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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marine products is very vulnerable to the uncertainties in the process from 

the production to the sale, and a lot of difficulty is thus inevitable in the supply control. Such a distribution structure 

is a very critical issue in securing the suability of marine products through systematic quality and hygiene control 

of marine products, and it is thus time to discuss the method to innovate and restructur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marine produc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pproached the flow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in view of SCM(supply 

chain management) beyond the partial discussion conducted so far for the distribution structure in the field of marine 

products. Further, this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mmerce systems with a traceability system 

built in RFID for marine products as an alternative of redesigning distribution infrastructure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From the results, we assured that such an electronic commerce system would be a new measure to 

improve the structure currently causing inefficiency and excessive distribution cost for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marin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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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의 수산물 유통환경은 유통기 의 문화와 

직거래 확산, 소비의 고 화․다양화, 다품종 소량

구매, 고품질 안 수산물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

가 높아지면서 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 수산

물은 일반 공산품에 비해 자상거래 효과가 아직 

가시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보다 

효율 인 수산물 자상거래 활성화를 한 략

 근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일반 으로 수산물은 유통경로가 매우 복잡하여 

고비용이 발생되는 품목으로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품에 한 수  조 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더불어 소규모의 분산 인 유통과정과 비 표

화된 가격, 그리고 생산량의 불확실성 등이 존재

하여 계획 인 생산이 어렵고, 수산물 자체가 다양

한 품종과 형태를 띠고 있어 유통의 효율성을 한 

규격화나 표 화가 어려운 구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유통채 의 구조  문제에 한 

해결을 통해 체계 인 품질 리는 물론 생 리

를 기반으로 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측면과 유통 

구조의 효율성 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

율 이고 략  근이 필요한 시 이라 볼 수 있

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과정의 효율 인 유통구조

의 재설계를 통해 고품질의 수산물 공 기반을 구

축하고 보다 안 한 수산물 생산체제를 확립하여 

안 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공 될 수 있는 종합

리체제만이 수산물에 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해양수산물 유통 가치사슬 신

이란 오 라인에서의 복잡하고 비합리 인 기존 

수산물 유통채 을 이력정보를 제공  공유하여 

종합 리체제를 구축하고, 수산물의 자상거래 유

통 채 의 마련을 통해 수산물의 안 성 확보와 더

불어 수산물 유통 효율을 극 화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는 유통채 에

서의 간단계를 축소하거나 소비자 주의 유통

변화로 보다 높은 유통 효율성을 가져와야 할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즉, 기존 유통경로의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따라 성공 인 수산물 

자상거래 시스템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수산물 유통구조의 재구축(restructuring)을 

통해 유통구조 신을 이루고 동시에 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수산

물 유통체계를 재구축하고 자상거래를 한 성

공 인 자상거래 쇼핑몰의 제안과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유통과 배송의 경로 개발 등에 수산

물 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한 제반 방법을 연

구하고, 국  수산물 자상거래 유통 모델의 체

계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수산

물 가치사슬 신을 한 방안에 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가치사슬 신을 한 구체 인 논의로

서, SCM 에서 수산물 유통채  재구축을 제

안하고, 4장에서는 수산물 자상거래 구축방안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수산물 유통 가치사슬 신을 

기반으로 한 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나타

날 수 있는 기 효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6장

에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산물 유통구조 황  개선방안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수산물 유통 가

치사슬의 신이란 오 라인에서의 복잡하고 비합

리 인 수산물 유통경로를 상세한 이력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오 라인 경로의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이는 것을 의미한다.

오 라인의 수산물 유통과정에 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해서는 수산물 유통경로에 한 체

인 리가 선행되어야 한다[1]. 즉, 공 사슬 리 

차원에서 체계 인 리를 통해 유통 자체의 복잡

성이나 비효율성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1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해양수산물 유통 가치사슬 신  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 127

공 사슬차원의 성공 인 수산물 유통 리를 

해서는 공 사슬 내에서 수산물에 한 정보공유

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수산물에 한 정보공

유는 결국 수산물에 한 원산지나 생산지(양식의 

경우)정보, 가공정보, 배송정보 등의 이력정보의 공

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 

수산물 이력정보의 활용은 수산물 이력추 제의 

핵심으로, 수산물의 생산․유통․운송정보가 식별

번호에 의해 리되는 것을 소비자는 식별번호를 

통해 구입하는 해당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한다[3]. 수산물 이력추 제는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

하고 리하여 생산자는 물론 유통업자가 수산물의 

품질 리에 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

다. 이외에도 실제 수산업에 이력추 제가 도입되면 

양식어장 는 어장의 수질에서부터 생산자, 리정

보, 유통정보, 시장정보 등을 종합 으로 리하여 

수산물을 매개로 유발될 수 있는 험요소를 사 에 

차단함으로써 수산물의 안 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 는 소

비된 수산물을 역 추 하여 상품목의 안 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수산물의 추 능력을 확보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 능력은 수산물 공 사슬

의 어느 단계에서 식별할 수 있는가에 한 능력에 

기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산물 이력 추 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추 을 한 정확한 정보로서, 생산지 

 원산지 출처 등에 한 생산정보, 해당 수산물

에 한 가공정보,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배

송정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장기 으로 수산물 유통구조 역시 구매에

서부터 소비자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련 수산

물과 그에 따른 정보를 동시에 리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통해 재 비효율 인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경제 이고 효율 인 구조로의 

환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이력정보를 활용하기 해서는 수산물의 

안정 인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 한 정보의 일

원화 리를 통해 이력추 , 수산물 해요소 방지 

 소비자 신뢰 제공을 기능 으로 정보화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해서는 수산물 유통흐름의  과

정을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로 구분하고 해

당 정보를 기록․ 장하여 공 사슬 리 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력정보를 장하고 

달하는 체기술로 최근 SCM차원에서 용되

고 있는 기술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

tion)이다[9, 12].

RFID는 상품에 부착되는 태그(tag)에 생산, 유

통, 보 , 소비 등의  과정에 한 정보를 담고 

자체 으로 안테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기

(reader)를 통해 해당정보를 읽고, 련 정보시스템

과 통합하여 사용되는 활동  칩을 의미한다[2, 4,

8, 9, 12, 13]. RFID는 기존의 바코드에 비해 더욱 많

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가령, 해당 제품이 언

제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구성요소는 어디

서 왔는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차세  무선 식별 기술이라 할 수 있다[12]. 

한 RFID는 효율 인 상품의 식별(identifica-

tion)과 이동경로 추 (traceability)  조회를 통

한 정보 리를 가능  하는 신기술로서, 생산, 

장, 배송, 매의 통합 리를 한 공 망 리 

시스템인 SCM에 필수 인 기술과 궁극 으로 

RFID의 시장 확 는 각 기업들의 SCM 도입 시기 

 정도와 하게 연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 수산물의 경우 RFID는 행의 바코드

에 의한 인식시스템을 개선한 방식으로 향후 수산

물의 생산이력제(traceability)에 용 가능한 시스

템이다[1, 3]

최근에는 가공식품이나 과일 등의 식품 추

(traceability)을 목 으로 한 RFID 용에 한 연

구들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  Mousavi et al.[10]

의 연구에서는 가공된 식육 리를 해서 모니터

링 시스템을 통해 생산라인을 최 화하고, RFID 

태그를 트로이에 부착하여 기록함으로써 추 을 

용이하게 하며, 기존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를 통

해 실시간으로 재고 황을 확인하고 비용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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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FID 기반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시스템

에 해서 언 한 바 있다. RFID의 구 은 시스템

의 효율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기존의 바코드 시

스템과 몇 가지 차별화된 장 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특정 장소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품목에 

부착된 태그 내부에 장되어 있는 정보를 실시간

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특성과 비 속물질을 투

과해도 독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장 이라 할 수 

있다[8-13]. 

따라서 수산물 유통 가치사슬 신은 RFID 기

반 생산이력정보 추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산물 

공 사슬 에서 유통과정의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한 개념도로서, RFID 기반 생산이력정보 

추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 사슬 에서 수산물 

유통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RFID를 기반으로 한 수산물 생

산이력정보를 통해 수산물의 생산  출하 리에

서부터 수산물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유통

의  단계에 걸쳐 련정보를 이용하여 리될 필

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수산물 자상거래 시스

템 구축을 한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공 사슬 에서 실 이고 효율 인 수

산물 이력추 리 시스템 운 체제의 구축이 선

행되어야 한다. 둘째, 수산물 품목  사업자 확

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표 화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생산자, 도매시장, 매장, 소비자, 운 기  

등의 한 이해를 반 한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

하다. 셋째, 수산물 유통에 RFID를 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장비의 선택, 품목․포장 형태별 

상품 태깅(tagging), 장 설치  조정의 노하우 

축 할 필요가 있고, 넷째, 향후 확산단계를 고려

하여 공 사슬 에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

에 최우선 을 두고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3.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한 
자상거래 구축방안

수산물은 그 특성상 상품의 신선도가 생명이며, 

직  으로 보거나 만져보고, 그 신선도를 확인해

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를 해

결하기 한 신뢰성 있는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 인 수산물 

문 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방문

한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가격정

보를 제공하고 합리 으로 구매를 결정하도록 하

며, 거래에 한 신뢰감과 주문제품에 한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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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수산물 인터넷 쇼핑몰은 많은 사람들을 상

으로 하므로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

는 설계 략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기능

이 계속 업그 이드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환경

을 고려한 설계 략이 요구된다. 

[그림 2]에 의해서, 수산물 유통채  과정과 더

불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수산물 이력 추 제를 구

성하고 수산물 생산이력 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수산물 문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먼  수산물 유통채  상에서 공

업자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유통단계를 

 방 인 근법을 통해 종합 인 시스템설계

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

통, 매 등의 공 사슬의 각 단계 후에서 수산

물  수산식품과 해당 련 정보를 추 할 수 있

기 해서는 우선 으로 차별화가 가능한 수산물

이면서 직거래 유통이 되는 수산물이거나 는 생

산-가공-유통 등의 수산물 공 체인을 수직 으로 

통합할 수 있는 수산물이어야 할 것이다. 생산, 가

공, 그리고 유통 등 식품공 체인을 수직 으로 통

합할 수 있는 수산물과 더불어 직거래가 가능한 수

산물을 심으로 공 사슬 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수산물 식품공 체인을 통합해야만 이를 기

반으로 한 수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  연계가 가

능할 것이다. 한 우수 수산물의 입체  상품정보

제공 등 콘텐츠 보강으로 통합쇼핑몰의 이용 활성

화를 진하고 일 주문, 자결재 기능보강 등 수

산물 통합 쇼핑몰 기능으로 확충해야 한다. 따라서 

기에는 수산물 공 체인을 통합할 수 있는 수산

물을 심으로 개하며, 이후 단계 으로 모든 수

산물 상품으로 확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림 2]에 따라 이력정보는 생산자, 산지

시장, 물류담당자, 소비지시장, 소비자를 통해 정보

가 각각 기록되고 장되며 공유된다. 따라서 이력

정보는 수산물 쇼핑몰 시스템 구축을 해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수산물 이력정보는 수산물 

자상거래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는 최종 소비자가 수산물 유통흐름의  과정인 생

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에서의 상품에 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수산물 이력정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에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수산물 이력정

보와 수산물 구매의도 간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한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림 2] 수산물 자상거래 서비스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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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사방법, 표본 특성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의 성실성을 기 하기 

해서 특정업체의 신뢰할 수 있는 회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되어, 인터넷 문 설문업체에 의뢰하

여 일반인들을 상으로 이력정보에 한 내용을 

먼  설명한 후, 이력정보와 구매의도 간의 상

계를 조사하 다. 설문에 응답한 총 자료 수는 153

명으로 이들에게 만약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산물에 

한 이력정보가 제공될 경우, 실제로 인터넷 쇼핑

몰에서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사하 다. 설문

의 척도는 리커트(Likert) 5  척도를 활용하 다.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

은 <표 1>과 같다. 먼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9명으로 체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의 경우 134명으로 87.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10 에서 30 까지가 체 응답자의 88.8%

를 나타내고 있어 다수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용

에 익숙한 세 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응답

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학 졸업자인 응답자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 졸업자가 응

답자가 37.4%로 그 다음을 차지하 다. 본 연구표

본에서 응답자들의 직업은 수산물 구매의 주 고객 

층인 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회사원,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2>는 수산물 이력정보 설문문항

에 한 기술통계로서, 수산물 이력정보를 크게 생

산정보, 가공정보, 운송정보로 구분하여 제시하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9 12.4

학력

졸  2  1.2

직업

주부 74 45.4

여 134 87.6 고졸 61 37.4 회사원 55 33.7

연령

20세 미만   0  5.5 학재학  1  0.6 학생  1  0.6

20세～30세미만 100 61.3 졸 82 50.3 공무원  5  3.1

30세～40세미만  44 27.0 학원재학  2  1.2 서비스업 10  6.1

40세 이상  9  5.5 학원 졸  5  3.1 기타  8  4.9

<표 2> 수산물 이력정보 설문문항 기술통계

설    문    문    항 평균
표
편차

생산
정보

1. 해당 수산물의 양식장( 는 생산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제공되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3.61 0.80 

2.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3.65 0.80 

3. 수산물 양식(어획 포함)에 있어, 생검사결과에 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3.88 0.84 

4. 생산자에 한 정보를 알면 해당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3.58 0.80 

가공
정보

5. 수산물의 가공일자에 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3.63 0.76 

6. 수산물 가공에 있어, 생검사정보가 제공된다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3.86 0.82 

7. 가공공장으로부터 출하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 3.76 0.86 

운송
정보

8. 수산물에 한 운송정보가 제공된다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3.75 0.68 

9. 운송을 한 수산물 포장과정을 볼 수 있다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3.80 0.71 

만약 수산물에 한 생산, 가공, 운송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구매
의도

10. 수산물 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 3.52 0.74 

11. 향후 수산물 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3.42 0.80

12. 수산물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3.36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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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산물 이력정보에 한 설문문항 조작화 과정

은 련업무의 문가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력

추  련 담당연구원, L마트 수산물 이력추 제 

도입 담당자)과의 인터뷰(interview)를 통해 이력

추 정보에 반드시 포함될 정보를 구분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 다.

응답한 설문에 해서 생산정보에서는 “수산물 

양식(어획 포함)에 있어, 생검사결과에 한 정

보가 제공된다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

다(평균=3.88, 표 편차=0.84).”와 가공정보에서는 

“수산물 가공에 있어, 생검사정보가 제공된다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평균=3.86, 표

편차=0.82).”, 그리고 운송정보에서는 “운송을 

한 수산물 포장과정을 볼 수 있다면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다(평균=3.80, 표 편차=0.71).”가 높은 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소비자들은 

자상거래를 통한 수산물 구입에 있어 식품에 한 

생상의 안 성과 신선도 등에 심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향후 성공 인 수산물 자상거래 활용

을 해서는 이를 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 상  분석결과

구 분
생산정보 가공정보 운송정보 구매의도

mi1 mi2 mi3 mi4 pi1 pi2 pi3 di1 di2 ip1 ip2 ip3

mi1
Pearson계수 1

유의확률 ․

mi2
Pearson계수 .81(**) 1 

유의확률 .000 ․

mi3
Pearson계수 .71(**) .75(**) 1 

유의확률 .000 .000 ․

mi4
Pearson계수 .74(**) .68(**) .66(**) 1

유의확률 .000 .000 .000 ․

pi1
Pearson계수 .59(**) .64(**) .66(**) .57(**)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

pi2
Pearson계수 .63(**) .70(**) .76(**) .64(**) .79(**)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

pi3
Pearson계수 .62(**) .66(**) .66(**) .64(**) .75(**) .81(**)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

di1
Pearson계수 .63(**) .50(**) .53(**) .59(**) .69(**) .65(**) .64(**)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di2
Pearson계수 .55(**) .56(**) .63(**) .53(**) .74(**) .72(**) .74(**) .74(**)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ip1
Pearson계수 .49(**) .53(**) .52(**) .51(**) .53(**) .58(**) .62(**) .53(**) .55(**)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ip2
Pearson계수 .41(**) .41(**) .41(**) .47(**) .47(**) .56(**) .56(**) .52(**) .46(**) .74(**)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ip3
Pearson계수 .42(**) .47(**) .48(**) .42(**) .54(**) .59(**) .61(**) .46(**) .55(**) .71(**) .72(**)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주)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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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수산물 이력정보와 소비자의 구매의

도 간의 상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분

의 항목에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품구입에 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제품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진 후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는 상품

정보와 소비자의 구매행동 간의 정 인 상

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5-7, 10]. 이 에서 결

국 수산물 이력정보는 수산물 구입을 한 필수 요

건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의 수산

물 이력정보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수산물을 구

매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산물 자상거래 구

축  활성화를 해서는 이력정보의 체계화와 공

사슬내의 업체 간 공유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3.2 수산물 자상거래 시스템 구성도

수산물 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수산물 생산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수

산물 유통업체, 어   수 이 인터넷 망을 이용

하여 연결되어 나타나야 한다. 이를 해서는 공

사슬 에서 업체  기 들은 수산물 문 쇼핑

몰 구축을 해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한 응용시

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공 자, 매자 등이 연계된 

수산물 문 쇼핑몰 구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한 하드웨어 구성요건

은 [그림 3]과 같이 모든 서버를 개방형 체계를 지

향하고 상호호환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간의 연결을 통하여 외부사용자  내부 권

한이 없는 사용자에 한 보안기능을 갖추고, 완벽

한 보안체제를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경우 시스템 성능  

개발환경을 고려, 범용성  호환성, 데이터 무결

성 사용자 의 안정성, 확장성, 편리성 등을 감

안하여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용할 필요가 있다. 

한 애 리 이션의 경우, 빠른 실행속도, 다양한 

랫폼 제공, DB 지원, 인터넷, 인트라넷 지원 가

능도구 등 애 리 이션 객체간의 트랜잭션 무결

성, 보안성  확장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데이터 

통신기술은 LAN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기술로 

통신의 안정성, 속속도, 데이터 송속도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통신모듈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버기술은 기존시스템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와의 손쉬운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랫폼

[그림 3] 하드웨어 구성요건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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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산물 이력정보를 통한 수산물 유통 경로 흐름도

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토 로 수산물 이력정보를 통한 수산물 유

통 채  내에서 이력 정보 서비스의 흐름과 물리  

흐름  시스템 구성도를 종합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추  시스템 기술인 RFID를 용하여 수산

물의 어획․양식․수입 단계에서 이력정보를 입력

하고, 이후 수산물 공동어시장 는 도매시장에서 

RFID를 활용한 련 이력정보의 기록  장을 

통해 수산물이 출하된다. 이후 신선도 유지를 한 

특수 처리된 포장을 통해 운송  유통정보가 기록

되며, 수산물 매매장에서는 매  유통과정의 

정보의 기록과 더불어 생산 등의 이력정보가 확인

되게 된다. 더불어 수산물 쇼핑몰의 경우, 수산물 

공동 도매시장의 생산․가공․유통 이력 정보를 

인터넷 망을 통해 쉽게 근하여 확인이 가능하도

록 한다.

4. 기 효과

수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취 이 곤란한 상품

이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안 하게 상품의 손실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달되어야 한다. 이를 해

서는 수산물 생산  양식업자, 운송업체간의 상품

정보에 한 공유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수산물 유통가치사슬의 신을 통한 

수산물 이력정보의 공유는 매우 요하다. 공 사

슬 내에서의 많은 이력정보의 기록과 장은 RFID

가 합할 것으로 단되는데, 이 기술은 수산물 

생산 이력 추 의 기술로서 체 수산물 공  사슬

을 감시함으로써 체계 이고 생 인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수산물의 흐름이나 특성을 기록하여 추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

한 과정이 기록․ 장  추 이 가능해지면 소비

자의 입장에서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공  유

통과정 상의 생 정보의 확인으로 인해 신선한 수

산물을 안 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

성 ․정량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먼  정성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수산양식, 

어업, 유통, 가공  기술 련 정보망 구축  인

터넷을 통한 수산물의 자상거래 체계를 구축하



134 박명섭․김종욱․이원 ․박상철

여 보다 효율 인 거래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산물 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한 불

필요한 간 유통과정의 복잡성을 임으로써 투

명한 상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 수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둘째, 수산물 소비자들로부터 수산물 해요소에 

한 검증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안 한 수산물을 

공 하여 안정성 확보가 이루어짐으로 생산자에게

는 수산물 홍보  직거래 매 기반을 제공하고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

산물 유통비용 감을 통한 유통개선을 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효율 인 거래 기능을 제공

하여 체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셋째, 유비쿼터스 기술인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물 정보검색이 용이해

지고, 궁극 으로 수산물 식품의 안 성을 제고시

킬 수 있다. 특히 수산물 유통경로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수산물에서 소비자에 한 해요소가 발

생되었을 때 회수가 신속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수산물 리에 있어서도 상품의 특성과 원산지

에 한 정보를 기록․ 장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재고 리가 효과 으로 되며, 수산물에 한 이력

추  정보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 하게 되어 향후 

수산물 자상거래 마  략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량  효과의 경우 크게 수산물 생산

자, 유통 업자를 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

는데, 먼  수산물 생산자(공 자)의 경우, 품 률

의 감소에 따른 이익증 를 들 수 있다. 수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수명

이 짧아 상품의 품  시 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수산물 생산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1]. 한 수산물을 취 하는 유통업

체의 경우에서는 수산물에 한 재고 악의 정확

성과 재고회 에 한 리가 개선되어 재고결손 

처리액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 상품코드에 한 수작업 입력 작업이 어

들어 수산물 코드 련비용과 매정산비용의 감

도 가능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효과 인 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해 RFID를 기반으로 한 수산물 이력정보의 공

유를 통해 수산물 공 사슬 에서 생산․공

․유통까지의 수산물 공 기반을 효과 으로 수

산물 유통경로를 재설계  구축하고, 수산물 차별

화를 통한 식품 안 성을 확보하는 것에 해 논의

하 다.

기존 오 라인상의 수산물 유통경로가 매우 복

잡하여 유통 고비용이 발생되는 수산물의 특성상 

온라인상의 거래는 간 유통상의 개입을 최소화

하게 됨으로 인해 비용을 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며, 이력정보를 통해 수산물 상품 자체에 한 

경쟁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수산물 시장 유통경로의 복잡성으

로 인해 발생되는 유통비용은 자상거래 도입을 

통해 유통경로의 단축과 유통비용의 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상품의 경우 그 특성상 자연

히 변질되거나 훼손률이 커지는 문제 을 일 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의 

자  유통경로의 마련은 수산물 유통과정의 효율

화를 이루게 되며, 유통과정의 효율화는 유통거래

과정의 복잡성을 여주어 보다 효율 인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이 생산되고 공 될 

수 있게 되어 궁극 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수산물 자상거래는 고비용 효율의 수산물 유

통구조를 신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수산물 

자상거래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생산․

가공․유통․ 매 등 수산물 공 사슬의 각 단계에

서 수산물 상품과 련된 정보를 확인할 있는 이력

추 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수산물 공 사

슬 차원에서 논의되기 해서는 련 인 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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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정부  시범

사업 참여업체의 노력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지

속 인 정부의 시범사업은 물론 수산물 공 사슬 

차원에서 공 업자  유통업자 간의 력이 요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한 지속 인 노력을 통

해 도출된 결과를 검토하고 공유하여 수산물 유통 

가치사슬의 종합 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한 자상거래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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