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A
RDA Interrobang (156호)
인터넷(www.rda.go.kr)에서

156호

집필: 김기영(063-238-4111)
임종국, 모창연

컬러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interr●bang

Hi~센스농업?

품질과 안전을 잡는 센싱기술 2015. 9. 4. (제156호)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

Ⅰ. 품질이 뭐길래? ······································· 1
Ⅱ. 하이센스 농업의 시대 ··························· 7
Ⅲ. 시사점 ····················································· 16

RDA Interrobang (No. 156)

Sensing for Agro-food Quality and Safety
Kim Giyoung ․ Lim Jongguk ․ Mo Changyeu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인테러뱅 제156호

∼

Hi 센스농업?

김기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임종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모창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5. 9. 4. 발간

giyoung@korea.kr
limjg@korea.kr
cymoh100@korea.kr

RDA

interr●bang

156호

≪요약≫
1.

품질이 뭐길래

?

2.

하이센스 농업의 시대

3.

시사점

품질은 사전적으로 상품의 본질, 특성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상품의 수준이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과거에는 질보다 양, 품질에서도
외관이 더 중요했지만 현재에 이르러 ‘맛과 안전성’으로 구매 기준의 중심이 변화
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품질은 국가 단위에서 농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생산자
단체에게는 브랜드 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 3사는 가격경쟁을 넘어, 농산물의 신선도와 당도를 무기로 싸우는 2차전에
돌입하였다.
품질경쟁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센싱기술의 발달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주관적
으로 판단해야 했던 맛, 결함, 모양, 크기, 무게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센서가 인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대신하는 장치
라고 하면, 센싱이란 이를 정리하여 정보로 만드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감각범위를 넘어 동물의 특수한 감각보다도 민감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센서로
측정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화하면 실생활에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먼저 센서를 이용하는 기술은 재배과정과 수확후 관리 분야의 품질 관리에 많이
쓰이고 있다. 재배과정에서는 하우스 내 토양의 수분센서, 양분보유량(EC) 센서, 산도
(pH) 측정, CO2센서 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수확 이후 농산물의 선별 과정에는
노동력을 대폭 줄여주고 농산물을 균일하게 골라내는 비파괴 선별기가 있다. 비파괴
선별기는 과거 무게, 크기 만을 기준으로 했던 선별 방식을 소비자가 보다 관심을
두는 영역으로 확대한 일등 공신이다. 이에는 빛을 농산물에 쐬어 반사된 광의
파장을 분석하는 근적외선 기술과 초음파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센싱기술로는 인공코와 전자혀가 존재한다.
현재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센싱기술의 새로운 분야는 바이오 센서로 나노,
정보통신, 생명공학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를 활용해 수입되는 농산물의 검역
이나 재배중인 작물에 발생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칩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유해균의 종류와 수를 분석할 수 있는 검사용 소형기기도 거의
실용화 단계에 도달해있다.
농업에 사용되는 센싱은 우리가 직면한 경지면적과 인력 부족을 타개할 수 있고,
품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이므로 그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센싱기술과 관련해, IT와 NT 등 관련 연구의 결과가 농업분야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성과의 운영관리체계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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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품질이 뭐길래?
(品質)이란?

품질

□ 사전적으로 상품의 본질, 특성 등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상품의
수준이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를 이르는 말

○ 상품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품질 속성(quality attributes)
이라고 하며, 외부 내부 안전성 등으로 구성

-

외부 속성은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농산물의
크기, 모양, 색깔, 껍질의 상태(손상), 신선도 등이 해당

-

내부 속성은 소비자가 직접 맛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달콤함, 새콤함, 향기로움, 아삭거림, 즙이 많은 정도 등

-

五感)으로 파악

안전성은 농약, 미생물, 중금속 등 소비자의 오감(

하기 곤란하나, 상품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
* 또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 성분도 포함

○ 이외에 영양과 안전성을 기본적 특성이라 하고, 외관, 맛, 향기
등을 기호특성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존재(식품과학기술대사전)

품질이 높고 낮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까?

▷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중요 품질 속성의 수준에 따라
농산물의 표준 등급(등급제)을 정하여 운용 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표준규격제도’를 통해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모양,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상태 등을
품질속성으로 설정하여 등급을 특, 상, 보통으로 나눔

- 일본은 과일의 경우, ‘과일의 전국표준규격(果實の標準規格)’, 미국은 ‘U.S. Grade
Standards’, 유엔경제위원회에는 ‘UNECE standard FFV’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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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은 기본

□

, +α

과거에는 질 (

시대

質)보다

양(

量),

품질에서도 외관이 더 중요했지만

현재에 이르러 ‘맛과 안전성 ’으로 구매 기준의 중심이 변화

○ 배고팠던 시절에 소비자의 관심은 저렴하면서 양이 많은 농산물을
찾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비싸도 ‘맛’이 좋은 상품을 선호

-

예를 들어, 통일벼는
으나, 맛이 떨어져

’77년 쌀의 자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
80년대를 거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

* ’77년은 대표적인 절미정책인 무미일(無米日)이 폐지된 동시에 14년만에
쌀 막걸리의 제조가 허가된 해이기도 함

-

소비자의 식품 선택 기준은 맛(56.6%), 영양(24.2%), 가격(13%)
등으로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시하는 시대로 급변(’15, 식약처)

○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증가

- GAP에
호까지

- ‘14년

‘11년 3만 7천호에서 ’13년 4만 6천
증가(’15, 농림수산식품부)
참여하는 농가수는

에는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

2

’24년
전망(’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색깔이 중요한 꽃

2.4조

향이 중요한 커피

원으로,

마블링이 중요한 쇠고기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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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 등 유통

3사는

기존의 가격경쟁을

넘어 , 농산물의 신선도와 당도를 무기로 싸우는

2차전에

돌입

○ 이마트는 사과, 배, 수박, 참외 등 10대 중점 관리 품목을 정하고,
품목별로 표준 당도를 정하여 운용 중(‘15.6.2, 헤럴드경제)

-

또한 오랜기간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후레쉬센터

(CA저장고)를

업계 최초로 도입

* CA 저장고는 산소 비중을 낮추어 농작물의 호흡을 최소한으로 하는 기술

○ 롯데마트는 농산물의 진열기간을 줄이고, 판매가 많은 과일 5개
품목의 당도 기준을 강화(’15.3.29, 조선비즈)

-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입고후

7일동안

판매하던 피망, 풋고추,

파프리카의 진열 기간을 3일로, 느타리는 4일에서 2일로 단축

-

12브릭스(°Bx)에서 13으로, 배는 11에서 12로,
참외, 감귤은 9브릭스에서 10으로 변경

사과의 당도 기준은
수박과

○ 홈플러스는 신선 농축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중장년층을
위주로 하는 ‘신선 지킴이’

500명을

신규 채용(‘15.4.7, 국제신문)

∼

* 500대 신선 농축산물을 연중 10 30%까지 상시 할인하는 전략도 병행

이마트 후레쉬 센터

롯데마트 당도 선별

홈플러스 신선지킴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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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품질

□

(品質 )은

?

왜 중요한가

국가 단위에서는 생산비와 더불어 ‘농업경쟁력 ’의 원천이 되며 ,
생산자단체에게는 ‘브랜드 관리 ’의 핵심

○ 농업경쟁력은 다른 국가의 농산물이 판매되는 공간에서 자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능력(‘87,

-

Brinkman)

이에는 품질경쟁력을 필두로 생산효율성(비용), 유통효율성(유통
마진), 소비자 충성도(프리미엄) 등으로 구성(’14, 이춘수 외)

- WTO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품질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꾸준(‘05, 이정환)
*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브랜드화, 산지조직화, 선별 포장 개선사업 및
관련 기술교육 등을 실시

○ 브랜드 관리의 핵심 중 하나로 상품 수준에 대한 차별화, 균일화,
그리고 지속적 관리에 관여

-

대형소매점이 늘어나면서 구매 농산물에 대한 정품질(

定品質)

定價) 정량(定量) 정시(定時)의 요구가 거셈(’15, 위태석)

정가(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실패하는 ‘농산물 브랜드’의 5가지 유형

▷ 5,000개가 넘는 우리의 브랜드 중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실패의 원인
중 상당수가 품질과 관련(’11, 인테러뱅 제31호)
1. 초기의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품질 및 물량 관리가 부족
2.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속박이 등의 사건이 발생
3. 멋진 이름만을 추구하고 브랜드에 걸맞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재
4. 생산자가 참여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지원으로만 제작해 생산자가 이탈
5.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을 목적으로 단순한 마크만을 부착하여 판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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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품질논란

□ 사회가 형성되고 거래가 시작된 원시시대부터 품질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음

○ 자급자족 경제시대를 넘어 거래가 시작되면서 물물교환시 다른
물건과의 가치를 비교하는 일이 발생

-

거래의 특성상 수요자의 필요성이 가장 큰 요인이기는 했으나
물건이 좋으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던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

앨빈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첫 번째 사건은 농업혁명으로 수확량의 증가가 사회를 바꾸었다고 기술

* 미래학자

○ 개인의 필요성이 우선시 되었던 물물교환의 단계를 지나 화폐
교환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품질에 대한 기준이 요구

-

외형상 손상이 없고 색택이 좋으면서 신선하며 무거운 농산물이
좋은 품질로 인정받았으며 이때 등장한 것이 저울

-

농산물이 가져야할 기본요건은 숙련된 상인의 경험과 오감에
의해 선별되고 보조도구로서 저울 등을 이용

와 비숙련자 간의 차이가 컸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거래가 성립되어
공정하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규격이 요구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숙련자

품질관리에 이용된 기구들의 역사

▷ 양적인 품질을 재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도구는 역시 저울로 BC 5,000년 경
이집트에서 발견되며 바빌로니아, 중국에서는 BC 3,000년 경 유물이 발견
- 양팔저울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보다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체를
재는 저울은 1774년 영국의 J.와이어트 에 의해 판수동저울(외팔저울)이 개발
- 그 이후 1800년 초 아돌프 브릭스가 개발한 당도측정법과 빛의 굴절률을 비교한
당도측정기가 개발되면서 과일의 당도 측정이 가능해졌으며
- 광석의 단단하기를 측정하던 방법에서 파생된 경도(硬度)측정기, 화학실험에 쓰이던
산도(pH)측정법 등이 오늘날 품질검사의 기준을 제시한 도구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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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농산물 품질관리의 핵심 센싱

□ 과거 주관적으로 판단하던 맛, 결함, 모양, 크기, 무게 등이 광학과
기계기술의 발달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

○

영상센서와 근적외선 센서의 등장으로 당도(

糖度),

酸度)

산도(

등의 맛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비파괴 선별기가 등장

-

기존의 형상이나 중량식 선별기와 달리 센서를 통해, 농산물을
파괴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맛에 관련한 내부 품질을 판정

각기 다른 품질기준이 제시되어 소비자가 직접 숫자로
품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

* 농산물 품목에 따라

○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컴퓨터와 센서 기술의
발전하면서,

-

‘90년대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까지 고려하면 약

-

이후 비파괴 선별기의 시장도 빠르게 성장

160억

500억

원 규모로 선별라인 등 연계산업

원으로 추정

농촌진흥청에서는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감귤, 수박, 포도, 딸기
등의 과일 및 과채류의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개발

내 파괴 선별기 생산업체는 10여 개이며, 매출액 순으로 보면 한성
엔지니어, 평화ENG, 진영산업, 생명과 기술 등의 순

* 국 의 비

비파괴 선별기술, 어느 나라가 앞서 가나?

▷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뉴질랜드 등이 전 세계적인 강자로 등극!
- 노르웨이는 TOMRA社가 대표적으로, 근적외선 기술을 기반으로 색택, 외부결함
등 품질뿐만 아니라 이물질 포함 여부도 검사
- 네덜란드는 AWETA와 GREEFA社가 유명하며, 자국 및 유럽 여러나라의 고품질
안전식품 공급 정책 강화와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
- 이들 외에 프랑스의 MAF RODA , 뉴질랜드의 Compac , 이탈리아의 UNITEC ,
일본의 SHIBUYA社등이 잘 알려진 회사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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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이센스 농업의 시대
더 세분화되고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소비자

□

농업기술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크기나 색깔은 기본이
되고 , 당도 , 신선도 등 품질의 기준이 세분화

○ 소비자 기호가 당도뿐만 아니라, 당산비, 색택, 균일도, 신선도 등
다양한 품질을 요구하면서 이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도 요구

-

과거의 소비자들과 달리 채소와 과일의 단맛, 신맛의 비율, 쓴
맛의 정도 등 제 맛을 즐길 줄 아는 소비자들이 증가

○ 달걀, 우유 등 낙농제품과 소․돼지고기 등 축산제품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품질로 부상

□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급식과 같은 외식 증가 등으로 품질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될 전망

○ 소비자들은 사회분위기보다 식품의 안전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

-

식품불안(39.1%)

>

전반적인 사회불안(34.5%)

(‘13,

경기개발연구원)

득 높을수록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직거래, 생협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하겠다는 응답이 대다수

* 소 이

감칠맛 있게 단 감

새콤한 레몬

운 고추

제대로 매

속이

빈 수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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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품질은 안전

□

!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식료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면서 소비자들이 매우 민감해짐

○ 중남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신선
채소와 과일류에서 비롯된 식중독 비율이 증가 추세

-

멕시코, 칠레,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에서 주요 농산물을
수입한 이후

○

‘70년대 2%

수준에서 현재

6%대로

크게 증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중국, 동남아 등의 비위생적인 가축사육,
가짜계란, 가짜고기, 농약과다 처리 등의 행태가 널리 파급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평소 먹거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39.2%, 수입식품이 불안하다는 응답자가 57.8%에 달함

최근의 식품안전 이슈

▷ 2011년 우리나라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김치가 판매되었다고 하면 미국,
유럽에서는 식중독으로 크게 곤욕을 치름
- 유럽의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 미국의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멜론이 문제가
되었고 2012년에는 일본에서 황산과 염산에 오염된 김, 라면의 벤조피렌이 화제
- 2013년에는 빙초산처리 북어껍질, 양식 메기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노로
바이러스 등에 이어 2014년에는 미국에서 유해성 식품첨가물이 문제가 되었음

□ 국제교역이 활발해지고 신선농산물, 사료, 가공원료 및 식품 등
위험의 종류도 다양화

○ 식품안전을 둘러싼 여건이 대형화, 글로벌화, 다양화되는 추세는
지속 또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내부적으로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 국제적으로는 유해
식품첨가물, 가공중 발생되는 위해물질, 이물질 혼입 등이 발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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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ng)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기술 센싱

□ 이미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요구,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식품에

P

○

HACCP(해썹)

식

적용을 권장

석

* HACC 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품위해요소를 분 하고, 위해
요소 제 를 위한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체 적으로 관리하는 시스

거

국내에서도 국가적으로는

계

GAP, HACCP가

템

기업에서는 식품안전

센터 설립, 생산공정 혁신 등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에 안간힘
*

SPC그룹, 농심, 오뚜기, 풀무원 등에서 식품안전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검사 시장의 확대로 3M 등 기업의 투자도 증가

□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품질을 보증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기술이 바로 센싱기술

○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사람의 감각
보다 몇 십배～몇 백배까지도 세밀하게 구분
-

농산물의 크기, 색깔 뿐 아니라 무게, 당도, 축축하고 마른 정도,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구분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치화

P 인증

HACC

P 인증

GA

력

농산물이 추적관리

MP 인증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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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와 센싱 궁금하쥬

□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 감각을 느끼는 부위를 감각기라고 하며
센서는 바로 이 감각기를 대신하는 장치

○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감지(

感知)할

수 있는 것이

센서(sensor)이고 이를 정리하여 정보로 만드는 일이 센싱
*

○

예를 들면 카메라는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장치, 보청기는 귀를 대신하는
장치로 시각과 청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가 있음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인간의 감각범위를 넘어 동물의
특수하게 발달한 감각보다도 더 민감한 장치들이 개발

-

일반 카메라가 크기, 색깔, 물체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면 특수
시각센서는 자외선,
*

□

x-선,

감마선도 포착하여 정보화

다양한 파장대역의 광을 쐬어 반사된 광을 분석하면 농산물의 화학 물질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어 맛의 예측도 가능(당도측정의 원리)

센서로 측정된 수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나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통해 정보화 (센싱 )하면 실생활에 이용이 가능

○ 실생활에
센서,

-

이용된 가장 쉬운 예는 핸드폰으로 거리센서, 조도

GPS센서,

가속도센서, 자이로스코프 등 센서기술의 집합

건물에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설치한 센서등,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가로등도 모두 센싱기술이 적용

적외선

10

열화상

네비게이션

휴대폰 중력센서

센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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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도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센싱 기술

□ 센서를 이용한 기술은 이미 농업전반에 많이 쓰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재배시설 관리

○ 하우스 내 토양의 수분과 양분 등을 감시하는 수분센서, EC센서,
pH(산도)

등과 온도, 습도,

CO2센서의

이용은 일반적

-

널리 보급된 자동화온실은 온도와 습도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수경재배에서도 실시간으로 물의 온도,

기초로 천창, 측창을 개폐하여 온습도를 자동 조절
양분의 보유량(EC), 산도 등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공급

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마트온실은 사실 센서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거의 능동적으로 작물생육을 조절할 정도

* 최

주 스마트팜 센서

영

C

O 센서
2

크기 선별기

비

파괴선별기

□ 품질에 관계되는 분야는 품질 뿐 아니라 노동력도 대폭 줄여주며
농산물을 균일하게 선별해주는 비파괴 선별기가 대표적

○ 비파괴 선별기는 과거 무게, 크기만을 기준으로 했던 품질 선별
방식을 세부적인 특징으로 확대한 일등공신

-

본래 건축구조물, 기계구조물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결함을
찾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정보를 얻는 기술에서 탄생

들겨보고 사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사실 쉽지 않은 방법으로
특히 속이 빈 이상과는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비파괴는 이를 감지

* 수박의 경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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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髓 ),

센싱기술의 정수

비파괴검사

□ 본래 비파괴기술은 광학, 금속, 음파, 방사선 분야에서 각각 발전
하던 기술이 합쳐져 탄생한 것으로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음

○

건축물, 철강자재, 조선, 항공, 발전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

다양한 분야의 과학에서 이러한 결함을 찾는 방법이 연구되어

육안판별이 불가능한 균열(

龜裂)등을 찾아 위험을 없애는 기술

오다가 모든 기술이 복합적용된 안전검사 장비로 발전

○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기반산업시설의 대규모 건설 시기에 처음
외국으로부터 도입

-

우리나라의 정유, 중화학, 자동차, 조선산업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되어 현재는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력을 확보

□ 비파괴

검사에는 광학 , 방사능 , 초음파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

되는데 대상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짐

○ 광학의 경우, 적외선이나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수명과
강도 등, 초음파는 태아의 초음파 촬영, 금속 내부 결함 등을 검사

○

방사선의 경우,
띤 입자를

검

부품의 결함 사

12

X-ray촬영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 자성을
이용한 검사, 침투액을 이용한 검사 등이 있음

배 용접부 결함검사 초음파검사로 찾은 결함 액체침투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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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판정에 이용되고 있는 센싱기술

□

각종 건축이나 금속자재 등의 품질과 결함을 검사하던 기술은
농업에도 활용되기 시작

○

가장 오래된 육안판별, 그 다음이 중량이었다면 현재는 크기,

-

품질을 검사하고 동시에 선별까지 하는 비파괴 선별기에서부터

색깔, 당도 등을 판정하는 기술이 개발

현재는 휴대용 당도측정기까지 개발

□ 농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파괴선별기술은 근적외선을 이용한 광
학기술과 초음파를 이용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

○ 근적외광을 이용한 기술은 사실 인공위성개발 과정에서 탄생한
기술로 빛을 쐬어 반사된 광의 파장을 분석

측

용
감
등에 이용되던 것을 1993년 일본 미쯔이 금속에서 복숭아 당도측정에 이용

* 1992년 일본의 지구관 위성에 이 된 기술로 자원조사, 해양 상태 시

-

사과, 감귤 등의 과일에 이용할 경우 손상없이 정확한 당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기술은 군사용 목적으로

2차대전때

魚群)탐지기, 부품결함 검사, 태아검사에 이용 중

되어 어군(

개발

농산물 중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일부가 비어 있는 수박 공동과를
찾아내거나 돼지고기, 소고기의 육질등급 판정에 쓰이고 있음

인공위성 영상

계란 실금 검사

파괴 검사

수박비

소 육질등급판정

13

RDA

interr●bang

156호

농식품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센싱기술

□

품질위의 품질로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산물의
안전분야에서도 센싱은 대활약 중

○ 농산물의 재배 중 최적의 생육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온도와
습도센서는 유통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

-

가정의 식재료와 음식의 부패원인 중 가장 큰 것으로 자주 넣었다
꺼냈다 하는 행위는 미생물 오염 등의 위험도 존재

○ 압력센서는 과일, 과채류 등의 단단하기를 조사하여 출하시기가
오래되었는지, 너무 익었는지를 검사하는데 이용

□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서 기대되는 것은 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한 인공 코와 혀

○ 인공 코의 경우는 공기 중의 화학물질을 모아 분석하는데 부패,
발효 여부와 신선도, 유해물질 검출, 미생물로 인한 오염을 탐지

*

온실, 양계사, 돈사 내부에 발생된 유해가스검출, 과일․채소의 저온저장시
이산화탄소와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조절

○ 전자혀는 말 그대로 오미(五味)를 구분하는데 이를 이용한 짠 맛,
매운 맛, 단 맛 등을 구분

람들이 과다섭취하기 쉬운 나트륨과 서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당분을 즉석해서 검사하는 휴대용 장비가 개발

* 우리나라 사

코 설명도(KISTI) 유해가스 검출기기 휴대용 짠맛센서

인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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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하이센싱 기술

□ 현재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센싱 기술의 신분야는 바로 바이오
센서로 나노, 정보통신, 생명공학기술의 결합으로 탄생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혈당센서로 피 한 방울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손쉽게 측정가능

○

유망시장이라 평가되는 개인 건강관리(personal

health care)에

바이오센서는 휴대폰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

□ 바이오센싱기술과 비파괴 판별기술의 발달은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보장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 기대

○

국내에서는 수입되는 농산물검역이나 재배중에 작물에 발생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칩이 개발 보급 중(2014, 농진청)

칩 하나가 실험실 하나에서 하는 일을 모두 수행한다하여 칩 위의
실험실(Lab on a Chip)이라고 불리는 바이오센서의 한 종류
○ KISTI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장균의 종류와 수를 분석할 수 있는
* 작은

검사용 소형 기기를 개발하여 거의 실용화 단계에 도달(2013)

-

미국에서는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으로 농축산물에 묻은 가축
분변을 검출하는데 성공하여 현재 닭고기 생산공정에 적용
*

세계적으로도 위해물질이나 유해 미생물을 검출하는 식품안전기술에 대한
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휴대, 이용이 편리한 형태의 제품이 개발

혈액진단 랩온어칩

혈 혈당센서 카드형 바이오센서 안경형 바이오센서

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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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精華)

센싱은 모든 과학기술의 정화

□ 센싱기술은 생명, 전자, 음파, 소재공학 등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탄생한

ICT기술의

정수임에도 국민의 관심은 낮은 편

○ 센싱기술은 농업 전반에 쓰이고 있으나 생산자를 제외한 일반
소비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운 부문

-

최근 소비자들이 익숙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농산물 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이 늘면서 센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 농업에 사용되는 센싱은 농업이 직면한 경지부족, 인력 부족을
타개해나갈 핵심기술이므로 중요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

-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농식품 생산 뿐 아니라
국민 보건 향상, 환경 보존 등 많은 부수적 효과가 있음

불리해지는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

□ 농업인구와 농경지가 감소하는데도 비슷한 생산성을 올리기 위
해서는 센싱을 비롯한 첨단 농업기술에 대한 투자정책이 요구

○ 스마트온실의 경우와 같이 인력을 줄이고 품질은 높이는

센싱

기술의 특성상 농업부문 연구 중요성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 전망

- IT, NT

등 관련연구의 결과를 농업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연구성과의 운영관리체계가 중요

-

16

연구투자는 연구인력, 산업인력의 고용을 창출 할 뿐 아니라
기술자체의 활용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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