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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효율화와 물류비용 절감, 

생산자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특정 유통단계나 유통주체별로 곳곳에 병목현

상이 나타나 전체적인 투자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유통주

체가 많아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유통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제조업과 달리 많은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각각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별‧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시장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의 특성상 반복적인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

사슬 상 프로세스의 통합‧연계관리가 가능한 공급사슬관리(SCM)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유통의 효

율적인 SCM 시스템 구축은 향후 다양한 공급사슬 상의 특성에 맞는 효율

성 극대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농산물 유통단계별‧유통주체별‧유통기능별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유통 및 물류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공급

사슬의 참여주체 간 상품‧물류‧정보‧자금흐름 등에서 통합‧연계‧협력체계

를 바탕으로 수급안정과 물류효율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SCM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산지‧

도매‧소비지 유통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 감사를 드린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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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기존의 농산물 유통단계별‧유통주체별‧유통기능별로 개별적

이고 독립적인 유통 및 물류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유통과정(공

급사슬)의 참여주체 간 상품‧물류‧정보‧자금흐름 등에서 통합‧연계‧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수급안정과 물류효율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급사슬

관리(SCM)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농산물 SCM은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자의 소비행위까지 전체 유통과정

과 참여 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생산, 수‧발주, 거래(구매, 판매, 가격형

성 등), 물류(저장, 운송 등), 정보의 소유와 교환 등 모든 상적‧물류기능들

이 특정 참여주체나 특정 유통단계별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급사슬 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 SCM은 전체 공급사슬 상의 정보 시스템과 공급사슬 참여

주체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사슬 전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고 비용절감 및 고객만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공급사슬은 복잡한 유통경로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시장 중심 공급사슬과 시장 외 중심 공급사슬로 구

분될 수 있다. 농산물 SCM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

주체는 공급사슬 전체의 요소 흐름을 조정하는 핵심주체(Channel Leader, 

Channel Master)라고 할 수 있다. 핵심주체는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참여주

체 간 연관관계를 통합하고 이와 관련된 물류, 정보 흐름 등을 조정하여 

SCM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로서 공급사슬 참

여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

행한다. 주체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유통체계하에서 SCM 핵심주

체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참여주체는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

슬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외 공급사슬

에서는 대형유통업체 구매본부(물류센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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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의 구조를 상품 및 거래, 물류, 유통정보 측면에

서 분석한 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 공급사슬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체계적인 유통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참여주체의 영세성과 유통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효

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거래와 상품흐름 측면에

서는 ① 개별 산지유통인의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한 출하 및 

저장계획, ② 산지 출하주체의 주관적 상품화 및 출하활동, ③ 산지 정보의 

체계화 및 통합화 미비, ④ 산지단계 주체에 대한 도매단계의 출하물량 조

절 능력 미흡, ⑤ 도매시장 내 고비용 거래 구조, ⑥ 소매상의 영세성과 규

모화 및 공동화된 유통활동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물류구조와 흐름 측면

에서는 ① 산지와 도매단계와의 낮은 연계성, ② 산지 물류활동의 불안정

성과 관련된 물류비용 증가, ③ 비효율적인 산지 물류작업 구조, ④ 유통단

계별 물류단절 현상 발생, ⑤ 소매점포 취급물량과 구매물류의 영세성 등

을 들 수 있다. 정보구조와 흐름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① 산지 출하주체의 

은닉적 개별 정보 및 통합정보체계의 미구축, ② 산지와 도매단계 간 유통

정보 공유에 대한 유인 및 동기 미흡, ③ 도매시장 내부의 정보 공유 및 전

달 시스템 미흡, ④ 소매점포의 소비자 정보 수집 및 전달 시스템 부재 등

이 있다.

  성공적인 농산물 SCM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급사

슬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SCM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급사슬 전체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하여 참여주체의 수익성 증대와 

지속적 경영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류효율화를 통하여 

공급사슬 상 중복되는 기능이나 참여주체를 배제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전체 공급사슬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다. 동시에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참여주체의 시장지배력 

제고와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거래 및 

물류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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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공적인 SCM 도입을 위해서는 공급사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및 자

율적 규제가 필요하며, 수익 모델이 다른 농산물 공급사슬 구성원들의 자

발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설득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기업적 접근의 SCM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문별 기본방향으로는 우선적으로 공

급사슬 전체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참여 구성원과 단계별 연계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급사슬 내에서의 요소흐름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어 참여 구성원 간 상호 신뢰성이 구축되어야 하

며, 신뢰성을 바탕으로 참여주체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 및 상품 흐름에서는 거래물량 조절을 위한 구성원의 조직화‧규모화, 

거래제도 개선, 파트너십 구축, 정보의 신뢰성 제고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물류흐름에서는 산지와 도매물류, 도매와 소매물류의 연계성 

확보,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 흐

름에서는 전체 공급사슬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 및 교환 시스템 구축, 개별‧

은닉정보의 통합화와 공유, 정보의 신뢰성 제고,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한 상품과 거래의 표준코드 정비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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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ly Chain Management (SCM) System 
Implementation Plan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draw a plan to establish a Supply 
Chain Management (SCM) system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ventional individual and independent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s 
being operated in different distribution stages, by different distribution 
agencies and for different distribution functions and make supply-and-de-
mand stable and efficient based on integration, liaison and cooperation 
among al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distribution process (supply chain) in 
terms of products, distribution, information and funds flow. 
  The SCM for agricultural products is a system in which the entire dis-
tribution processe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to consumption and all 
commercial and distribution functions carried out among its participants 
such as production, order, transaction (purchase, sale, pricing, etc.), dis-
tribution (storage, transportation, etc.), information exchange are managed 
on an integrated supply chain instead of being independently or exclusively 
managed by certain participating bodies or in certain distribution stages. It 
can be considered as an approach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the entire 
supply chain, cut down the expenses, and enhance the customer sat-
isfaction, based on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information 
system of the supply chain and its participating agents.

Method of Research
  In general, the agricultural supply chains are very diverse because of 
complex distribution channels but they can be divided largely into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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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market oriented supply chains and retailer market oriented supply 
chains outside the market. The participating agents who perform the most 
important roles and functions of the agricultural SCM are called channel 
leaders or channel masters who mediate the entire process of the supply 
chains. The channel leaders integr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cipat-
ing agents and coordinate the flow of related products and information, to 
facilitate efficiently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SCM. They coordinate in-
terests of the participating agents of the supply chain and induce coopera-
tion among them. Under the current distribution system, the participating 
agent that is a channel leader of the SCM and thus has a relatively favor-
able position would be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the wholesale 
market oriented supply chain while it would be the buying headquarter 
(distribution center) of large-scale retailers in the retailer market oriented 
supply chain.
  When we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wholesale market oriented supply 
chain in terms of products, transactions,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it 
was shown that, compared to the large-scale retailers oriented supply chain, 
it lacked infrastructure and did not have a systematic distribution system. 
In addition, due to the small scale of the participating agents and its low 
level of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distribution information, it was 
deemed difficult to establish an efficient SCM system.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Our study revealed that the following problems make it difficult to es-
tablish a stable and efficient agricultural SCM system. In terms of the 
transaction and product flow, there were following problems: ① shipping 
and storage plan based on individual and limited information of individual 
producers; ② subjective merchandizing and shipping activities by local 
producers; ③ lack of systematic integration of information about producers 
and production areas; ④ lack of the wholesalers’ ability to regulate the 
amount of shipping from the producers; ⑤ high-cost transaction structure 
of the wholesale market; and ⑥ smallness of the retailers and the lack of 
standardized common distribution activitie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flow, the following problems were identified: ① low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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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tivity between the production stage and the wholesale stage; ② in-
creased distribution costs due to the instability of distribution activities in 
production areas; ③ inefficient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producers; ④ 
occurrence of disconnection between distribution stages; and ⑤ smallness 
of the quantity purchased and sold by retailers. The problems in terms of 
the information structure and flow were the following: ① personal in-
formation not being disclosed by producers and lack of the integrated in-
formation system; ② lack of incentive and motivation for information shar-
ing between producers and wholesalers; ③ lack of the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fer system within the wholesale market; and ④ absence of the 
consumer information collection and transfer system among retailers. 
  A successful agricultural SCM system requires win-win strategies to pur-
sue common interests of supply chain members and to increase the inter-
ests of the entire supply chain. It will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supply 
and prices, which will result in the increased profitability and continuous 
management stabilization for the participating agents. Furthermore, an effi-
cient distribution system can reduce the distribution cost, improve the pro-
ductivity and reduce the length of the entire supply chain, by excluding 
functions or participating agents redundant in the supply chain. At the same 
time, it will enhance the satisfaction of producers, consumers and distrib-
uters, improve the market dominance by participating agents, enable effi-
cient brand management, and increase the responsiveness to the rap-
idly-changing transaction and distribution paradigm. In order to implement 
such a successful SCM, the supply chain member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utonomous regulation is required. To motivate the supply chain mem-
bers of agricultural products with different revenue models, an SCM sys-
tem as close to the entrepreneurial approach-based SCM system as possible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persuasion and mediation of interests. 
  Basic direction for each sector to establish an agricultural SCM system 
is to ensure a continuous flow of the entire supply chain and secure the 
connectivity among participating members and stages. In addition to this, 
mutual trust among the participating member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elements of the supply chain. 
Furthermor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mong the participating agent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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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transaction and product process, the following appear to be im-
portant: organ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members for regulating the 
transaction amount, improvement of the transaction system, partnership, 
and enhancement of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In the distribution proc-
es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connectivity of distribution between pro-
ducers and wholesalers and between wholesalers and retailers, and to ex-
pand the distribution structure. In the information process, the following are 
the important tasks: to establish a system to share and exchange in-
formation among the entire supply chain members; to integrate and share 
individual and undisclosed information;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in-
formation; and to maintain the standard codes for products and transac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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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의 유통효율화와 유통비용 절감, 수급 및 가격안

정, 생산자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막

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유통단계나 유통주체별로 곳곳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 전체적인 물류효율성은 물론 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특히 노지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그동안 계약재

배, 수매비축, 단기수급안정사업, 자조금제도 도입,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농업관측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여전히 노지채소류의 수

급과 가격 불안정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및 유통주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유통단계와 유통주체별 상품‧물류‧정보‧자금흐름 등 

거래와 물류기능 및 유통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통합 관리되

지 못함으로써 각 유통단계에서의 병목현상을 초래하여 전체적인 유통체

계가 왜곡되고 유통(물류)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유통주

체가 많아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유통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조업과 달리 많은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각각의 이윤 극

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별‧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시장행위를 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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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품의 특성상 만성적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문제에 직면하

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유통채널 및 물류관리 

방식은 유통단계와 유통경로 구성원별로 개별적‧독립적 관리 형태

(Logistics)에서 유통단계 전체의 효율화와 유통비용 절감, 그리고 부가가

치 증대를 위한 통합‧연계관리(SCM)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수급 불균형 완화와 전체 

유통과정의 물류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 부문 간 조정기구가 

유통단계와 유통주체별로 통합‧연계관리(SCM)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의 SCM이란 유통경로 상에 참여하는 경로 구성원이나 공급사슬 

구성원들이 상호 정확하고 원활한 정보교환과 공유를 바탕으로 거래‧물류‧

정보‧자금 흐름에서 SCM 핵심주체(Channel Leader, Channel Master)를 중

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체 

공급사슬상 중복 유통기능을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불합리한 비용을 절감

하고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유통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위 공급사슬 참여주체(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등)와 중간단

계 공급사슬 참여주체(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소매유통업체 등), 상위 공

급사슬 참여주체인 소비자가 상품과 물류 및 정보의 흐름에서 상호 공급자

와 구매자의 관계로 연결되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유

통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유통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전 유통과정에서 유통경로 구성원 간 중복 유통(물류)

기능의 배제 또는 유사한 기능이 수행되는 중복 유통단계의 단축을 통한 

전체 유통비용의 절감과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사슬상 프로세

스의 통합‧연계관리가 가능한 공급사슬관리(SCM)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산물 유통의 효율적인 SCM 

기반 구축은 향후 농산물의 직거래를 포함한 시장 외 유통과 도매시장 유

통을 포함한 시장유통 등 다양한 공급사슬상의(유통경로별) 특성에 맞는 

효율성 극대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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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전체 유통과정에서 유통단계별‧유통주체별‧유통기

능별 효율적인 통합 및 연계관리를 위하여 상품흐름, 물류흐름, 정보흐름, 

자금흐름, 유통주체 관리 등에서 농산물 유통의 특성에 부합되는 SCM 기

반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농산물 유통단계별‧유통주체별‧유통기능별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유통 및 물류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유통과

정(공급사슬)의 참여주체 간 상품‧물류‧정보‧자금흐름 등에서 통합‧연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급안정과 물류효율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급

사슬관리(SCM)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농산물의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인 도매시장 경로와 시장 외 경로

(직거래 경로)를 중심으로 단계별‧유통주체별 거래, 물류, 정보 관련 의사

결정 구조, 시장행위, 시장결과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공급사슬

별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고 유통효율성 저해 요인과 경쟁력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SCM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유

통경로별 경로 구성원이나 유통단계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

급사슬관리(SCM)의 인프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농산물 유통 부문의 

효율적인 SCM 기반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년간에 걸쳐 수행되는 것으로 1년차와 2년차 연구는 연구대

상 품목과 연구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1년차에는 현행 농산물 공급사슬

(SC)별 구조와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분석하여 농산물 SCM 기반 구축

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1년차의 주요 연구 대상 품목은 재배 및 상품‧

유통 특성에 따라 수급 및 가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물류효율성이 상대적

으로 낮으면서 생산자 소득 및 소비자 가계지출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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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정부의 수급관리 및 물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

는 대중 채소류(배추, 무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2년차에는 1년차의 공급사슬별 구조와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제시된 효율적 SCM 기반 구축 방향에 대하여 공급사슬 요소별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반 구축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SCM 기반 

구축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년차에는 1년차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노지채소류 중 대중 양념채소류인 양파, 마늘 등을 추가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1. 공급사슬관리 관련 연구

3.1.1. 일반 기업적 SCM 관련 연구

  한부학(2005)은 공급사슬관리(SCM) 구축에 관한 연구 공산품 유통업

에서의 부문별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산

품 제조기업의 공급사슬관리 실증분석과 ERP(전사적 자원관리)의 실물데

이터 비교, POS 시스템과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실증분석 등을 통하여 외

부 기업과의 상호 조정기능과 정보공유 및 정보화 수준 분석 등을 실시하

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효율적 SCM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영복 외(2007)는 공급체인 과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정확한 수

요예측에 근거한 기업의 합리적인 공급사슬관리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

하여 SCM 적용기업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SCM 기본 프

로세스의 효율적 조직 구축, SM 정보화 시스템, 수요예측의 정확도 향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영복 외(201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

생협력을 통한 SCM 혁신사례 연구에서 제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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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간 협력관계에 따른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완제품 생산업체인 전자업체와 부품 납품업체 간의 협력관계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SCM 구성원 간 윈-윈 경영전략 모형을 제시하였다.

  강성배 외(2008)는 협업관계를 통한 공급사슬관리(SCM)의 성공적 구

축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 SCM 적용 기업들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SCM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효율적 협업관계 확립을 위해서는 SCM 구

축의 환경적 영향 및 조직형태, 성공적 정보 시스템 구축, CEO의 협업관

계 구축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협력업체 간 협업관계

의 영향분석도 제시하였다. 또한 강성배 외(2010)는 공급망관리(SCM)시

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SCM 시스

템의 성공적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SCM 도입이나 구형 

과정에서 고려하는 환경, 조직, 정보 시스템 등의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이

미 SCM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환

경, 기업조직,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강성배 외

(2010)는 참여자 관점에서 공급사슬관리 시스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성공적 요인을 찾기 위하여 모형과 가설을 설

정하고 기존에 SCM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진 기업들의 환경 여건, 조직형

태, 타 기업과의 협업관계 관련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요인 간 상관관

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선규(2006)는 공급사슬관리(SCM)를 통한 제4자 물류 도입방안 구축

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물류의 공급사슬 관리 도입을 통한 최적 서비스 제

공과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물류형태를 도출하기 위하여 물류형태별 실태

조사와 서비스 내용, 비용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급사슬관리에서 제4

자 물류의 유리점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물류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제4자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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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목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

-공 사슬 리(SCM)구축에 

한 연구

-연구자: 한부학(2005)

-연구목 : 유통업에서의 부문별 

효율 인 공 사슬 리 구축 

방안 도출

-공산품 기업의 체 공

사슬 리에 한 실증분석

-ERP시스템의 데이터와 실물 

데이터의 일치 여부  POS

시스템과 바코드시스템에 

한 실증분석

-외부 기업과 고객과의 

정보공유 실태와 문제

-상호 조정기능 분석

-SCM 도입에 한 CEO 

리더십

-기업 정보화 수 과 문제

-효율  SCM 구축 방안

2

-공 사슬 과정의 개선에 

한 연구

-연구자: 서 복(2007)

-연구목 : 수요 측에 근거한 

기업의 합리 인 공 사슬

리 추진방향 설정

-SCM 운용기업 실증분석 

- 용 기업의 실태와 문제  

사례 분석

-수요 측에 의한 통계분석

-효율  조직 구축 방안

-SCM 정보 시스템 구축방향

-수요 측의 정확도 향상을 

한 GOC 운 방향

-합의 측제도 시행과 

효율 인 통계  측기법

3

- 기업과 소기업 상생

력을 통한 SCM 신사례 

연구

-연구자: 서 복(2012)

-연구목 : 성공 인 SCM 

구축을 한 기업과 소

기업 력 사례 제시

- 업 계의 기업과 납품 

소기업과의 력 계 실증

분석 

-정보연계 시스템의 비교분석

- 력에서의 신과 성공

요인 분석

-SCM의 이론  배경

-사례 기업의 실증조사

-SCM 사례 기업의 당면과제

- 력 원인분석과 신방향

- 업 계에서의 신내용

- 신성과 분석

-성공요인과 애로사항

4

- 업 계를 통한 공 사슬

리(SCM)의 성공  구축에 

한 실증  연구

-연구자: 강성배 외(2008)

-연구목 : SCM의 성공  

구축을 한 효율  업

계 기반 구축 방향 설정

-공 사슬 리의 성공  구축

요인으로 지 된 제반 요인

들에 해 재 SCM을 

용하는 기업들에 한 

실증연구(공동조사 연구)

-SCM 구축 환경과 조직요인

-SCM 구축의 정보 시스템 

-CEO 의식과 업 계 분석

- 력업체 간 업 계의 

성공  SCM 구축에 한 

향 분석

5

-SCM 시스템의 성공  

구축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실증연구

-연구자: 강성배 외(2010)

-연구목 : 성공 인 SCM  

구축을 한 요인 규명

-기존 SCM 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 하고 있는 기업

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공에 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을 규명

-SCM의 필요성과 기 성과

-성공  SCM 시스템 구축을 

한 요인 

-설문조사 실시

-SCM의 성공  구축을 한 

공통 요인

표 1-1.  일반 SCM 련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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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농식품 분야 관련 연구

  박명섭(2005)은 농축산 분야 SCM 도입방안에서 기존의 국내 농산물 

유통단계별(산지, 도매, 소매유통)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등을 정리하고 현

행 농산물 유통경로 상의 특수성과 제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 중심의 SCM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개략적인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박계찬(2007)은 농산물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에서 일반적인 

SCM의 정의, 가치사슬과 SCM, SCM의 등장배경, SCM의 발전방향, 국제

적인 유통기업(월마트와 P&G의 공급자재고관리시스템 VMI, 네덜란드 그

리너리 협동조합)과 국내 대형유통업체(이마트)의 SCM 구축현황을 설명

하였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 공급사슬의 특성과 문제점 규명이 없는 상태

에서 목표설정, 조정과 협력, 전체 최적 시스템 추구, 가치 중심의 사고전

환, 변화에 대한 관리체계 전환 등 일반적인 SCM 구축의 개략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 분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목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6

-참여자 에서 공 사슬

리 시스템의 성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실증연구

-연구자: 강성배 외(2010)

-연구목 : 구성원 입장에서의 

성공요인 규명을 한 실증

분석

-기업의 성공  SCM 구축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가설

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

하여 신뢰성  상 계, 

별타당성 분석

-SCM의 이론  배경

-SCM 시스템의 향요인 

-연구모형과 가설

-실증분석과 가설검증

7

-공 사슬 리를 통한 제4자 

물류 도입방안

-연구자: 이선규(2006)

-연구목 : 공 사슬의 개념을 

도입하여 최  서비스 제공과 

물류비 감이 가능한 물류

형태 설정 

-주요 기업의 물류 형태에 

한 서비스, 비용, 문제  

조사

-물류형태별 물류비용  

서비스 실태조사와 최  

물류형태 비교 분석

-물류형태별 특성과 비용 

분석

-제4자 물류의 특성과 공

사슬 리의 유리성과 요성

-물류 공 사슬 리 구축을 

한 제4자 물류의 기본 

충족 여건과 인 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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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2010)은 SCM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에서 SCM의 개념과 농업에서의 SCM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

였다. 그리고 국내 소매업체의 농산물 구매실태 조사와 도매시장 구매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도매시장 내 SCM 도입을 위한 시설, 거래제도 등 

운영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명광식 외(2000)는 농산물 유통정보화를 위한 공급사슬경영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지금까지는 제조업 중심의 부품 조달이나 반송물류, 완제품의 

수·배송 과정 등이 SCM의 주요 범위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 유통 

분야의 SCM 구축방향에서 유통정보화 분야의 모델링을 시험적으로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농산물 생산 프로세스와 유통 프로세스의 현

상 분석을 통해 생산지원 부문, 작부 의사결정 시스템, 영농기술 정보시스

템, 출하관리 시스템, 도매시장관리 시스템, 소비자 구매 부문, 관리 부문 

등에 대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조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성제 외(2011)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물류의 SCM 도입에 관한 실

태분석에서 우리나라 현행 농산물 유통구조, 수출물류와 물류정보화 여건 

분석, 농산물 수출물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농산물의 생산지원 

분야, 물류유통 분야, 소비자 및 구매 부문에 대한 개략적인 수출물류 

SCM 구축의 간단한 모델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2006)은 유통비용 절감의 현황과 과제에서 일본의 

농식품 부류별 유통비용 구조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 유통체

계 전반에 걸쳐 공급사슬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물류 효율화, 도매시장 개

혁 추진,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제시하였

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IT 활용과 물류작업체계 확립, 배송 네트워크 형

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매시장 물류개선의  정책방향으로는 상물분리 

물류체계의 촉진, 매입방식의 자유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소비자 니

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는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판매방법의 개

선, 직거래 확대, 식품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실수요자 니즈 대응, 식

품감모 발생 및 처리비용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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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목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

-농축산분야 SCM 도입방안

-연구자: 박명섭(2005)

-연구목 : 농산물 유통

부문의 SCM 시스템 도입 

방향

-국내 유통단계별 농산물 

유통 황을 선행연구  

문헌조사 심으로 정리

-제조업 SCM 이론에 근거

하여 개략 인 방향 설정

-국내 농산물 유통 황

-선진국 농산물 유통 정리

-SCM 도입에 한 CEO

리더십

-농산물 공 사슬 도입 방향

2

-농산물 공 리망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자: 박계찬(2007)

-연구목 : 농산물 공

리망 구축을 한 공

사슬 구성원의 태도 정리

-SCM 등장배경 등 SCM 

련  기존 자료 정리

-국내외 SCM 도입 황 

정리

-농산물 SCM 구성원의 

참여 의지와 태도에 한 

견해

-SCM의 개념

-SCM 도입 황

-SCM 도입을 한 구성원의 

태도와 의식

3

-SCM 구축을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자: 김동환(2010)

-연구목 : SCM 구축 련 

도매시장 운  시스템 개선 

방향 제시

-SCM의 농업 부문에의 

용 가능성과 기 효과에 

한 일반 인 논리를 정리 

-소매업체별 농산물 구매

실태와 도매시장 구매의 

문제 에 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CM 도입 련 

운  개선 방안 제시

-SCM의 개념과 농업 용

-소매업체의 농산물 구매

실태

-도매시장 구매의 문제

-도매시장의 SCM 도입을 

한 운  개선 방안

4

-농산물 유통정보화를 한 

공 사슬경  로세스 모델링

-연구자: 명 식 외(2000)

-연구목 : 농산물 유통의 

상 분석을 통한 SCM의 

농산물 용 확  가능성 

모색

-공 사슬 리의 의사결정 

구조를 략  결정과 

운  결정으로 나 어 

네트워크 설정 디자인, 

시뮬 이션, 러  컷 방법 

등 공 사슬 모델링 근 

시도

-농산물 유통 황  문제

-농산물 유통 SCM 모델 

-SCM 하드웨어 설계

-SCM 구조설계

5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물류의 

SCM 도입에 한 실태

분석

-연구자: 조성제 외(2011)

-연구목 : 수출 농산물의 

물류비용 감과 경쟁력 

제고를 한 SCM 도입 

실태 분석

-수출농산물 생산자  수출

기업에 해 공 사슬 리 

로세스 실태조사, 농산물 

수출 분야 참여 인 자원에 

한 공 사슬 리의 인식과 

태도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물류에 한 

SCM 도입 방향 제시

-농산물 유통 구조와 황

-농산물 물류정보화와 SCM 

-수출물류 리 실태

-수출물류 SCM 도입 방향

표 1-2.  농식품 분야 SCM 련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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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농산물 물류 관련 연구

  김동환 외(2007)는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실험경매

법을 이용하여 저온유통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를 분석하고 현행 저온

유통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의 경제성 

평가, 지원 대상업체 선정의 기준 및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유통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창곤 외(2009)는 농산물 물류체계 진단과 효율화 방안연구에서 농

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 대표적인 몇 가지 물류기

능과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물류체계의 심층적 진단과 문제점 도출을 통해 

물류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된 물류체

계로 나타나고 있는 노지배추, 시설토마토를 선정하고 각각의 주산지와 유

통참여 주체에 대해 도매시장 경유 물류, 직거래 물류, 대형유통업체 물류

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지현 외(2005)는 청과물의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최적배치방안 

및 운영지침 연구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국내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국

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급물량의 규모화 및 시설장비의 대형

화, 산지의 거점화, 전문 CEO에 의한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

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권역별, 과실별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의 

설립을 제안하고 최적배치 방안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명기 외(2005)는 농산물 표준 운송규격 제정방안 연구에서 국내 농

산물 물류체계의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산물 운

송의 최적 유형 개발, 농산물 표준 운송규격 제정에 따른 포장 출하 운송 

유도, 적재‧운송 등 물류비 절감으로 물류의 효율성 제고, 농산물의 물류표

준시스템 및 수송 및 배송체계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농산물의 운송 효율성

을 높이고 농산물 물류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상원(2008)은 농산물 물류 시스템의 변화 동향과 정책과제에서 농

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유도 및 포장유

통 추진, 파렛트 출하 촉진, 도매시장 내 농산물 파렛트 단위거래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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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기계화, RFID를 이용한 물류 및 유통흐름 관리,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을 제시하였다.

  이경원(2006)은 농산물 유통의 물류 개선방안에서 농산물 물류의 문

제점으로 저온유통 인프라 부족,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미흡, 농산물 운송 

및 소비지 물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통

경로 혁신, 상물분리 물류 체제 구축, 농산물 물류 전문운영 법인 설립 및 

화물운송가맹사업 추진, 물류 정보화,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유도 및 소비

자 중심의 포장유통 촉진,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제

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3.2. 본 연구의 차별성

3.2.1. 일반 기업적 SCM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반 기업과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SCM 도입의 

기반 구축과 제조업 부문의 성공적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분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의 전체 공급사슬의 

참여주체와 유통단계 간 협업‧연계‧신뢰 관계 구축과 정보네트워크 구축

을 통한 SCM의 성공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적 대응방안과 

단계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SCM 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전통적인 시장유통경로 

중심의 유통시스템하에서 농산물 유통 부문에 성공적인 SCM 도입의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통단계‧참여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물 SCM 기반 구축의 방안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보다 유통단계별 참여조

직 간의 협력‧연계관계 구축과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또한 농산물 공급사슬별 거래, 물류, 정보, 자금흐름에서 수행되는 기

능과 유통주체의 역할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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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농식품 분야 SCM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농식품 분야 SCM 관련 연구는 현재 관련 시스템이나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연구 주제나 목적이 일반적인 기업적 

SCM 도입에 대한 간단한 이론 소개와 함께 농업이나 농산물 유통 부문의 

도입 여건이나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공급사슬 상의 상품, 물류, 정보 등 기초 

요소들의 흐름과 유통단계‧유통주체 간의 네트워크 실태 및 문제점 도출

을 통하여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 SCM 또는 

농식품 분야 SCM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농산물 SCM 기법의 도입 가

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농산물 공급사슬 상의 모든 

조직, 인적자원, 시설의 실태와 행위를 분석하고 제반 공급사슬 요소(상품, 

물류, 정보 등)의 흐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SCM 기반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2.3. 농산물 물류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농산물 물류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공급사슬관

리 도입 전략을 바탕으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체 유통과정과 유통주체

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물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농산물 물류 관련 

선행연구는 물류비를 구성하는 포괄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비효율을 발생

시키는 원인을 통계자료,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물류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접근 방법은 농산물 물류요소별 

독립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용이하나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

체 공급사슬 상에서의 유통조직이나 주체별 협력‧제휴‧연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물류체계 개선 방향이나 주체의 역할 등이 제시될 수 없는 접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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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 상에서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류 

흐름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을 특정 유통조직이나 참여주체 또는 특정 

유통단계에서 독립‧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구조로 보지 않고 산지(생산자)에

서 소비지(소비자)까지 전 유통과정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과 작용을 하면

서 이루어지는 일관적 기능 수행으로 접근하였다. 이 같은 농산물 물류흐

름의 관점에서 산지(출하자)에서 소비자까지 전체 공급사슬 상에서 수행되

는 다양한 물류기능을 유통단계 간 연계성, 유통주체 간 제휴‧공동‧협력에 

따른 물류체계 개선, 그리고 공급사슬관리(SCM)의 핵심 기반이 되는 정보

흐름과 네트워크화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였다.

4.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사슬관리(SCM) 방식의 접

근으로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실험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농산물 유통‧물류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유통단계와 유통‧물류기능별로 

부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공급사슬 전 과정을 포함하는 연구

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이 생산‧공급되는 

출발점인 산지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주체

의 기능과 역할, 유통단계‧유통주체 간 상적 및 물류 기능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적 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과 

특성, 농산물 SCM 개념과 특성, 농산물 SCM 여건과 제조업 SCM의 차이,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농산물 SCM 시스템 구

축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다양한 농산물 공급사슬 중에서 도매시장(경매제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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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시장) 중심 공급사슬, 대형유통업체 중심 공급사슬관리의 특

성과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공급사슬별 조정자(핵심주체)를 선정하

였다. 그리고 공급사슬별 구조와 실태를 유통단계별‧유통주체별‧공급사슬 

요소별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공급사슬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급사슬별 실태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SCM 측면에서의 문

제점을 도출하고 현안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도출된 농산물 SCM 문제점과 현안을 기반으로 

향후 농산물 SCM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급사슬별 특성과 조정자 선정에는 공급사

슬별 참여주체의 역할과 기능, 시장지배력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조

정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급사슬별 거래사슬 구조 파악을 위해서 산지 

유통조직의 출하 관련 시장행위와 출하주체의 의사결정 구조, 도매단계 거

래 특성과 의사결정 구조, 소매단계의 거래실태와 의사결정 구조를 SCM

과 요소 흐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급사슬별 물류사슬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지단계 출하주체의 수확‧선별‧포장‧상차‧수송‧

저장‧가공 등 다양한 물류기능과 흐름을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농산물 공급사슬별 유통정보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

사슬 참여주체의 유통정보 이용실태, 유통정보 인프라 실태 및 문제점, 유

통정보 흐름의 문제점 등을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리

고 다양한 공급사슬 중 도매시장 중심의 시장 공급사슬과 대형유통업체 중

심의 시장 외 공급사슬 간 요소 흐름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공급사슬 

요소별 특성과 차별성, 공급사슬별 유통효율성 비교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SCM 시스템 도입‧운용과 관련한 유사한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대규모 생산자조직의 수급 및 가격

안정 관리시스템이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는 프랑스 브레타뉴 지역의 

Cerafel(청과물경제위원회), 네덜란드의 The Greenery International B.V.(그

리너리 원예농협 판매자회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비사

업조직이 생산과 유통 부문을 조절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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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L(원예농산물생산‧유통업자연합)과 네덜란드의 전업농가로 구성

된 LTO Noord(원예농가연맹)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5. 연구 범위 및 방법

5.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현재의 농산물 유통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농산물 SCM 시스

템 구축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수행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2

년차 중 1년차 연구이다. 따라서 1년차 연구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SCM 

개념과 일반 제조업 SCM과의 차이, 농산물 SCM 추진의 특성과 장애요인, 

그리고 효율적인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체 공급사슬 참여주

체의 시장행위와 유통단계 간 연계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 추적조사,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

다. 그리고 광범위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1년차에는 효

율적인 SCM 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2년차에는 구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산물 공급사슬 상의 연구 범위와 대상을 살펴보면 산지 생산자에

서부터 공급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소비자까지 공급사슬 상 전체 구성

원이 모두 포함된다. 공급사슬(SC)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보다는 의미가 

확장됨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유통경로’의 개념에 비해 ‘공급사

슬’은 상품의 흐름뿐만 아니라 관련 물류, 정보, 자금흐름 등 모든 유통기

능의 흐름을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정보 네트워크화를 통한 정보공유, 참여

주체 간 협력‧조정의 개념이 포함된다. 공급사슬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효율적인 정보흐름과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물류흐름이라

고 할 수 있다. 

  공급사슬은 이러한 요소들이 유통단계‧유통주체 간 상호 연계‧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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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로 하는 통합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급사슬은 이 요소들이 

유통단계‧유통주체별로 이루어지는 개별‧독립적인 기능수행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급사슬 상에서 수행되는 유통기능이 유통주

체‧유통단계 간 상호 연계‧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체 유통과정에서

의 통합적인 흐름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농산물 공급사슬은 제반 요소(상품, 물류, 정보, 자금 등)의 흐름에 따라 

크게 시장 중심의 공급사슬과 시장 외 공급사슬로 구분될 수 있다. 시장 

중심 공급사슬 단계는 ‘산지(생산‧출하자)→도매시장→소매업체→소비자’

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시장 외 공급사슬은 ‘산지-대형유통업체(물

류센터)→소비자’ 사슬을 포함한 직거래 형태의 공급사슬이 일반적인 형태

이다. 따라서 공급사슬 형태별로는 시장(도매시장) 중심의 공급사슬과 직

거래를 포함한 시장 외 공급사슬이 모두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공급

사슬의 길이는 산지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농산물 공급사슬의 개념은 크게 광의의 공급사슬과 협의의 공급사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이론적인 공급사슬의 범위는 일반적으

로 중간소재(부품) 공급자-제조업체-유통업체(도매업체, 소매업체, 대리점, 

영업소 등)-소비자(반품 물류 서비스 포함)로서 원재료 및 부품공급업체가 

최하위 공급사슬 구성원이 되고 소비자가 최상위 공급사슬 구성원이 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산물 공급사슬도 역시 광의의 범위는 농산물 

생산자재(종자, 비료, 농약, 노동력 등) 생산자-자재공급업자-농산물 생산자

(출하자)-도매단계(도매시장 등)-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까지 모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 분야에 한정된 협의의 공급사슬 

범위는 생산자(출하자)-유통업체(도매시장 등)-소매업체-소비자 사슬로 볼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구성원(참여주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공급사슬 상 광

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생산자재 생산‧공급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사슬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한편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요소의 범위에는 공급사슬 구조의 모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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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공급사슬 구조의 제반 요소(상품, 물

류, 정보, 자금 등) 기능은 특정 유통단계나 유통주체, 특정 시점에 이루어

지는 개념(stock)이 아니라 전체 공급사슬에서 상호 연계 관계를 가지고 수

행되는 흐름(flow)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급사슬 

요소의 범위는 공급사슬 상 전체 요소의 흐름이 그 대상이 된다.

그림 1-1.  공 사슬 범 와 연구 상

  공급사슬 요소에서 상품흐름의 경우 산지에서는 출하조직, 출하방식, 출

하처, 산지유통 형태, 출하계획, 시장행위, 구매자와의 연계‧계약‧협의‧신

뢰성, 거래의 내구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소비지의 경우 도매단계 유통

주체와 시장행위(구매, 분산, 거래 등), 소매단계 참여주체와 시장행위 등

이 포함된다. 물류흐름의 경우 산지 및 소비지 참여주체의 물류활동 형태, 

물류조직, 물류시설, 물류형태(1자, 2자, 3자 물류 등)와 물류기능에서는 선

별ㆍ포장, 수송, 저장, 가공 등 모든 물류기능이 포함된다. 정보흐름의 경

우 공급사슬 상 정보흐름 실태, 정보표준화, 정보 네트워크화, 정보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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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효과 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금흐름에서는 유통단계별‧유통주

체별 대금결제 등이 포함된다.  

  공급사슬 참여주체(구성원)의 범위와 대상을 살펴보면 산지단계에서는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와 출하자(산지유통인 

등)가 포함된다. 도매단계의 경우 시장 중심 공급사슬에는 경매제 도매시

장의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대형유통업체(물류센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소매단계의 경우 전통시장 소매상, 대형유통업체 점포 

등이 포함된다.

  1년차 연구 대상 품목은 전체 유통경로 상에서 수급 및 가격변동이 심하

여 농가소득, 소비자 가계, 물가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유통ㆍ물류정책

의 핵심 대상이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대체로 노지재배

의 대량 소비 채소류로서 배추(봄, 여름, 가을), 무(봄, 여름, 가을), 양배추 

등이 포함된다.

5.2. 연구 방법

  1년차의 연구 목적인 농산물 공급사슬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을 통

한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

지 전체 공급사슬 참여주체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방문 조사와 동시에 설

문조사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동시에 관련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농산물이 공급사슬 하위단계인 생산‧출하자부터 최상위 단계인 소

비자까지 이동되는 거래(상품)흐름의 구조와 기능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품목의 주산지, 생산‧출하주체, 도매시장 운영주체(도매

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본부와 물류센터

(농협 도매물류센터 포함), 전통시장 소매상인 등에 대한 현지 방문ㆍ면접

조사와 동시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대표적 산지 생산‧출하주체는 개별 산지유통인과 산지유통인조직, 지역

농협 등이 포함된다. 도매시장 운영주체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법인 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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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지채소류의 취급 비중이 높은 경매제 시장의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

인,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 노지채소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

장도매인이 포함된다. 시장 외 공급사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형유통

업체의 구매본부와 물류센터, 농협도매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구매팀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소매점포는 청과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하였다. 산지의 경우 출하처, 출하량, 출하방법, 출하형태

와 관련 의사결정 구조 등을 파악하였으며, 소비지의 경우 물량수집과 구

매, 물량조절, 거래제도, 판매실태 및 구조와 관련 의사결정 구조와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물류흐름의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배추, 무, 양배

추)의 수확기 산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확 후 관리활동부터 공급사슬 

상 물류요소(선별‧포장상품화, 수송, 가공, 저장, 하역)별 유통주체의 행위

를 조사하였다. 방문 조사 대상의 산지 생산‧출하주체는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흐름의 방문조사 주체와 동일한 주

체로 하였다. 소비지의 경우 도매시장 내 제반 물류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중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중 대상 품목의 

취급 비중이 높은 도매시장 법인을 방문하여 물량 반입부터 반출까지 시장 

내에서 수행되는 제반 물류행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운영

주체(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대형유통

업체와 농협도매물류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농산물 취급 물류센터를 방문

하여 물류센터 중심의 반입(구매)‧상품화‧배송물류 등에 대한 면담과 조사

를 실시하였다. 소매점포의 경우 청과물 취급 소매점포를 방문하여 물류실

태에 대한 면담조사와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산지에서 도매단계, 도매단계에서 소매단계의 수‧배송 물류흐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2자 물류업체(농협물류 등), 개별운송

업체(1자 물류), 3자 물류업체(민간업체)를 방문하여 수송수단과 적재효율, 

농산물 수송의 비효율성, 물류조직, 수송비용, 농산물 수송의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급사슬 상 가공‧저장물류 흐름의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지 생산‧출하주체(조직)와 도매시장 운영주체, 대



20  서 론

형유통업체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하역물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지의 화물알선소, 도매시장의 하역조직, 소매점

포를 방문하여 하역물류 흐름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공급사슬 상 정보흐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지 생산‧출

하조직의 소비지 유통정보 획득, 활용실태와 유용성, 산지정보의 생산과 

전달체계, 필요정보 수요 등을 조사하였으며, 도매단계의 경우 산지정보의 

획득 및 활용성, 도매정보의 생산과 산지와 소매단계 전달체계, 정보공유 

및 교환 시스템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매단계에서

는 도매 및 산지단계 정보의 입수 및 활용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특히 공급사슬 상 정보흐름에서 정보의 공유‧교환 및 유통단계별 정보

전달‧공유의 단절성 등에 대한 실태와 요인, 정보의 은닉성과 은폐성 문제

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 론  21

구 분 조사 상 조사 상 수 비 고

도매

시장

공

사슬

도매

시장

도매시장 법인 23개소(설문) ‧ 국 주요 노지채소류 취  법인

시장도매인 14개소(설문) ‧강서시장 노지채소류 취  법인

산지

유통

산지유통인 115명(설문) ‧ 국 노지채소류 취  산지유통인

산지유통조직

150개소(설문)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

  (채소류 취  산지유통법인)

3개소(방문)

‧강원청정 농조합법인(배추)

‧성실 농조합법인(무)

‧한국신선채소 동조합(노지채소)

소매

시장

통시장

소매상
120명(설문) ‧ 국 주요 통시장 채소류 취  상인

소비지
시장도매인제 

소비자
100명(설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소비자

형유통업체

농 도매물류

공 사슬

이마트 2개소(방문)
‧구매본부(성수)

‧WET 물류센터(여주)
도매시장 외

직거래 공 사슬롯데마트 2개소(방문)
‧구매본부(송 )

‧물류센터(오산)

농 도매물류 1개소(방문) ‧농식품물류센터(안성)

물류부문
‧고랭지채소 화물 알선소 방문조사(횡성1, 평창1)

‧농 물류 방문조사(서울)

해외 장조사

‧ 랑스: Interfel(농산물 생산그룹과 유통그룹연합회) 등

‧네덜란드: LTO(원 농가연맹), 그리 리 원 동조합

‧미국: 도매상제 도매시장(뉴욕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표 1-3.  본 연구를 한 설문  장조사 개요

  한편 현장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

해 비정기적 형식의 전문가 활용시스템을 운용하여 수시로 협의회 형태의 

의견교환 기회를 가졌다. 전문가와의 만남은 주로 학계보다는 산지유통인

조직 대표, 산지 물류업체 대표(화물알선소, 수확작업팀, 개별운송업자, 민

간운송업체, 농협물류 등), 도매시장 법인(대표, 전무, 상무 등), 대형유통업

체 관련자(구매팀장, 물류팀장 등), 가공공장(김치) 관련자 등과의 면담이

나 협의회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학계 전문가의 견해를 수용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중심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산지 기반 구축 방안1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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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와 소매단계 농산물 공급사슬관리 구축 방안2, 일본의 상물분리 유통에 

대한 연구3를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본 연구의 부속물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 SCM 시스템 운용 현황 조사를 위해 프랑스, 네덜란

드, 미국에 대한 해외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1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박재홍 교수
2 안양대학교 국제통상유통학과 김동환 교수
3 일본 북해도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



1. 공급사슬관리(SCM)의 일반적 개념과 특성

1.1. SCM의 개념

  공급사슬관리(SCM)의 일반적인 개념은 특정 기업에서 원재료의 공급에

서부터 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

사슬 상 제품, 정보, 재고, 물류(운송), 정보, 자금 흐름의 통합적 관리를 통

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효율과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기업 업무관리의 전략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CM의 정의는 SCM을 바라보는 관점과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 SCM의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고객 및 이해 관계자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초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

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략”,4 그리

고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고 전체 시스템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의 유통이 적정 수량, 적정 장소, 적정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업

4 Lambert, Douglas M., Martha. C. Cooper and Janus D. Pagh, “Supply Chain 

Management: Implementation Issues and Research Opportun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Vol. 9, No. 2, 1998.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과 필요성  제2장



24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과 필요성

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소매업체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접근방법”5 등

이 있다. 그 외 대부분의 SCM 정의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SCM은 공급사

슬 상 모든 참여업체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전체 공

급사슬의 비용 최소화와 이익 증대,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기업

경영 접근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정 재고를 통한 채찍효과(bullwhip effect)의 축소, 적정 시

간 운송과 적정 장소 재고 등 효율적인 물류프로세스를 통하여 SCM에 적

용하는 관리기법에는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효율적 소비자 

반응), QR(Quick Replenishment: 신속한 보충),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업체 주도 재고관리), CMI(Co-Managed Inventory: 협업재

고관리), e-Procurement(파트너 간 전자연결에 의한 조달), 협업적 계획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리드타임 축소와 

효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Cross-Docking(크로스도킹), EDI(전자문서 교환), 

CAO(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수·발주)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1.2. SCM의 특성

  SCM은 1990년대 기업의 물류혁신 기법으로 활용된 로지스틱스 관리의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다.6 기업에서 SCM 기법의 중요한 도입 목적인 효

율적인 재고관리, 리드타임 축소, 운송 물류의 효율화 등을 통한 물류비용

의 최소화로 볼 때 로지스틱스 관리(Logistics Management)와 유사한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1986년 미국 로지스틱스 관리위원회(Council of Logistics 

5 David Simch-levi, Philip Kaminsky, Edith Simchi-Levi. 2003. Designing and 

Managing the Supply Chain: Concepts, Strategies, and Case Studies, McGraw-Hill 

professional.
6 초기의 성공적 도입 사례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월마트와 P&G,가 기저귀 품

목에 VMI(공급업체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고량과 결품률을 획기적으

로 감소시킨 사례로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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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는 로지스틱스 관리(LM)에 대한 정의를 “최종소비자의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급 출발점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원료저장, 

재고, 완제품, 관련 정보 흐름과 효율적인 비용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하

는 프로세스”7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전체 공급사슬이 가치사슬적인 연결구조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

서는 가치사슬과 유사한 개념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급사슬관리(SCM)는 

로지스틱스 관리와 가치사슬의 확장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SCM과 로지스틱스 관리와의 차이는 로지스틱스 관리가 특정 업체(기업)

의 물류프로세스 중심의 통합관리라면 SCM은 공급사슬 상 전체 참여업체 

간 물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합프로세스 관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사슬이 기업 내의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라고 할 수 있는 데 비해, 공급사슬관리는 공

급사슬 상 참여 기업 전체의 부가가치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업 연계의 

통합관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SCM은 소비자의 수요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매업체와 

납품업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하여 납품업체가 적시에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구매업체의 판매업체 재고를 최소로 유지할 수 있도록 1990년대 초반 도

입된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효율적 소비자 대응) 기반에서 모

든 기능과 요소 및 참여업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SCM

은 제조업체, 컨설팅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 등이 공동으로 수요예측, 제

품개발, 생산계획, 재고관리 등의 부문에서 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한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의 개념도 포

함하고 있다.   

  SCM을 가치사슬 관리나 로지스틱스 관리와 비교하여 특징을 요약하면 

①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업

7 Martha C. Cooper, Douglas M. Lambert and Janus D. Pagh. 1997. “Supply Chain 

Management: More Than a New Name for Logist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Vol 8.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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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 전체의 효율화, ② 참여 기업의 최적화보다는 전체 공급사슬의 최적

화, ③ 이를 위한 공급사슬 참여기업(구성원)의 협력관계 등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SCM은 기업의 업무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중심요소, 관리

영역, 관리목표, 관리기법도 변화하여 왔다. 예를 들면 1980년대 기업 업무 

관리 형태가 기능 중심의 기업 내 부문 최적 관리였을 경우 유용한 관리기

법은 경영정보 관리였으나 1990년대 특정 기업 전체의 최적관리 실현을 

위한 ERP(전사적자원관리)와 LM(로지스틱스 관리)을 거쳐 2000년 이후 

공급사슬 전체 참여구성원 간의 최적화를 위해서 SCM으로 변화해 왔다.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심요소 기능 로세스 공 사슬(SC)

리 역 기업 내 기업 내 기업 간

리목표 부문(부서) 최 기업 체 최
공 사슬 최

(공 자, 기업, 고객 등)

리기법
MIS

(경 정보 리)

ERP

( 사 자원 리)

SCM

(공 사슬 리)

표 2-1.  기업 업무 리 형태의 변화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5). 유통산업의 물류혁신과 SCM전략. 경제연구총서 383호.

  대체로 1990년대까지 공급사슬 구성원인 특정 기업(자재공급업체, 제조

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 등) 물류효율화, 구조와 기능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던 업무관리 형태가 공급사슬 상 모든 참여 업체와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변화한 것이다. 즉, 원자재 구매‧조달, 제품생산, 판

매, 재고, 배송, 고객관리 등 공급사슬의 모든 부문이 정보 시스템과 구성

원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그 결과 모든 참여주체가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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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의 이해와 필요성

2.1. 농산물 공급사슬(SC)과 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

2.1.1. 농산물 공급사슬(SC)의 개념

  농산물 공급사슬은 농산물이 최초 공급자인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

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참여주체(생산자, 유통업자, 물류업자 등) 간의 

연쇄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 공급사슬 상 참여주체는 전체 공

급사슬에서 각기 다른 프로세스를 수행하지만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과 연

계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공급사슬은 농산물 유통경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유통경로는 참여주체

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연계라는 측면에서보다 단순한 상품의 흐름에 참여

하는 독립적 참여주체들의 순서적 나열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농

산물 공급사슬은 농업자재 공급자, 농업생산자, 유통업체(도매시장, 도매

상, 소매상 등), 물류업자, 소비자 등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활동까지의 

프로세스를 공급과 수요(구매)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계구조와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접근방법이다. 농산물 공급사슬은 주로 참여주체 간 상품, 정보, 

물류, 자금 흐름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방식인 데 비하여 유통경로는 주

로 거래관계 중심의 순서적인 배치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농산물 가치사슬은 농산물의 가치가 전체 유통과정과 참여주체 간 상호 

연계관계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관리 대상과 영

역이 공급사슬 요소를 전부 포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공급사슬

관리의 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급사슬은 참여주체가 누구인가에 따

라서 여러 형태의 공급사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공급사슬은 크게 시장 중심 공급사슬과 시장 외 공급사슬로 구분될 수 있

다. 시장 중심 공급사슬은 농산물이 생산 이후 상품흐름, 물류흐름, 정보흐

름 등 모든 공급사슬 요소가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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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이다. 그리고 시장 외 공급사슬은 도매시장 외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물

류센터나 대규모 소매점을 중심으로 공급사슬의 요소흐름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농산물 공급사슬에는 요소의 흐름이 생산자에

서 소비자로 직접 연결되는 직거래 사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1.  농산물 유통경로( 시)

그림 2-2.  농산물 공 사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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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농산물 유통의 일반  공 사슬 구조

2.1.2.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과 사례

  농산물 공급사슬(SC)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급사슬관리(SCM)

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농산물 공급사슬관

리(SCM)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자의 소비행위까지 전체 유통과정과 참

여 구성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생산, 수‧발주, 거래(구매, 판매, 가격형성 

등), 물류(저장, 운송 등), 정보의 소유와 교환 등 모든 상적‧물류기능들이 

특정 참여주체나 특정 유통단계별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관리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공급사슬 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 SCM은 전체 공급사슬 상의 정보 시스템과 공급사슬 참여주

체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사슬 전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

고 비용절감 및 고객만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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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공급사슬관리를 공급사슬 참여 구성원과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

보면 농산물 생산자, 각종 유통주체, 물류주체, 소비자(고객)는 전체 공급

사슬 상에서 각각 독립적‧개별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슬

처럼 엮어져 긴밀한 유기체적 협조관계하에서의 공동운명체적 관계라는 

접근 방식이다. 즉, 공급사슬 구성원의 의사결정은 사슬 내에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사슬 내 의사결정 시스템의 예를 들어보면 농산물 최초 공급자

인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출하처, 출하방식, 출하시기, 출하량 등에 대한 의

사결정을 하면 도매단계 이후의 사슬에 참여하는 참여주체의 시장행위와 

전체 사슬 상의 시장성과(가격수준, 가격변동, 참여주체의 이익 등)는 최초 

공급자인 생산자의 출하형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

다. 이 경우 출하자의 개별 의사결정에 의하여 시장에서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게 되며, 또한 그에 수반되는 유통비용도 증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성 완화, 유통비용의 감

소를 위해서는 출하자가 도매단계 참여주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

면서 산지 출하조절이나 도매단계에서의 수급조절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서의 수급불안정에 의한 가격변동성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관계가 산지와 도매단계뿐만 아니라 공급사슬 전 과정에서 공급자와 구

매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공급사슬에서의 불확실성과 유통비용

을 감소시키고 전체 공급사슬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공급사슬 구성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최초 공급자인 생산자(출하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다면 도매단계 이후의 구성원은 전체 사슬 상에서 방관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구조가 되는 것이다. 

  공급사슬 상의 각 단계에서는 각각의 참여주체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

를 수행하지만 다른 단계 또는 다른 참여주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속적

으로 상품, 정보, 물류, 자금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농산물 공급사슬관리의 이해를 위해 사과 공급사슬관리의 예를 현재 상

태에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먼저 소비자가 대형 소매점포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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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장 소매점포에서 사과를 구매하면서 사과의 공급사슬은 작동된다. 소

매점포는 소비자에게 사과의 가격, 품질, 산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

은 구매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 대형 소매점포는 사과의 판매실적이나 

소비자 수요 변동을 근거로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좀 더 많이 구매하여 재

고물량을 비축하거나 또는 매일의 적정 수요를 고려하여 점포 내 재고 없

이 매일 매일 일정 물량을 구매한다. 이때 소매상은 자기 차량이나 제3자 

물류를 활용하거나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점포

까지 사과를 반입한다.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대금은 일부는 현금으

로 지불하고 일부는 외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소매상의 이 같은 모든 구

매 및 물류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매상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지

와 도매시장의 유통정보(물량, 가격 등)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소매

상은  도매시장 구매 시 직접 현장에 가서 상품의 종류와 물량, 가격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기도 하고 도매시장 단골 중도매인에게서 시장의 정보를 

통보 받아서 결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매점포에서의 판매상황 정보를 중

도매인이나 도매시장에 전달하기도 한다. 

  한편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소매점포의 판매 정보(품종별 소비자 선호

도, 판매상황 등)를 소매상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수집하여 경매 시 소비자

가 좋아하는 잘 팔리는 상품 중심으로 구매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도매시

장법인은 경매 시 경락정보나 가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지에 도매시장의 

판매정보나 가격정보를 전달하며, 특정 상품의 출하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수집전략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매제 시장의 

경우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제한이나 조절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물량 수집에서 산지와의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집 활동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도매시장에 반입된 사과는 

매일의 반입물량(공급물량)과 수요량(중도매인의 구매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입물량의 제한이나 조절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수급변동에도 큰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도매시장의 사과 반입은 산지의 다양한 생산‧출하주체(생산자 조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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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산자, 산지유통인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지 생산‧출하주체

들의 출하 관련 의사결정(출하처, 출하물량, 품질 등)은 도매시장과 소비자

의 사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산지 생산

‧출하주체는 가격이나 물량 정보를 바탕으로 저장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

다. 도매시장에 출하된 사과는 출하 당일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출하자는 출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경락가격을 수취하게 된다. 즉, 현재

의 유통체계하에서는 산지와 도매시장 간 반입물량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

과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장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체계하에서도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가격정보, 수급

사정,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정보를 산지 생산자에게 제공하며, 산지에

서 출하된 사과에 대해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산지의 사과 생산자는 도매

시장의 가격정보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격이 높은 사과를 생

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으로는 품종 개량이나 합리적인 비배관리를 

통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도매시장에 출하할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농약이나 비료 등의 자재 공급업

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생산된 사과를 출하하기 위해 포장재 공급업체

로부터 포장 박스 등을 공급받는다. 이때 산지의 상품화는 소비자가 선호

하는 포장 규격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산지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때 생산자가 직접 운송하기도 하고 제3자 물류를 활용하여 전문 운

송업체에게 도매시장까지의 운송을 위탁하기도 한다. 자재 공급업체나 포

장재 공급업체는 사과 농가에 공급하는 자재나 포장 박스를 만들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의 원료를 생산자나 포장 재료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이와 같이 공급사슬의 각 단계와 참여주체는 전체 공급사슬에서 서로 다

른 프로세스를 수행하지만 다른 유통단계, 유통주체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가지며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급사슬 상 각 단계와 유통주

체 간에는 끊임없이 상품, 물류, 정보, 자금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다. 이 같은 공급사슬 요소의 흐름에서 잘못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물류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하며, 전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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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참여주체를 배제하여 리드타임과 전체 공급사슬 길이를 단축하기 

위해서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유통주체들이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협

력관계를 통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관리기법이 농산물 공급사

슬관리(SCM)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농산물(사과) 공 사슬 리의 시 

2.2.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의 필요성과 특성

2.2.1.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 도입의 필요성

  농산물과 공산품의 SCM 여건이나 기반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농산물 

SCM 기반 구축과 불확실성 감소 및 물류효율화를 위한 SCM 접근의 필요

성은 오히려 공산품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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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접근의 필요성은 먼저 농산물은 공산품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유통

경로와 공급사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 구성원 수가 많다는 것이

다. 다양한 공급사슬 형태와 수많은 공급사슬 참여주체의 존재는 공급사슬 

길이를 길게 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공급사슬의 단계는 3단계(제조업체-유통업체-소

비자)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대체로 5～6단계가 일반적이

며, 유통과정이 긴 경우 7～8단계 공급사슬도 있다. 공급사슬의 길이가 길

고 단계가 복잡하면 참여주체의 수도 많아지게 되어 사슬 전체의 유통비용

과 물류비용이 높아지고 상품흐름의 속도나 리드타임이 매우 길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급사슬 참여주체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

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전체 유통마진과 비

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별 참여주체와 특

정 공급사슬의 단계별 독립적 관리를 통한 전체 공급사슬의 유통효율성 제

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산물의 생산‧출하주체, 유통기능주체, 물류주체, 소비자 등 공급

사슬 구성원의 대부분이 수많은 개별‧영세주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상품, 물류, 정보, 자금흐름도 영세하고 개별적인 흐름의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구조, 영세‧개별 출하구조, 영세한 거

래구조, 개별 물류구조, 영세 구매구조, 거래‧물류의 비표준화 등은 물류비

용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영세‧

개별적인 공급사슬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와 

주체, 그리고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SCM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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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생산자 
출하 액

유통비용 소비자 
구입액물류비 기타비용 계

2005
321,908

(55.0)

80,744

(13.8)

182,635

(31.2)

263,379

(45.0)

585,287

(100.0)

2010
384,560

(57.7)

99,127

(14.9)

182,794

(27.4)

281,921

(42.3)

666,481

(100.0)

2011
386,911

(58.2)

101,174

(15.2)

176,710

(26.6)

277,884

(41.8)

664,795

(100.0)

표 2-2.  연도별 농산물 물류비  유통비용 황

 단위: 억 원, %

주: (   )는 각 항목별 비중이며, 기타비용에는 상장 수수료, 임대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 포함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물류비 산정결과(내부자료).

그림 2-5.  연도별 농산물 물류비 추이

  셋째, 농산물 유통의 경쟁구조가 유통주체 간 경쟁에서 공급사슬 간 경

쟁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사슬 전체의 경쟁력 제고가 무

엇보다도 경쟁력 우위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1996년 유통시장 완전

개방화 이후 소비지의 농산물 시장지배력이 도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외에 다양한 직거래, 사이

버거래, 농협중앙회 소비지 도매물류사업 등 다양한 공급사슬이 출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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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간 경쟁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산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출하 

선택권과 교섭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사슬별 구성원의 입장에

서는 개별 구성원의 노력만으로는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

감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정 공급사슬의 경쟁력 저하는 산지 출하자의 외

면으로 공급사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공급사슬 간 경쟁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공급의 불안정성으

로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급 및 가

격불안정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류 생산의 경우 생산량은 재배기

간의 자연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종 이후에는 생산량의 

인위적인 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수확 후 시장 출

하자가 대부분 개별 산지유통인이나 개별 농가이기 때문에 수급상황을 고

려한 출하조절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효과적

인 출하조절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

탄력적인 농산물은 약간의 수급불균형에도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지채소류 공급사슬 구성원의 협력체제와 실시간 정

보공유를 통해 수급조절이 가능한 SCM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

법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

에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물류계획 수립과 운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물류정보의 통합관리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

해서도 SCM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농산물 거래와 물류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급사슬 전체의 원활한 적응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물류 

측면(물류기능, 물류관리 형태, 물류대상, 성과지표, 경쟁형태, 물류 인프라 

등)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물류기능 수행은 

기존의 기능별 중심에서 기능별 연계 효율화와 물류사슬을 통한 전체 효율

화 기능을 중시하고 있으며, 물류관리 형태는 기능별 독립적 관리에서 다

양한 물류요소의 통합관리와 물류 가치사슬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관리의 성과지표는 기능별 비용절감에서 사슬 상 전체 통합물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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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류 인프라도 제1자, 제2자 물류 중심에서 아웃

소싱 물류(제3자, 제4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 분 기존 패러다임 패러다임 변화 망

물류기능 ▪단순 기능별 심 ▪기능연계  로세스 심

기능수행
▪기능별 분업‧독립  기능수행

▪물류기능별 문화 원칙

▪물류 기능별 연계의 효율화

▪물류사슬의 체 효율화 기능

리형태 ▪물류요소별 독립 리
▪다양한 물류요소의 통합 리

▪물류 가치사슬 리

물류 상
▪비차별화 량 농산물

▪불특정 다수 소비자 고객

▪목표시장별 맞춤 생산 상품

▪목표시장의 차별화된 고객

심경로
▪도매시장 유통경로

▪상‧물 미분리 물류

▪유통경로 다원화

▪상‧물 분리 지향  물류

성과지표
▪기능별 원가  비용 감

▪품질보호 심

▪ 체 통합물류비용 감

▪부가가치와 소비자 만족도 증

경쟁형태 ▪물량기 , 생산성기
▪시간기 , 서비스기

▪만족도기 , 수익성기

인 라 ▪자체물류(자기, 2자) 심 ▪아웃소싱 물류(3자, 4자) 심

표 2-3.  농산물 물류의 패러다임 변화 망

자료: 전창곤 외(2009). 농산물 물류체계 진단과 효율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섯째, 기존의 유통단계별‧유통주체별 수급 및 가격안정과 관련한 다양

한 정부 정책사업 중심의 접근보다는 공급사슬 전체의 통합적 관리 형태의 

새로운 대안적‧실험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산물 특히 상대적으로 수급불균형과 심한 가격변동으로 안정적인 생산

자 수익구조 유지와 물가관리가 어려운 품목, 특히 노지 대중 채소류의 수

급 및 가격안정과 비용절감을 위해 매우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하여 왔

다. 다양한 정책사업에는 계약재배사업, 단기적 수급안정사업, 수확 후 수

급조절사업, 자조금제도 도입, 품목별 대표조직 도입, 농업관측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노지채소류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심한 가격변동 현상은 지

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획

기적인 물류비용 절감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38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과 필요성

구 분 주요 내용

원 농산물 

계약재배 사업

∙1995년 농  심의 ‘노지채소수 안정사업’ 제도 도입

∙2007년부터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으로 통합 운

∙2011년 농 앙회가 계약재배사업에 참여

단기

수 ‧ 

가격

안정

사업

산지폐기
∙가격 등락이 심한 16개 품목의 도매가격이 최 보장가격 이하로 

하락 상 시 실시

장  

가공용 

수매지원

∙민간 가공업체에 채소류 수매자 을 지원하여 산지가격 안정과 

농가 로를 확

장,

출하조
∙농가경 비 이하로 하락 시 농 장으로 출하조

비묘 

공
∙재배면  감소 상 시 사 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 공

수매비축사업 ∙ 장성 있는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 비축 는 수입 비축

유통 약‧

유통조 명령제

∙1998년 자율 으로 생산  출하조 을 한 유통 약제 도입

∙2003년 정부(장 )가 발하는 제도인 유통조 명령제 도입

∙기존 채소계약재배사업, 정부수매사업 등과 연계로 사업효과 극 화

자조  제도

∙생산자단체의 자발  시장교섭력 확보를 해 도입(28개 조직)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농조합법인, 농어회사

법인 등

품목별 표조직 

육성

∙품목별로 분산된 세한 생산자조직의 문성과 표성 강화

∙수 조 , 경쟁력 제고, 품질 리, 마  문제의 자율  해결

∙2010년부터 사업 수행

농업 측사업
∙주요 농축산물(35)의 단기, 장기 수   가격 측정보제공

∙1999년 1월 KREI에 농업 측센터 설치

표 2-4.  채소류 수   가격안정 련 정부 정책사업 황

  마지막으로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은 농산물 유통의 생산자-소비자 

상생구조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상생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

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산자조직과 대규모 유통조직 간 상

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생산자조직과 유

통업체 간 상생 협력체제의 기본적인 형태는 농산물 SCM 접근과 매우 유

사한 것이다.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 협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투

명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급조절과 비용절감을 통한 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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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2.2.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 시스템 구축의 예상 효과

  농산물 SCM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운용된다면 SCM의 효과는 

이론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농산물의 상품적 특성과 유통 

상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급사슬 구성원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

급 및 가격안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산물, 특히 수급

불안정과 가격변동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노지 대중 채소류의 경우 

법적으로 출하자의 출하의사를 조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개별 출

하자의 출하 의사결정이 수급불균형과 가격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출하자가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디에 출하하여도 공영

도매시장 입장에서는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출하자 Push 시스템 반입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만약 조직화된 대규모 출하주체와 도매시장 반

입주체가 전국적인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반입물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면 도매시장 가격변동성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소매단계까지 영향을 미쳐 소매가격의 안정은 물론 유통비용의 절감

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SCM 접근은 공급사슬 전체 물류의 최적화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물류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출하조직과 전

문 도매조직, 그리고 조직화된 소매조직이 물류규모화와 공동화, 그리고 

물류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적재 및 운송의 최적화와 공차율 감소를 통한 

수송비용 절감, 참여주체 간 효율적 재고관리로 재고비용 절감, 적정 하역

방법과 하역기계화를 통한 하역비 절감, 운송방법 및 저장방법 개선을 통

한 감모비 절감 등 전체적인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 SCM을 통해 물류비용은 물론 거래비용을 포함한 전체 공급사슬 

상의 유통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공급사슬 상 참여주체의 조직화‧규

모화를 통해 단계별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기능과 관련 주체를 배제함으로

써 리드타임과 유통주체 간 상품흐름의 시간이 단축되어 전체 공급사슬의 



40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과 필요성

길이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사슬 상 불필요한 기능과 중복기능 및 

관련 참여주체의 배제를 통해 거래비용과 물류비용 모두 절감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공급사슬 참여주체 간 전략적 협력에 의한 수요변동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지의 합리적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의 합리적인 생산계획 수립은 궁극적으로 소비지 니즈를 충

족시키고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급사슬의 최상위인 소비자

의 농산물 소비패턴 및 니즈 변화가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유하게 됨

으로써 공급사슬 참여주체의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참여주체의 

물류 표준화, 업무처리 표준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그리고 농산물 SCM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정부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실시한 정책사업의 재정 투입구조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공급사슬 참

여 구성원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재정지출 절감의 효과도 예상된다. 

구 분 상호 력(연계, 제휴) 효과

상품공

 거래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화로 매출액 증가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략  력에 의한 수요변동 응과 합리  생산계획 수립

▪참여주체의 해당 품목 시장 유율  시장교섭력 제고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다양한 거래방법 용으로 유통비용 감

수 안정

가격안정

▪ 략  력에 의한 출하조 로 수 불균형 완화

▪산지와 소비지의 정 재고 리로 수   가격변동성 완화

▪산지와 소비지의 력  재고 리  완충재고를 통한 수 안정

▪정보 시스템 기반의 수·발주 시스템 최 화로 수 조  기능 강화

물류효과

▪ 재방법, 운송방법  운송수단의 최 화를 통한 비용 감

▪참여주체 간 효율  재고 리로 비용 감

▪공차율 하, 재효율 제고 등을 통한 수송물류비 감

▪ 정 하역방법과 하역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물류비 감

참여주체

운 효율

▪정보 시스템 인 라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물류 표 화, 업무표 화를 통한 생산성과 수익성 증

▪지속  산지  상품개발로 연계‧ 력의 신뢰성 제고

▪거래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한 응력 증

표 2-5.  농산물 공 사슬 상 력과 연계의 효과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의 개념과 필요성  41

2.2.3.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 시스템 구축의 제약요인

  지금까지의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의 대안적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농산

물 SCM 도입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공산

품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SCM의 농산물 적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공산품과 농산물이 가지

는 상품적 특성, 유통 특성, 공급사슬 참여주체의 기업적 특성 등에 큰 차

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산품과 농산물은 생산계획 측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수요예측을 바탕으

로 적정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

아 수요예측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요를 반영한 생산계

획 수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산계획 수립의 어려움은 특히 

작물 생육기간 중 생산량이 자연조건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지채

소류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농산물과 공산품의 SCM 도입 여건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산품과 같은 SCM 도입에

는 현실적으로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두 가지 상

품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공산품의 

효율적인 SCM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고관리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산물의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은 공산품에 

비해 어려운 과제가 아니지만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한 생산계획 수립과 생

산과정의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효율적인 SCM

은 생산‧공급 측면의 관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공급사슬의 정보흐름 방향이 공산품 SCM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 공급사슬 최상위단계인 소비자 정보가 하위단계인 제조업

체나 생산자에게 전달되어 생산계획이 수립되지만 농산물의 경우 생산‧공

급 정보가 하위단계에서부터 상위단계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즉, 농산

물은 하위단계인 생산‧공급 정보의 정확성과 참여주체의 공유가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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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에 큰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SCM에서

의 채찍효과의 증폭방향은 공산품의 경우 상위단계인 소매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증폭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산물의 경우 하위단계인 생산‧출하

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전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급사슬 상 재고관리와 물류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적 특성 차이를 들 수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장

성이 매우 낮고 유통과정 중 감모율이 높고 상품성 저하가 빠르게 나타나

는 특성이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생산 측면과 

결부시켜 볼 때 농산물의 저장과 재고관리는 SCM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 되지만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저장과 재고관리는 공급사슬 참여주체에 

의해 오히려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변동

성은 더 높아지고 과다한 유통비용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공산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채찍효과

를 최소화시키는 재고관리가 SCM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구 분 농산물 공산품

가격

탄력성

▪상 으로 비탄력 (수요, 공 )

▪공  변동에도 수요는 거의 일정

▪효율  공 사슬은 생산‧공  측면 

리가 더 요

▪생산‧공 의 리드타임이 장기

▪상 으로 탄력

▪효율  SCM을 해서는 정확한 

수요 측과 재고 리가 요

▪생산‧공 의 리드타임이 수요에 

단기 으로 반응 가능

정보요소

흐름방향

▪하 단계→상 단계 흐름

▪하 (생산‧공 )단계의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SCM에 요

▪상 단계→하 단계 흐름

▪상 (소비자, 고객)단계의 정확한 

수요 정보가 SCM에 더 요

장성 

재고 리

▪상 으로 장성이 낮아 단계별‧

참여주체별 낮은 재고 리 비

▪생산‧공 단계의 수 불균형에 의한 

가격변동과 유통비용 증가

▪상 으로 매우 높은 장성

▪채 효과로 재고 리  물류비용 

증폭 상 발생

채 효과

증폭방향

▪하 단계→상 단계

▪수 불일치에 의한 가격 변동과 

유통비용(거래, 물류비용) 증가 

▪상 (소매)단계→하 (제조)단계

▪재고량의 증폭으로 인한 재고 리

비용과 물류비용(운송 등) 증가

표 2-6.  농산물과 공산품 SCM의 여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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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농산물과 공산품의 SCM 여건 차이로 인해 농산물 공급사슬 

상 비용 낭비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높은 시스템임에도 불구

하고 농산물 SCM 도입에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즉, 공산품과 동일한 모델의 SCM 도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목적과 수익모델이 매우 이질적

인 관계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급사슬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채널리더)와 상‧하위단계 참여주체와의 협력관계(제휴, 협약, 정보공

유 등) 구축과 통합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농

산물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참여목적과 수익모델이 다르기 때문

에 각각의 시장행위가 전체 공급사슬의 총이익 증대라는 공급사슬 목표와 

다르기 때문이다. 생산‧출하자는 많은 물량을 출하해서 높은 가격을 수취

하는 것이 참여 목적이며, 유통업자 중 도매시장 법인은 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거래물량을 늘려 많은 수수료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중도매인과 소매상은 경매에 참여해서 보다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

게 구입하여 판매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물류업자(수

송업자, 창고업자 등)는 공급사슬 내 수급의 불균형이나 불안정성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보다 많은 물량의 취급을 통해 보다 많은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개개인이 대부분 개별적으로 공급사슬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급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공급사

슬의 어떤 참여주체도 조정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위험에 대한 책임 부담을 꺼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공산품 공급사슬 참여자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주체가 효율적 

재고관리나 업무관리를 통한 비용절감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통한 수요 

증대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참여주체가 완전히 

이질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유통업체)가 하나의 그룹

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류업체도 제1자 또는 제2자 물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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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비중이 높아 사실상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목적이 거의 동일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간 탄탄한 협

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은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전체 공급사슬

의 길이가 길어서 공급사슬 제반요소의 통합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구성원 수가 많다는 사실은 각 구성원들이 상

대적으로 매우 영세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체 공급사슬의 길이

가 길다는 사실은 공급사슬 내에서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이 많거나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각 구성원의 참여 목적과 수익 모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요소의 흐름도 

매우 복잡하게 되어 통합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산물 공급사슬 구성원의 참여 목적이 다르고 참여주체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 구성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슬 전체의 통합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 SCM의 경제적 효과(비

용절감과 물류효율화 등)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공급사슬 전체의 손실이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참여주체 간 적정 비율 배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공급사슬의 업체 간 협력관계는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높은 업체가 유리한 

입장이 되며, 반대로 손실이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낮은 업

체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즉, 농산물 SCM 결과에 대한 공급사슬 참여주체별 기여도나 성과 측

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상품코드, 정보교환방식 및 수단의 비표준화 등 SCM 시스템 구축

의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농산물 SCM 도입으로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공급사슬 전체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

나 SCM 시스템 구축의 기본 인프라가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

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지 생산‧출하 조

직에 대한 정보화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산지단계의 정확한 정보가 상위단

계로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참여주체 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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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교환 방식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단도 전화

나 팩스 위주로 나타나 실시간 정보교환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통적인 표준화된 상품 코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보교환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농산물 SCM 시스템 기반과 현재의 유통체계하에서는 각종 거

래 및 물류 시스템과 관련 제도와의 불일치 및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높은 

농산물 SCM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예를 들면 현재의 도매시장 가격형성 및 운영 시스템, 거래제도, 

물류 시스템, 산지 출하 시스템 등과 SCM 시스템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스템의 합치 없이는 당장의 SCM 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공급사슬의 길이

가 길어 공급사슬 전체 과정의 주체와 기능에 대한 통합관리가 어려운 상

태에서 실질적인 공급사슬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주체

(Channel Master, Channel Leader)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

재한다. 핵심주체는 공급사슬 구성원과 전체 사슬과정에서 수행되는 다양

한 요소들을 통합관리하고 전체 공급사슬 참여자들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윈-윈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농산물 공급사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

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최종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수많은 공급사슬 구성원의 수익

모델이 다르고 수급불균형과 그로 인한 가격불안정 등에 대한 관심 정도가 

다른 상태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주체의 역할을 더욱 기대하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농산물 SCM 도입에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

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정책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특히 노지 대중 

채소류의 수급불균형과 가격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새로운 대안적

인 SCM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제약 요인

으로 인해 농산물 SCM 도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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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점진적‧단계

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2.4.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 도입의 목표와 관리 영역

  농산물이나 공산품 SCM의 목적은 큰 방향에서는 공급사슬 단계 간 수

급조절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물류효율화 정도로 요약될 수 있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산물과 공산품

의 SCM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SCM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

적 목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공산품 SCM 도입의 가장 큰 목적

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 수·발주와 적정 재고 관리라고 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채찍효과와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

비자 정보를 공유하고 제조업체에 전달함으로써 고객 니즈 충족과 만족도

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 SCM의 목적은 농산물 생산 전 조절 대책

(적정량 파종, 재배 중 및 수확 후 산지 폐기 등)을 고정적인 것으로 할 때 

공급사슬의 수급불균형 완화의 시작은 산지 생산‧출하조직과 소비지 도매

조직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출하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출하시점

에서의 공급량 조절은 이후 전체 공급사슬에서의 수급과 가격안정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노지채소류의 수급조절에서 2010년 배추대란과 같

이 생산 부문에서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극심한 가격변동 완

화를 위한 단기적 수급동기화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농산물 SCM의 중요한 목적은 낭비적이고 이중적인 요소가 많은 

전체 공급사슬 상에서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에 

있다. 여기에는 공급사슬 내 물류 관련 각종 시스템이나 제도의 개선도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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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CM의 주요 목

공산품

▪정확한 수요 측과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로 정 주문‧재고량 유지, 

  재고 리비용  물류비용 감

▪고객 니즈 충족과 만족도 제고를 한 제품 생산과 유통

▪공 사슬 참여주체 간 략  제휴나 업을 통한 목표 달성

농산물

▪생산‧공 리로 공 사슬상 일  수 균형 유지와 가격변동성 완화

▪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유통비용(상품성 하락, 감모비용) 감

▪공 사슬 여건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과다한 물류비용 감

▪수 의 동기화로 단기 ‧돌발  수   가격 등락 완화

▪공 사슬상 비용 감과 유통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만족도 극 화

표 2-7.  농산물과 공산품 SCM 목 의 차이

  한편 농산물 SCM의 관리 영역은 크게 생산‧출하 부문, 저장‧재고 부문, 

가공 부문, 수‧배송 부문, 거래제도, 참여주체 조직화, 정보화 부문 등이 주

요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모든 영역에 걸쳐 가장 중요한 관리 

영역이 되는 것이 정보 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생산‧출하 부

문의 관리 내용에는 재배 전 관리(파종면적 결정 등), 출하처와 출하내용

(출하량, 품질 등) 결정, 출하량 조절을 위한 출하주체와 구매주체 간의 협

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장‧재고 부문에는 출하 조

절을 위한 저장량 결정, 저장장소 결정(산지, 소비지), 저장주체 결정, 공급

사슬 참여주체별 적정 재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공 부문

에는 출하조절을 위한 가공형태, 가공공장 입지, 가공형태(소재산업화 또

는 완제품 가공 등)가 포함될 수 있다. 수‧배송 부문에는 적재 방법 및 운

송수단, 운송주체의 성격(제1자, 제2자, 제3자 물류형태 등), 운송방법(개

별, 공동), 하역방법, 도매와 소매단계 배송체계, 공차율 감소 등이 주요 대

상이 될 것이다. 거래제도에는 도매시장 거래제도(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정가‧수의매매 등), 도매시장 하역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참여주체 조

직화에는 출하주체 조직화‧규모화, 도매주체 규모화, 소매주체 공동화, 물

류주체 규모화‧공동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

보 부문에는 정보 표준화, 상품코드 표준화, 정보교환 방식, 정보인프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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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EDI, RFID, GPS, CALS, 공통 전자 수·발주 시스템, VAN, WAN), 산

지 생산‧유통정보 통합, 도‧소매정보 통합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이다.

 역 주요 리 내용

생산‧출하
∙재배  리( 종면  결정 등)
∙출하처와 출하내용(출하량, 품질 등) 결정
∙출하량 조 을 한 출하주체와 구매주체 간의 력체계 구축

장‧재고

∙출하 조 을 한 장량 결정
∙ 장장소 결정(산지, 소비지)
∙ 장주체 결정
∙공 사슬 참여주체별 정 재고

가공
∙출하조 을 한 가공형태
∙가공공장 입지
∙가공형태(소재산업화 는 완제품 가공 등)

수‧배송

∙ 재 방법  운송수단
∙운송주체의 성격(제1자, 제2자, 제3자 물류형태 등)
∙운송방법(개별, 공동)
∙하역방법
∙도매와 소매단계 배송체계
∙공차율 감소

거래제도
∙도매시장 거래제도(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정가‧수의매매 등)
∙도매시장 하역제도

참여주체 
조직화

∙출하주체 조직화‧규모화
∙도매주체 규모화
∙소매주체 공동화
∙물류주체 규모화‧공동화

정보화

∙정보 표 화
∙상품코드 표 화
∙정보교환 방식
∙정보인 라와 장비
  (EDI, RFID, GPS, CALS, 공통 자 수·발주 시스템, VAN, WAN)
∙산지 생산‧유통정보 통합
∙도‧소매정보

표 2-8.  농산물 SCM의 주요 의사결정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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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산물 공급사슬별 특성과 공급사슬관리(SCM) 조정자

2.3.1. 공급사슬별 특성

  일반적으로 농산물 공급사슬은 복잡한 유통경로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시장 중심 공급사슬과 시장 외 중심 공급사슬로 구

분될 수 있다. 현재 농산물의 유통경로별 비중을 근거로 살펴보면 많은 공

급사슬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중 노지 대중 채소류의 경우 산지에서 출하되는 전체 출하물

량의 60% 이상이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이 

출하되는 도매시장은 크게 법적‧제도적으로 경매제 도매시장과 시장도매

인제 도매시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에서는 두 가

지 형태의 공급사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매제 도매시장은 거래물량의 수집주체와 분산주체로 구분되어 

있다. 수집주체는 도매시장 법인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분산주체

는 중도매인으로서 이들은 경매에 참여하여 상품을 구입 후 분산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이 수집

과 분산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 공급사슬의 길이

는 경매제 시장이 시장도매인제 시장보다 1단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은 경매제 시장에서는 경매로 결정되

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서는 출하자와의 합의에 의한 수의매매 형

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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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경매제 시장 심의 유통경로

그림 2-7.  경매제 시장(가락시장) 유통경로의 구체 인 (2013)

그림 2-8.  시장도매인제 시장 심의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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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두 가지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의 특성

  거래제도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 요소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산지출하에서 경매제 시장의 경우 산지 출하

자의 출하물량, 출하시기, 출하처에 대한 제약요인은 없으며, 출하자의 의

사결정에 따라 비제한적으로 출하가 가능한 구조이다. 즉, 출하자가 출하

물량이나 출하상품의 품질‧등급에 관계없이 출하자 마음대로 출하가 가능

하며, 도매시장의 수집주체인 도매시장 법인은 출하자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출하주체와 도매단계 수집주체가 자발적인 

출하조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물량 

조절은 어려운 구조로서 일종의 출하자 중심 Push 시스템이다. 이에 비해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시장도매인의 분산 능력이나 판매상품의 품질에 따

라 산지 출하주체의 출하물량, 출하시기, 출하상품의 품질, 출하처 결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대체로 시장도매인의 분산 능력 내에서 결정되는 

구매자 중심의 Pull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시장의 출하조절 

시스템은 아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가격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경매제 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

매 방식으로 당일의 수급사정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며, 일부 품목의 경

우 품목 특성에 따라 비상장 형태의 수의매매로 거래된다. 이에 비해 시장

도매인제 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합의가격인 

수의매매 형태로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흐름에서는 경매제 시장의 경우 정보는 참여주체의 개별적 

차원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주체 간 정보

공유와 교환시스템이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장도매인

제 시장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물량의 수·발주에 의해 단골 거래자 간 제한

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의 획득과 활용은 경매제와 

유사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매제 시장에 비하여 시장도매인의 분산 능력에 

맞는 제한적 출하물량 및 수급조절 기능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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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매제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산지

출하

▪출하물량, 출하시기, 출하처에 한 

비제한  출하 가능

▪품질‧등 에 계없이 출하 가능

▪출하물량, 시기, 출하처가 상 으로 

제한

▪출하 품질‧등 이 비교  제한

도매

물량

수집

▪불특정 다수 출하자의 매 탁

▪ 매 탁 시 법상 수탁거  불가

▪특수 상황 시 법인 매취수집 가능

▪품질‧등 ‧물량 무제한 거래

▪ 체로 단골 출하자의 매 탁

▪도매상의 분산능력 내의 제한  

물량 수집 

▪도매상의 분산 특성을 고려한 품질‧

등 ‧물량의 제한성

도매

구조

▪수집주체와 분산주체가 분리

▪도매시장 법인→ 도매인 흐름

▪시장 내 유통흐름 상  완만

▪수집주체와 분산주체가 동일

▪시장도매인이 수집‧분산기능 수행

▪시장 내 지체시간 축소

가격

결정

▪경매제 심으로 가격 결정

▪품목 특성에 따라 경매 외 거래

▪출하자와 도매상 간 수의매매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가격 결정

소매

분산

▪ 도매인에 의한 분산

▪상 으로 분산물량의 세성

▪시장도매인에 의한 분산

▪상  분산물량의 규모성

물류

흐름

▪출하자의 개별‧분산  물류

▪상 으로 긴 리드타임

▪출하자의 개별‧분산  물류

▪상 으로 짧은 리드타임

정보

흐름

▪참여주체의 개별  정보 획득과 

의사결정에 활용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와 교환시스템 

부재

▪단골 거래자 간 제한  정보공유 

▪참여주체의 개별  정보 획득

▪단골 거래자 간 제한  정보공유

▪제한  출하물량  수 조  기능

으로 가격안정화 가능

자

흐름

▪단골 거래자 간 출하 진, 경 자  

제공과 활용(법인→출하자) 

▪출하  정산은 비교  안정

▪ 매  회수의 험성 존재

▪일부 거래자 간 제한  자  제공

(시장도매인→출하자)

▪상 으로 높은 출하  정산

▪ 매  회수의 높은 험성

참여주체

력 계

▪수   가격안정을 한 력

시스템은 미구축

▪일부 주체 간 시도(법인↔출하자)

▪물류 부문 력시스템 부재

▪기본  력‧제휴시스템 미구축

▪개별 거래자 간 제한  정보 교환

으로 수  련 력 계 형성

▪물류 부문 력시스템 부재

표 2-9.  두 가지 도매시장 심 공 사슬의 특성

자료: 전창곤 외(2012).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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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장 외 공급사슬

  도매시장 외 공급사슬에는 크게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 중심 공급사

슬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공급사슬이 있다. 이 중 직거래 공급사슬

은 적량‧적품‧적시 주문과 배송으로 SCM 목적과는 큰 관계가 없다. 따라

서 여기서는 점차 농산물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물

류센터 중심의 공급사슬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 외 공급사슬은 도매시장 공급사슬에 비해 길이가 짧고 공급사슬 구

성원의 SCM 목표와 목적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대체로 참여

주체 간(출하주체↔구매주체) 협력‧제휴의 밀착도가 높은 사슬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 공급사슬의 특성은 물량 조달에서 기본적으로 수요

에 맞는 물량계획을 수립하여 조달한다는 사실에서는 시장도매인제 시장 

중심의 공급사슬과 유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에 다른 공급사슬 

요소는 도매시장 중심의 공급사슬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9.  형유통업체 심의 유통경로 

구 분 내  용

상품흐름

▪ 형유통업체( 포) 수요 측과 매계획에 의거 물량 주문 구매

▪유통업체의 머천다이징과 고객 특성에 따라 특정 품질‧등  취

▪상품은 부분 계약(생산계약, 유통계약)구매와 일부 직구매로 거래

▪구매자의 매계획에 따라 출하량, 출하시기 등에 상 으로 제약조건

▪상품흐름은 일반 으로 물류센터→ 포흐름으로 구성

가격결정
▪품종‧등  등 품질을 고려한 거래 약으로 결정

▪수 상황에 따라 약조건(가격, 물량 등) 변동

표 2-10.  형유통업체 공 사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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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  농산물 공 사슬

도매시장 심 사슬 시장 외 공 사슬
( 형유통업체)경매제 시장도매인제

참여

주체

산지
∙생산‧출하자(조직)

∙산지유통인

∙생산자(조직)

∙출하자(조직)

도매
∙도매시장 법인

∙ 도매인
∙시장도매인 -

소매
∙재래시장

∙일반소매  등
∙ 형마트( 포)

최종

구매

∙일반소비자

∙기타구매자

∙일반소비자

∙기타구매자

물류
∙산지유통센터(APC) 등

∙ 장‧수송‧가공업체 등

∙산지유통센터

∙ 장‧수송업체

기능

산지
∙선별‧포장‧하역

∙ 장‧운송

∙선별‧포장‧하역

∙ 장‧운송

∙가격결정(합의)

도매

∙가격형성(경매)

∙분산‧ 매, 배송

∙재선별‧소분포장

∙가격형성(수의, 의)

∙분산‧ 매, 배송

∙재선별‧소분포장

∙재선별‧소포장

∙ 포배송

  (자체물류센터)

소매
∙ 매

∙재선별 등 물류
∙ 매

구매 ∙구매, 소비 ∙구매, 소비

표 2-11.  공 사슬별 참여주체  기능

구 분 내  용

물류흐름

▪출하자와 구매자 간 물류 약 체결(수송조건, 수송비 부담 등)

▪일반 으로 계약 출하자 개별물류, 물류센터 이후는 구매자 주도 물류

▪상 으로 공 사슬  가장 짧은 리드타임

정보흐름

▪구매자의 매계획에 의한 일방 인 유통업체의 정보 제공

▪산지 수 상황보다는 업체의 머천다이징과 매계획에 의한 정보 제공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만, 유통업체→출하자의 일방  정보

자 흐름
▪ 약된 조건으로 정산, 일부 품목의 경우 출하유도 자  제공 

▪출하  정산은 비교  안정 이나 정산기간의 장기화 우려

참여주체

력 계

▪유통업체 매계획이나 머천다이징에 의한 력‧제휴 시스템 구축

▪참여주체 간 등한 력시스템보다는 구매주체 심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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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공급사슬관리(SCM) 조정자(핵심주체)

  농산물 SCM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주체는 공급

사슬 전체의 요소 흐름을 조정하는 핵심주체(Channel Leader, Channel 

Master)라고 할 수 있다. 핵심주체는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참여주체 간 연

관관계를 통합하고 이와 관련된 물류, 정보 흐름 등을 조정하여 SCM의 목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로서 공급사슬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SCM의 핵심주체로서 가능한 참여주체로는 공급사

슬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다 가능할 것이다. 농산물 공

급사슬 구성원을 살펴보면 산지유통 조직으로는 출하 조직(법인, 농협 조

직 등), 전국적 생산자 조직(품목별 대표 조직, 품목별 전국적 생산자 조직, 

전국적 농협 조직 등)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소비지 도매단계 조직으로

는 도매시장(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비지 농협 조직(농협유통 등) 등

이 대표적이며, 소매유통주체의 경우 체인화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상인 조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사슬 구성원 모두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

니라 공급사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참여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 SCM 핵심주체의 요건으로는 먼저, 

전국적으로 SCM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량의 농산물이 

거래되는 참여주체로서 공급사슬 구성원 중 경쟁력 우위에 있는 주체가 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핵심주체는 공급사슬 상 공급자와 구매자

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공급사슬 전후방 참여주체와의 제휴‧연계 

등 협력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 공급사슬의 참여주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통정보를 생산하

고 전후방 주체에 분산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품목별로 전국적인 수급조절이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은 참여주체가 되

는 것이 합리적이며, 동시에 공급사슬 상 참여주체의 조직화가 탄탄하고 

SCM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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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급사슬 상 경쟁력 우위 주체는 유통환경이나 소비자 니즈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SCM 모델(예: 생산자 조직 SCM 모델, 

유통업체 SCM 모델 등) 조정자 역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품목별 전

국 단위의 대표 조직이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 조정자는 유통업체보다 생

산 조직이 유리할 수 있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농산물, 특히 노지 대중 채소류 유통체계에서 도매시장 중심 공

급사슬과 대형유통업체 중심 공급사슬에서 어떠한 참여주체가 가장 핵심

주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현재 상태의 시장지배력, 참여주체의 조직

화‧규모화, 정보의 생산‧분산 능력, 물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물량 

취급 비중으로 표시되는 시장지배력의 경우 산지 출하단계에서는 산지유

통인의 비중이 높으며, 도매단계의 경우 경매제 도매시장의 비중이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배추 무

양
여름 가을 여름 가을

산지
생산자단체 1.7 23.0 8.3 1.7 12.7 9.0 21.0 18.7

산지유통인 98.3 77.0 75.0 96.3 87.3 74.7 68.3 76.7

도매
도매시장 59.0 72.0 81.0 75.7 74.0 77.0 81.0 92.7

형유통업체 9.0 19.0 20.0 17.0 19.3 28.8 23.3 13.7

소매 소매상 35.3 47.0 49.0 49.3 47.7 43.7 44.7 76.3

최종

수요

량 수요처 46.7 34.0 31.0 33.7 33.0 28.0 32.0 10.0

소비자 53.3 66.0 69.0 66.3 67.0 72.0 68.0 90.0

표 2-12.  주요 상 품목의 공 사슬 참여주체별 취  비

단위: %

주: 각 비중은 2010～2012년 3년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0～2012).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다음으로 참여주체의 조직화를 살펴보면 생산자단체는 전국적인 조직화

가 가능하지만 현재 영세한 지역농협별로 유통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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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품목별로 전국 대표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나 연

대감과 연계성이 없으며, 현재 공동유통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참여주체이지만 조

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적인 유통‧물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도매

시장 주체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장 거래비중이 높지만 공영도매시

장 및 도매시장 법인의 상호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유통업체는 품목별 거래비중이 증가 추세이지만 도매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공영도매시장과는 달리 철저한 일반기

업 형태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소매상의 경우 소매단계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영세‧분산적 개별상인 중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화나 조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정보 생산 및 분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자단체는 산지단계 생

산‧출하정보를 생산‧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취급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아 정보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 산지유통인은 산지단계에서 매

우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별 상인 중심의 은닉‧폐쇄적 정보

관리로 통합정보와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매시장은 현재 32개의 

공영도매시장별로 상대적으로 정보 생산량이 많고 분산이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시장 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대형유통업체는 

민간기업 차원의 폐쇄적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반소매상은 

전체 취급비중은 높지만 개별‧영세 정보의 통합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물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자단체는 물류공동화가 상대적

으로 유리한 조건이지만 산지에서 전체 취급 비중과 시장지배력이 낮은 상

태이다. 산지유통인은 취급 비중은 많지만 전부 영세‧개별물류 형태이며, 

도매시장은 취급비중은 높지만 물류시설 및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

리고 대형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효율적 물류관리가 이루어지고 물류 인

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개별 기업 차원의 물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소매상은 개별‧영세적 물류관리와 공동물류의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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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조직화

생산자단체 지역농  단 의 의사결정

품목별 표조직 연 감과 연계성 미약, 공동유통 활동 미약 상태

산지유통인
시장지배력 큰 주체, 비조직화와 개별  유통‧물류

활동

도매시장 거래비 이 높지만 시장 간‧법인 간 상호 연계성 미약

형유통업체 거래비  증가 추세, 일반기업 형태의 업활동 수행

일반소매상 세‧분산  개별상인 심, 공동화‧조직화 미약

정보 

생산‧

분석

생산자단체
취  비 이 상 으로 낮아 정보의 신뢰성 문제 

발생

산지유통인 상인의 은닉‧폐쇄  정보 리, 통합정보와 신뢰성 문제

도매시장 정보량은 많으나 시장 간 통합 리 시스템 부재

형유통업체 민간기업차원의 폐쇄  정보 리

일반소매상 개별‧ 세 정보의 통합 리가 불가능

물류

생산자단체 체 취 비 이 낮아, 공동화‧규모화 여건 미흡

산지유통인 취 비 은 많지만 부 세‧개별 물류

도매시장 취 비 은 높지만 물류시설  인 라가 미흡

형유통업체 효율  물류 리 수행, 개별 기업의 물류활동

일반소매상 개별‧ 세  물류 리, 공동물류의 인 라가 미흡

표 2-13.  조직화‧정보‧물류 측면의 주체별 특성

  주체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유통체계하에서 SCM 핵심주체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참여주체는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에서

는 도매시장 법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외 공급사슬에서는 

대형유통업체 구매본부(물류센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산지 출하주체와 도매시장의 연계‧협력 구조

1.1. 실태 조사 개요

  산지 출하주체의 출하실태와 도매주체와의 연계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인 조직체인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및 한국농업유통

법인 강원연합회 회원 중 노지채소류를 주로 취급하는 산지유통인 115명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지유통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산지

유통인의 일반 현황, 출하 및 거래 실태, 도매단계와의 연계 실태, 물류흐

름 실태, 정보흐름 실태 등이 포함된다. 

  산지유통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산지유통인의 주요 취급 품목은 배

추 62.6% 무 24.3%, 양배추, 양파, 대파 등 기타 품목 4.3%로 나타났다. 

연간 취급물량은 각 품목에서 3,000톤 이상 취급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지유통인 활동 기간은 20년 이상이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지유통인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산지 유통활동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의 구조 분석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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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주요 취 품목

배추 72 62.6

무 28 24.3

기타 15 4.3

 산지유통인 활동 기간

10년 미만 22 19.1

10〜20년 미만 19 16.5

20〜30년 미만 36 31.3

30년 이상 38 33.0

산지유통인 법인 가입 

여부

가입 106 92.2

미가입 9 7.8

계 115 100.0

표 3-1.  조사 상 산지유통인의 일반 황

단위: 명, %

주: 기타 품목에는 양배추, 양파, 대파 등이 포함됨.

구 분
배추 무 기타

빈 도 비 빈 도 비 빈 도 비 

500톤 미만 16 22.2 5 17.9 5 33.3

500〜1,000톤 미만 4 56 6 21.4 1 6.7

1,000〜2,000톤 미만 10 13.9 5 17.9 2 13.3

2,000〜3,000톤 미만 12 16.7 1 3.6 1 6.7

3,000톤 이상 30 41.7 11 39.3 6 40.0

계 72 100.0 28 39.3 15 100.0

표 3-2.  산지유통인의 품목별 취 물량

단위: 명, %

주: 기타 품목에는 양배추, 양파, 대파 등이 포함됨.

  동시에 산지유통인 조직(3개 법인체)을 현장 방문하여 작업실태, 물류실

태, 거래실태, 정보화실태, 도매단계와의 연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산지 출하주체에서 산지유통인을 제외한 산지유통 조직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이 되면서 채소류를 

주로 취급하는 150개소의 산지유통법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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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산지출하 구조와 도매단계와의 출하 관련 협력‧연계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산지유통인 설문조사(115명)와 현장방문 조사, 

산지유통인 외 채소류 출하조직인 산지유통법인 설문조사(150개), 산지유

통인 법인체(3개)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2. 산지 출하자의 상품흐름 및 거래 실태

  산지유통인의 출하처 비중은 모든 품목에서 경매제 도매시장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포함하면 배추와 무의 도매시장 

출하 비중은 각각 69.6%와 78.4%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김치공장 등 

가공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구 분
경매제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형유통업체
(물류센터 등)

기타
(가공업체 등)

합 계

배추 59.3 10.3 2.6 27.8 100.0

무 65.5 12.9 3.0 18.6 100.0

기타 74.7 6.7 16.0 2.6 100.0

표 3-3.  출하처별 매출액 비

단위: %

주: 기타 품목에는 양배추, 양파, 대파 등이 포함됨.

  산지유통인들의 경매제 출하 비중이 높은 것은 필요 시 언제든지 출하할 

수 있으며, 출하 상품의 등급이나 품질, 그리고 출하 물량 규모에 관계없이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7%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으로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이 26.7%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산지유

통인들이 시장도매인제 시장에 출하하는 이유로는 지속적인 단골거래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언제든지 출하 가능

하다는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과 품질, 그리고 출

하물량 규모에 관계없이 출하할 수 있다는 이유와 출하대금 결제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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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경매제 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경매제 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

빈 도 비 빈 도 비 

투명한 거래과정과 정보 공개 8 7.6 2 5.9

수 을 반 한 정 가격 형성 6 5.7 2 5.9

출하  결제의 안정성 28 26.7 4 11.8

등 과 물량규모에 계없이 출하 가능 17 16.2 3 8.8

필요 시 언제든지 출하 가능 32 30.5 8 23.5

법인이 유용한 출하정보를 제공 - - 1 2.9

도매시장 법인과 출하 약을 맺음 1 1.0 - -

지속 인 단골거래 6 5.7 9 26.5

기타 7 6.7 5 14.7

합 계 105 100.0 34 100.0

표 3-4.  산지유통인의 도매시장 출하 이유

단위: 명, %

  산지유통인의 1회 출하물량은 기본적으로 개별 산지유통인의 산지 작업 

상황과 도매단계 거래처와의 전화통화 등 개별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개별 산지수집상의 출하 의사결정을 종합한 정보는 없다. 대체로 

산지유통인의 당일 출하물량 규모는 화물알선소 차량 및 작업팀 수요로 나

타나는데 일단 수송 차량이 확보되고 작업팀이 투입되면 개별 산지유통인 

입장에서 당일 출하물량 조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를 들면 5톤 트럭의 수송 차량이 확보되면 적재 가능한 물량인 약 10톤 정

도의 수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팀이 확보되면 최소한 5톤 차량 적재량 

단위의 작업비(인건비)가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추 등 노지채

소류의 경우 적정 수확시기가 지나면 상품성이 급속도로 하락하기 때문에 

전체 수급상황과는 관계없이 적정 시기에 수확되어야 하고 수확된 상품은 

저장이 없는 한 당일 도매시장으로 출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산지유통

인의 출하조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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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농가와의 계약에서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산지유통 활동은 산지유통

인 자신만의 은닉된 개별 정보이기 때문에 통합 출하정보나 수급 조절을 

위한 정보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개별 산

지유통인 중심의 출하형태와 당일 출하 물량 조절을 위한 도매주체와의 출

하 관련 정보 교환은 도매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의미하다. 단지 일부 

산지유통인의 경우 출하 전 개별 차원의 출하정보를 도매시장법인에게 통

지하고 있으나 도매시장에서 전체 반입물량 조절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출하 전 도매시장 법인과는 출하 관련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결

정하거나 일부 산지유통인의 경우 출하량을 포함한 단순한 출하정보는 전

화 등으로 알리고 있지만 출하 조절을 위한 협의나 정보 교환은 아닌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출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산지유통인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장도매인제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경매제와는 달리 1회 출하물량과 품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출하는 대부

분 시장도매인의 주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 분
 의 의하지 않음

빈 도 비 빈 도 비 

출하물량에 한 사  의와 조 32 30.5 73 69.5

출하시기에 한 사  의와 조 34 32.4 71 67.6

출하등 이나 품질에 한 의와 조 29 27.6 76 72.4

어떠한 의도 없이 단독으로 출하 결정 62 59.0 43 41.0

단순 정보는 통고하지만 으로 출하자 결정 93 88.6 12 11.4

표 3-5.  도매시장 법인과의 출하 련 의 사항

단위: 명, %

주: 경매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응답자에 대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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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 의하지 않음

빈 도 비 빈 도 비 

출하물량에 한 사  의 14 41.2 20 58.8

출하시기에 한 사  의 14 41.2 20 58.8

출하등 이나 품질에 한 의 13 38.2 21 61.8

어떠한 의도 없이 단독으로 출하 결정 16 47.1 18 52.9

시장도매인이 주문하면 출하자가 따름 29 85.3 5 14.7

표 3-6.  시장도매인과의 출하 련 의 사항

단위: 명, %

주: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응답자에 대한 결과임.

  산지유통인과 도매시장 거래처 간에 출하 전 출하시기, 출하량 등을 조

절하는 협약이 설정되어 있다는 비율은 두 가지 시장 모두 15% 수준에 불

과하며, 나머지 85% 정도는 어떠한 협약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산지유통인이 특정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과 단골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산지유통인이 가지고 있는 도

매시장과의 관계는 협력관계나 신뢰관계보다는 단순한 출하자와 구매자의 

관계인 거래관계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구 분
경매제 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

빈 도 비 빈 도 비 

약이나 제휴 계 설정 16 15.2 5 14.7

약이나 제휴 계 미설정 89 84.8 29 85.3

합 계 105 100.0 34 100.0

표 3-7.  출하물량‧시기 련 도매시장과의 약 유무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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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매우 높은 상호 신뢰 계 형성 7 6.7

일정수 의 신뢰 계 형성 20 19.0

신뢰 계보다도 단순한 거래 계 59 56.2

낮은 신뢰 계 6 5.7

매우 낮은 신뢰 계 6 5.7

잘 모르겠음 7 6.7

합 계 105 100.0

표 3-8.  산지유통인이 인식하는 도매시장법인과의 계

단위: 명, %

주: 경매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응답자에 대한 결과임.

  현재 상태에서 개별 산지유통인이 도매시장과 협의하여 어느 정도 출하

를 조절함으로써 노지채소류의 도매시장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비율

은 8.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개별 산지유통인

의 출하 조절만으로는 도매시장 수급과 가격안정이 불가능하다는 비율이 

6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안정시킬 수 있음 10 8.7

어느 정도는 가능 30 26.1

거의 불가능함 75 65.2

합 계 115 100.0

표 3-9.  개별 산지유통인의 출하조 을 통한 도매시장 수 안정 가능성 

단위: 명, %

  산지유통인의 출하조절을 통해 도매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지와 도매시장 간 정확한 정보교환과 출하협약 체결을 통해 산

지유통인 조직이 자발적 출하조절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응

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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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정확한 산지 출하정보와 소비지 정보의 교환  출하 의 22 21.0

도매시장 법인과 산지 출하조직 간 출하 약서 체결 15 14.3

산지출하조직의 자발 인 출하물량 조  시스템 구축 25 23.8

도매시장의 출하물량 반입조  시스템 구축 19 18.1

기타 24 22.9

합 계 105 100.0

표 3-10.  산지유통인의 도매시장 수 안정 책

단위: 명, %

주: 경매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응답자에 대한 결과임.

  산지유통인이 생각하는 도매시장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전제 조건

으로는 산지유통인이 품목별로 대표조직을 만들어 전체 산지유통인의 통

합 출하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비율이 22.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현재와 같이 개별 산지유통인이 스스로 시장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관행적인 산지유

통인의 거래형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산지유통인의 노지채소류 거래를 정

상 이윤을 얻기 위한 시장 행위로 보지 않고 투기적인 행위로 인식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상태에서 산지

유통인이 자발적으로 품목별 대표조직과 출하조절 시스템을 만들어 이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시장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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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산지유통인이 품목별 표조직을 만들어 체 출하정보를 공유

하여 조직 차원에서 스스로 조 하는 시스템을 구축 
9 22.5

도매시장과 정확한 체 산지 정보를 교환하고 출하 의 6 15.0

재와 같이 개별 산지유통인이 스스로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 18 45.0

정부가 수 안정 책을 수립하여 정 출하물량을 산지에 통보 4 10.0

기타 3 7.5

합 계 40 100.0

표 3-11.  산지유통인의 도매시장 수 안정화 제조건

단위: 명, %

1.3. 산지 출하자의 물류활동과 흐름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류의 경우 대체로 수확‧선별‧포장‧상차 및 출하

가 수확 후 포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확과 출하작업은 대

체로 주산지에 소재한 화물알선소를 통하여 작업팀과 운송차량 확보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화물알선소는 성출하기 군 단위에 평균 3개소 내외 

정도가 주로 산지유통인 조직에 의해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화물알선소의 주요 기능은 노지채소류 수확 및 출하기 수확 작업

팀과 수송차량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노지채소류는 수확과 동시에 선별과 포장이 이루어지는데 품목별 표준

화된 선별 및 포장규격이 있으나 대부분 산지유통인의 개별적 기준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개별적 기준에 의한 선별‧포장작업은 대체로 

수송차량 적재율을 최대화하여 단위당 수송비와 포장비를 최소화하고 도

매시장 거래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배추와 무 등 대부분

의 노지채소류 포장은 파렛트 적재가 어려운 망포장 상태의 산물형태로 적

재되고 있다. 망포장 적재율은 파렛트 단위 적재율보다 거의 2배 이상 높

기 때문에 대부분 망포장으로 적재되고 있는 것이다. 

  산지유통인 설문조사 결과 포장 개선이 이루어지면 수송효율(적재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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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망포장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73.0%로 매

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파렛트 

적재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와 같은 상태의 포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도매시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면서 산지 포장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전체의 

5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물류 효율화를 해서 렛트 재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13 11.3

포장 개선이 되면 운송효율이 떨어져서 재 포장이 바람직 84 73.0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14 12.2

도소매단계에서 재포장되기 때문에 산지포장은 무의미 4 3.5

합 계 115 100.0

표 3-12.  노지채소류 포장‧ 재에 한 산지유통인 견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산지에 포장인력이 없기 때문 16 13.9

산지 포장비용이 무 많이 들기 때문 25 21.7

트럭 재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 5 4.3

도매시장에서 요구하기 때문 37 32.2

소매단계에서 재포장되기 때문 4 3.5

기타 28 24.3

합 계 115 100.0

표 3-13.  재 상태의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단위: 명, %

  노지채소류 수송 시 산지 파렛트 적재비율은 65.2%가 파렛트 적재를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품목별, 수송처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배추, 무, 양배추 같은 부피가 큰 대중 노지채소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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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부분 망포장 산물형태로 적재되고 있으며, 도매시장 수송 시에도 대

부분 산물형태로 적재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없음 75 65.2

30% 미만 17 14.8

30∼70% 8 7.0

70% 이상 15 13.0

합 계 115 100.0

표 3-14.  노지채소류 수송 시 산지의 렛트 재 비율

단위: 명, %

  주로 노지채소류를 도매시장으로 수송하는 차량은 적재함을 개조한 일

반 5톤 트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트럭 적재율은 2배 이상 적

재율이 8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5톤 트럭에 망포장 산물형태

로 적재할 경우 10～12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3톤 이하 
소형트럭

3〜4톤 
트럭

5〜7톤 
트럭

7〜10톤 
트럭

11톤 이상 
형트럭

합 계

비 3.3 3.8 91.3 0.8 0.9 100.0

표 3-15.  수송차량의 크기별 수송 비

단위: %

주: 응답자의 평균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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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100% 미만 3 2.6

100∼150% 미만 5 2.6

150∼200% 미만 50 13.0

200% 이상 57 81.7

합 계 115 100.0

표 3-16.  노지채소류 수송 시 트럭 재율

단위: 명, %

  노지채소류를 도매시장에 수송하고 귀로 시 차량의 공차율은 전체 운행

차량의 82.7%가 50% 이상이며, 이 중 공차율 100%인 비중은 45.3%로(전

체 화물트럭 30%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음) 실질적인 물류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송차량은 대부분 화물중개회사에 가입하지 않

아 공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0% 8 7.0

1∼50% 미만 12 10.4

50∼100% 미만 43 37.4

100% 52 45.3

합 계 115 100.0

표 3-17.  수송차량 귀로 공차율

단위: 명, %

  화물알선소를 통한 운송차량은 전체 운송차량의 약 95% 정도가 개별운

송업자의 용차(이 중 35% 정도는 개별운송회사의 지입차량)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 운송 시 95.2%가 일반 상온적재 형태로 산지 수송

의 저온수송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물알선소의 

중개 차량과 하주는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 중 상품성 유지

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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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자차로 본인이 직  수송 4.5

개별 수송업자에 수송 탁 60.5

문 물류업체에 수송 탁 34.7

기타 0.3

합 계 100.0

표 3-18.  수송형태별 비

단위: %

주: 응답자의 평균 비중임.

  수송비는 전국적인 표준 화물운송비 적용이 38.1%, 수송업체에서 단독

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34.5%, 수송업체(화물알선소)와 하주 간 합의로 결

정되는 비율이 25.7%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수송업체(조직)에서 단독으로 결정 39 34.5

품목과 재율, 차량크기, 시기 등에 따라 운송주체와 의 29 25.7

국 인 표  화물운송비를 용 43 38.1

기타 2 1.8

합 계 113 100.0

표 3-19.  수송 탁 시 수송비 결정 방법

단위: 명, %

  산지유통인이 생각하는 노지채소류 수송의 문제점으로는 대체로 상품가

치 대비 높은 수송비(20.0%), 수송비 결정에서 하주의 낮은 협상력(20.0%), 

성출하기 차량 확보의 어려움(19.1%),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수송비 차이

(13.0), 높은 공차율(10.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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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수송비 결정에서 하주가 힘이 없음 23 20.0

화물의 시장가치에 비해 수송비의 비 이 무 높음 23 20.0

성출하기와 비성수기의 수송비 차이가 큼 15 13.0

성출하기에 차량을 구하기가 어려움 22 19.1

부분 상온차량이어서 수송  상품성 하락이 많음 6 5.2

수송을 탁할 경우 수송업자가 책임지지 않음 2 1.7

렛트 재가 되지 않아 체 물류비가 많이 소요됨. 4 3.5

재율은 렛트 재보다 높으나 수송  상품손실이 많음 - -

수송 후 공차이기 때문에 수송비가 높음 12 10.4

기타 8 7.0

합계 115 100.0

표 3-20.  농산물 수송의 문제

단위: 명, %

  배추와 무의 수확 후 산지 저장비율은 13.7%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수확량의 86.3%가 수확과 동시에 당일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 저장 시 산지유통인의 저장물량, 저장기간, 

출하시기 결정은 개별 산지유통인의 의사결정 비중이 81.3%, 다른 출하자

의 상황을 고려하는 비중이 14.6%로 나타나 대부분 개별 산지유통이 자신

만의 정보를 활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비 

수확 후 바로 도매시장 출하 86.3

일정기간 장 후 도매시장 출하 13.7

합 계 100.0

표 3-21.  배추와 무의 수확 후 장 비

단위: 명, %

주: 응답자의 평균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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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으로 개별 산지유통인이 시장 상황을 단하여 결정 39 81.3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출하정보를 받고 의 결정 1 2.1

다른 출하자(산지유통인)의 출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 7 14.6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출하요구를 그 로 수용하여 출하 1 2.1

합 계 48 100.0

표 3-22.  장 시 장물량, 장기간  출하시기 결정 방법

단위: 명, %

  배추와 무의 도매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량을 저장할 경우 적절한 저

장 위치는 산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57.4%, 도매시장 외에 소비지 인근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12.2%, 산지와 도매시장에서 일정 비

율로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10.4%, 전량 도매시장 내에 저장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량 산지에서 장 66 57.4

량 도매시장에서 장 8 7.0

산지와 도매시장에서 일정 물량 장 12 10.4

도매시장 외 소비지 장 14 12.2

기타 15 13.0

합 계 115 100.0

표 3-23.  도매시장 수   가격안정을 한 장 장소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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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지 유통정보 흐름과 실태

  설문조사 결과 산지유통인은 노지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전체 산지

유통정보를 통합하고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29.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수급안정에 

유통정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산지유통인의 오랜 거래관행에 의해 

개인이 가지는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정보가 통합되고 공개된

다면 오히려 개별 산지유통인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개별 산지유통이니 획득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비율이 73.9%로 나타나 가능하다

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매우 요한 역할 10 8.7

요한 역할 24 20.9

보통 27 23.5

요한 역할이 없음 17 14.8

 계없음 32 27.8

잘 모르겠음 5 4.3

합 계 115 100.0

표 3-24.  노지채소류 수 가격안정을 한 산지 통합유통정보의 요성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통합 가능 30 26.1

통합 불가능 85 73.9

합 계 115 100.0

표 3-25.  개별 산지유통인 정보의 통합 가능 여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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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인이 출하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유용한 정보는 전국 산지 재배

면적 및 작황 정보(53.9%), 도매시장 물동량(반입 및 반출) 정보(21.7%), 

도매시장 가격동향 정보(13.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도매시장 최근 가격 정보 15 13.0

도매시장 최근 반입량 정보 10 8.7

도매시장 최근 가격/물동량 정보 15 13.0

도매인(시장도매인) 재고 정보 3 2.6

산지 재배면 , 작황 정보 62 53.9

산지 장량 정보 3 2.6

정부 수매량, 폐기량 정보 2 1.7

소비자 구매량, 품질 등 정보 5 4.3

합 계 115 100.0

표 3-26.  출하계획 수립 시 필요 정보

단위: 명, %

  산지유통인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시장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비율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처인 도매시

장 법인 홈페이지에서 획득한다는 비율이 10.4%,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이

나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비율이 9.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오랜 거래관행에서 필요한 유통정보를 스스로 획득하고 해

석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지유통인이 외부로부터 획득하여 활용하고 있는 정보의 유용

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기관에서 제공

되는 정보가 산지유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20.9%로 나타난 것에 

비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80%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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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직 ( 화 등) 11 9.6

단골 출하 도매시장법인 홈페이지 12 10.4

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 4 3.5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정보 1 0.9

한국농 경제연구원 측정보 8 7.0

시장상황을 보고 스스로 정보 분석  활용 76 66.1

기타 3 2.6

합 계 115 100.0

표 3-27.  산지유통계획 수립 시 주요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매우 큰 도움이 됨 6 5.2

도움이 됨 18 15.7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함 53 46.1

 도움이 안 됨 38 33.0

합 계 115 100.0

표 3-28.  외부에서 획득하는 유통정보의 유용성 수

단위: 명, %

  외부에서 제공되는 유통정보의 문제점으로는 대체로 출하계획과는 거리

가 먼 정보, 부족한 산지 정보, 기관별 다른 정보, 과거 중심의 정보 등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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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다양하지만 출하계획과는 큰 련이 없는 정보 내용 23 20.0

기 별로 내용과 형태가 다른 정보 내용 21 18.3

주로 과거 가격정보 심이어서 큰 도움이 안 됨 15 13.0

가격정보 외 다양한 물류 련 정보가 없음 14 12.2

국 인 산지 출하정보가 무 부족함 22 19.1

가격 정보 외 도매인 재고량, 소비자 정보 등이 부족함 12 10.4

기타 8 7.0

합계 115 100.0

표 3-29.  재 제공되는 유통정보의 문제

단위: 명, %

  산지유통인이 출하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전국적인 산

지 통합 출하정보(40.0%), 물량 이동 등 물류정보(23.5%), 정확하고 구체

적인 최신 가격정보(21.8%), 소비지정보(1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정확하고 구체 인 최신 가격정보 25 21.8

국 인 산지 통합 출하정보 46 40.0

물량 이동 등 물류정보 심 27 23.5

국 인 소비지정보 17 14.8

합 계 115 100.0

표 3-30.  산지 출하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

단위: 명, %

  한편 산지유통인이 출하 시 출하량, 품질, 운송차량 등 출하 관련 정보를 

도매시장에 제공하는 비율은 24.3%에 불과하며, 75.7%는 어떠한 출하 관

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지

유통인이 단골거래처인 도매시장에 전달하는 산지 정보는 산지 작황이나 

생산량정보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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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생산자와의 포전거래 상황이나 산지 출하정보, 저장정보 등 수급

안정에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의 전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산지 출하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되기를 기피하는 

산지유통인 상관행의 결과로 판단된다.

구 분 빈 도 비 

제공 정보가 있음 28 24.3

제공 정보가 없음 87 75.7

합 계 115 100.0

표 3-31.  산지유통인의 도매단계 정보 제고 유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농가와의 포 거래 상황 3 10.7

산지 작황  생산량 17 60.7

개별  산지 출하정보 3 10.7

산지 장량 3 10.7

기타 2 7.1

합 계 28 100.0

표 3-32.  산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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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주체의 상하위 연계 실태 및 구조

2.1. 실태 조사 개요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의 구조와 실태, 특히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관

리(SCM) 기반 구축 실태와 도매시장과 산지 출하조직과의 협력‧연계 관

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이 연구의 주요 

대상 품목인 배추, 무 등 노지 대중 채소류를 주로 취급하는 23개의 도매

시장 법인에 대하여 방문조사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 역 도매시장명 도매시장 법인명

서 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D청과(1), H청과, D청과(2), C청과, S청과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K청과, S청과

부 산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P청과, H청과

 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D청과, H청과

인 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D청과

 주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D청과, H청과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C청과, D원

수 원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S청과

구 리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G청과, I청과

청 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C청과

천 안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C청과

 주 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J청과

정 읍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J청과

표 3-33.  경매제 시장 설문조사 상 도매시장 법인

  그리고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노지채소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 14개 법인 모두를 방문조

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방문조사 시 면접대상은 경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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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우 대부분 임원(사장, 전무, 상무, 판매과장)과 산지 상황을 잘 알

고 있는 경매사(부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대부분 대표와 면담하였다. 

  경매제 시장 조사 대상 도매시장 법인의 노지채소류 취급량은 전국 경매

제 공영도매시장 노지채소류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도매인제 시장 14개 법인의 취급 비중은 강서도매시장 전체 거래량 대비 

6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산물 SCM 관점에서 도

매시장과 출하조직과의 협력성과 연계성실태, 물류실태, 정보실태 등이 포

함된다. 주요 조사 대상 품목은 산지유통인 조사와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배추, 무, 양배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2. 도매시장의 물량조달과 거래 구조

  먼저 도매시장 거래물량과 산지 출하주체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기본

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집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 결과 품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취급물량

의 70～80% 정도가 단골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단골

거래 비중은 배추(81.5%), 대파(79.0%), 양배추(78.3%), 무(76.4%), 양파

(7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 출하주체와 도매시장과의 단골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제휴 관계 형성이 상대적으

로 유리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골거래의 

성격이 계약이나 제휴에 의해 소비지와 산지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출하물

량이나 가격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주요 노지채소류의 산지 출하주체별 비중을 살펴

보면 모든 품목에서 개별 산지유통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산지유통인 

조직을 포함하면 산지유통인의 출하 비중이 전체적으로 50～80%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에서 산지 참여주체로

서 산지유통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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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수 비 평 균

배추

80% 미만 6 27.2

81.5
80∼90% 미만 7 31.8

90% 이상 9 40.9

합 계 22 100.0

무

80% 미만 8 36.3

76.4
80∼90% 미만 9 40.9

90% 이상 5 22.7

합 계 22 100.0

양배추

80% 미만 9 42.8

78.3
80∼90% 미만 5 23.8

90% 이상 7 33.3

합 계 21 100.0

양

80% 미만 9 40.9

71.8
80∼90% 미만 8 36.4

90% 이상 5 22.7

합 계 22 100.0

( )

80% 미만 7 30.4

79.0
80∼90% 미만 9 39.1

90% 이상 7 30.4

합 계 23 100.0

표 3-34.  출하조직과 도매시장과의 품목별 단골거래 비

단위: 개소, %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개별 산지유통인 47.1 43.6 28.5 42.5 39.0

산지유통인 조직 29.4 22.6 24.5 19.1 12.3

산지 농 8.2 16.3 27.2 17.2 13.1

개별 생산자 13.5 14.8 17.1 19.5 33.8

기타 1.8 2.7 2.7 1.7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35.  품목별 반입주체별 거래 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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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매제 도매시장에서 운영주체인 도매시장 법인의 입장에서 관측

된 거래실적에 따르면 산지의 수급상황 변동이나 도매시장에서 수급불균

형 발생 시 경매가격 형성에서 가격변동이 가장 민감하고 크게 나타나는 

품목은 배추, 대파, 양배추, 양파, 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수 불균형 시 가격변동성 수 조  시 가격안정성

1순 2순 1순 2순

빈도 비 빈도 비 빈도 비 빈도 비

배추 17 73.9 3 13.0 11 47.8 2 8.7

무 1 4.3 10 43.5 - - 10 43.5

양배추 1 4.3 3 13.0 1 4.3 6 26.1

양 0 0.0 3 13.0 9 39.1 1 4.3

( ) 4 17.4 4 17.4 2 8.7 4 17.4

합 계 23 100.0 23 100.0 23 100.0 23 100.0

표 3-36.  품목별 가격변동의 민감성

단위: 개소, %

  이 같은 사실은 만약 효율적인 도매시장 중심의 SCM 시스템이 도입된

다면 노지채소류 중에서도 배추가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만약 산지와의 협의에 의해 수급안정을 위한 출

하조절과 도매시장 반입조절이 이루어진다면 가격안정 효과가 가장 클 것

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역시 배추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 작황이나 수급변동 시 현재 도매시장과 출하 조직 간 물량조절을 

위한 시장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산지의 과잉생산으로 도매시장의 큰 가격

변동이 예상될 경우 도매시장 관계자가 전화통화로 물량 및 출하시기 조절

을 권유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이것은 단지 권유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통제나 조절방법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의 과잉생산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크게 

변동될 것이 예상되어도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법적‧제도적인 구조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과잉생산 시 도매시장 반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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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노지채소류 산지 출하주체가 대부분 개별 산지

유통인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과 개별 산지유통인 간에 협력과 파트너

십(출하조절을 위한 협약, 계약, 제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도매시장 물량 반입은 전적으로 출하주체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입장에서 출하자인 개별 산지유통인 개

개인의 산지 출하정보를 통합한 전체 산지 출하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일부 정가물량 유치 및 하품 반입금지 요구

(8.7%), 반입물량 분산 요구(8.7%)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반입물량 조절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화통화로 물량  출하시기 조 을 요구 는 권유 15 65.2

정가 물량 유치  하품 반입 지 요구나 권유 2 8.7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매시장 시세를 송하는 정도 1 4.3

반입물량을 조 하기 해 다른 시장으로 분산시키는 권유 2 8.7

기타(무 책 는 조 방법 미비) 3 13.0

합 계 23 100.0

표 3-37.  법인과 산지조직 간 수   가격조 을 한 노력

단위: 개소, %

  도매시장 수집주체인 도매시장 법인이 생각하는 산지 출하주체와 공동

으로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으로는 오랜 단골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전화통화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영도매시장 물량 반입에 대하여 제한

을 할 수 없는 법적‧제도적 구조상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고 매우 소극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도매시장 법인이 수급 및 가격변동 상

황을 사전에 충분히 산지 출하주체에게 전달한 후 협의로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9.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도매시장 법인 중심의 

SCM이 도입되면 구체적인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도매시장의 

수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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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하면 도매시장 법인과 산지 출하주체와의 오랜 단골 거래관계

를 이용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단골거래 이상의 신뢰관계(제휴 등)로 발전한다면 협의와 파트너

십 형성을 통하여 출하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분 빈 도 비 

오랜 기간 단골거래로 화통화로 의하면 가능 11 47.8

법인과 출하 조직 간 약이나 구두계약 체결로 해결 0 0.0

법인과 출하 조직 간 서면계약이나 약을 통해 해결 가능 0 0.0

수 상황을 고려하여 출하주체가 스스로 출하조  실시 3 13.0

법인이 충분한 정보제공 후 의하면 가능 9 39.1

합 계 23 100.0

표 3-38.  도매시장과 출하조직 간 물량조 의 실  방법

단위: 개소, %

2.3. 도매시장 물류흐름과 구조

  도매시장에 반입된 노지채소류의 하역기계화율은 품목에 따라 큰 차이

가 있지만 대체로 5～25%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

매시장 내 하역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산지 출하 시 적재 방법

이 대부분 망포장 중심의 산물적재 형태이기 때문이다. 산지 출하주체가 

망포장 위주의 산물 적재 형태를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는 적재율을 최대화

하여 단위당 운송비를 절감하고 산지 포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지채소류 적재와 포장방법은 도매단계에서는 비용 증

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매시장 내 하역비는 전체 거래총액

의 1.1～1.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하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는 하역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지와의 하역물류 연계성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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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장 내 하역기계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도매시장 내 하역기

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산지 출하작업에서 포장방법과 적재방법이 개선되

어야 가능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노지채소류의 시장가치에 비해 

노지채소류의 부피성과 중량성 등을 고려하면 낮은 하역기계화율은 높은 

물류비용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평 균 16.2 22.5 21.6 27.7 4.0

표 3-39.  노지채소류의 품목별 도매시장 하역기계화율

단위: %

주: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법인은 해당 품목별 비중에서 제외하였음.

  도매시장으로 상품을 반입하는 노지 채소류 수송차량은 3톤 이하의 차

량이 약 80%를 차지하는 대파를 제외하면 대부분 5～7톤 트럭이 40～

60%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산지유통인의 출하 수송차량 조사 결과와 유

사하지만 7톤 이상의 대형 트럭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송효율성 제

고를 위한 운송물량의 규모화와 공동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1톤 미만 6.9 6.0 10.4 6.4 24.5

1∼3톤 미만 17.2 19.8 12.1 11.6 55.6

3∼5톤 미만 30.3 22.9 17.7 15.3 16.8

5∼7톤 미만 40.0 44.8 59.0 49.8 3.1

7∼11톤 미만 5.6 6.4 0.8 10.4 0.0

11톤 이상 0.0 0.1 0.0 6.5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40.  품목별 반입차량 크기 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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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노지채소류 수송물류 형태는 전체 운송량의 약 

65.5%가 자차(제1자 물류)와 개별 운송업자 위탁(제1자+제3자 물류)로 나

타나고 있다. 개별‧영세 제1자 물류의 상대적 비중과 공차비율이 높은 것

은 물류비 중 수송비의 비중이 높으며, 수송효율성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특히 영세한 자차 이용의 제1자 물류와 개별 수송업체(주로 지입차 

형태)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1회 수송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

비지 화물 중개업체 미가입 비율이 높아 귀로 시 공차비율이 높은 것이 특

징이다. 이를 통해 단위당 수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산물형태의 

적재율 제고보다는 대규모 공동수송으로 귀로 시 공차율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물류 형태 비 

연  언제나 자차를 이용(제1자 물류)하여 반입 31.5

성출하기에는 개별 수송업자에게 운송 탁(소규모 제3자 물류)

출하물량이 소량일 경우 자치 이용(제1자) 
34.0

연  언제나 제3자 물류(개별 세, 기업형 제3자 모두 포함) 활용 22.6

항상 기업형 물류업체( 문 물류업체)에 수송 탁(기업형 제3자 물류) 9.6

기타 2.3

합 계 100.0

표 3-41.  도매시장 반입물량의 수송물류 형태 

단위: %

주: 가락시장 내 노지채소류를 많이 취급하는 3개 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임. 

  도매시장에 반입된 노지채소류의 시장 내 상품화(재선별‧재포장 등) 비

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양파의 경우 반입물량의 33.0% 

정도가 포장 해체‧재선별‧재포장되고 있으며, 배추의 재선별(다듬기)‧재포

장 비율이 27.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양배추(12.2%)와 무

(1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량성과 부피성으로 단위당 

물류비용이 높은 품목이 도매시장에 반입된 후 다듬기, 겉잎 벗기기, 재포

장 등 매우 단순한 상품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산지 상품화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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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장 상품화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지 포전에서의 선별‧포장 등 

일련의 상품화 목적은 대체로 적재율을 높이고 산지 포장비용을 줄이기 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 분 빈 도 비 평 균

배추

20% 미만 4 25.0

27.2

20∼50% 미만 7 43.8

50∼80% 미만 2 12.5

80% 이상 3 18.8

합 계 16 100.0

무

20% 미만 10 66.7

11.1

20∼50% 미만 4 26.7

50∼80% 미만 0 0.0

80% 이상 1 6.7

합 계 15 100.0

양배추

20% 미만 9 60.0

12.2

20∼50% 미만 5 33.3

50∼80% 미만 1 6.7

80% 이상 0 0.0

합 계 15 100.0

양

20% 미만 2 10.0

33.0

20∼50% 미만 14 70.0

50∼80% 미만 2 10.0

80% 이상 2 10.0

합 계 20 100.0

( )

20% 미만 6 40.0

19.6

20∼50% 미만 4 26.7

50∼80% 미만 4 26.7

80% 이상 1 6.7

합 계 15 100.0

표 3-42.  주요 노지채소류의 도매시장 내 재선별‧재포장 비율

단위: 개소, %

  그러나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상품을 구입한 후 재선별‧재포장하는 

목적은 소매상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즉, 소매상이 구매하기 좋은 상

태로 간단한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매시장 내 상품화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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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어 소매상 구매가격과 소비자 구매가격

에 그대로 전이되며 소매단계의 유통마진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

는 것이다. 요약하면 산지와 도매시장의 상품화 목적이 달라서 산지의 상

품화가 소매상이나 소비자 선호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

지와 소비지에서 상품화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향후 도매시장 

내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품목별 산지와 도매시장 내 상품화 물류의 일

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

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노지채소류의 실질적인 도매시장 내 저장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 저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것은 경매제의 특성상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 형태가 농산물을 매취하여 판

매 이익을 획득하는 수익 모델이 아니라 위탁물량의 판매 수수료를 획득하

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 내 저장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노지채소류 품목의 경우 

도매시장 운영주체의 매취 비율을 높여 수익모델을 수수료 획득 모델에서 

판매 이윤 확보 모델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매시장 법인 수익 모델의 전환은 현재 경매제 중

심에서 정가‧수의매매 비율의 제고와 도매상 제도 도입의 충분‧필요조건

이 확보되는 상태에서의 점진적인 도매상 제도로의 전환과도 깊은 연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 저장수요와 관련하여 중도매인 조사 결과 배추 등 

노지채소류의 경우 구매당일 평균 재고율은 10% 내외 수준, 그리고 성출

하기나 비수기의 경우 30% 이상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도매인의 시

장 내 재고 수요 발생 시 대부분 1～3일 정도의 단기 저장수요 형태이지만 

시장 내 저장시설 부족과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저온저장

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도매시

장 가격변동의 불안정성 증폭과 특히 하절기 품질 저하와 감모 등 유통비

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장성이 상대

적으로 약한 노지채소류의 경우 저장을 통한 수급불균형과 가격변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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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산지 저장을 통한 출하조절용 

저장과 도매시장 내 완충저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지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 조절을 위한 도매시장 내 저장시설의 필요성

은 대파를 제외하면 모든 품목에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공급사슬 상 단기적 수급 동기화를 위해서는 산지는 물론 도매시장에서도 

저장시설이 적정 비율로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매우 필요하다 6(26.1) 4(17.4) 6(27.3) 4(18.2) 2(8.7)

필요하다 12(52.1) 16(69.5) 13(59.1) 11(50.0) 13(56.5)

필요성이 높지 않다 4(17.4) 2(8.7) 2(9.1) 6(27.3) 5(21.7)

필요 없다 1(4.3) 1(4.3) 1(4.5) 1(4.5) 3(13.0)

합 계 23(100.0) 23(100.0) 22(100.0) 22(100.0) 23(100.0)

표 3-43.  수   가격조 을 한 도매시장 내 장시설의 필요성

단위: 개소, %

주: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법인은 해당 품목별 비중에서 제외하였음.

  도매시장에 반입된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매업체 유인 및 소비자 만

족도 제고를 위하여 도매시장 내 재선별‧재포장‧가공시설‧배송시설의 필

요성은 모든 품목에서 55% 이상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배추, 무, 양배추의 경우 상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파, 대파의 경우 필요하다는 비중이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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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배송시설

매우 필요하다 4(17.4) 1(4.3) 2(9.1) 13(59.1) 2(8.7) 8(34.8)

필요하다 9(39.1) 12(52.2) 11(50.0) 7(31.8) 17(73.9) 9(39.1)

필요성이 높지 않다 10(43.5) 10(43.5) 9(40.9) 2(9.1) 3(13.0) 4(17.4)

필요 없다 - - - - 1(4.3) 2(8.7)

합 계 23(100.0) 23(100.0) 22(100.0) 22(100.0) 23(100.0) 23(100.0)

표 3-44.  재선별‧재포장‧가공시설  배송물류 시설의 필요성

단위: 개소, %

주: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법인은 해당 품목별 비중에서 제외하였음.

  앞에서 산지와 도매단계 및 소매단계에 걸쳐 일관된 물류의 연계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포장 개선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도매시장으

로 반입되는 노지채소류의 산지 포장 형태는 대부분 그물망, 다발, 비닐봉

투, PP마대 등으로 물류 표준화, ULS, 하역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 기반과

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 같은 노지채소류 포장형태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현재의 포장형태 개선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한편으로 현재의 포장형태를 선호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산지 조사 결과와 유사하지만 기

존의 포장형태를 선호하는 비중은 산지 포장개선 시 출하주체의 추가적 비

용과 적재효율성 저하 등의 요인으로 산지가 도매시장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렛트 단  규모 박스 3(13.0) 0(0.0) 3(13.6) 0(0.0) 0(0.0)

규모 골 지 박스 1(4.3) 1(4.3) 2(9.1) 3(13.6) 3(13.0)

소규모 골 지 박스 6(26.1) 9(39.1) 7(31.8) 6(27.3) 10(43.5)

일반 라스틱 상자 1(4.3) 1(4.3) 0(0.0) 2(9.1) 0(0.0)

이식 라스틱 상자 4(17.4) 0(0.0) 2(9.1) 0(0.0) 3(13.0)

재 포장상태가 좋음 8(34.8) 12(52.2) 8(36.4) 11(50.0) 7(30.4)

합 계 23(100.0) 23(100.0) 22(100.0) 22(100.0) 23(100.0)

표 3-45.  품목별 효율 인 포장 형태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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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입장에서 기존 포장형태 개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부분 산

지비용(포장재, 인력, 시간, 적재효율성 등)의 추가 부담으로 산지의 포장

개선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물류효율

화를 위한 노지채소류 SCM 기반 구축의 가장 난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따라 포장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지의 물류공동화‧규모화와 

하역기계화 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추가적 비용(추가포장비용, 적재효율 

저하 등),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접점을 찾아내는 과

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산지비용 추가로 산지에서 

포장개선 곤란
20(86.9) 19(82.6) 17(77.3) 14(63.6) 16(69.5)

포장이 개선되면 재효율

이 떨어져 운송비용 증가
2(8.7) 1(4.3) 1(4.5) 4(18.2) 0(0.0)

추가되는 포장비용이 노지

채소류의 시장가격에 비해 

높음

0(0.0) 2(8.7) 2(9.1) 1(4.5) 3(13.0)

포장비용과 낮은 재율, 

추가비용이 감되는 하역

기계화 비용보다 높음

1(4.3) 1(4.3) 2(9.1) 3(13.6) 4(17.4)

합 계 23(100.0) 23(100.0) 22(100.0) 22(100.0) 23(100.0)

표 3-46.  품목별 포장 개선 시 상되는 문제

단위: 개소, %

주: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법인은 해당 품목별 비중에서 제외하였음.

2.4. 도매시장 정보흐름과 구조

  현재 도매시장 법인 입장에서 가장 유용하고 활용성이 있는 정보는 농림

축산식품부의 도매시장 유통정보(홈페이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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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홈페이지의 유통정보 10 43.5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유통정보 5 21.7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측정보 5 21.7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품목조사정보 1 4.3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락시장 정보 2 8.7

합 계 23 100.0

표 3-47.  도매시장 법인 입장의 유용한 정보

단위: 개소, %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 입장에서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가장 유

용한 정보는 산지동향 및 작황정보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국 도

매시장의 일일 통합정보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 관측정보가 산지 

출하주체와 도매시장에서 수급 조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공유정보

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내용 및 분산방식, 정보의 지역적‧공간적 세분화와 

구체성(예: 품목별‧지역별 재고정보, 재고 출하정보 등), 정보 분산의 시의

성과 분산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빈 도 비 

국 ‧지역  산지동향  작황정보 10 43.5

일일 도매시장 물동량 황  가격동향 5 21.7

국 도매시장별 일일 황 7 30.4

형마트, 규모 식자업체의 구매량  가격동향 1 4.3

합 계 23 100.0

표 3-48.  도매시장 법인 입장에서 필요한 유통정보

단위: 개소, %

  한편 수급안정과 출하물량조절 등을 위해서 도매시장 법인이 산지 출하

주체에게 제공하는 유통정보는 도매시장 법인의 일일 반입물량 및 경매가

격, 전년 동기 대비 반입량이나 시세정보, 품목별 소비지동향 정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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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및 전국유통량 정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는 산지유통인이 출하계획 수립 시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

와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지의 출하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매시장 정보 중 시장 내 재고정보(중도매인), 품목별 전국적 저장정보, 

소비자 구매 및 소비정보, 물류 관련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적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산

지와 도매시장 모두 유용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산지 통

합정보 시스템, 물류정보 시스템, 전체 공급사슬 재고정보 시스템의 구축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일일 법인 반입물량  경매가격 정보 16 44.4

년도 입하량(물동량)  시세동향 13 36.1

해당 시장 내  국 유통량 3 8.3

품목별 시황  소비지 동향 4 11.1

합 계 36 100.0

표 3-49.  도매시장에서 산지 출하조직에게 제공하는 정보

단위: 개소, %

3. 도매시장(시장도매인제) 공급사슬 구조

3.1. 실태 조사 개요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에는 크게 경매제 시장 공급사슬과 시장도매인

제 시장 공급사슬로 구분된다. 경매제 도매시장과는 물량반입 구조나 가격

형성 구조 등에서 매우 다른 도매상제(우리나라의 법적 용어는 시장도매

인) 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물량 수집주체이면서 분산주체의 기능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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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수행하는 거래제도이며, 가격은 경매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하자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수의매매 가격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이 개장된 역사는 오래되지 않고 

전체 노지채소류의 시장 유통량 중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경유하는 물량 비

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구조가 다른 두 가지 제도의 도매시장 

공급사슬을 비교하는 것은 향후 도매시장 제도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1월 

농안법 개정으로 지방도매시장은 2000. 6. 1일부터, 중앙도매시장은 2005. 

7. 1일부터 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 후 2004년 2월 경매제 도매시장

인 강서시장이 개장되고 그해 6월에는 시장도매인제 역시 강서시장 내 별

도 부지에 개장되어 하나의 시장에서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동시

에 운영되는 일종의 실험적인 도매시장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시장

도매인제 도매시장의 운영 역사는 1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도매인

제 도입 목적은 경매제 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출하자 출하선택폭 확대, 유

통단계의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통한 생산

자의 안정적 가격수취와 물가안정에 기여, 도매시장의 경쟁구조 조성 등으

로 요약될 수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의 공급사슬 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

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 주로 노지채소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14

개 시장도매인 법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거

래, 물류, 정보 흐름과 구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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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주요 취 품목)

W웰빙청과(무, 배추, ) ㈜Y농산(양 )

J엠 이(주)(양 , 양배추) N상사(주)(양 )

B청과(주)( ) D상사(양 , )

D유통(배추, 무) H청과(양배추)

M농산(무, 양배추) C농산(배추, 무)

K유통(무, 배추, 양 , ) D청과(배추, 무, 양배추, 양 )

J농산물(양 ) K야채(배추, 무, )

표 3-50.  조사 상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3.2. 상품 및 거래

  시장도매인의 물량 수집은 경매제 시장과는 달리 자신의 분산 능력을 고

려하여 출하자(조직)와 협의 후 반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매제 시장과 같이 도매시장 반입물량이 전적으로 출하주체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매인과 협의를 통해 시장도매인이 사전에 반입물

량의 규모를 알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출하주체와 도매주체인 시

장도매인 간의 단골거래 비중이 경매제 도매시장의 70～80% 수준보다 훨

씬 높은 93% 내외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도매인의 물량 수

집 구조와 분산능력이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수집물량과 분산물량

을 동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장도매인의 기본적인 물량 수집의 태도라

고 할 수 있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평 균 90.8 94.3 92.5 92.9 78.0

표 3-51.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노지채소류 품목별 단골 반입 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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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출하주체별 비중은 경매제 시장보다 산지유통인과

의 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매제 시장의 경우 배추, 

무, 양배추의 산지유통인과의 거래 비중이 50～80% 수준이지만 시장도매

인의 경우 이 세 가지 품목의 경우 각각 86.7%, 89.3%, 65.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산지유통인과의 거래비중은 경매제 시장보다 높

지만 수집물량이 제한적인 시장도매인제의 특성상 경매제보다 개별 산지

유통인과 개별 생산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개별 산지유통인 86.7 89.3 65.0 49.3 53.0

산지유통인 조직 0.0 1.4 17.5 14.3 0.0

산지 농 0.0 0.0 12.5 2.9 20.0

개별 생산자 13.3 9.3 5.0 33.6 27.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52.  시장도매인의 품목별‧산지주체별 거래 비

단위: %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서 산지 작황 또는 수급사정이 변동될 경우 경매제 

시장과는 다른 대응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경매제 시장에서는 전

화 통화로 물량 및 출하시기를 협의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서는 과잉생산‧공급 시 근본적으로 조절

이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

매제와는 달리 시장도매인의 분산 능력에 적합한 물량만큼 제한적으로 주

문한다(14.3%)는 응답과 과거의 거래 자료를 출하주체와 공유하여 출하자

와 출하조절 협의를 시도한다(21.4%) 등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즉, 농산

물 SCM 측면에서 볼 때 경매제 시장보다도 좀 더 SCM에 근접한 견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급 이상 시 시장도매인의 적극적인 물량 조

절 방법은 분산 능력에 맞는 구매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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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화통화로 물량  출하시기 조  의 1 7.1

분산 능력을 고려한 제한  물량 유치 2 14.3

과거 련 통계를 공유하여 물량조  의 3 21.4

비상시에는 물량조 이 어렵고 한계 8 57.1

합 계 14 100.0

표 3-53.  수 변동 시 시장도매인과 산지조직 간 수 조  형태

단위: 개소, %

  그리고 산지의 생산‧공급 상황 변동 시 도매단계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

한 현실적 방법으로는 오랜 단골거래로 전화통화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

라는 응답이 85.7%로 경매제의 약 48%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은 두 제도의 물량 수집 방법상의 특성 차이에 의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경매제 시장보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주

체와의 협력‧제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거래제도의 특성상 

주요 내용은 시장도매인의 분산 능력에 맞는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

미로 판단된다. 산지 공급 상황 변동과 큰 관계없이 분산 능력 등에 의해 

거래하는 물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산지의 공급과잉 시 과잉생산 물량

이 경매제 시장으로 반입되어 경매가격의 수급 및 가격불안정성을 심화시

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빈 도 비 

오랜 기간 단골거래를 통해 화통화로 가능 12 85.7

시장도매인과 산지조직 간 약이나 구두계약 0 0.0

시장도매인과 산지 간의 서면계약 가능 0 0.0

산지조직 스스로 물량이나 출하시기를 조 2 14.3

합 계 14 100.0

표 3-54.  시장도매인과 산지조직 간의 물량조  방법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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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류 구조

  시장 내 하역기계화율은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매제 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산지의 동일한 출하주체가 경매제 

시장 도매주체와 시장도매인과 거래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지에서의 적재

방법이나 포장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산지와 도매단계 간 물류흐름의 연

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평 균 20.8 22.1 26.3 13.6 7.0

표 3-55.  시장도매인 시장의 품목별 하역기계화율

단위: %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반입차량은 경매제 시장에서 5～7톤 트럭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대부분 3～5톤 트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특

성상 1회 출하물량의 한계와 함께 출하자가 대부분 개별 산지유통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산지에서 공동수송 비율이 매우 낮은 상

태에서 수집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제시장보다는 적재 등

에서 수송효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의 시장도매인의 규모

로는 공급사슬상 수송효율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도매인제 시장 반입물량의 시장 내 재선별‧재포장 비율은 경매제와 

같이 양파가 가장 높으며, 다른 품목은 경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

고 있다. 시장 내 재선별‧재포장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시장의 

판매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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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1∼3톤 미만 18.3 8.6 5.0 2.9 12.6

3∼5톤 미만 81.7 90.0 82.5 81.4 79.4

5∼7톤 미만 - - 7.5 7.1 8.0

7∼11톤 미만 - 1.4 5.0 8.6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56.  품목별 반입차량 크기 비

단위: %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평 균 1.7 11.4 2.5 37.9 -

표 3-57.  품목별 시장 내 재선별‧재포장 비율

단위: %

  시장도매인제 시장 내 저온저장시설의 필요성은 배추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의 품목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도매인의 경우 수급동기화가 상대적으로 경매제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 저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경매제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장 내 선별‧포장‧가공‧배송

시설 등 다양한 물류시설 배치의 필요성은 대체로 경매제 시장과 같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배추 무 양배추 양 ( )

매우 필요하다 4(66.7) 6(85.7) 4(100.0) 5(71.4) 3(60.0)

필요하다 2(33.3) 0(0.0) 0(0.0) 1(14.3) 1(20.0)

어느 정도 필요하다 0(0.0) 1(14.3) 0(0.0) 0(0.0) 0(0.0)

필요성이 높지 않다 0(0.0) 0(0.0) 0(0.0) 1(14.3) 1(20.0)

필요 없다 0(0.0) 0(0.0) 0(0.0) 0(0.0) 0(0.0)

합 계 6(100.0) 7(100.0) 4(100.0) 7(100.0) 5(100.0)

표 3-58.  시장도매인제 시장 내 온 장고의 필요성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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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장도매인이 생각하는 노지채소류의 바람직한 포장형태는 현재

의 포장형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경매제 시장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추, 무, 파의 경우 응답자 전부 기존 

포장형태가 좋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양배추와 양파의 경우 각각 현재의 

포장형태가 좋다는 비율이 각각 75.0%와 71.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경매제 조사 결과의 경우에는 기존의 포장형태가 좋다는 비율이 

배추 34.8%, 무 52.2%, 양배추 36.4%, 양파 50.0%, 파 30.4%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의 차이는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가격형성 특성상 

거래규모가 제한되고 개별 출하자와의 높은 거래 비중으로 판매가격 상승

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포장 개선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은 경매제 시장과 같이 산지 포장비용(포장재, 시간, 인력 등)의 추가부담

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3.4. 유통정보

  시장도매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용한 정보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 정보(64.3%)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목조사정보(21.4%), KREI의 관측정보(14.3%)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장도매인제의 가격형성이 대부분 가락시장 

경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관측정보의 활용성이 낮은 것은 시장도매인제의 특성상 제한적 

취급물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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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측정보 2 14.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품목조사정보 3 21.4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락시장 정보 9 64.3

합 계 14 100.0

표 3-59.  시장도매인 입장의 유용한 정보 제공기

단위: 개소, %

  시장도매인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는 경매제 시장에서의 산지동향 및 작

황정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는 달리 시장도매인의 경우 가락

시장 일일 물량 및 가격동향(78.6%)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산지동

향 및 작황정보(14.3%), 관측정보(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

장도매인제 시장이 서울 강서시장 1개소뿐이며, 가격결정이나 가격수준이 

가락시장의 절대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빈 도 비 

산지동향  작황정보 2 14.3

일일 물동량 황  가격동향(가락시장) 11 78.6

측정보 1 7.1

합 계 14 100.0

표 3-60.  시장도매인 입장에서 필요한 유통정보

단위: 개소, %

  시장도매인이 산지에 제공하는 주요 정보로는 월별‧일별 가격정보

(68.4%),  품목별 시황 및 소비지 동향 정보(26.3%), 시장별 가격 및 거래

물량 정보(5.3%) 순으로 경매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도

매인의 유통정보 교환‧전달은 대부분 전화나 팩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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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해당시장의 월별, 일별 가격정보 13 68.4

품목별 시황  소비지 동향 5 26.3

도매시장별 가격  물량 동향 1 5.3

합 계 19 100.0

표 3-61.  산지출하조직에 달하는 정보

단위: 개소, %

주: 복수응답 비중임.

구 분 빈 도 비 

화  팩스 14 100.0

수·발주  출하정보 달 시스템 0 0.0

인터넷 홈페이지 0 0.0

합 계 14 100.0

표 3-62.  산지와 시장도매인 간의 유통정보 시스템

단위: 개소, %

4. 소매단계의 연계 실태 및 구조

4.1. 실태 조사 개요

  전통시장 소매점포의 유통실태는 2013년 전국 14개 주요 도시의 청과물 

취급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40개 전통시장과 480개 소매점포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전창곤 외 2013)를 일부 인용하였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매점

포와 도매시장과의 연계, 도매시장에서의 구매형태, 소매점포의 물류특성, 

정보 교류 및 활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조사한 동일 전통시

장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도시 전통시장의 소

매점포 120개 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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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서울 30 25.0

경기권 30 25.0

20 16.7

구 20 16.7

부산 20 16.7

합 계 120 100.0

표 3-63.  지역별 통시장 소매 포 조사 상

단위: 개소, %

4.2. 소매단계 상품 조달 및 거래 실태

  전통시장 소매점포는 도매시장의 가장 큰 구매주체로서 소매점포 농산

물 매출액 비중은 소매시장 전체 매출액의 11.9%(2012, 1차 상품 전체 비

중은 27.9%)로 단일 업종으로는 의류‧신발 업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전통시장당 평균 농산물 점포 수는 총 점포 수의 15.1%(1차 

상품 전체는 28.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 중 청과물을 취급하

는 소매점포 면적은 24.1㎡(7.3평)로 영세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농산물 소매점포의 구매처는 도매시장이 79.4%로 가장 높으

며, 다음으로 산지 직접 구매 14.9%, 중간 벤더 구매 4.1%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도매시장으로부터의 구매는 개별 소매상이 직접 도매시장에 가서 

현장 구매하는 비율이 83.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도매인의 배송 

16.2%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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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소류 과일류 평 균

도매시장에서 구매 82.4 77.7 79.4

산지에서 구매 11.8 19.0 14.9

간 벤더에게 구매 5.8 2.5 4.1

수입상에게 구매 - 0.4 0.8

기타 - 0.4 0.8

합 계 100.0 100.0 100.0

표 3-64.  통시장 소매 포의 농산물 구매처 

단위: %

자료: 전창곤 외(2013).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소매점포의 도매시장 구매 시 고정 단골 구매처 비율은 46.7%로 도매시

장과 산지 간 고정 단골거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거래 관계에서 산지와 도매시장 관계보다 도매시장 중도매인

과 소매점포 관계가 더 느슨하고 자유로운 관계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 분 빈 도 비 

구매 품목에 따라 몇 사람의 고정 도매인에게 구매 56 46.7

품목별 단골 도매인이 있으나 체로 자주 바뀜 25 20.8

구매하는 모든 품목을 한 도매인에게 항상 구매 15 12.5

구매 시마다 도매인이 자주 바뀜 14 11.7

구매 시마다 도매인은 항상 바뀜 10 8.3

합 계 120 100.0

표 3-65.  소매 포의 농산물 구매 시 도매인과의 단골 거래 실태

단위: 개소, %

  전통시장 소매점포의 도매시장 농산물 구매형태는 대부분 상인 개별적

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구매 비율은 매운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개별 소매상 중심의 다빈도‧소량 구매형태는 

소매단계 물류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는 물류비용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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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위한 도매시장과의 물류 부문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것은 현재 농산물 전체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 중 소매단계 마진율이 가장 높은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빈 도 비 

항상 단독으로 구매 102 85.0

항상 이웃이나 비슷한 포와 공동구매 6 5.0

부분 단독이지만 품목에 따라 일부 공동구매 12 10.0

합 계 120 100.0

표 3-66.  농산물 구매 시 구매형태

단위: 개소, %

  전통시장 농산물 소매점포 1회 구매액은 과일류와 채소류가 각각 약 70만 

원(약 346kg)과 49만 원(367kg)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구매주기

는 채소류와 과일류가 각각 1.5일과 1.8일로 다빈도 구매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소매점포의 점포당 연간 거래금액은 평균 1억 8,487만 원(채소류 1억 

7,275만 2,000원, 과일류 1억 9,365만 원)으로 과일류가 채소류보다 약 

12%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점포당 1일(연간 거래일수 336일) 

평균 거래금액은 56만 원(채소류 52만 3,000천원, 과일류 58만 7,000원) 수

준이다. 대체로 전통시장 청과물 소매점포의 구매 특성은 소량‧다품목‧다

빈도 구매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도매시장과 물류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

고 소매점포의 공동구매와 도매시장의 공동배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는 상태에서 소매점포의 소량‧다빈도 구매형태는 소매단계 물류비용 증가

요인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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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액

연간

채소류 매액 172,752

과일류 매액 193,650

평 균 184,870

1일

채소류 매액 523

과일류 매액 587

평 균 560

표 3-67.  소매 포당 거래규모

단위: 천 원

자료: 전창곤 외(2013).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전통시장 청과물 소매점포의 판매 대상은 일반소비자 76.3%, 인근 음식

점 11.8%, 시장 내 다른 상인 9.7%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농산물의 소매점포 판매 소진 기간은 채소류와 과일류가 각각 2.4

일과 2.9일로 나타나고 있다. 구매한 상품의 판매소진 기간이 구매주기보

다 평균 1일 이상 길어서 소매단계에서 상품성 저하와 감모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매 소진기간(A) 구매 주기(B) 차이(A-B)

채소류 2.4 1.5 0.9

과일류 2.9 1.8 1.1

표 3-68.  구매 농산물의 매 소진 기간과 구매주기

단위: 일

자료: 전창곤 외(2013).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소매점포의 상품 구매 의사결정은 구매상품의 판매 소진기간 등에 따라 

상인 임의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점포의 상품 구

매와 관련한 도매시장 중도매인과의 관련 정보 공유나 교환은 잘 이루어지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점포의 판매가격은 구매가격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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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마진(이윤)을 고려하여 개별상인이 결정하고 있으며, 일정 마진에

는 판매소진 기간, 1회 구매량과 판매량, 판매 중 감모 및 판매 불가능 물

량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소매점포의 상품조달 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영세‧개별물류에 

따른 비용 증대(32.1%), 상품 조달시간에 많은 시간 소요(25.6%), 다품목‧

소량‧다빈도 구매에 다른 비용 증가(16.9%), 도매시장과 산지의 배송물류 

미흡(12.3%), 시장 내 물류시설 부재(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상품 조달(구매)에 많은 시간 소요 123 25.6

개별구매 심의 조달체계로 높은 물류비 178 32.1

도매시장과 산지의 배송물류 연계 미흡 59 12.3

다품목 소량 다빈도 구매로 인한 높은 물류비 81 16.9

시장 내 공동 온 장시설 부재 30 6.3

소한 포 면 8 1.7

없음 1 0.2

합 계 480 100.0

표 3-69.  농산물 상품 조달(구매) 시의 문제

단위: 개소, %

자료: 전창곤 외(2013).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4.3. 소매단계 물류 실태

  도매시장에서 구매된 노지채소류(배추 등)의 소매점포까지의 수송은 개

별 상인의 직접 운송비율이 61.7%이며, 중도매인의 무료배송 비율은 

24.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도매인의 무료배송의 경우 공동

배송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영세 구매물량을 고려하면 소매단계 비용 증

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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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구매할 때마다 무료 배송 8 6.7

배송을 원할 때만 무료 배송 21 17.5

배송 시 항상 유료 배송 17 14.2

배송 서비스가 없음 74 61.7

합 계 120 100.0

표 3-70.  농산물 구매 시 도매인 배송서비스

단위: 개소, %

  소매상이 도매시장에서 직접 현물을 보고 구입한 후 자차를 이용하여 자

기 점포까지 수송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주요 수송차량은 약 50%가 1톤 

미만의 소형 트럭이고 전체의 약 70% 정도가 3톤 미만 트럭인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1톤 이하 트럭 58 48.3

1∼3톤 트럭 25 20.8

3톤 이상 트럭 3 2.5

오토바이, 손수 , 승용차, 기타(인력 등) 34 28.4

합 계 120 100.0

표 3-71.  소매 포의 농산물 구매 시 이용 차량 형태

단위: 개소, %

  전통시장 농산물 소매점포에서 농산물 저장수요는 발생하고 있으나 대

부분 저온저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온 진열‧판매되고 있어 상품성 저하

와 소매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점포에서

는 도매시장 구매량 대비 채소류의 경우 약 20%의 저장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매점포의 구매주기와 판매소진 기간에

서 약 1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소매점포 내에서 소량의 저장수요는 항

상 발생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소매점포 내 저온저장시설의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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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공동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대부분 상온 저장되고 있으며, 여

름철 감모비율이 높아 판매가와 유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소매상이 연계된 공동수·발주 및 공동배송시

스템 구축, 전통시장 공동물류시설의 확보가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포 내 폐기율

채소류 12.2

과일류 10.8

표 3-72.  소매 포의 상품성 하로 인한 폐기율

단위: %

주: 조사 대상의 평균 응답 비중임.

  전통시장 소매점포 내 점포 물류활동을 살펴보면 구매 상품을 점포 내에

서 재선별‧재포장하는 비율은 채소류와 과일류 모두 약 30% 수준으로 크

게 높지 않은 상태이다. 점포 내 고부가가치화 물류활동이 낮은 요인으로

는 점포 면적이 협소하고 관련 물류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부가가치 

상품 판매의 불확실성, 판매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상품성 저하와 추가 물

류비 증가 등에 대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 분 재선별  재포장 비율

채소류 30.8

과일류 29.7

표 3-73.  소매 포 내 재선별  재포장 비율

단위: %

주: 조사 대상의 평균 응답 비중임.

  전통시장 소매점포의 물류장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설비)는 냉장고(68.0%)이며, 다음으로 1톤 트럭(55.9%), 승용차(35.0%), 소형

냉동고(16.7%)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점포 내 고부가가치 물류시설이

라고 할 수 있는 선별‧재포장 작업장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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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매단계 유통정보 흐름

  소매점포가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 구매상품의 수급이나 가

격변동, 품질, 물동량 등과 관련하여 중도매인과의 정보교환은 전혀 없다

는 비중이 54.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매 전에 전화로 항상 시장 상

황을 알아본 후 구매한다는 응답 비율은 10.8%에 그치고 있다. 구매 전 도

매시장 중도매인과의 정보 교환(통화)의 주요 내용은 구매품목의 가격, 품

질, 시장반입 상황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 분 빈 도 비 

 없으며, 가고 싶은 시간에 감 65 54.2

구매 에 가끔 통화를 하고 시장 상황을 알아본 후 구매 42 35.0

구매 에 항상 통화하고 시장 상황을 알아본 후 구매 13 10.8

합 계 120 100.0

표 3-74.  구매  도매인과의 통화  정보 교환 여부

단위: 개소, %

구 분 비 

구매품목의 가격 상황(변동 정도) 72.7

구매품목의 신선도 품질 상황 60.0

구매품목의 시장반입 상황(변동) 52.7

구매품목의 재고량 등 23.6

구매량, 구매시간 등 5.5

표 3-75.  구매  도매인과의 주요 통화 내용

단위: %

주: 복수응답 비중임.



1. 도매시장(경매제) 중심 공급사슬

1.1. 상품 및 거래

  먼저 산지 출하주체의 출하계획 측면에서는 출하자가 도매시장 법인과 

협력체제나 제휴 관계를 바탕으로 출하량, 출하시기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출하계획은 없는 구조이다. 단지 오랜 기간 단골거래를 바탕으로 산지유통

인과 도매시장 법인과의 전화 통화 등으로 획득하는 개인 정보를 통하여 

출하 의사결정에 고려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협력‧제휴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와 도매단계 두 주체 간의 상품흐름 방식은 공급사슬

상에서 수요예측에 의해 도매주체가 적정 물량을 발주하는 형태의 끌기

(Pull)방식이 아니고 수요예측과 큰 관계없이 전적으로 산지 출하주체의 의

지와 의사결정에 의해 출하하는 밀기(Push)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

와 관계없는 산지의 밀기 방식의 출하 형태는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매단계 물량 수집주체인 도매시장 법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 도매시장 

반입물량의 약 80% 이상이 산지 단골 출하주체에 의해 반입되고 있으나 

산지와 도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한 협의나 제휴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반입물량이 아니고 산지 출하주체가 출하하는 상품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경매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은 수급 및 가격

농산물 공급사슬별 비교 분석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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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예상하여 두 주체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니라 전

적으로 출하자의 출하의사에 의해 도매시장 반입물량 규모가 결정되는 구

조이다.

그림 4-1.  도매시장(경매제) 공 사슬 상품조달  매체계

1.2. 물류흐름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의 운송형태는 대부분 제1자 물류(개별생산자, 지

역농협의 자가물류)와 개별‧영세 제3자 물류(대부분 개인 지입차량) 형태

이지만 제3자 물류의 경우 규모화된 전문 물류업체가 아니고 영세한 개별 

차주가 지입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비체계적 제3자 물류형태이다. 운송물류

에서의 문제점은 산지와 도매단계에서의 적재 방법에 대한 목적이 상이하

여 공급사슬 상 일관하역기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출하기 차량 확보

의 어려움과 수송비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왕복운송 시스템

이 구축되지 못하여 귀로 시 공차율이 높아 단위당 수송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매단계와 산지 간 공동수송 체제가 확립되

지 못하고 대부분 개별 수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송과 귀로 시 화물

알선‧중개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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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  물류 시스템

수‧발주

▪산지-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소매  수·발주 시스템 부재

▪수집  매물량은 출하자와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의존

▪산지-도매시장, 도매시장-소매 의 공 과 수요의 동기화에 한계

하역

산지
▪수확‧선별‧포장‧상차는 장(밭)에서 동시 연속으로 수행

▪하역주체는 화물알선소 재에 의한 하역 이 인력으로 일  수행

도매
▪도매시장 하역주체는 하역노조 심(항만노조, 자체하역반 등)

▪인력하역 심, 시장 내 물류비용 증가 요인

소매 ▪개별 소매상 하역, 공동하역시스템 부재

재고 리

▪산지의 개별 주체별 재고( 장) 리로 공동‧규모화 물류 여건 미흡 

▪개별 산지유통인 심의 장물류, 장(재고) 정보의 은닉‧폐쇄성 

▪도매시장 내 법인의 재고 리 부재, 도매인의 개별 재고 리

정보 리

▪산지-도매시장-소매 포 간 거래‧물류 정보  교환시스템 부재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주체‧단계별 수 동기화 불가능

▪산지와 소매정보 부재, 도매정보의 직  분산‧교환‧공용시스템 부재 

운송‧배송

▪산지-도매시장 운송은 부분 비체계  2자 물류(지입차량)에 의존

▪도매시장-소매 물류는 부분 개별‧ 세 소매상 1자 물류

▪도매시장 심의 공동 운송  배송물류 시스템 부재

▪ 체 유통과정에서 일 온유통시스템 부재, 상온물류 심 

물류장비

▪산지: 인력 심의 물류장비(지게차 등)

▪도매: 시장 내 일부 하역기계화 장비(지게차, 동차 등)

▪소매: 인력 심

표 4-1.  도매시장 공 사슬 물류 시스템

  저장물류의 경우 산지 출하주체가 도매주체와 연계하여 연간‧계절적 수

요나 가격변동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저장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수확량 대비 저장물량 비중은 낮은 수준이며, 

저장계획은 도매단계와 연계된 저장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정보에 의지하

는 투기적 저장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산지에서 이루

어지는 일부 저장은 개별 산지유통인들이 체계적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정

보를 철저히 분석한 후 결정하기보다는 대부분 개별 산지수집상의 입장에

서 스스로 획득하고 분석한 시장정보(물동량, 수급상황, 가격 등)를 바탕으

로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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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인의 저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가격변동의 불확실성과 높

은 저장시설 임차료 등으로 저장 수익의 회수가 불확실하며, 노지채소류의 

경우 저장 중 감모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 함께 개별 산지유통인의 입장에서는 저장물량, 저장기간, 출하시기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분석이 어려워 임의 저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산지에서 일정 비율의 저장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만약 정확한 정보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인 저장계획이 수립되면 도

매단계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고랭

지 배추의 경우 8～9월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과 가상 이변으로 포전 폐기

율과 수급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7～8월 초기 수확물

량의 1～2개월간 저온저장이 가능하다면 수급 및 가격안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도매단계의 일상적 저장 수요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도매단계의 

완충저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시장 내 저장 수요는 중도

매인의 수요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내 저온저장 시설 부족과 비용으로 

현실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고 있어 감모, 상품성 하락 등 비용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산지 출하주체의 단기적(1～2개월) 저장과 함께 도매시장 

내에서 일정 수준 단기적(10일 정도) 완충저장이 이루어지면 시장 내 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도매시장 법인의 수익 

모델의 특성으로 시장 내 저장수요는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수확‧생산의 계절성과 수요의 연중 격차 해소와 단

기적인 수급 및 가격변동 완화(수급동기화)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판

단된다.

  산지수집상의 조직인 법인의 경우에도(예를 들면 조사대상인 한유련 강

원연합회 및 한유련 강원연합회 회원으로 조직된 강원청정영농조합법인 

등) 저장 여부와 저장량 등의 결정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개별 회원인 산지수집상의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일 조직 내 회원 간에도 전체 저장물량이나 저장기간, 출하시기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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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획득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배추와 무의 수확 후 시장 상황

에 대응한 단기적 저장을 위해서는 대부분 저온저장창고를 임대하여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고랭지 배추와 무를 취급하

는 산지유통인의 경우 주로 배추 주산지인 해남지역이나 수도권 인근(여주 

등)의 저온저장창고를 임대하여 단기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자체 저온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고랭지 배추와 무

를 전남 해남지역까지 운송하여 저장한 후 다시 가락시장이나 전국 도매시

장으로 분산하기 때문에 과다한 유통비용(물류비용)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장물류를 살펴보면 포장비가 전체 물류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나 상품 파손을 막기 위하여 지나친 파열강도와 압축강도의 포장재 

사용으로 인하여 포장비용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랜드화 관련 

포장 박스의 과도한 채색 등도 높은 박스 제작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박스비용이 도매가격의 약 10～1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산지 포

장과는 별도로 도매단계에서 산지포장을 해체한 후 재소분‧포장으로 물류

비용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지채소류의 포장은 대부분 망포장 형

태로 산지와 도매단계 간 포장물류의 연계성이 없으며, 포장 목적이 대부

분 적재율을 높이는 도매시장까지 수송용이며,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니

즈와 부합되지 않고 있어 포장흐름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공물류의 경우 산지 가공시설 부족으로 대부분의 노지채소류가 원료

농산물(신선농산물) 상태로 수송되고 있어 물류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내 다양한 가공물류 시설이 없어 도매시장 부지와 점

포 내에서 단순가공 기능 수행으로 시장 내 비용 및 혼잡도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추의 경우 산지에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면 수

송비는 5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식품소재로서 노

지채소류의 산지가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역물류를 살펴보면 현재 전국 공영도매시장 내 하역비는 농산물 거래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4%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

지 하역비를 포함하면 전체 공급사슬에서 하역비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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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하역비 절감을 위해서는 산지 출하단계부터 하역기계화와 공동

하역의 흐름이 소매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산지에

서부터 파렛트 적재율이 내우 낮은 상태여서 전체 공급사슬 상 연계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산지에서의 단위화물적재(ULS) 비율이 매우 낮은 수

준이며, 공급사슬 상 도매시장 이후 단계와 일관하역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1.3. 정보흐름

  현재 노지채소류의 공급사슬 상 유통정보는 가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물류정보 특히, 저장정보, 품질정보, 수·배송정보의 획득과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류정보의 경우 도매시장 반입량 정

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산지 출하‧저장 관련 통합정보가 없고 도매단

계 이후의 재고정보 등 수급불균형 완화와 채찍효과 감소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는 생산‧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개되는 대부분의 

유통정보가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이며, 가격정보의 경우 유통단계별 단위

가 통일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낮고 저장정보는 개별 저장업체나 상인 중

심으로 보유‧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낮은 수준이며, 품목별 전국 단위의 일관

된 정보 수집과 분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급사슬 상 정보의 공유 및 교환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

하여 출하 조절이나 단계별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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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도매시장 공 사슬의 정보 공유‧교환체계

2. 대형유통업체 중심 공급사슬

2.1. 대형유통업체(이마트 구매본부) 공급사슬 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는 1993년 11월 창동점 개

점 이후 전국적으로 14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1996년 물류센터를 개

장한 이후 현재 6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농산물을 취급

하고 있는 물류센터(WET센터)는 여주, 시화, 대구 등 3개 소이다.

  물류센터의 주요 기능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물류센터 내에서 장기

간 적치되는 농산물의 저장, 선별, 상품화 기능은 최소화하고 주로 검품(검

수), 분류, 배송기능(TC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농산물이 

물류센터에 입고되면 검품 및 검수가 끝난 뒤 점포별로 분류하여 바로 매

장으로 배송되는 시스템(DC방식 센터와는 다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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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산물 조달 및 거래 시스템

  이마트 물류센터의 농산물 조달은 전국 142개 점포의 농산물 품목별‧품

질별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연간 및 월간 단위로 상품별 조달계획을 수립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립된 조달계획에 의해 산지 계약농가나 산지유통인

에게 작부계획을 전달하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 1〜2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일종의 생산계약 형태)과 동시에 협력업체는 작부

계획에 의해 재배관리를 실시하며, 저장성이 약한 노지엽채류 등의 경우에

는 작황을 고려하여 1〜2주 단위로 작부계획을 수정하여 제시한다. 산지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작부계획에는 품목 및 지역별 정식시기, 출하시기, 

수량, 품종, 품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방식은 주로 계약형태이며, 계

약대상(협력업체)은 일반 청과물의 경우 대부분 영농조합법인과 산지농협

(일부 개별농가)이며, 배추, 무, 양파 등의 대량 노지채소류는 대부분 산지

유통인과 계약하여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 시스템은 조달상품과 점포 배송상품의 동기화가 이루어져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특히 물류센터 내 재고 기능을 

최소화하여 재고관리 비용과 감모 비용과 같은 물류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계약과 작부계획을 제시한 이후 공급물량의 변동(특히 감소)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매본부가 작부계획을 1〜2주 단위로 변경하여 제시하고 새로

운 구매처를 확보한다. 그리고 산지 공급물량의 과잉이 예상될 경우에도 

기본 작부계획에서 가격을 조정함과 동시에 조달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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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형유통업체의 상품조달  거래체계

  이마트의 거래 시스템을 살펴보면 납품가격은 대부분 계약 시 구매팀과 

협력업체와의 합의에 의해 정가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으나 재배기간 중 작

황에 따라 협력업체와 구매본부 간 합의에 의해 변동이 가능한 구조를 지

니고 있다. 합의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은 대체로 가락동 도매시장의 등급별 

평균가격이 되고 있지만 계약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결제는 2주 단위의 현금 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2.3. 물류 시스템

  전국 점포의 수·발주 시스템은 점포별로 매장 책임자가 하루에 한 번씩 

판매현황을 즉석에서 휴대정보처리기에 입력하여 EDI(실시간 조회)로 협

력업체에 통보하면 협력업체에서 물류센터에 입고하는 GOT 시스템

(Graphic Ordering Terminal System)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GOT 시스

템은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재고량의 최소화, 납품절차 및 납품시간의 간소

화, 자동매출분석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수요예측 가능 등의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배송기능을 살펴보면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의 배송은 GOT 시스템에 

의해 수주된 물량이 물류센터에 입고됨과 동시에 검품 및 검수 후 점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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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어 즉시 이마트 자체 차량으로 배송되는 TC 방식(통관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TC 방식은 산지에서 입고된 상품이 물류센터 내에서 저장

되거나 보관되지 않고 지체시간과 재고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산물의 품

질과 신선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재고비용 등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

도록 하는 방식이다. TC 방식 물류센터의 핵심기능은 저장‧보관과 상품화

(선별, 소분‧소포장) 기능이 아니라 검품‧검수, 점포별 분류, 배송 등의 기

능이라 할 수 있다.

  재고관리의 기본 원칙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재고물량과 재고기간

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이마트의 효율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은 TC 방

식, GOT 시스템, POS 시스템, E-Today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각 점포

별 단기 수급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한하고 있다. E-Today 시스템은 1일(당

일) 유통망 확보를 목표로 실시간으로 매출 및 고객정보 파악을 통하여 상

품 바이어가 산지에서 무선 발주 단말기를 통해 상품을 매입하는 시스템으

로 정확한 물량발주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재고관리 효율화와 적정 상품

의 적정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EAN-14(표준물류바코

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물류 바코드로서 협력업체, 물류

센터, 점포의 입‧출하 지점에서 판독 가능하여 실시간 재고 및 창고관리 

효율화, 산지에서 점포까지의 배송의 신속‧정확성, 하역단계 축소와 인력

절감, 무서류화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DWH(Data Ware-house) 시스

템은 매출, 손익, 단품관리 등 각종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상

황별 매출 관리, 기상변화와 매출관리, 특정 상품과 특정 시간대 매출관리 

분석 등이 가능하여 효율적 산지별‧품목조달과 재고관리의 효율화가 가능

하도록 한다. 주요 물류장비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 자동분류시설, 바

코드스캐너, 휴대정보 처리기 등이다. 산지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운송은 대

부분 자차나 용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까지의 운송은 

대부분 이마트 차량(제2자 물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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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 물류 시스템 이마트 물류 시스템

수‧발주

▪ 별 매정보를 본사에서 취합

하여 력업체에 일  발주

▪재고 리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1일 1회 별 매정보를 휴

정보처리기를 통해 력업체 통보

(GOT 시스템)

▪효율  재고 리, 정확한 수요 측

물류센터

통 리

▪ 력업체별 입고, 센터 내 하역량 

증가, 센터 내 지체시간의 장기화 등

▪센터 내 복잡한 물류기능 수행

▪센터 내 통   지체시간 최소화

▪센터 기능의 최소화로 재고 리의 

효율화와 물류비용 최소화(TC 방식) 

재고 리

▪센터 내 과다 재고 축 , 재고

비용 증가

▪물류센터 주기능은 상품화

▪센터의 장기능 최소화, 수요 측에 

의한 장물량과 기간의 최소화

  (GOT 시스템, TC 방식 등 목)

▪센터 주 기능은 검수, 분류, 배송기능

정보 리

▪본부에서 취합하여 일 리

▪실시간 산지와 포 간 정보 격차

▪정보교환의 장기화로 정확성 하

▪ 포- 력업체 직 교환

  (GOT 시스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실시간 교환

  (POS, EDI, E-Today, EAN-14)

▪산지별‧상품별‧상황별 매출 리로 

정보 세분화와 정확성

  (DWH 시스템) 

창고 리
▪인력과 지게차 주의 하역체계

▪ 장기능 심의 창고 리

▪C/V Line, 바코드(EAN-14시스템), 

TC 방식에 의한 창고 리 단순화

▪센터 내 창고기능의 단순화

운송 리

콜드체인

▪산지-물류센터 부분 개별 운송

▪물류센터- 포 제3자 물류

▪단계별 비연속  콜드체인 시스템

▪산지-물류센터 하주책임 운송

▪물류센터- 포 제2자 물류 심

▪  과정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멀티센터 운 으로 포 당일 배송

물류장비 ▪하역기계화 심의 기본 장비
▪최신설비(sorter, wet center cooling 

system 등) 도입과 작업효율 극 화

표 4-2.  이마트 물류센터의 물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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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통정보 시스템

  수급동기화를 위한 정보교환체계를 살펴보면 공급사슬 상 정보교환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동기화는 크게 ① 상세정보의 실시간 교환과 업체 간 

정보교환시간의 최소화, ② 통과형 물류센터(TC: Transfer Center) 운영과 

무재고관리 시스템, ③ TC 방식 및 GOT 시스템에 의한 Lead Time 최소

화, ④ 정보의 정확성과 가시성 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TC형 물류센

터는 분산 운송거점 무재고센터의 기능으로서 물류센터 자체의 유통정보 

제공이나 교환은 DC형 물류센터보다 그 역할이 미미하다.

  산지와 물류센터의 정보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구매본부에서 자체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산지 협력업체와 계약으로 조달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근

거하여 협력업체에 작부계획을 전달한다. 실시간 수·발주 정보는 각 매장

의 판매 책임자가 1일 1회 상품 판매현황을 휴대정보처리기(PDA: 개인휴

대정보단말기)로 물류센터나 구매본부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실시간 

EDI 시스템으로 통보한다. 이후 점포별 실시간 판매정보를 통보받은 산지 

협력업체는 구매본부, 물류센터, 점포에 통보하고 물류센터에 입고시키게 

된다.  TC형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은 검수과정 후 점포별 발주물량 정보

에 따라 즉시 점포별로 배송되며, 만약 발주물량을 적시에 적량 공급을 받

지 못할 경우 구매본부는 점포별 조정된 발주를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물류센터와 점포 간의 유통정보 흐름을 살펴보면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

별로 배송 시 배송물량, 배송시간, 도착시간 등의 정보가 점포로 통보되며, 

동시에 점포별 배송 관련 정보는 구매본부, 협력업체 등에 동시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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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이마트의 산지-본부- 포 정보교환 체계

3. 공급사슬 구조 및 특성 비교

3.1. 거래 기반 및 구조

  거래 기반 및 구조 측면에서 도매시장 공급체인과 대형유통업체 공급체

인의 공급사슬 및 단계별 거래흐름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산지단계에서는 참여자와 공급자가 유사하지만 도매시장 공급체인의 수

요자는 도매시장(법인)이며, 대형유통업체 공급체인의 수요자는 소속 점포

(소비자)라 할 수 있다. 거래방법은 도매시장 공급체인의 경우 대부분 도매

시장 상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하자 수취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

격을 기준으로 하고 출하자의 가격조절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 공급체인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에 의해 물량, 가격, 품질 시기 등

이 결정되며, 참여주체 간 정가 및 협의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도매단계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참여자, 공급자, 수요자가 각각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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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매시장 공급체인의 상품 확보 방법은 출하주체의 출하의사에 전적으

로 의존하고 반입물량 제어장치가 없는 실정이지만 대형유통업체 공급체

인은 납품계약을 통한 정량, 적시, 정품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

매시장 공급체인은 대부분 경매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형유

통업체 공급체인의 물류센터는 단순한 물류기능(검수/검품, 분류. 배송)만 

수행하고 있다.

  소매단계에서는 참여주체와 공급주체가 상이하며, 도매시장 공급체인의 

상품 확보는 소매상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 공급체인은 협력업체의 물류센터를 통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요량과 공급량을 동기화시켜 정량, 적시, 정품의 상품을 확보하

고 있다. 거래방법은 두 공급체인 모두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하

고 있지만 도매시장 공급체인의 경우 중도매인과의 합의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상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대형유통업

체 공급체인의 거래는 납품가격, 유통비용, 적정 이윤을 고려한 정가로 거

래되며, 도매시장 기준가격 외에 유사 경쟁업체의 가격을 고려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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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지단계

(공 자, 력업체 등)

도매단계

(도매시장, 물류센터)

소매단계

(각종 소매 )

도

매

시

장

공

체

인

참여자
▪산지농 , 산지유통인 

▪조합법인, 개별농가 등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도매인 

▪ 통시장 소매상

▪기타 도매시장 고객

공 자
▪개별농가

  (농자재업체 등)
▪산지 불특정 다수 ▪도매시장 도매인

수요자 ▪도매시장(법인)
▪ 통시장 소매상

▪기타 고객
▪개인 소비자 등

상품

확보

▪개별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출하주체의 출하의사에 

으로 의존

▪반입물량 제어장치 없음

(농안법상)

▪소매상 의사결정에 

으로 이동

▪도매시장 반입물량과 

계없음

  (상인 능력 의존)

거래

방법

▪도매시장 상장

▪출하자 수취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

▪출하자 가격조 력 미약

▪ 부분 경매

▪일부 정가‧수의매매

▪경매 시 반입물량 고려

▪가격조정 장치 없음

▪ 도매인과 합의가격으로 

구매 결정

▪도매시장 경락가격 기

▪ 매가격은 상인 결정

형

유

통

업

체

공

체

인

참여자
▪산지농 , 산지유통인

▪ 농조합법인 등

▪구매본부(의사결정)

▪물류센터

  (TC형, DC형)

▪국내 각 포

공 자
▪개별농가

  (농자재업체 등)

▪ 력업체(공 계약자)

  (물류센터는 통 기능)

▪산지 력업체

  (물류센터 통 )

수요자
▪소속 포(소비자)

  (물류센터 직수요자 아님)

▪소속 포(소비자)

  (물류센터 단순통 기능)
▪개인 소비자 등

상품

확보

▪개별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납품계약에 의해 정량, 

시, 정품 확보

▪ 력업체가 물류센터 통 , 

물류센터 배송 

▪수요량과 공 량 동기화

▪정량, 시, 정품 확보

거래

방법

▪납품계약에 의한 물량, 

가격, 품질, 시기 결정

▪정가  의가격

▪물류기능만 수행

  (검수/검품, 분류, 배송)

▪납품가격, 유통비용, 정 

이윤을 고려한 정가

▪도매시장 기 가격  

유사 경쟁업체 가격 고려 

표 4-3.  공 사슬  단계별 거래흐름과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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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류 시스템

  물류 시스템 측면에서 도매시장 공급체인과 대형유통업체 공급체인의 

공급사슬 및 단계별 거래흐름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산지단계의 물류 시스템을 살펴보면 도매시장 공급체인은 수‧발주관리, 

상품관리, 물량관리 측면에서 출하자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설이 영세하여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 공급체인은 계약에 의한 체계

적인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별 저온운송체계 확보를 

통한 물류 효율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에 역시 물류 인프라 기반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나고 있다. 도매시장 공급체인의 경우 물류시설이 영세하거나 부족

하고 참여주체별 개별적인 물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 공급체인의 

물류 시스템은 수‧발주에서 운송 및 배송 부문까지 최신 인프라와 계획적

인 물량 수주계획을 바탕으로 재고를 최소화하고 저온배송 시스템을 확립

하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각 공급체인에서 거래

되는 농산물 물량 차이는 매우 크지만 이러한 시실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

인 관점에서 이러한 물류 시스템 특성의 차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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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지단계

(공 자, 력업체 등)

도매단계

(도매시장, 물류센터)

소매단계

(각종 소매 )

도

매

시

장

공

체

인

수‧발주

리

▪도매법인 공식수주 없음

▪출하자 의사결정 의존

 (출하처, 물량, 품질 등)

▪법인 공식발주 없음

▪ 도매인 수주 없음

▪출하물량은 모두 반입

▪ 으로 소매상의 매

능력에 의존

  (물량, 회수, 품질 등) 

상품 리

▪ 부분 장 선별‧포장

▪박스, 그물망, 박스 등

  (출하자 결정 우선)

▪반입상품 그 로 취

▪일부 소분‧재포장

  ( 도매인이 수행)

▪일부 소분‧재포장 실시

▪포장해체 산물 매

물량 리
▪출하자 의사결정

  (출하량, 장량 등)

▪무수주로 물량 리 없음

  (반입물량=취 물량)

▪ 매능력에 의존 

  (구매량=취 량)

재고 리
▪일부 개별상인 임의 장

▪ 체 수 동기화 불가능

▪법인의 재고 리 없음

▪ 도매인 일부 포재고

▪재고 리 없음

▪일부 포 내 재고

하역 

창고 리

▪산지창고 부분 임

▪ 부분 인력 리

▪ 부분 인력하역 의존

▪시장 내 창고부족

▪개별 상인별 하역

▪ 부 인력 심 하역

운송 

배송 리

▪ 부분 일반트럭 의존

▪산지 화물알선소 심

▪산지 운송 반입 없음

▪소매상 배송기능 없음

▪ 부 개별상인 운송

▪ 세물량 자차 운송

물류장비 ▪지게차(노지엽근채류) 
▪하역기계화 장비 부족

▪ 장‧가공시설 부족
▪ 장‧가공장비 없음

형

유

통

업

체

공

체

인

수‧발주

리

▪ 포별로 수주(GOT)

▪구매본부 일 수주 아님

▪ 포 수주로 상품입고

▪물류센터 발주 없음

▪산지 직  발주(GOT)

▪상품은 센터 경유

상품 리
▪ 부분 산지에서 리

▪계약 내용 로 상품 리

▪상품화 차 없음

▪검수‧분류 후 즉시 배송

▪발주에 맞게 산지 수행

▪특별한 상품화는 없음

물량 리 ▪계약과 수주물량만 취
▪입고물량만 취

▪수주 확인 검수‧검품

▪물류센터 배송물량 검품

▪정량, 정품, 시 물량

재고 리
▪연  납품계획에 따른 

일시 장

▪물류센터 장 최소화

▪무재고 센터(TC형)

▪ 포 내 재고 최소화

▪ 매량=공 량(동기화) 

하역 

창고 리

▪산지 주체가 리

▪ 부분 임 창고

▪센터 내 장 최소화

▪재고량  창고 최소화
▪재고  장 최소화

운송 

배송 리

▪산지 주체가 운송책임

▪상품별 온운송체계

▪ 부분 제2자물류 심

▪ 온배송시스템 확립
▪ 온 장‧진열 시스템

물류장비 ▪ 렛트, 지게차 등 ▪DAS, EPT 등 ▪PDA, POS 등

표 4-4.  공 사슬  단계별 물류흐름과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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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통정보 시스템

  유통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도매시장 공급체인과 대형유통업체 공급체인

의 공급사슬 및 단계별 거래흐름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산지단계의 유통정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도매시장 공급체인은 수‧발주 거

래정보와 수급 및 상품정보가 없으며, 도매주체가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산지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가격정보는 일부 출하법인이 제한된 가격

정보를 수취하거나 외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거정보를 참조하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재고 및 저장정보가 없으며, 운송 및 배송정보는 일부 

제한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귀로 운송정보 시스템이 없어 높은 공차

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 공급체인의 경우에는 모든 부문

에서 다수의 물류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발주에서 운송 및 배송

까지 공급자와 협력업체 간 상호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에서도 도매시장 공급체인의 유통 관련 정보는 많

지 않으며, 일부 외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참여주체 간 정보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 공급

체인의 경우에는 물류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부

문별 물류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으며, 도매시장 공급체인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는 시스템 인프라 기반의 차이뿐만 아니라 참여주

체의 영세성과 유통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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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지단계

(공 자, 력업체 등)
도매단계

(도매시장, 물류센터)
소매단계

(각종 소매 )

도매
시장
공
체인

수‧발주
거래정보

▪출하정보 직  제공 없음
▪도매정보 직  수취 없음

▪출하정보 수취 시스템 없음
▪산지와 소매 포 직 제공 
없음

▪도매정보 직 수취 없음
  (외부정보 시스템 참고)
▪소매정보 직 제공 없음 

수  
상품정보

▪생산/작황정보 산지주체 
직  제공 시스템 없음

▪산지정보 직  확인
▪출하상품 품질정보의
직  제공 없음

▪도매 수 정보 직 수취 
없음

▪도매단계 수 정보 직  제공 
시스템 미약

▪산지에 당해법인 한정 
도매정보의 제한  
제공(거래량, 반입상황 등)

▪ 도매인의 소매상 정보 
제공 시스템 없음

▪ 도매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도매정보와 시스템 없음 
(구매 시 직  확인)

▪ 도매인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정보도 없음

▪개별 소비자 정보를 통해 
도매인에게 직  구매

가격정보

▪일부 출하법인 제한된 
가격정보를 수취

▪외부 정보 시스템 
활용하여 과거정보 참조

▪작황, 반입량 변동 시 해당 
법인의 가격정보 제공

▪가격정보에 기 한 출하조  
권고정보 없음

▪구매 시 시장에서 직  
가격정보 확인

▪필요 시 시스템 활용
▪소매가격정보 제공 없음

재고 
장정보

▪개별 산지유통인 정보 
제공되지 않음 

▪ 체 산지 재고  
장정보 악 불가능

▪도매법인의 제한된 산지 
재고/ 장정보 수취

▪제한된 도매인 재고정보 
산지 제공

▪도매단계 재고정보 수취 
불가능

▪소매상의 개별 재고정보 
제공하지 않음

운송  
배송정보

▪운송차량, 물량, 출발·
도착시간의 제한  교환

▪귀로 운송정보 시스템 
  부재로 높은 공차율

▪반입운송정보 수취 시스템 
없음( 심 없음)

▪ 세 소매상에 한 공동 
배송 시스템 없음

▪개별 상인별 운송 시스템
▪제공받는 운송정보 련  
시스템 없음

인 라 ▪ 화, 팩스 ▪ 화, 팩스 ▪ 화, 팩스

형
유통
업체
공
체인

수‧발주
거래정보

▪ 포별 발주내용 1일 
1회 직  수취

▪입고정보를 물류센터와 
구매본부에 통보

▪ 포별 발주내용 공유
▪ 력업체 입고정보 수취  
포와 구매본부 실시간 
동시 공유

▪실시간 매정보 력업체에 
직  발주 시스템

▪발주내용 구매본부와 
물류센터 통보/공유

수  
상품정보

▪조달/구매 계획으로 
사 에 정보 공유

▪물류센터 입고 시 물류
센터와 포에 통보

▪산지상황변동 시 조달계획 
변경 정보 공유

▪물류센터는 소매 포와 
산지수   상품정보실시간 
통보  공유

▪구매계획 발주‧통보로 체 
공 체인 주체의 련 정보 
공유  

▪발주 시 발주정보 력업체, 
구매본부, 물류센터에 동시 
통보

▪ 력업체 입고정보 동시 
실시간 공유

▪계약정보 공유

가격정보
▪계약 시 물량과 가격정보 
동시 교환과 공유

▪계약가격과 상황변동 시 
변동가격정보 합의 공유

▪계약가격 동시 공유
▪ 매가격 실시간 통보

재고 
장정보

▪ 포와 물류센터 발주로 
재고정보 동시 공유

▪센터 내 재고정보 공유
▪완충재고정보 공유

▪산지, 센터의 재고정보 동시 
공유

▪1일 재고정보 동시 공유

운송  
배송정보

▪입고 시 운송정보 통보
(차량, 물량, 출도착시간, 
경유정보 등)

▪입고 정보 동시 공유
▪ 포 배송운송정보 시스템 
구축과 동시 공유

▪배송정보(도착시간, 상품 등) 
물류센터와 동시 공유

인 라
▪컴퓨터, 스마트폰, EDI 
시스템 등

▪DAS, EDI, Sorter, LAN, 
WAN

▪PDA, EDI, POS, LAN, 
WAN

표 4-5.  공 사슬  단계별 정보흐름과 특성 비교





1. 농산물 SCM 기반 구축의 문제점

1.1. 거래와 상품흐름

  산지단계와 도매단계 간 원활한 SCM 시스템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은 첫째, 산지 출하주체의 대부분인 개별 산지유통인이라는 사실이

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많은 산

지유통인들이 법인조직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실질적인 

시장행위는 조직적이거나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산지유

통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산지와 소비지 등 전체 수급상황이 종합

적으로 고려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제한적 

정보에 근거하여 출하계획이나 저장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또한 개별 산지유통인의 공급사슬 참여 목적은 수급안정으로부터 얻는 

정상 이윤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수급의 불확실성

으로부터 얻는 일종의 투기적 이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행위는 근본적

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즉, 산지에서의 출하는 도매

단계의 수급상황 변동이나 재고를 고려하지 않는 개별적 출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하 관련 도매단계 주체와의 협의를 통한 수급 및 가

격 조절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확 후 일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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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저장 역시 저장 목적이 수급이나 가격안정보다는 가격의 불확실성에 따

른 투기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수급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개

별 정보에 근거한 은닉적 저장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산지의 작황 이상 등 수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도매단계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산지 출하주체의 주관적 상품화‧출하 활동을 들 수 있다. 산

지의 상품화와 출하작업은 전체 공급사슬 간 연계성이 없는 출하주체의 주

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지 유통활동의 목적이 주로 공급

사슬 전체의 물류효율화보다는 출하주체의 비용절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 도매 이후 단계에서 효율적인 물류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물류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산지에서 기존의 

적재 및 포장작업은 공급사슬 전체의 물류효율화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사슬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산지 정보가 체

계화‧통합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도매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지 통합정보가 없기 때문에 도매단계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

해 산지 출하주체와의 연계 또는 협력관계도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매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상‧위 단계와의 연계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도매단계가 산지단계 주체에 대한 출하물량 조절 능

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매제와 거래제도하에서는 산지 출

하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도매주체의 기능과 역할이 법적‧제도적으로 없

기 때문에 전화 통화나 팩스 등으로 수급 이상을 전달하는 정도의 소극적

인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것은 경매제라는 거래제도의 특수성에 기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내 운영주체인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과 산지 출하주체인 산지유통인의 공급사슬 내에서의 수익 모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산지와 도매단계 참여주체 간

에는 공통의 수익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나 제휴 등을 통한 

윈-윈 전략 운용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산지와 도매주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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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관련 협의 및 커뮤니케이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관련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산지유통인은 정상 이윤보다는 투기적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고 

도매시장 법인은 수수료 획득 위주의 수익모델이며, 중도매인은 구매와 판

매 차익인 일정한 유통마진율과 정액마진을 획득하는 수익구조이기 때문

에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들의 수익 모델 특성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에 반입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며, 산지 주체의 경우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면 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도매단

계의 이 같은 수익 구조는 도매시장 내 저장, 고부가치 물류기능을 억제하

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소매나 소비자 등 구매자의 니즈와

는 관계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그리고 산지 출하주체 간에는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상호 간 공감대 형

성이 미흡한 것이다.

  그리고 거래 측면에서의 다른 장애요인으로는 도매시장 내 고비용 거래

구조를 들 수 있다. 산지와 연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입 이후 하역작

업의 중복성(하차‧진열‧이송‧상차 등), 하역 시스템 및 하역조직의 경직성 

등으로 인한 고비용 거래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상대적으로 느

린 상품흐름으로 인한 시장 내 지체비용 증가, 감모 발생 및 상품성 하락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도매단계와 소매단계 간 연계구조에서는 소매상의 영세성과 규

모화‧공동화 유통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영세‧개별 소매

상 중심으로 구매 및 수송활동이 이루어져 소매단계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물량발주나 배송에서 공동유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어 다품목‧소량‧다빈도 물량 조달 구조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구매처인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과는 구매 관련 협의나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매시장 

내 고비용 구조로는 시장 내 높은 감모율 및 상품성 하락 요인이 존재하고 

1회 구매량 및 판매량의 영세성에 의한 고마진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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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SCM 측면에서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가장 큰 구매 관련 문제점으

로는 기본적으로 시장도매인의 영세성으로 인한 구매물량의 제한성 때문

에 산지의 공급과잉 시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에 대한 기여는 크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래제도가 경매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장도

매인의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자체적으로 수의거래 방식의 가

격 형성기능이 있으면 수급변동에 대한 가격변동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가

격변동 역시 경매제 시장(가락시장)의 가격변동 패턴과 유사한 형태로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취급 

물량 비중이 매우 낮고 개별 상인의 취급물량이 영세한 구조에서 산지의 

수급변동에 대한 특별한 조절수단과 방법이 없으며, 단골거래 비중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산지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1.2. 물류구조와 흐름

  먼저 산지와 도매단계의 물류연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지 출하주체인 

산지유통인의 주관적 물류활동에 의해 도매단계와의 연계성이 매우 낮으

며, 전체 공급사슬 물류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

별 산지유통인 기준의 물류작업(선별, 포장, 규격화 등)으로 공급사슬 전체 

과정의 물류효율화 달성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산지와 도매단

계를 연결하는 공동물류 비율이 매우 낮다. 산지에서 산물적재, 낮은 파렛

트 적재율, 망포장 위주 포장형태, 주관적 선별기준과 비규격화 등 출하주

체 입장에서의 물류활동은 도매 및 소매단계와 연결되지 않는 물류의 단절

현상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산지 물류활동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물류비용 증가이다. 대부

분의 산지 물류는 지역의 영세한 인력공급업체(작업팀)와 개별 차주의 지

입차 위주의 비체계적 제3자 물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외국인 위주의 산지 수확팀 운용, 화물알선소 의존 심화 등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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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산지 작황과 출하시기 등에 따

라 물류비(작업비‧운송비 등)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물류에 

의한 무자료 거래, 현금 선호 등에 의하여 규모화된 물류전문업체의 진입

장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비 증가 요인이 많은 산지 물류작업 구조를 들 수 있다. 

작업량(수확‧선별‧포장‧상차 등)에 따른 작업팀 고용의 경직성과 작업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팀과 운송차량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비효율적 수송물류체계는 성출하기 차량확보의 어려움

을 가중시키고 수송비 변동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운송차량 

임의조달에 의한 운송 중 감모와 상품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 그 외 공급사슬의 물류비용의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에는 높은 공차

비율, 산지의 저온물류체계 미구축과 낮은 파렛트 적재율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산지 가공물류의 낙후성도 들 수 있다. 수확량 대비 산지 가공비율

이 저조하여 대부분 원형 신선 농산물 상태로 출하한다는 것도 운송비 등 

물류비 증대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도매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상위단계의 물류 연결구조에서는 

무엇보다도 도매단계와 산지단계, 그리고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물류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산지와 도매단계의 물류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미흡한 것이다. 규격‧포장‧운송 시스템 등에서 산지와의 연계성 

미흡으로 도매시장 내 물류작업량 증가와 비용증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산지로부터의 저온운송, 파렛트 적재 운송과 도매시장과의 비연계로 물류

효율성 저하와 상품가치 하락 및 감모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다.

  도매시장 전후방과의 공동물류 연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도매시장 

수집주체와 연계된 산지의 공동운송이 미흡하고 중도매인의 소매점포에 

대한 공동배송물류 시스템이 거의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 운영주체의 영세성에 의한 물류의 영세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

도매인 취급규모의 영세성은 파렛트 단위 경매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산지 파렛트 적재율 저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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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내 물류시설 및 물류공간이 부족하며, 

시장 내 물류기능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중도매인의 시장 내 저장수요

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장 내 저온저장시설 부족으로 점포 내 보관에 의한 

비용 증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의 사업구조 특성과 수

익 모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매시장 내 저장‧가공 등의 물류수요가 발

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장 내 하역조직의 특수성으로 물류기계화율이 

낮은 상태이다.

  소매와 도매단계 간 물류 연계성의 문제점으로는 소매점포 취급물량과 

구매물류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소매점포의 다품목‧소량‧다빈도 조달물

류는 소매단계에서 단위당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가장 요인이 되며, 소매

점포 공동물류 실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도매주체와 소매점포 

간 공동수발주 및 공동 배송물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동물류 기

반구축을 위한 소매시장 내 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며, 공

동물류를 위한 소매상의 조직화도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소매점포 내 

물류 공간 및 관련 시설‧장비가 부족하여 소매점포 내 일시적‧단기적 저온

보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물류 문제점으로는 역시 수집과 분산물류의 

제한성으로 인한 물류 규모화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도

매인의 개별 물류작업 수행으로 공동물류가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인 개별적인 물량발주와 수탁‧매취 수집으로 전체 시장 내 물류가 비표

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 정보구조와 흐름

  먼저 산지와 도매단계 간 정보흐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산지 출하주

체의 은닉적 개별 정보와 통합정보체계의 미구축으로 인하여 정보의 유용

성과 신뢰성이 낮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산지 출하주체는 자신만의 개별적 정보 분석에 근거하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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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개별 

출하정보의 은닉에 의한 도매단계 거래처와의 정확한 통합정보의 정보 및 

교환이 단절되고 있다. 특히 개별 산지유통인의 저장‧재고 정보의 은닉에 

따라 도매주체가 산지주체에 대해 수급조절을 위한 어떠한 협력이나 제휴

관계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지채소류의 산지별‧품목별 작황, 수확, 저장, 출하, 물류 관련 실시간 

통합정보개발 및 공유 시스템이 없으며, 출하주체와 도매주체 간 정보공유 

및 전달시스템이 없다. 그 결과 산지의 출하조절과 도매단계에서의 수급동

기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출하주체가 가지고 있는 공급사슬 정보

와 도매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의 차이로 전체 공급사슬 상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출하주체의 출하계획과 도매

주체의 구매계획 접점이 형성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지와 도매단계에서 출하 및 구매계획 정보의 공유‧교환에 대한 유인 

및 동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출하주체의 정보 개방과 공

유는 상대방의 유통전략에 도움만 된다는 정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공급사슬의 참여주체와의 정보공유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도매단계 중심에서 상위단계와의 정보 흐름을 살펴보면 도매단계 유통

정보의 산지 및 소매단계에 대한 체계적 분산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도

매시장 법인의 산지 출하주체에 대한 전화나 팩스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의 

통지나 전달 외에는 실시간 공유 및 전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매점포에 대한 도매시장 정보의 실시간 전달‧공유 시스템도 없는 실정

이다. 산지단계, 도매단계, 소매점포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수·

발주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지와 소매점포에 

대한 도매주체의 통합‧종합적 정보 생산‧분산 능력 및 동기도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사슬 상 도매시장 운영주체의 경쟁구조로 인한 조

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주체도 없으며, 도매주체와 출하주체 간 단골거

래 형태에 따라 다른 참여주체와의 정보공유와 교환을 꺼리는 심리가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단계 내부의 정보 공유 및 전달시스템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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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장(경매제) 내부 운영주체의 이원화(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운영주

체별 시장행위의 배타성, 시장 참여목적과 수익 모델의 이질성에 따른 상

대방 정보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산지 출하계획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중도매인 재고물량 정보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이 관심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동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매단계 정보 내용의 단순성

과 비통일성이 지적되고 있다. 기존 도매단계의 정보가 실적 위주의 가격 

및 거래량 중심 정보로서 출하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급사슬 

상 재고정보와 저장정보, 수송정보 등 물류정보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보의 비표준화로 동일한 정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내용이

나 표현, 그리고 분석방법에 차이가 나고 있어 정보의 활용성과 신뢰성 저

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소매단계와 도매단계 정보흐름의 문제점으로는 소매점포가 도매단계나 

산지단계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나 소비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시스템

이 없으며, 그 동기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매주체와 도매주체와의 자동

수·발주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도매시장의 공동 배송물류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관련 문제로서는 상

품코드 및 거래코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망을 

통한 SCM 시스템 구축에서 정보화 기반 구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정보 

표준화를 통한 공급사슬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와 정보교환의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품 표준코드 개발이나 거래표준화도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류 관련 통계정보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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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 방향

2.1.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OT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노지채소류의 성공적인 SCM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먼저 강점요

인을 살펴보면 노지채소류 산지유통인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이들의 조직화를 통해 매우 높은 SCM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

고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의 비중이 높아 전후방 사슬 연계의 유리성이 

있으며, 수급 및 가격안정 관련 정부 정책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제

적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통주체 중심의 자율적 SCM으로 정

책사업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참여주체 간 연계기반

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지-도매 간 SCM이 전체 성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공급사슬 종류가 다양하고 참여주체가 너무 

많아 협력과 연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기업적 SCM과는 

달리 참여주체의 수익 모델과 참여목적에 큰 차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주체의 영세성과 관행

적 시장행위로 조직화의 어려움이 있고 SCM 시스템의 핵심인 정보화 시

스템 구축과 정보의 D/B화 및 표준화가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성공적

인 SCM의 불확실성에 의한 SCM 핵심주체 선정과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지채소류의 생산자단체의 낮은 시장지배력과 산지유통인 조직화

의 어려움도 약점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약점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의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SCM(공급사슬관리) 접근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학자 등의 인식

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양한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사업의 추

진에도 수급 및 가격변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지채소류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정책사업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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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의 경쟁관계가 유통주체 간 경쟁에서 공급사슬 간 경쟁으로 전

환되고 있고 유통효율성 제고가 유통주체나 단계보다는 전체 공급사슬 접

근으로 전환되고 있어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위협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SCM에 대한 유통참여자의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관행적 시장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급사슬 

전체 유통주체의 시장행위 및 유통단계별 유통구조 연계를 기본으로 하는 

농산물 SCM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업적 차원의 SCM 접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

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에 대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참여 목적이 상이

하여 기업적 접근의 SCM과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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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요인(S) 약 요인(W)

▪상 으로 매우 높은 노지채소류 

산지유통인의 시장지배력으로 조직화 

시 매우 높은 SCM 효과 기  

▪도매시장 심 공 사슬의 높은 비 과 

후방 사슬 연계의 유리성   

▪수   가격안정 정부 정책사업과 

동시 추진 시 경제  승수효과 기  

▪유통주체 심의 자율  SCM으로 

정책사업의 재정지출 감 효과 기  

▪참여주체 간 연계기반이 상 으로 

유리한 산지-도매 간 SCM이 체 성패

요인으로 작용

▪공 사슬 종류가 다양하고 참여주체가 

무 많아 력과 연계의 어려움

▪일반 기업  SCM과는 달리 참여주체의 

수익 모델과 참여 목 의 큰 차이

▪다양한 참여주체의 세성과 행  

시장행 로 조직화의 어려움

▪SCM 시스템의 핵심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정보의 D/B화와 표 화 미흡

▪성공  SCM의 불확실성에 의한 SCM 

핵심주체 선정과 기능수행 어려움

▪노지채소류의 낮은 생산자단체의 시장

지배력과 산지유통인 조직화의 어려움

기회요인(O) 요인(T)

▪SCM(공 사슬 리) 근에 한 련 

공무원, 학자 등의 정  인식 환 

▪다양한 수   가격안정 정책사업의 

추진에도 반복 인 수   가격변동

▪노지채소류 수 ‧가격안정을 한 정부 

재정지출 정책사업 한계 노출 인식 

▪농산물 유통 경쟁 계가 유통주체 간 

경쟁에서 공 사슬 간 경쟁으로 환

▪유통효율성 제고가 유통주체나 단계

보다는 체 공 사슬 근으로 환

▪SCM에 한 유통 참여자의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행  시장행  지속

▪공 사슬 체 유통주체 시장행   

유통단계별 유통구조 연계를 기본으로 

하는 농산물 SCM에 한 이해 부족 

▪농산물 수 과 가격안정을 한 기업  

SCM 근에 한 회의  시각

▪유통 참여 목 이 다른 다양한 참여

주체의 농산물 유통과 기업  근

의 차이

표 5-1.  노지채소류 SCM 시스템 구축의 SWOT 분석

2.2. SCM 시스템 구축 체계와 부문별 기본 방향

  성공적인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공급사슬 구성

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공급사슬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어야 된다. 이는 전체 공급사슬 상의 효율

적인 유통정보 공유‧교환 시스템과 유통주체‧유통단계 간 파트너십(협력‧

연계‧제휴)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주체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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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표는 전체 공급사슬의 불확실성과 불균형성을 감소시켜 수급과 가

격을 안정시키고 공급사슬 전체의 물류 효율화를 달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SCM 효과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급사슬 전체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하여 참여주체의 수익성 증대와 지속적 경영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류효율화를 통하여 공급사슬 상 중복되는 기

능이나 참여주체를 배제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전

체 공급사슬 길이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생산자‧소비자‧유

통업체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참여주체의 시장지배력 제고와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거래 및 물류패러다

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SCM 도입의 조건은 먼저 공급사슬 구성원의 자발

적 참여 및 자율적 규제이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 다른 농산물 공급사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설득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기업적 접근의 SCM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참여주체의 협력‧제휴‧연대 기반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주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과 필요 물류시설의 적재‧적소 배치와 활용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SCM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공급사슬 참

여주체의 원활한 정보공유‧교환 시스템 기반 구축 외에 전체 공급사슬 내

에서 거래 시스템‧물류 시스템‧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연계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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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성공  농산물 SCM 시스템 체계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문별 기본방향으로는 우선적으로 공

급사슬 전체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참여 구성원과 단개별 연계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급사슬 내에서의 요소흐름에 대

한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어 참여 구성원 간 상호 신뢰성이 구축되어야 

하며, 신뢰성을 바탕으로 참여주체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거래 및 상품 흐름에서는 거래물량 조절을 위한 구성원의 조직화‧

규모화, 거래제도 개선, 파트너십 구축, 정보의 신뢰성 제고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류흐름에서는 산지와 도매물류, 도매와 소매물류

의 연계성 확보,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정보 흐름에서는 전체 공급사슬 참여주체 간 정보공유 및 교환시스템 

구축, 개별‧은닉정보의 통합화와 공유, 정보의 신뢰성 제고,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품과 거래의 표준코드 정비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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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품  거래 물 류 정 보

사슬의

연속성

연계성

▪거래물량 조 과 시장 

지배력 제고를 한 사슬

구성원 규모화‧조직화 

▪단계별 거래제도 개선  

(도매거래, 수집방법 등)

▪구성원 간 력( 의)에 

의한 거래량 조  

▪운송시스템의 연속성

  ( 온운송, ULS 등)

▪일 하역 시스템(기계화)

▪산지물류의 효율화

  (운송, 하역, 물류주체)

▪도매-소매 배송물류 

시스템 구축

▪산지물류정보의 출하  

교환과 공유 시스템

▪단계별‧참여 주체 간 

장‧재고정보의 공유

▪산지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활용방안 개선

투명성

공개성

▪출하와 도매주체 간 

출하가격에 한 

신뢰성 제고 

▪산지-도매주체 간 장

재고량 정보 공유

▪참여주체 간 물류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

  (운송, 장, 재고 정보)

▪물류통계 정비  법‧

제도 개선

▪참여 주체 간 정보 공유

  (출하, 재고, 장 등)

▪단계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활용성 제고

▪물류정보 생산‧공유, 

활용도 제고

주체 간

력

연

▪물량조  력( 의)

체계 구축

▪산지-도매단계의 장‧

재고 악  정보공유 

력체계 구축

▪산지조직과 물류주체 

간 연  시스템

▪도매단계 하역 시스템의 

조직 개선

▪정보교환‧공유 력 

시스템(인 라) 구축

▪정보 공유‧교환의

  표 화 시스템

  (상품‧거래코드, 수·발주)

표 5-2.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한 부문별 기본 방향

2.3. 상품 및 거래 부문

  노지채소류 SCM 시스템 구축에서 거래와 상품 부문에서 가장 우선적인 

선결과제는 기존 개별 출하주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품목별 전국 대

표조직으로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개별 산지유통인 출하 관련 의

사결정은 도매단계 거래처와의 공급사슬 참여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개

인에 국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급사정을 정확히 고려

하지 못하고 괴리된 정보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개별 산지유통인 개개인의 출하 관련 의사결정은 종합적인 산

지 출하정보와는 큰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합 산지정보로서의 

가치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하물류 역시 개별 산지유통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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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류활동으로 비체계화된 제3자 물류, 불안정한 물류비용, 역조작 물류

(강원도 배추의 전남 해남지역 저온저장고 저장 등) 등으로 높은 물류비용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사슬 상 대부분의 거래 비중을 차지하

는 도매단계 참여주체와 수급안정이나 출하조절 관련 협력 관계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품목별 산지 출하주체의 대규모 법인

조직화를 통하여 산지 유통정보의 통합화와 공급사슬 참여주체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 및 다른 참여주체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노지채소류의 경우 출하주체 조직화는 산지 시장지배력이 가장 높은 산

지유통인의 법인 조직화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농협이나 영농

조합법인과 같은 기존 생산자단체의 경우 산지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표적인 산지 출하조절이 가능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실

정이다. 따라서 산지유통인을 조직화하여 기존 생산자단체의 산지 유통체

계 확립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산지유통의 경쟁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시

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기존 생산자단체의 산지 시장지배력은 품

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채소류의 경우 평균 약 15%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어 생산자단체만의 산지정보와 출하조절 노력만으로는 공급사슬 전

체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산지유통인 중심의 출하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산지유통인의 조직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위주의 조직형태와 품목별 전국의 대표성이 없는 소수회원 위주의 조직화, 

유사한 조직의 난립, 그리고 정부의 유통사업 지원 수혜 목적의 조직화로는 

수급안정과 물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 SCM의 산지 핵심주체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산지유통

인 조직의 현장 방문 조사 결과 대부분 산지유통인의 조직화‧법인화의 가

장 큰 목적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통사업 지원제도[구매안정자금(계약자

금) 지원 등]의 혜택을 위해 법인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

과 법인 규정대로 활동하는 회원은 당초 구성원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유련의 강원연합회의 개별 회원(회원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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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구성된 강원 C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은 35명으로 전체의 약 30% 정

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5명의 회원 중 실제 법인 규정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는 불과 1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북

과 강원 지역의 개별 산지수집상(한유련 회원)으로 구성된 S영농조합법인

의 경우 회원 수는 1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회원으로 활동하

고 있는 산지수집상은 10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산지유통인의 법

인화‧조직화를 통하여 노지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하였으

나 실제로 법인 회원의 90% 이상이 기존의 개별 산지유통인의 상행위 패턴

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SCM을 전제로 하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조직화 방향은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품목별 조합 또는 회사법인 등)으로 육성하여 법적

(농안법)‧제도적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모든 정부 사업에 대한 참

여 기회 부여와 지원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동등한 자격

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지유통인의 수익 모델을 수급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에서 수급과 가격안

정을 통하여 정상 이윤을 획득하는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인화‧조직화를 추진할 경우 산지 시장지배력, 회원 

수, 활동방법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법인조직의 회원은 대규모 물량 취급 산지유통인과 젊은 산지유통인

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필요할 것이며,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산지유통인 

수익구조의 전환에 대한 설득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 법인화‧

조직화되어 있는 산지유통인조직(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은 전국 단위로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인화‧조직화 형태는 연합회와 기업 

공동출자, 대규모 산지유통인 출자, 품목별 농협과 공동출자, 생산자와 산

지유통인 공동출자 등 다양한 법인화 형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출하주체인 개별 산지유통인의 품

목별 대표조직의 육성과 동시에 공급사슬 내 다른 참여주체의 규모화와 사

업구조의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도매단계 운영주체인 

중매인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매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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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매하는 물량의 영세성(다품목‧소량 구매)은 산지와 도매단계 간의 

효율적인 물류 연계성을 단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도매단계 도매상(중도매인, 시장도매인 포함) 중 노지채

소류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전문 도매상으로 육성하여 노지채소류를 대규

모로 수집하고 거래하는 전문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산지-도매법인-중도매

인-소매상 공급사슬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

도매인의 규모화를 통하여 노지채소류 파렛트 단위 구매를 가능하도록 하

고 분산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수집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사업 모델의 구조전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적‧제도상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 내 수급사정이나 산지 수급상황 변동에 관계없이 도매시장으로 반입

되는 반입물량의 임의 금지나 상장거절 불가능 같은 조절 기능이 거의 없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다품목‧소량 취급의 소규모 도매시장 법

인의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조정자 역할의 수행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급 이상 시 도매단계 수급조절을 위한 반입물량 조

절은 대규모 전문 도매시장 법인과 품모별 대규모 산지유통인 법인조직과

의 연계와 협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공영도매시장 

내 노지채소류(배추, 무, 양파 등)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도매시장 법

인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 도매시장 법인은 대중적

인 노지채소류 취급물량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매취 비중 확보 의무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매제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도매시장 법인의 전문화 유도와 

함께 시장도매인의 규모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장

도매인의 경우 독자적‧차별적 가격형성 기능이 미흡하여 경매제 도매시장

과 상품과 거래흐름의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물류

비용을 포함한 전체 유통비용의 절감효과나 물류효율화 정도가 효과적으

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으로 분산

물량, 수집 및 거래물량의 한계성으로 산지 출하주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

한 수급조절 또는 출하조절 능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도매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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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 은닉성과 폐쇄성으로 공급사슬 내 모든 규성원의 정보공유와 정

보망 구축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확대 발전과 경매 시장과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시장도

매인의 규모화로 수집‧분산 능력을 제고하고 산지 출하조직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규모화된 경매제 도매시장

과 시장도매인제 시장 그리고 산지의 전문 출하조직은 성공적인 SCM 시

스템 구축의 기본조건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체 공급사슬의 안정화와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산지와 도매단

계뿐만 아니라 소매단계 상인의 조직화를 통한 상활동의 규모화‧공동화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 중심 공급사슬에서 도

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구매자인 전통시장 소매상의 경우 영세상인의 개별적 

상품조달과 물류활동으로 인해 농산물의 전체 공급사슬에서 소매단계의 유

통마진율이 가장 높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소매시장 영

세상인의 조직화‧공동화‧규모화를 통한 공동구매와 공동물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매단계와의 효율적인 연계관계 형성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그림 5-2.  도매시장과 통시장의 효율  연계 모형

자료: 전창곤‧김동훈(2013). 소비지 전통시장의 주: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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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산물 공급사슬에서 산지, 도매단계, 소매단계 구성원의 법인화‧

조직화, 규모화‧공동화 조건이 충족되면 참여주체의 공동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 품목의 수급변동 시 공급사슬 참여주체의 자율적 대

응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품목별 법적 성격의 공동협력체제(예: 배추생산유

통업전국협의회 등)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별 공동협력체제

의 구성원은 공급사슬 구성원인 대규모 산지유통인 조직, 산지 생산자단체

(농협, 법인), 해당 품목의 전문 도매시장법인과 전문 중도매인 조직, 소매

시장 상인회 조직, 물류업체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품목별 협의체의 역할

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물류 부문의 조정 계획 수립, 비상계획 및 중장

기 계획 수립, 소비‧생산‧관측 홍보, 교육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SCM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산물 거래

제도 개선과 수급‧가격안정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

물 거래 거래방법 개선으로는 도매시장 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경매제 

비율 조정과 정가(수의) 매매 비율 확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지채

소류의 경우 도매시장 법인 전체 취급물량의 일정한 매취물량 비율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현행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을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전국 거점 도매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

매제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공급사슬 핵심주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거래제도 개선의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급사슬 

내 구성원의 규모화와 소매상의 조직화‧공동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

장도매인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 설립의 적정 자본금 규모 상향조

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시장도매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법

적 규정 명확화‧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물류 부문

  농산물 SCM 물류 시스템 구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류흐름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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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내 물류흐름의 문제점은 산지‧도매‧소매단계 간 물류흐름의 단절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도매-소매물류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

는 시스템 구축은 SCM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산지와 도매단계의 경우 산지 상품화 물류(선별, 포장 규격)의 연계성 

제고로 수송효율화, 하역효율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수송물

류에서 파렛트 적재를 통하여 하역기계화의 일관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 포장물류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송물류의 합리화‧효율화를 위해서는 귀로 시 공차율 감소가 중

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운송차량 

전용 화물중개소 설립‧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은 일

반 공산품 화물중개업무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농산물 운송차량 화물중개소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산지에서 단위당 화물적재 시스템

(ULS)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운송비 결정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개별‧영세업자 수송물류의 안정성 확

보와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전문 제3자 물류 활용방안과 전문 물류업체의 

진입장벽 완화 등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도매와 

소매단계의 물류개선은 영세한 소매상의 공동구매와 공동배송 물류가 선

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소매상의 상인회 중심

의 조직화를 통해 공동구매 및 공동배송이 가능한 소매시장 내 일정 규모

의 공동물류센터 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사슬 상 불안정하고 부족한 물류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산지의 경우 산지작업(수확‧선별‧포장‧상차)팀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작업팀 참여인력의 안정성 보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국

인 중심의 불안정한 작업팀 구성에서 향후 대규모 산지유통인 조직이 현지 

및 국내 인력 활용과 고용 증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와 도매시장 간 일괄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하

여 시장 내 충분한 물류작업 공간 및 시설‧장비가 확충되어야 하며, 도매시

장 내 하역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하역조직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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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소매단계의 경우 소매시장 내 상인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으

로 구매‧배송‧저장에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물류센터 설립‧운용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 거래방법 개선과 충분한 조건이 

확보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도매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함으로써 도매

시장 내 물류흐름 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료농산물 중심의 물류체계에서 가공 및 저장물류 활성화를 통한 수급

조절과 물류효율화가 필요할 것이다. 산지 가공물류는 품목별 전국적인 산

지유통인 조직과 기존 생산자단체를 통해 생산된 노지채소류의 산지가공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배추의 경우 

절임배추로 가공하면 소비지까지의 수송비는 약 50% 절감할 수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지 도매시장과 소매단계에서 산지 가공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계획도 동시에 수

립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가공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식품 소재산

업 육성대책과 연계하여 산지가공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장 물류의 경우 산지와 소비지 간 일관 저온

수송물류를 위해서 산지와 소비지에 저장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특히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의 재고‧저장 수요와 도매시장 법인의 완

충재고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산지 대규모 출하조직의 출하조절을 위한 저

온저장시설이 상호 연계되어야 수급조절과 동시에 물류효율화 목적이 달

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도매시장 내 완충재고(저장)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물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매취방법으로 확보

하는 사업모델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물류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물류관리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운

반업, 보관(저장)업, 가공업(포장 포함) 전문업체 지정, 산지 농작업반 구성

과 운용, 운송조직의 법인화 등 농산물 물류관련 모든 내용이 종합화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물류개선을 통한 농산물 물

류 부가가치의 생산자(출하자) 부담분 경감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수송물류 등에 대규모 전문 물류업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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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벽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류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는 무엇보다도 현행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의 문제점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5. 정보 시스템 부문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의 기본은 전체 공급사슬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공급사슬의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은 SCM 시

스템의 기본 요건이 된다. 가장 핵심은 공급사슬 내 모든 구성원들이 산지‧도

매‧소매단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공유와 교환은 참여 구성원 간 협력과 파트

너십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공동 

대규모 물류를 통한 물류효율화가 가능할 것이다.

  전체 공급사슬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산지의 경우 산지유통

조직(농협, 산지유통인, 법인, 저장업체 등)의 통합정보 시스템 개발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제는 현재 정부가 농산물 수급안정정책 개

선을 위해 패키징 기술개발 과제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지 통합정보에는 모든 산지유통 조직의 생산‧출하‧유통‧물류 데이터

를 망라하는 산지유통의 빅데이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산지정보의 통합화

는 역시 개별 산지유통인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지유통인의 대규모 법적‧제도적 조직화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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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도매시장 공 사슬의 통합정보 시스템

  도매단계 통합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물량반입이 Push 시스템 형

태인 경매제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채찍효과 감소를 위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

존 경매제 도매시장 내 정보단절과 채찍효과 감소를 상대적으로 시장 내 정보

단절이 없고 채찍효과가 적은 Pull 시스템 형태인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매단계 정보통합화는 무

엇보다도 먼저 소매상 조직화를 통해 개별 상인의 구매‧물류정보를 종합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지채소류의 수급불균형은 예측이나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수급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단기적 수급동기화를 통한 수급 및 가격변동 완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노지채소류의 단기적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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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교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우선 산지와 도매단계 간 단기적 수급동기화를 위해서는 규모화된  품목

별 전문 출하조직(산지유통인조직 등)과 전문 도매시장 법인 간 출하안정협의

회(가칭)의 설립을 통하여 출하 전 산지 출하정보와 도매시장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출하조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도매단계 정보는 도매시

장 법인과 중도매인을 포함한 도매시장 통합정보가 되어야 하며, 산지단계의 

정보는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 조직의 통합정보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면 2010년 배추대란 이후 가락시장 배추 전문 취급법인(D법인)

이 단골 출하자인 산지의 개별 산지유통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입수한 산

지 통합 저장정보를 개별 산지유통인에게 실시간 전달함으로써 1일 반입물량

의 조절과 가격안정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매와 소매단계의 경우 소매상 조직의 주문정보와 소비자 판매정보의 실시

간 공유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도매시장 법인과 산지 출하 조직 

간에도 실시간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매단계 정보의 산지 조직에 

대한 직접 전달 시스템도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의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으

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공유 및 교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매정보를 실시간

으로 산지 및 소매단계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내 정보 전달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도매시장 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활용 전자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함으

로써 수·발주 및 WEb-EDI를 활용한 출하예약과 실시간 출하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업체 코드 공유와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

의 경우 도매법인별 수·발주 시스템을 도입과 출하예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며, 출하자는 도매시장 법인을 선택하고 출하예약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출하예약에 따라 시장별 물량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산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발주 코드를 표준화시킴으

로써 농산물 거래코드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 록

국내외 농산물 공급사슬관리(SCM) 운용 사례 분석

1. 국내 농산물 SCM 운용 사례(농협 도매물류센터 공급사슬)

□ 개요

○ 농협중앙회의 권역별 물류센터 운영과 SCM 전략 개요 

  - 2011년 전국 5개 권역에 물류센터 8개소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물

류네트워크 및 SCM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함.

  - 수도권(안성1, 평택, 안성2), 영남권(밀양, 군위), 호남권(장성), 강원권

(횡성), 제주권 등 전국 단위에 분포해 있음.

  - 사업별로 허브(안성, 평택)와 거점물류센터(밀양, 장성, 횡성, 제주)를 

연계시키는 물류전략을 추진함.

  - 8개 물류센터 중 2013년 9월 개장한 안성농식품물류센터(대표적 DC형 

신선농산물 WET 센터)가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식품 전문 도매

물류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배송, 가공‧상품화(전처리, 소포장), 저장 기능을 수행함.

□ 농산물 조달 및 거래 시스템

○ 농산물 조달은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1년 전 연간‧월간, 상품별 판매 및 

구매계획을 받아서 품목별로 산지와의 계약재배나 산지주문으로 조달함.

  - 이에 따라 조달상품과 판매상품의 동기화가 가능하여 연중 수급불균

형에 의한 판매나 조달의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비해 도매시장의 수급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

루어지기 때문에 공급량과 수요량 간에는 항상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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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동 현상이 발

생하고 있음.

○ 상품조달은 대체로 배송일(입고일) 2일 전에 전산 자동 수·발주 시스템

으로 발주량이나 가격이 확정됨.

  - 구매상품의 등급이나 품질은 판매처의 구매계획에 의해 실행됨.

  - 대체로 중앙회나 계열사 업체의 머천다이징 특성상 전체 구매물량의 

70% 정도는 상품이며, 나머지 약 30% 수준은 중품으로 파악되고 있음.

부도 1.  농  도매물류센터의 상품조달  매체계

○ 거래 시스템 

  - 상품 조달처는 산지농협, 시‧군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

합법인이 대부분이며, 일부 소량‧구색 품목은 도매시장에서 매취를 통

해 조달함.

  - 조달방법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크게 산지농협 등과의 계약재

배(일종의 생산계약 형태)에 의한 납품과 수확 후 산지와의 계약에 의

한 구매(일종의 유통계약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구매방법은 전체 구매물량의 약 90%가 판매자와 물류센터 간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이며, 나머지 약 10% 정도

는 도매시장 가격 등으로 직접 매취를 실시함.

  - 정가‧수의매매가격의 기준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의 등급별 평균가격임.

  - 주요 배송처(판매처)는 중앙회 유통센터와 하나로클럽, 계열사 농협유



부 록  157

통, 조합의 하나로마트, 외부 업체인 대형마트‧일반유통업체 등이며, 

이 중 중앙회와 계열사 판매비중이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실 포 수 비 

앙회

유통센터 210,412 13 31.0

하나로클럽 25,499 9 3.8

기타 8,995 16 1.3

소 계 244,906 38 36.1

계열사

농 유통 198,573 35 29.3

기타 43,714 12 6.4

소 계 242,287 47 35.7

조 합

하나로마트 98,066 517 14.5

기타 16,138 79 2.4

소 계 114,204 596 16.8

외 부

형마트 43,735 3 6.4

일반유통업체 9,516 48 1.4

장 매 16,817 19 2.5

온라인 매 321 1 0.0

기타 6,797 9 1.0

소 계 77,186 80 11.4

합 계 678,583 761 100.0

부표 1.  농  도매물류센터 황(2013)

단위: 백만 원, 개소, %

주: 군위사업소와 광주사업소 실적(64,681백만원, 9.5%)이 포함됨.

자료: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분사.

  - 상품 배송은 구매처의 연간‧월간 구매계획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배송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구매한 상품과 구매처와 요구하는 상품

과는 큰 차이가 없음.

  - 물류센터의 판매가격은 구매가격에 적정 이윤과 물류비를 보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판매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158  부 록

□ 물류 시스템

○ 수·발주 관리

  - 상품 수·발주는 배송 2일 전에 전산 자동 수·발주 시스템에 의해 구매

처와 판매처에 확정하여 수주와 발주(물량과 가격)를 실시함.

○ 재고관리

  - 재고관리는 기존의 매가환원법에 의한 금액형 재고관리 기법에서 이동

평균법에 의한 수량형 재고관리와 단품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매량과 판매량(수요와 공급)의 동기화가 원활한 상태임.

○ 창고관리

  - 창고관리는 수동 위주의 인력 창고관리에서 물류 바코드, 전산 시스템

을 통한 자동 창고관리로 관리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관리비 절감이 가

능함.

  - 물류장비는 기존의 파렛트, 지게차 위주의 하역기계화 중심 장비에서 

개인용 휴대 단말기(PDA) 이용과 자동분류시스템(DAS), 전동파렛트

트럭(EPT) 등 자동 물류장비로 전환됨.

○ 운‧배송 및 입고

  - 물류센터에서 산지에 최종 입고를 통보하면 산지는 대부분 자차 또는 

지역운송업체의 임차로 물류센터까지 배송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에서 

판매처까지의 운송은 농협물류(제3자 물류)를 이용함.

  - 물류센터의 배송물류 계획은 농협물류에서 점포별 배송계획을 수립함. 

  - 콜드체인 시스템은 산지에서 출고까지 완전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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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도매물류사업 안성물류센터

수‧발주
화, 팩스발주

( 상발주, 가격 미확정) 재고 리

D-2 산 자동 수·발주

(확정 발주‧가격)

재고 리
액형 재고 리

(매가환원법)

수량형 재고 리, 단품 리

(이동평균법)

창고 리
인력 상하역,

수동 주의 창고 리

물류 바코드, 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창고 리

물류장비
렛트, 지게차 등

기 인 물류장비

DAS, EPT 등

자동화 물류장비 도입

콜드체인 상온유통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물량입고
비규격 상품, 렛트 상품

혼재 입고

렛트 단 로 표 화된

농산물 입고체계

부표 2.  기존 도매물류사업과 안성물류센터의 물류 시스템 비교

□ 유통정보 흐름

○ 상품조달 및 판매는 철저한 정보 교환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동기화가 

가능하며,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으로 유통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 산지-물류센터 정보흐름 

  ① 물류센터는 판매회원의 전년도 연간‧월별 구매계획을 고려하여, 산지

로부터 상품을 조달하는 연간‧월간 품목별 구매계획을 수립함.

  ② 물류센터의 상품 구매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계약, 유통계약 

등의 형태를 통하여 산지와 구매계획을 협의하며, 파종기 때부터 물

류센터의 구매계획과 산지의 공급계획을 조절함.

  ③ 만약 수확기 때 구매계획 대비 공급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예

상될 때 산지가 물류센터에 작황, 예상 공급량(부족량) 정보를 통보

하면 물류센터는 구매계획 조정(품목별 구매처 및 구매량 확보)과 가

격 조정을 통하여 판매계획과 구매계획을 일치시킴.

  ④ 최종 구매물량과 구매가격이 확정된 발주는 물류센터 입고 2일 전까

지 산지에 통보(물량, 가격, 품질, 물류조건 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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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판매처 정보 흐름

  ① 물류센터는 전년도 판매처별 연간‧월간 품목별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구매계획과 일치시키며, 구매계획을 판매처에 통보함.

  ② 물류센터의 구매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판매계획보다는 구매계

획을 조정하여 판매계획과 일치시킴.

  ③ 판매처는 배송 2일 전까지 최종 확정된 구매주문을 물류센터로 발주함. 

부도 2.  농  도매물류센터, 산지, 구매처 간 정보흐름 체계

2. 해외 농산물 SCM 유형

□ 제1유형(생산자 조직 유형)

○ 동일 사업유형의 생산자 조직 SCM 모델

  - 유사 품목‧부류의 탄탄하게 조직화된 생산자의 사업 조직(협동조합 

등) 중심의 전체 공급사슬관리 시스템임.

  - 유사 품목‧부류 생산자의 조직화로 사업의 규모화‧공동화를 통한 높

은 시장지배력과 우수한 브랜드관리가 이루어짐.

  - 엄격한 상품관리 시스템, 조직통제 시스템으로 구성원의 공동목표와 

비전을 확보함.



부 록  161

  - 자율적인 수급관리‧통제시스템 확보로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지속적

인 경영성과 달성이 가능함.

○ 대표적 사례

  - 프랑스 CERAFEL(브레타뉴 청과물 경제위원회)

  - 네덜란드 그리너리(네덜란드 식품원예협동조합) 등

□ 제2유형(생산‧유통 비사업자조직 유형)

○ 생산‧유통‧소비부문의 종합적 참여 조직 SCM 모델 

  -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사업 조직, 비사업 

조직 등)이 참여하여 비사업적으로 수급안정과 체계적 유통(Orderly 

Marketing) 개선 및 생산-유통-소비 조정을 주도함.

  - 비사업 조직으로서 농업 각 부문의 다양한 조직(조합, 연합체, 위원회 

등)의 참여로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함.

  - 대체로 프로모션(상품홍보, 소비홍보 등), 프로젝트 컨설팅, 생산‧유통

부문 교육사업, 정부 자문사업 등을 수행함.

○ 대표적 사례

  - 프랑스 INTERFEL(원예농산물생산‧유통사업자연합)

  - 네덜란드 LTO Noord(Dutch Federation of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2.1. 생산자조직 유형 SCM

2.1.1. 프랑스 CERAFEL(Comite Economique Agricole Regional "Fruits 

et Legumes" de  Bretagne)

□ 설립 및 구성

○ 브레타뉴 지역은 프랑스의 서북부 해안지역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채

소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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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산물은 꽃배추, 브로커리, 토마토, 치커리, 양상추, 당근, 양배추, 양

파, 아트리쇼, 대파, 호박, 로마네스코, 버섯 등이며, 이 중 꽃배추, 토

마토, 브로커리 등은 프랑스 제1의 주산지임.

  - 브레타뉴 지역 채소 생산량의 80%, 프랑스 채소 생산량의 40%를 담

당하고 있음.

○ 브레타뉴 지역의 농산물 거래형태와 생산자조합 설립

  - 1960년대까지의 농산물 판매형태는 대부분 중개상, 산지수집상에게 

판매하는 형태였음.

  - 1960년대 후반 프랑스 채소가 과잉생산기조로 전환됨으로써 수급 및 

시장가격이 불안정해졌으며, 농가가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환

되었음.

  - 농가는 수급안정과 제값 수취를 위하여 생산자조합(법인)을 조직하게 

되고 쌩폴레옹 지방에서 최초로 조합이 산지경매장 시설을 건설‧운영함. 

  - 각 조합은 각각 개별 브랜드를 지닌 판매 전략으로 경쟁적 관계를 형

성함으로서 시장지배력 약화 현상을 초래함.

  - 생폴레옹 지방의 5개의 조합이 연합하여 3개의 경매장을 건설‧운영하

고 Prince de Bretagne(브레타뉴 왕자)라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함.

○ 브레타뉴 청과물 경제위원회(사업운영주체 CERAFEL) 설립

  - 1965년 채소 주산지의 생산자 조직을 체계화하고 국내 수요 확대 및 

수출시장의 개척을 위해 5개 조합으로 브레타뉴 청과물경제위원회를 설

립하였음.(프랑스 전역에 5개의 지역별 경제위원회 설립)

  - 현재 채소 주산지인 브레타뉴 지역의 11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핵

심조합은 초기 설립멤버인 생폴레옹 지역의 4개 조합이 주도하고 있음.

  - 현재 CERAFEL의 지역 범위는 프랑스 서북부 해안지역 약 350㎞에 

걸쳐 있으며, 약 70,000ha에 4,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음.

  - CERAFEL 조합회원이 생산하여 공동선과장에서 상품화하고 공동 브

랜드를 사용한 상품은 전체 약 55%가 국내시장, 45%가 EU 시장에 수

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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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상품화

◦ 45개의 선과장을 중심으로 25개 채소 품목의 상품화 

  - 선과장은 CERAFEL 설립 전에는 120여개가 있었으나 설립 후 조합 

소유로 45개로 정리되었음.

  - 선과장 1개의 연간 평균 처리규모는 약 20,000톤 정도임.

  - 선별기준은 45개 선과장 모두 품목별로 동일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

고 있으며, 품질규격은 EU규격보다 강화된 CERAFEL 규격을 적용하

고 있음.

  - 선별 후에는 유통 중 품질손상과 상품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저온저

장고에 1일 정도 보관한 후 판매함.

  - 선별과정에서 EU 및 CERAFEL 품질규격에 탈락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10% 정도이며, 탈락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현지에서 폐기처분되고 

있으나 일부는 계약을 통해 가공회사 등에 판매되고 있음.

○ 시장지배력과 자체 공판장 운영을 통한 현장 판매 전략 

  - 생산된 농산물의 대부분은 CERAFEL의 3개 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3개의 공판장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어 판매됨.

  - 저온저장고에는 1컨테이너(25팔레트) 단위로 보관하고 상품정보가 경

매장으로 전송되어 경매는 실물을 보지 않고 전광판 정보로 실시함.

  - 경매참여자는 CERAFEL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은행보증금을 납

부가 필요하며, 경매참여자는 대부분 수출업자나 유통업자들로 구성됨.

  - 출하는 철저한 공동계산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자의 수수

료는 총매출액의 3.5%를 CERAFEL에 납부되고 있음.



164  부 록

부도 3.  CERAFEL의 농산물( 랜드) 공 사슬 구조

□ 공급물량 조절기능 및 역할

○ 주요 기능

  - 시장관리, 마케팅전략 수립, 시장분석, 기술 분야, 연구 분야, 교육활동 

등임.

○ 조직력과 규모화에 기초한 자율적 공급물량 및 가격관리 시스템

  - 참여조합원 생산농산물의 전량 조합공판장 의무출하 원칙 등 철저한 

공동 전략을 고수하고 있음.

  - 경매장 최저낙찰가격 결정으로 생산농가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판매

가격을 보장하며, 수급사정 및 작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전체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매일 경매물량과 저장물량을 결정하며, 항

상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경매가격이 형성되도록 결정함.

  - CERAFEL은 철저한 조직화와 규모화에 기초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

로 일정 수준의 공급물량 조절과 합리적 가격수준 유지가 가능함. 

  - 적정 공급물량 관리를 위해 공급과잉 시에는 산지폐기, 계약 가공공장 

원료 활용, 저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EU규격보다 엄격한 CERAFEL 자체규격을 준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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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시장 관리: EU 지역 내 주요 수출시장에서 CERAFEL 상품의 경

쟁력, 소비자 선호도 및 인지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시

장개척 및 시장 확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공동 브랜드화 목적, 비전, 규칙준수에 대한 참여자의 일체감을 공유함.

  - 참여 조합원의 브랜드 마케팅 규칙 준수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고조시킴.

○ 마케팅전략 수립

  - 국별 수출시장 전문가, 지역별 홍보담당자, 생산 및 소비분석 담당자, 

시장조사 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전람회 참석 및 새로운 포장개발 

담당자, 판매‧소비 담당자로 구성된 마케팅전략팀을 구성‧운영함.

  - 수출시장 관리: 수출시장 바이어와 유통업체를 초청하여 상품설명회 

및 시식회 개최, 수출시장 니즈 파악, 상품생산 방향 지도 등을 실시함.

  - 상품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함.

  - 이노베이션 행사: CERAFEL 소속 연구소(육종 및 바이오 연구소 등)

의 실험실 실험결과 발표(팜플렛 등), 실험결과에 대한 소비자 반응 분

석 및 테스트, 신상품 소비자 시식회 개최 및 결과 분석 홍보 등을 실

시함.

  - 점포에 대한 새로운 포장방법 및 규격품 발송과 반응 분석을 실시함.  

  - 어린이 광고를 통한 미래 잠재적 수요자 확보 전략을 수립함.

○ 시장분석

  -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CERAFEL과의 경쟁업체 및 일반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경쟁업체와 다른 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품질관리

  - 품질관리는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을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품질 개선에 

대한 해외시장 적응 테스트 등을 실시함.

○ 연구사업

  - 산하조직인 채소바이오연구소, 육종연구소 등을 통하여 신품종 중심의 

신상품을 개발하고 신상품의 국내외 시장 테스트를 실시한 후 농가에 

보급함.

  - 그 외 토양실험, 생태실험, 저장실험, 유기농실험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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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

  - 주요 구매업체 구매 및 판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상품특성 및 CERAFEL 

홍보, 판매기법, 머천다이징 분야 관련 교육을 실시함.

○ CERAFEL 조직

  - 임직원은 전체 약 50여명이며, 이 중 약 30여명은 산하 연구소, 20여명

은 본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마케팅전략을 담당하고 있음.

  - 조직은 회장,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됨.

  - 주요 임무는 생산, 상품화, 판매, 수출, 홍보 등 본연의 임무 외에도 

EU, 프랑스 중앙정부 로비활동, 법안 개정 활동 등임.

  - 운영은 경매 시 경매참가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농가 조합비로 운영됨.

2.1.2. 네덜란드 원예협동조합 판매회사(The Greenery International B.V.)

□ 그리너리 농협(the Cooperatie The Greenery UA)과 판매회사(자회사) 

The Greenery BV 설립

○ 그리너리 농협과 전문판매회사 설립배경 

  - 1903년 네덜란드에서는 중간도매상의 시장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매농협을 결성하여 1980년대까지 지속적 성장을 보임. 

  - 1934년에 경매법인 제정되어 청과물은 경매를 통해 거래되도록 함.

  - 1990년대에는 시설채소의 90%, 과일의 약 80%, 노지채소의 50% 정도

가 경매농협을 통해 거래되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산지와의 직

거래 확대, 소비자의 선호도와 수요변화로 경매농협 대응방식의 한계

가 노출됨.

  - 1980년대 경매농협의 주요 한계점으로 경매장 경유로 인한 물류비 증

가, 가격의 불확실성과 거래 협상력 부재,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대한 

정보 부족, 시장지향적 품질차별화 동기유발 부족, 대형유통업체에 대

한 상품과 물량의 안정적 공급능력 부족 등이 나타남.



부 록  167

  - 1980년대 55개의 경매농협은 1995년 20개로 감소되었으며, 많은 농가

들이 경매농협을 이탈하여 독자적인 생산자단체나 협동조합을 결성하

여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확대함.

  -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1996년 전국 20개 경매농협 중 9개 농협이 

합병하여 원예협동조합(Voedings Tuinbouw Nederand: VTN)을 설립

하고 판매 중심의 자회사인 그리너리 유한회사(The Greenery BV)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새로운 경영모델을 도입하였음.

  - 1998년 국내외 도매회사 인수(네덜란드 최대 도매회사 Van Dijk Delft 

Group, 영국 Perkins Fresh Produce사의 네덜란드와 전산망 통합)를 통

하여 시장지배력과 판매력을 제고시킴.

  - 2006년 농협 명칭을 기존의 네덜란드 원예농협(Voedings Tuinbouw 

Nederland: VTN)에서 the cooperatie The Greenery UA로 변경하고 4

개의 독립법인(Greenery UK BV, Greenery Nederland BV, Greenery 

International BV, Greeenery BV)을 1개 법인으로 통합하였음.

  - 현재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17개 자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31개의 자회

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고용인원은 2,500여명(자회사 포함)임.

□ 그리너리 경영전략과 특성

○ 그리너리 농협의 전문 판매회사인 The Greenery BV는 그리너리 농협

에 의해 출자된 유한회사로 유럽 최대의 청과도매회사임.

  - 그리너리 농협은 조합원이 자회사(그리너리 BV)를 소유하는 구조임.

  - 자회사 그리너리 BV는 판매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소유와 경영 분

리로 소유는 농협이며,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현재 해외 60여 개국의 거래망을 확보하고 1,350개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어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함.

  - 그리너리 농협의 직원 수는 1,700명(자회사 제외) 이상임.

  - 거점시장으로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5대 대형유통업체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EU 전 지역에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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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4.  그리 리 농 과 매 자회사의 조직체계

○ 경제사업 규모

  - 그리너리 농협의 매출액은 약 13억 유로(2013)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과일 및 채소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 매출액 비중은 네덜란드가 54.6%이며, 나머지는 전 EU 지역임.

구 분
2012 2013

 액 비  액 비 

과일  채소 1,308,925 93.7 1,203,878 93.1

서비스  기타 수익 88,537 6.3 88,734 6.9

합 계 1,397,462 100.0 1,292,612 100.0

부표 3.  그리 리 농 의 매출액 황

단위: 천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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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 2013

 액 비  액 비 

네덜란드 635,508 45.5 705,456 54.6

독일 212,019 15.2 149,633 11.6

국 159,256 11.4 98,150 7.6

3개국 외 유럽국가 293,896 21.0 262,487 20.3

유럽국 외 세계국가 96,783 6.9 76,886 5.9

합 계 1,397,462 100.0 1,292,612 100.0

부표 4.  그리 리 농 의 국가별 매출액 황

단위: 천 유로, %

○ 경영전략 특성

  - 합병과 인수를 통하여 사업규모화(민간 대규모도매회사, 수출회사 인

수‧합병)와 시장지배력을 확대함.

  - 자회사에 의한 경제사업 전문화와 기업경영방식의 책임경영체제를 실

시하고 있음.

  - 취급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함.

  - 차별화된 유통전략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시스템을 구축함.

  - 소비자 니즈 충족을 위한 전사적 품질관리시스템을 확립함.

  - 엄격한 품질규정과 품질인증을 획득함.

  - 그리너리 브랜드 ‘The Greenery’의 전사적 브랜드마케팅 전략을 수립함.

  

□ 그리너리의 차별화 유통체계와 수급‧가격안정 시스템

○ 상품공급체계와 차별화 유통체계(그린다이렉트)

  - 농장기준 약 1,200명의 생산자(조합원)가 채소, 과일, 버섯 등을 판매회

사인 BV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650명 정도의 농가와는 독점계약

으로 청과물을 공급받고 있음.

  - 그리너리만의 차별화된 유통 시스템으로 ‘그린다이렉트(Greendirect)’

라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급망 확보, 생산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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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소비까지 정보의 흐름을 공유하고 통제 가능한 정보망과 물류체계

를 구축함.

  - 특히 인수한 도매회사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유럽시장의 고객 주문정보 

및 수출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 인터넷 네트워크(Greendirect)를 통한 수급조절 시스템

  - 그린다이렉트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조합원-그리너리BV(판매회사)-고

객 간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수급조절 시스템임.

  - 조합원은 그리너리에 연간‧월간‧주간별 농산물 예상 생산량을 통보하

며, 그리너리는 조합원에게 고객의 수요와 주문정보, 물류계획, 시장동

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 공급량과 고객의 수요량을 동기화시

키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함.

  - 이 같은 조합원의 공급량과 고객의 수요량 조절이 가능한 것은 사업량

의 규모화와 공동화를 통한 높은 시장지배력과 공급자인 조합원과 판

매회사인 그리너리 BV 그리고 고객 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됨.

○ 상품관리

  - 모든 조합원은 유럽 GAP 인증, 모든 유통시설은 HACCP 등 각종 품

질인증과 이력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

  - 상품 등급별 가격차별화(수출용 1등급과 내수용 2등급)로 품질경쟁 시

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그리너리 품질관리사들

이 농장과 물류센터를 순회하는 품질지도 시스템을 운용함.

  - 등급, 품질, 규격, 안정성, 병충해, 신선도 등은 생산자 책임하에 관리

되고 있음.

□ BV의 판매사업 방식과 물류효율화

○ 그리너리는 생산자조합과 판매회사(그리너리 BV)로 구성된 이원화 구

조로 기업형 경영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조화시키는 구조이며, 판매회

사인 그리너리 BV는 전문 경영인의 기업형 경영관리로 상품화,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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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수출 등 생산 외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청과물 판매사업 방식은 대부분 계약중계 판매 방식, 매취판매 방식,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중 경매 방식은 전체 물량의 약 

5% 정도임.

○ 계약중계 방식

  - 그리너리 판매 담당자의 알선으로 생산자와 구매자가 만나 관련 정보

(물량, 품질, 규격, 배송 등)를 교환하여 거래 합의가 이루어짐.

  - 거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리너리와 구매자 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가

격결정은 그리너리에 위임되어 그리너리와 구매자 간에 합의로 결정됨.

  - 그리너리는 생산자와 구매자로부터 각각 3%와 6%의 수수료를 수취함.

  - 전체 취급물량의 약 70% 정도가 계약중개로 대부분 유통업체에 판매

되고 있음.

○ 경매 방식

  - 그리너리는 전체 취급물량의 약 5% 정도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5개의 

경매장)하고 있음.

  - 경매거래를 원하는 구매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너리는 최저 의

무상장률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경매 방식은 경매시계를 이용한 네덜란드식 경매(최고가 → 최저가)이

며, 그리너리는 경매거래의 안정화와 가격보장을 위하여 최저가를 설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경매 시 생산자 부담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8% 수준임.

○ 매취사업

  - 고객의 수요에 비해 조합원의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수급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부족분을 비조합원이나 해외시장으로부터 매취하여 공

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물류효율화

  - 네덜란드 전역에 있는 그리너리 유통센터에서 선별‧포장, 상품화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매장을 포함하여 모든 체인으로 배송이 가능함.

  - 물류효율화를 위해 육로수송과 항공수송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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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송은 전문 물류회사(Dijco)와 독점계약(제3자물류)으로 수행되고 

있음. 또한 공급사슬상 물류흐름의 최적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대부분 수출의 경우 항공화물 파트너인 Blue Sky Cargo와 공동으로 

전 세계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 그리너리는 지속가능한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연료사용 절감기술 개발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유해물질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예: 차량 측면 날개 사용을 통해 공기역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

송트럭을 만들기 위해 Delft 공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시키고

자 하고 있음.

2.2. 생산‧유통 비사업자조직 유형 SCM

2.2.1. 프랑스 Interfel(원예농산물 생산유통사업자연합)

□ 개요

○ 인터펠은 1976년 신선 과일 및 채소 생산 및 유통사업자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연합단체로서 프랑스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생산자단체임.

  - 신선 청과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의 거래에 대한 기능을 수행

하며, 1996년 11월 21일 유럽연합(EU)로부터 관련 법규에 의해 대표

성을 인정받음.

○ 주요 역할

  -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관계 조정

  - 소비자의 소비촉진 활동

  - 다양하고 균형 있는 농식품 소비를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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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현황

○ 인터펠은 과일과 채소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8개의 전문 협회를 조직하

여 운영하고 있음.

  - 4개의 생산자 관련 단체와 4개의 유통 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 형평성을 강조하여 생산 관련 단체와 유통 관련 단체 간 표결의 50:50

을 유지하고 있음.

생산 단체(50%) 유통 단체(50%)

FNPF

(과일 생산자 연합)

ANEEFEL

(채소  과일 산지유통인 회)

LEGUMES DE FRANCE

(채소 생산자 연합)

UNCGFL

(과일  채소 도매사업자 연합)

FELCOOP

(과일, 채소, 화훼 동조합)

UNFD

(과일  채소 소매사업자 연합)

GEFel

(과일  채소 경제 연합)

FCD

( 형유통업체 연합)

부표 5.  인터펠의 생산  유통 부문 구성 단체

○ 주요 구성원

  - 인터펠은 특정 품목이 아닌 전반적인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

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효

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정책에는 관여하지 않음.

  - 생산과 유통 부문을 조화시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생산자, 도매상, 유통업자 간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촉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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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5.  인터펠 기능을 한 주요 구성원

○ 재정

  - 인터펠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국가 지원 25%, 회원들에 의한 자발적인 

회비 75%로 조달하고 있음. 

  - 인터펠의 2014년 추정 예산은 약 9,700만 유로이며, 회비의 수준은 사

업자 간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정부에 의해 확정됨.

  - 재정 지출 비중은 홍보활동 75%, 경제활동 4%, 건강 및 정보기구 운

영 18%, 운영비 3%임.

○ 마케팅 활동

  - 소비촉진 활동: 시장 분석, 소비촉진전략 수립 등

  - 광고활동: TV, 영화, 동영상, 벽보, 광고 등

  - 영양 및 건강관리사 네트워크 구축

  - 소비자 정보제공: 품질, 안전, 영양 요리 등

  - 기자 및 언론관리 네트워크



부 록  175

2.2.2. 네덜란드 LTO Noord(Dutch Federation of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 개요

○ LTO는 농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EU와 정보교류를 활

발히 수행하고 있음.

○ 네덜란드 12개 지역(province) 21,000 농가를 회원으로 하며, 전체 농가

의 65%를 대표하고 있음.

○ 세계농업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

고 있는 규모화된 조직임.

□ 운영 현황

○ 정부와는 독립적인 단체이며, 회원농가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역할

  - 농가 간 갈등 조정

  - 농가의 경제적 이익 촉진

  - 교육 및 홍보활동 실시

○ 농산물의 가격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고 농가에 시장 관련 정보를 지속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심한 가격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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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6.  네덜란드 농가연맹과 생산자 동조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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