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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식품 수출은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써,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국내 시장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n, 2010). 농식품을 수출은 각 국가별 상이한 통관 및 

검역환경, 한정된 보관기간, 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

가, 기후에 의한 생산의 불안정성 등 일반 공산품보다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으며(Yu, 2003), 수출과

정이 복잡하여 농식품 수출 시 고려해야하는 요인이 많

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뿐

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 관련 다양

한 정보가 필요하다(Jo and Park, 20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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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KATI)과 식물 검역원 등에서 운영하는 웹은 

정부차원에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개발된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Kim, 2009). 이러

한 정보제공 시스템에서는 원활한 농식품 수출을 위해 

현지조건, 검역, 수출 제한 조건, 검역 검사 등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에는 수익과 관련된 수출 가능 여부 판단과 예상

수익 등의 정보 수집 및 제공, 해외바이어와 국내 수출

기업의 거래 기능이 부족하여, 정보 시스템을 직접적으

로 농식품 수출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No, 2008). 

기존 정보제공 시스템에 수출 거래 기능을 추가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하고자 농식품 수출 거래 정보시스템인 

AgroTrade가 개발되었다(Jo and Park, 2010).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 중인 AgroTrade는 생산자가 

상품, 연락처, 지역 등을 웹에 올려 국내 수출업체나 해

외바이어에게 농식품을 홍보하는 거래 정보 시스템으로

써 체계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배송, 검역,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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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련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협상, 금융, 배송 시스템의 부재와 부족한 수익 창

출 관련 정보로 인하여 거래 정보 시스템 상에서 실질적 

거래를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Albrecht et al., 2005; 

Mubeen and Subamanya, 2014; Yazdanifard and Li, 2015). 

중소기업의 국가 간 거래 확대를 위한 연구자들은 기

존의 거래 시스템에 제품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과 금

융 등을 도입하여 기업 대 기업의 거래(business to 

business) 확대를 실시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B2B 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

소기업의 거래량을 높일 수 있었다(Zhaoa et al., 2008; 

Zhao and Ye, 2015). 국내에도 B2B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를 노력 하였지만, 검역과 통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하는 복잡한 수출 과정, 소

규모 단위의 수출 및 구두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수출 

과정의 비체계화, 제품 이외의 수출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의 국내 농식품 수출 환경으로 인하여 B2B 시스템이 

농식품 수출 확대 특히, 신선 농식품 수출 확대에 미치

는 영향력 낮은 실정이다(Simula et al., 2015; Pizzuti and 

Miravelli, 2015; Vlachos et al., 2014). 즉, B2B 시스템 등

을 이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 

과정에 필요한 주체들의 시스템 참여를 토대로 한 수출 

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아웃소

싱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시스템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제품 판매 시스

템, 기업 문제 해결 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활용

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Kim and Park, 2013; She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서 SWOT 

분석을 토대로 수출 확대 요구사항을 반영한 크라우드소

싱 기반의 농식품 수출 정보시스템을 디자인하였다. 이

를 위해 1) SWOT 이용한 기존 농식품 수출 정보시스템

의 강점과 약점, 현재 농식품 수출의 위기와 기회 요인 

분석, 2)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농식품 수출 정보시스템

의 항목 도출, 3)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농식품 수출 정

보시스템 설계 및 기대효과 도출을 실시하였다.

II. SWOT 분석 및 필요사항 도출

1. SWOT 분석

본 연구는 크라우드소싱기반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위

해 농식품 수출 관련 생산자, 수출회사, 해외바이어 등에 

관련된 사항과 기존 정보제공 시스템 및 B2B 정보시스

템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은 분석

대상이 가진 강점 (Strong),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평가함으로

써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해주는 

도구이다.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농식품 수출의 참여 

주체인 생산자, 수출회사, 그리고 해외바이어 등의 상황

을 파악하고, 기존 정보제공 시스템 및 B2B 정보시스템

이 갖는 강점을 선택하고 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최적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참여 주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

고자 하였다. 이에 SWOT 분석으로 도출된 최적의 제반

요소들을 바탕으로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농식품 수출정

보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그 구현 절차 및 방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Process of agro-food export 
information system

2. SWOT 분석 결과

농식품 수출환경 요인과 수출 정보시스템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에 필요

한 최적의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현재 농식품 수출 정보 

시스템의 외부요인인 농식품 수출의 참여주체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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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애로사항 등과, 기존 시스템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여(Table 1), 이

를 새로운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먼저, 농식품 수출 참여 주체 환경의 분석 결과 수익에 

관련된 정보의 부재, 참여 주체간 정보공유의 미비가 필

요 요소로 도출되었으며,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은 각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확장 및 검색의 어려

움, 시스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정

보의 부재가 필요 요소들로 도출되었다.

3.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과 기능 분석

SWOT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리

하고, SWOT 분석으로 대상 요인을 종합하여 강점과 기

회를 조합한 SO (Strength Opportunity) 전략, 강점과 위협

을 조합한 ST (Strength Threat) 전략, 약점과 기회를 조

합한 WO (Weakness Opportunity) 전략, 그리고 약점과 

위협을 조합한 WT (Weakness Threat) 전략을 수립하여 

크라우드소싱 기반 수출정보 시스템의 설계 방향을 제시

하였다(Table 2). 기존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의 강점에 

현재의 참여 주체의 수출환경을 적용해본 결과, 기존의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의 강점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에 따라 수출 참여 주체의 의사결정 관련에 도움은 주고 

있지만, 검역, 홍보, 현지조사 등 각 기관에 따라 제공하

는 정보의 차이가 있어, 낮은 정보 이용의 효율성, 해외

바이어와 생산단체의 의사소통 불가능, 수익관련 정보의 

소통 부재, 수출활동 지원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 등 수

출 참여 주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존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의 약

점에 현재 참여 주체의 수출환경을 적용해본 결과, 정보 

제공자의 단일화와 실질적 상거래 시스템의 부재는 수출 

참여 주체가 실시간 정보 이용 한계, 다양한 정보제공 

그룹 참여 제한, 농식품 수출 환경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의 개발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하였다. 즉, 수출 참여 주체

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농식품 수출 정보제공 시스템의 장점을 토대로 사용자에

Subject Issue

Kati

 Offering trend of abroad market and advancement strategy

 Offering statistics

 Support of export business and offering data related with export process 

 Difficult to search information

 Unification of information offerer

Agrotrade  Product advertisement and offering information with product

 Lack of materials to estimate the producer 

 Absence of function with negotiation and to transaction 

 Offering the information quarantine and custom

 Absence of the information on real time related with non-tariff

 Difficult to search the information related with quarantine process

qia(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t)

guild of producer

 Difficult to manage buyers in abroad

 Difficult to manage product, carrier, and sale

 The unit cost of production growth

 Difficult to manage quality of production and supply

export business

 New market exploitation and to distribute new product

 Easy to manage about buyer in abroad

 Cost of management growth about carrier and supply

buyer in abroad

 Absence about trend of market and information related with product kinds

 Constraint of language

 A negative list

 Necessary of effort and expense to survey the new product 

 Difficult to communicate among participation of export agro-food

Table 1. Analysis about existing agro-food information export system and agro-food export informatio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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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필요한 수출관련 정보의 빠른 수집 및 제공, 각 수출 

참여 주체 정보 공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수출 관련 

조직과 해외바이어의 거래 관련 항목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III. 시스템 설계요소 분석

1. 설계방향 제시

농식품 수출 참여 주체의 요구사항 즉 시스템의 외부

적 요인과 정보 시스템 필요 기능인 내부적 요인을 토대

로 시스템 설계 방향을 고려하였으며, 총 4가지 중 가장 

상위 기반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출정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SWOT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시스

템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SO, ST, WO, WT로 구분한 

결과(Figure 2) 수출정보 시스템으로 수출 관련 일반 정

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거래 기능, 다양한 전문

가 의견 및 정보의 부족. 의사소통 공간 부족, 정보 수집 

방안 부재 등의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 이를 토대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본 연

구에서는 총 3개의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Figure 3과 같이 제시하

였다. 즉, 1)농식품 수출 특징인 검역 조건 통과, 수출 

대행을 위한 수출 기업. 통관 서류 대행 등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존 거래 시스템에서 수행하였던 협상, 

금융, 배송 기능뿐만 아니라 문서 작업, 통관 대행, 검역 

대행, 생산자부터 해외바이어 등의 수출참여 주체의 의

사소통, 수출 실거래 현황의 수집 등이 가능하도록 한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수출 참여 주체가 함께할 수 있

는 B2B 정보 시스템, 2)다양한 전문가와 특수한 수출 정

보를 비전문가로부터 정보가 수집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따른 금전적 보상 그리고 이렇게 수집

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 

총 2개의 시스템을 설계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사용하였다.

Subject Factors

Strengths

 Information offering about market tendency and buyer

 Problem solution about agro-food export

 Information offering of transaction

 Information offering of export process

Weaknesses

 Duplication of role of information systems

 Effective argument of offering informations

 Shortage of labor offering information related incomes

 Difficulties of searching informations

 Lack of influx factors to system

 Absence of transaction, export control and communication

Opportunities

 Increasing demand of finding new market

 The effor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xport

 The effort to improve information systems

 The utilisation of information system at agro-food export firm

Threats

 Unsystematised export processes

 The demand of informations related incomes

 The demand of high reliability buyers

 Negative opinions about information systems

 Delayed development of agro-food export firms

 The slim chance of deals using information systems

Table 2. Result of SWOT analysis for generating of requirement about agro-food exper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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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

을 농식품 수출거래(B2B) 시스템과 수출 정보제공 시스

템을 웹 혹은 앱 기반으로 설계 시 중복되지 않도록 각

각의 시스템 형태로 설계하였다. B2B 거래정보 시스템

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자와 

수출 기업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해외바이어와 거래

를 지속하려는 성향이 있어, 동일한 지역에서 2명 이상

의 바이어와 거래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 즉, 농식품 수

출에서의 1 지역 1 해외바이어의 거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private B2B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크라우드

소싱 수출정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의 역할을 

기준으로 정보제공 시스템과 수출거래 시스템 그룹으로 

참여주체를 구분하여 조직화 하였으며, 시스템 참여주체

의 조직은 시스템 관리, 제공자 그룹, 실행자 그룹, 사용

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Figure 3(a)). 또한 농식품 수출 

과정에는 검역과정, 박람회를 통한 마케팅, 다양한 국가

를 대상으로 한 상품 소개 및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 필요한 전문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수출 관련 전문가 및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유

한 비전문가의 시스템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로부터 정

보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 크라우드소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의 구조를 제공자, 실행자, 사용자, 

시스템 관리로 구성하였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서 구분한 참여주체의 역할에 따른 정보의 이동 및 물

류의 이동을 도식하였다(Figure 3(b)). 특히,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에서의 정보 이동을 도식하였으

며, 기존 정보는 지원주체로 수집되어 사용자 그룹으로 

제공되었지만, 크라우드소싱 농삭품 수출정보 시스템에

서는 지원주체, 각 생산 및 판매그룹, 물류 그룹으로부터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사용자 그룹으로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가. 농식품 수출거래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거래의 체계화 및 수출 거

래 관련 정보의 수집, 참여주체의 요구사항 즉 시스템의 

외부조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인 거래 기능과 참

여주체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거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Figure 4). 시스템의 기능으로는 이

미 거래하고 있는 생산자, 수출기업, 해외바이어의 의사

소통 및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신규 농식품 수출 거래

의 유입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수출참여 주체가 시스

템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한 수익 창출이 있

다. Figure 4(a)와 Figure 4(b)는 이미 거래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와 농식품 수출 기업 및 생산자의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지원 사항의 요청 및 해결 과정 

단계와 이 때 발생하는 정보의 이동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다음의 기능은 농식품 참여주체의 애로사항 요

Figure 2. Design direction of agro-food exper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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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및 이행사항 제공을 통한 각 애로사항에 따른 문제해

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 

또한 존재한다. Figure 4(c), Figure 4(d), Figure 4(e), 

Figure 4(f)는 기존에 수출 거래를 하고 있었던 참여주체

와 신규로 수출 거래가 이루어지는 참여주체가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에서 역할과 참여주체 사이의 거레 흐름

a)

b)

Figure 3. Participation, information, and product flow in agro-food export information system, 
a) participation of system, b) system of information and produc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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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4 Function of agro-food B2B information system based on crowdsourcing, a) function of communication 
system , b) role of participation of system to communicate among producer, export business, and buyer in abroad, c) 
B2B  system, c) function of B2B information system based on crowdsourcing, d)  role of participation of system to 
transact(process: registration, information entry, negotiation), e) role of participation of system to transact(process: 
negotiation, paper work, delivery), f) role of participation of system to transact(process: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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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해외바이

어와 농식품 수출 기업 및 생산자의 수출 거래 체계화를 

토대로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에서 신규 농식품 수출

에 참여한 생산자, 수출기업. 해외바이어의 거래 과정의 

단순화 및 각 수출 참여주체의 시스템에서 수출 참여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 참여주체의 시스템 상 

역할을 구분하였다.

나. 농식품 수출정보 제공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지인, 시장조

사 전문기업 등으로부터 수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보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헤드라인, 주요 용어 링크 맟 내용 입력 기능을 

이용하는 농식품 수출정보 제공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Figure 5). 또한 헤드라인과 텍스트 기반의 내용 및 단

어의 링크를 이용하여 즉 텍스트 기반으로 수출 관련 정

보를 작성함에 따라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구글 

등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쉬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였고, 특히, 링크를 이용하여 각 정보의 연계성을 높임으

로써 정보 확대, 검색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h, [[ ]], 밑줄을 이용

하여 헤드라인, 링크, 내용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능

의 단순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높였고, 작성과 

동시에 정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맷을 갖춤에 

따라 시스템 효율성 또한 고려하였다.  

IV. 시스템 기대효과

1. 네트워크의 랜덤워크

네트워크에서 랜덤워크는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하나

의 노드로 병원균 확산, 정보 확산, 물질 전파 등의 확률

적 이동 기작을 다루는 대표적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소싱 정보제공 시스템의 기대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1) 생산자, 수출기업, 해외바이어,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 임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의 보유 

유무로 네트워크를 구분하였다(Figure 6(a), Figure 6(b)). 

2) 네트워크의 랜덤워크를 이용하여 도출한 군집(Pons 

and Latapy, 2005)을 토대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노드 

및 정보의 확산 정도를 산출되었으며, 농식품 정보제공 

시스템이 있는 네트워크는 노드와 노드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시스템을 중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연결되지 않은 노드도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군

Figure 5 Participation and structure of agro-food trad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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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도출하였다. 3) 기본적으로 동일한 커뮤니티에 속

해있는 노드들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

기에 설정하고, 임의로 링크가 연결된 노드를 이동하면

서 이동이 된 노드들이 정보를 공유하게끔 시뮬레이션 

하였다. 4) 임의로 선정한 생산자 노드에서 링크가 연결

된 다른 하나의 노드로 이동을 하며 생산자, 수출기업, 

해외바이어 혹은 수출기업과 해외바이어 혹은 생산자와 

해외바이어의 관계에서 동일한 정보가 3개 이상인 노드

와 노드가 있을 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

며(Fouss et al., 2007), 이동은 시작한 이외의 생산자 노

드로 이동할 시, 수출기업에서 생산자로 이동시, 해외바

이어에서 해외바이어 이외의 노드로 물류가 이동할 경우 

이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복 이동은 

가능하지만, 위 3가지 조건에 이동경로가 부합되면 이동

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다. 4) 각 이동이 끝나는 것 즉 

하나의 이벤트가 시작하고 종료한 것을 시간 1으로 표현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크라우드소싱 농식

품 수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농식품 

a) 

b)

Figure 6 Example of agro-food export network for making effective analysis about agro-food export 
information system based on crowdsourcing, a) export system with information system, b) export 
information system based on crowd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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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즉 수출 속도를 높이는 것 이전에 전반적으로 농식

품 수출 관련 정보의 공유와 수출 확대를 하는 것이 목

적이기 때문이다. 5) 총 정보의 종류는 10가지로 설정하

였으며, 초기 2-4가지의 정보를 각 군집에 임의로 분배

하여 전체 네트워크에는 총 10가지의 정보가 존재하도록 

하였다. 6) A-G의 노드는 임의로 선정되었으며, 1-10의 

시간에 따른 개수로 나타나는 각 노드별 보유정보와 누

적 거래량을 비교하였다.

2. 기대효과

네트워크의 랜덤워크 이론을 이용하여 임의로 구성한 

a) b)

c) d)

e) f)

Figure 7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information system based on crowdsourcing and existing system, 
a) comparison of spread information between  each systems, b) comparison of export volumes between 
each systems, c) amount of information in node without crowdsourcing agro-food export information 
system, d) amount of information in node with crowdsourcing agro-food export information system, e) 
amount of transaction in node without crowdsourcing agro-food export information system, f) amount of 
information in node with crowdsourcing agro-food expor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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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크라우드소싱 농

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정

보 확산속도가 빠르고, 농식품 수출 거래량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10000

번 시행한 값들의 평균이며, 임의로 산출한 노드들의 보

유한 정보량과 거래량, 네트워크 노드의 정보 공유 비율, 

크라우드소싱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와 포함하지 

않은 네트워크의 거래량 비율을 산출하였다(Figure 7).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정보 공유 범위는 초기 임의로 정

해진 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유하는 것과 가지지 못한 정

보의 비로써, 시간이 4 이후,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확산 범위가 

크라우드 소싱 정보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네트

워크 보다 더 넓어지며, 시간이 6을 지나면, 정보의 확산 

비율은 약 1.7배였다(Figure 7(a)). 거래량은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써 임의의 생산자 노드에서 링크로 연결된 다른 

노드로 이동을 하고 두 노드의 중복되는 정보가 3개 이

상이 있으면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써, 1시간에 

3개의 노드가 연결이 이루어지면 거래량은 3이 된다. 두

개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량의 비를 통해 크라

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 보유 여부에 따른 거

래량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비가 1보다 큰 것은 크라

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보유한 네트워크에

서의 거래량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크라우드소싱 농

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거

래량은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은 네트워크보다 많았으며, 

시간이 4 일 때 약 1.4로 가장 크고, 거래량 비는 약 1.3

으로 수렴하였다(Figure 7(b)). Figure 7(c)와 Figure 7(d)는 

임의로 지정한 6개의 노드에서 시간에 따른 보유한 정보

의 수를 비교한 것으로써,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

보 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임의로 지정된 노드에서 

보유한 정보의 양이 더 많았으며, 정보의 증가 속도 또

한 더 빠르게 도출되었다. 특히, 다수의 링크에서 보유하

고 있는 다수의 링크를 보유한 A 노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유한 정보의 양이 가장 많았으며, 크라우드소싱 

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노드 

A에서 보유하는 정보량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이

에 반하여, 네트워크 말단에 위치한 노드 F와 G에서의 

보유한 정보의 양은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

템의 보유 유무에 관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을 뿐 만 아

니라, 정보의 증가 속도 또한 다른 노드들의 차이보다 

작았으며, 이는 연결되어 있는 링크의 수가 제한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7(e)와 Figure 7(f)는 

각 노드에서 각 이벤트에 따른 발생한 거래를 시간에 따

라 누적한 것을 나타낸 것이며, 임의로 지정한 노드 전

체에서 발생한 거래는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보유한 

네트워크가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은 네트워크보다 많았

다. 두 네트워크에서 링크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

는 노드인 A는 시스템의 유무에 따른 거래량의 변화가 

적은 반면, 노드 B와 E는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

보 시스템을 보유 유무에 따른 거래량이 약 2배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시스템을 보유한 네트워크에서의 거래량

이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은 네트워크보다 많았다. 이는 

네트워크에 시스템이 존재함에 따라 노드에서 다른 노드

로 연결되는 링크의 수가 증가하여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스템으로 인하여 연결되는 링

크의 수가 많아지는 노드들의 거래량이 기존에 링크의 

연결이 많이 되어 있던 링크의 거래량보다 커지는 것으

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식품의 수

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SWOT분석을 실시하여, 이미 개발되

고 상용화된 수출정보 시스템의 자체적 문제와 외부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식품 수

출정보 시스템의 설계 방향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설계 

방향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생산자, 수출기업, 

해외바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임의로 만든 후 네트워

크의 랜덤워크를 이용하여 정보 확산 정도와 농식품 수

출 거래량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기존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SWOT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정보는 있지만, 정보의 실효성과 검색 등 이용의 

한계가 있었으며, 생산자, 수출기업, 해외바이어의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 및 이를 통한 협상, 배송, 금융 

등 거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

다. 이에 다양한 사람들이 시스템에 참여하여 수익과 관

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 및 사용할 수 있으며, 농식

품 수출 거래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

템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디자인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

은 기존의 거래 시스템에 배송, 금융, 수출 관련 배송 및 

서류 작업, 번역 등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거래 정보 

시스템에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수

출정보 시스템의 정보 제공자를 각 분야 전문가와 비전

문가인 현지인 확대함으로써 수익 관련한 정보 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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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함으로써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디자인하였다. 이와 같이 구현한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드 21개, 링크 20로 구성된 임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임의의 선택한 노드 6개와 전체 네트워크에서 발생

하는 정보 확산 정도와 거래량을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

템을 포함한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은 네

트워크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크라우드소싱 농

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확

산 비율과 거래량이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

템을 포함하지 않은 네트워크보다 약 30%보다 크게 도

출되었다.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은 크라우드소

싱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다수가 참여해야 시스템이 활

성화되고,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으며, 특히,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에는 

번역, 배송 및 보관 업체, 서류작업 업체, 수출 관련 분

야의 전문가, 수출 시장의 현지인 등이 참여해야 시스템

이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수출 관련 주체들이 

활발하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방안, 

정보제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보상

금 책정 모델, 거래 시스템에 참여한 주체들의 수익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수익 배분 모델, 거래 시스템과 정

보제공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거래 시스템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보제공 시스템에 이용하는 방안 마련에 

관련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존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의 내·외

적 강점, 약점, 위협, 기회를 도출하고, 약점과 위협에 대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였지만, 시스템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써,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이전

에는 새롭게 제시한 시스템의 설계상 문제점 들을 도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크라우드소싱 농식품 수출정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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