

(Team Model)

팀 모델은 소규모의 다각적인 프로젝트 팀들의 조직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의 능력을 조율하도록 촉진.

프로세스 모델 

(Process Model)

프로세스 모델은 가장 효과적이고 널려 알려진 프로세스 모델의 

원리들 중 몇 가지를 어떤 프로젝트 형태 - 단계 기반(phase- 

based), 이정표 기반(milestone-driven), 순환 모델(iterative model) 

- 이건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과 결합.

3) 산출물 납품방안

산출물 명 내  역 제출 시기

프로젝트 계획서
� 프로젝트 상세 일정

� 프로젝트 관리 방안 상세 정의 
프로젝트 시작단계

데이터베이스 통합 설계서 � 물리 DB설계, 기능 설계 시스템 개발 전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수행을 위한 계획 테스트 시작 전

테스트 보고서 � 테스트 수행 결과 보고 테스트 완료 후

통합 사용자 매뉴얼

/OLAP 사용자 매뉴얼

� 구축 시스템에 대한 사용방법 정의
� 사용자 교육을 위한 교재로써 사용    

   가능

개발 완료 후

통합 운 자 매뉴얼

/OLAP 사용자 매뉴얼
� 구축 시스템의 운  방법 기술 개발 완료 후

세부 목차 내역서 � 세부 목차 내역서 개발 완료 후

완료 보고서

� 결과 산출물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수인계, 차후 지원 사항 정의

�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확인 문서

개발 완료 후

검수 확인서 � 프로젝트 종결 시스템 검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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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조직

가. 수행조직

◦ "전국도매시장반입량 및 출하지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조직은 주관기관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긴 한 업무협조체계를 갖추어 본 사업이 성

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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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분장

◦ "전국도매시장반입량 및 출하지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 합리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을 한다.

구  분 내  용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의사소통 관리

자문 위원회 프로젝트 방향성 검토, 위험도 분석 결과 판단

프로젝트 관리 (PM)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진척 보고,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요구사항 통합 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비상주)
인브레인의 품질관리 방법론인 MSF CD 기반의 품질 보증 

활동

기술 지원팀 (비상주)
인브레인의 PM 관리하에 H/W, S/W설치, 문제 해결, 튜닝, G

DI+ 기술지원

개발팀 (상주)
전국도매시장반입량 분석시스템 구축 , 테스트, 유지보수

원내 IT TFT팀, 전달 교육 및 개발 지원

원내 IT TFT팀

IT 기술지원 및 교육 이수, 변경 요청 사항의 검토

통합 설계 검증, 표준 아키텍처 검증

개발팀과 협업으로 30% 합동제작, 20% 단독제작

프로세스 주관 TFT
프로세스 정의, 최종사용자 그룹과 의사소통

변화관리의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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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정계획

가. 전체일정

                   일   정

구   분
M M+1 M+2

사업착수

사용자 요구사항 및 업무분석

시스템설계 및 화면설계

응용 프로그램 개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사용자교육

오  픈

완료보고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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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계획 및 유지보수방안

가. 교육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방 법 강 사 기 간 

사용자 교육 
 개발 완료 후 실무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실시 

강의 

(사용자

매뉴얼)

당사 1일 

운영자 교육 
 개발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실시 

강의 

(운영자

매뉴얼)

당사 1일 

개발자교육 
 농촌경제연구원의 필요 시 요청에 의해

프로젝트 기간 중 개발자교육 실시 

강의 

실습 

자체 

교육 
2일 

 

나. 교육계획

◦ 교육은 시스템 구축 및 완료직후 시행하며 교육일정 및 교육이수 인원

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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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지보수 방안

구   분 지원 방법 비   고 

예방정비 

(PM) 

 시스템 SW는 월 1회 정기점검 및 컨설팅 

 장비 및 부품 성능 검사 및 종합 테스트 

 정기적인 이론 실습 교육 

 전산 마인드 교육 

 업무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교육 

전담 요원 확보 및 

충분한 예비장비 확보 

 

긴급정비 

(EM) 

 유지보수를 위한 지역별 전담 엔지니어 확보

 Help Desk 운영을 통한 신속 정확한 장애 

조치 

 Diagnostic Program을 통한 정확한 고장부위 

파악 및 조치 

 고장부위 Board Level 교체 방법으로 신속한 

A/S 처리 

6시간 이내 조치 완료 

장비 교체 등을 통한  

정비시간 단축 

 

서비스망 

접수처리 

 Help Desk를 구축 신속한 장애 접수 처리 

 인터넷 서비스망을 활용 사용자별 지원 요청 

처리 

24시간 상시지원 체제 

구축 

 

기술지원 

 

 Upgrade 관련 최신 기술정보 제공 

 추가 전산화 대상 업무 검토 및 협의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및 

신기술 세미나 

유지보수 전담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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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안통제 

가. 보  안

◦ 인적보안 

-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전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함.

◦ 장소보안 

- 관계자 이외의 개발실 출입을 금지함.

◦ 시스템보안 

- 서버는 전산망 보안지침에 의거 보안을 실시함

- 인증된 사용자에 대하여 중앙집중적이면서 상세한 통제

- 네트워크의 이용 또는 오용에 대한 정보의 Login 및 통계, 분석

◦ 문서보안 

- 사전 승인 없이 제공 또는 습득한 정보의 복사/전제/유포 방지 등 기

본적으로 시행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 사용자 인증, 접근통제, 감시 및 감사의 측면에서 보안을 구현함.

◦ 데이터베이스 보안 

- 비인가자의 데이터변형 및 삭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내 자

체보안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별로 접근을 통제하여, 주어진 권한내

에서만 데이터의 변경이 가능토록 보안을 확실하게 구현

◦ 시스템 보안체계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WEB프로그램/네트워크/DBMS 서버의 다계층 보

안체계를 갖추고 사용자, 운 자에 대한 업무별 보안체계를 가지는 다

단계 보안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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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제

분류 통제요소 통제방안 

개발환경 미흡

- 사업추진계획의 환경적 요인변경이나 개발시스템 및

산출물의 훼손 등의 사전예방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시 주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적절한 정책대안 마련 

- 개발 시스템의 훼손 시 즉시 복구 

- 산출물 훼손 시 시스템 공급자가 책임자며, 일일

백업 및 별도장소의 보관을 통해 예방 

요구사항 반영 

미비 

-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 

- 각 단계별로 주관기관의 검수를 받음 

개발측면 

개발지연상황 

발생 

-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정책적인

의사 결정을 신속히 내림 

- 주관기관과 시스템공급자간 정기회의를 통하여

예상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조치함. 

- 시스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문제 발생시

시스템공급자 부담으로 추가인격 통비 등 신속한

대응조치 

인력손실 

- 개발팀 내 상호 업무이해 및 대체가능 환경유지 

- 주관사업자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시스템공급자의 인원변동 시 영향최소화 

- 시스템공급자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인력손실 위험 최소화 

프로젝트 수행 

조직 측면 

협력사 이탈 

- 사업 수행조직의 단순화 

- 조직적인 프로젝트 조직구성으로 관리의 효율화 

- 협력사의 이탈 시 즉시 동등수준의 인력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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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POS자료 활용성 검토

1. 사 과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사과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까지의 4주간~2005년 6월 19일까지의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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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의 소매물류 전체를 대표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 사과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과 다른 양상을 보임. 

- 2004년 4월 18일(4주간)과 2005년 3월 27일(4주간), 2005년 5월 22일(4주

간)의 물량비중이 높음.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은 사과 출하가 시작되

는 8월부터 익년 1월까지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는 물량 자료가 없는 것이 대부분임. 

- 출하가 많이 되는 시기의 물량보다 출하가 적은 시점(4~5월, 11~12월)의 

물량 자료 획득이 가능함. 고정적인 바코드가 부여되어서 판매되는 물량이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8. 사과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14.5% 6.6% 6.9% 4.9% 3.6% 2.3% 3.5% 12.0% 14.4% 13.0% 9.6% 8.6% 100.0%

2005년 13.2% 4.7% 6.5% 4.7% 3.1% 2.1% 2.7% 10.8% 18.2% 12.3% 11.2% 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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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배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2005년 6월 19일(4주간격)

◦ 배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과 다른 양상을 보임. 

표 9. 배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19.5% 2.2% 4.2% 3.0% 2.6% 2.2% 2.0% 4.7% 32.2% 8.5% 9.6% 9.4% 100.0%

2005년 19.3% 8.1% 4.1% 3.5% 3.3% 2.6% 2.2% 3.9% 25.6% 8.7% 9.6% 9.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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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귤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귤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2005년 6월 19일(4주간격)

◦ 감귤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과 다른 양상을 보임.

표 10. 감귤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20.2% 9.9% 4.2% 1.0% 0.6% 0.9% 0.8% 0.8% 1.3% 8.9% 23.8% 27.6% 100.0%

2005년 20.2% 9.1% 3.9% 2.0% 0.8% 0.7% 0.8% 0.6% 1.5% 9.4% 22.2% 2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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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 도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포도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2005년 6월 19일(4주간격)

◦ 8, 9월 물량이 많은 것은 유사한 양상을 보임.

표 11. 포도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1.3% 1.1% 1.8% 2.8% 3.2% 3.0% 7.9% 34.7% 30.3% 11.3% 1.8% 0.8% 100.0%

2005년 0.3% 0.5% 1.5% 3.8% 2.7% 1.5% 4.9% 33.5% 27.8% 18.1% 3.9%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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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숭아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복숭아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2005년 6월 19일(4주간격)

◦ 유사한 비중을 보임.

표 12. 복숭아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0.0% 0.0% 0.0% 0.0% 0.2% 5.7% 38.2% 39.7% 14.0% 2.2% 0.0% 0.0% 100.0%

2005년 0.0% 0.0% 0.0% 0.0% 0.1% 3.1% 25.5% 49.0% 18.2% 4.1% 0.0%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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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렌지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오렌지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2005년 6월 19일(4주간격)

◦ 물량이 거의 없음.

표 13. 오렌지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6.4% 14.4% 23.6% 28.9% 14.0% 3.2% 1.1% 1.1% 1.2% 1.5% 1.4% 3.1% 100.0%

2005년 5.4% 9.1% 20.8% 18.1% 26.5% 5.4% 2.0% 2.3% 2.3% 3.4% 1.3% 3.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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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딸 기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딸기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2005년 6월 19일(4주간격)

◦ 2005년의 1~4월까지의 물량은 비중이 높아서 비교적 비슷한 출하 비중

을 보이는 반면, 2004년 자료는 물량이 없음.

표 14. 딸기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5년 17.4% 22.1% 7.3% 32.5% 6.2% 0.2% 0.0% 0.0% 0.0% 0.2% 4.6% 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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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 박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수박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2005년 6월 19일(4주간격)

표 15 수박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5년 0.9% 0.8% 0.2% 4.8% 18.9% 28.7% 26.9% 12.0% 2.6% 1.8% 1.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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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 외

◦ 지역: 전국

◦ 품목: 전체 참외

◦ 검색기간: 2004년 1월 25일~2005년 6월 19일(4주간격)

◦ 2004년에는 4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출하량이 잡혀 비슷한 양상을 보

이는 듯하지만 물량이 아주 소량임. 

표 16. 참외의 가락시장 월별 반입량 비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5년 0.1% 0.7% 0.6% 8.6% 28.4% 30.1% 14.1% 10.3% 6.1% 0.9% 0.0%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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