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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효율적인 시장거래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격화 과정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중간물류의 효율화와 편의성 도모를 위한 물류 기

기, 장비 등의 물류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정책을 추진하고 물류 표

준화 사업도 추진하여 농산물의 포장화율과 표준규격 출하율이 증가하고 팰릿 출

하율과 하역기계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농산물의 상품 표준화와 물류 

표준화는 특히 주류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과정부터 상품화, 유통물류, 저장, 가공, 소매 전 과정에 걸

쳐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인, 정보체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

과 유통, 가공, 소비 등 공급 체인에 대한 정보 코드와 정보전달 체계가 단절되어 

관련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현행 농산물 규격 표준화와 물류 표준화 실태를 심층 조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포장 규격화 및 물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

장, 물류 및 이력추적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물류 효율을 증진하고, 얼굴 있는 농산

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추진과정에서 도움을 준 품목 주산지 담당자와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감사

드리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준 유통관계자와 전문가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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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목적

○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품종, 자연조건, 생산기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산되어 생산물의 크기, 모양, 품질 등이 고르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이

에 효율적인 농산물 시장거래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격화 과

정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중간물류의 효율화와 편의성 도모를 

위한 물류 기기, 장비 등의 물류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준규격화 정책을 추진

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 적재함, 팰릿 화물 적재기준 등 

물류표준규격을 만들고 표준 팰릿 공동이용제도(Pallet Pool System), 물

류 정보 표준화, 국제표준화 등 국가 물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팰릿 출하율은 

2017년 21.5%에 머물고 있으며, 청과물의 50% 이상이 유통되는 도매시장

의 하역기계화율은 2017년 2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매시장은 산지조

직의 출하여건 미비, 물류 효율화에 대한 인식 부족, 도매시장의 하역기계

화 여건 미비(시설 및 보관 관리 등)로 인해 팰릿 출하 및 하역기계화가 부

진한 실정이다.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생산과정에서부터 상품화, 유통물류, 저장, 

가공, 소매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인, 정보체계에 대한 요구

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과 유통, 가공, 소비 등 공급 체인에 대한 정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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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코드와 정보전달 체계가 단절되어 관련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농산물 규격 표준화와 물류 표준화 실태를 심층조

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포장 규격화 및 물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또한, 포장, 물류 및 이력추적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물류 효율을 증진하고 얼굴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으로 구분되며, 정성분석으로는 선행연구,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계량

모형 분석, 전문가 원고위탁과 연구협의회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상공회의

소, 농협중앙회,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 주요 도매시장 농산물 표준화 실태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품목별 경매사

(87명), 주 취급 중도매인(190명)을 대상으로 도매시장에서의 품목별 주 

출하 단위, 출하 형태, 과대포장 및 허위표시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등

급 및 크기 규격, 팰릿 출하비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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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접조사는 산지조직(부산 대저농협, 부여 세도농협, 대관령 원예농

협, 합천 동부농협, 제주 원예협동조합, 농협중앙회 등), 유통인(농산무역, 

합천유통, 제주 농협공판장 등), 도매시장(품목별 경매사 및 중도매인), 대

형유통업체(이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등)를 수시로 방문하여 심층면접조

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 및 유통주체, 대형유통업체, 연구기관, 대학교의 전

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 정량분석으로는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분석

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내부자료와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바

탕으로 품목별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현재의 출하 포장규격 형태에서 팰

릿으로 출하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절감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물류비 절감 효과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농식품의 표준화 정책은 크게 표준규격화와 물류 표준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곡물과 

수출농산물의 수매 중심의 국정검사 규격만이 이루어졌으며, 1970~1980년

대에 들어서는 농협의 자체 표준규격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상업농 전환과 

공영도매시장 등장 후 1992년 표준규격화 업무가 농협에서 정부(농산물

품질관리원)로 이관하고 포장 규격화와 등급 규격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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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7~1998년에는 농산물 포장규격을 국가 물류 표준화 규격에 맞

게 개편하고, 한국산업규격의 수송 포장계열 치수 모듈에 맞게 팰릿 표준

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등급규격을 소비자 지향적, 전자

상거래 등 거래방법의 다양화 추세에 부합하는 품질기준 정비와 소포장 규

격을 제정하게 되었다.

○ 표준규격화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나뉜다. 포장규격은 물류 표준화

와 부합하도록 거래 단위, 포장 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등으

로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현재 119개 품목의 거래 단위, 115

개 포장 치수, 7종의 포장재, 7종의 표시사항이 있으며, 수송 포장계열 치

수는 2개의 표준 팰릿(1,100×1,100㎜, 1,200×1,000㎜)에 각각 69개와 40

개의 치수가 있다. 포장재(골판지상자) 종류는 6가지 형식(홈판형, 씌운형, 

접는형, 미닫이형, 고정형, 호부조립형)에 따라 총 36개 종류로 나뉜다.

○ 표준규격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업을 들 수 있으며,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 농산물을 공동

선별할 경우, 일정 비율의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 물류 표준화 사업은 1995년 8월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물류 표준화 

정책이 시달되면서 추진되었고, 199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농림부)되

어,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후 2003년 2월 참여정부 대

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2010년 산지유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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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계 개편에 따라 물류 표준화와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이 단일 세부사

업으로 통합되었다. 

○ 물류 표준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는 물류 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대

표적이며,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

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이 물류 기기를 이용하여 농산

물을 출하할 경우, 이용료(VAT 포함)의 60%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 배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감귤 등 5개 품목의 유통실태 및 설문조

사 결과, 물류 표준화 부문에서는 산지 출하조직의 조직·규모화 미흡으로 

물류 효율성 저하, 가락동 도매시장으로의 물량 집중현상 심화, 농산물 물

류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물류표준과 불일치한 포장규격(포장 용기·포장

재·포장 형태), 물류 활동 수행 주체의 특성에 따른 비효율성, 물류의 계절

성에 따른 전문 물류 기업의 농산물 물류 산업 진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 위험성에 따른 물류 표준화의 어려움, 포장규격 간 포장 치수의 

불일치, 산지 출하 주체별 임의 규격 출하 설정에 따른 비효율성, 표준코드

의 불일치 및 연계 활용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상품 표준화 부문에서는 등급규격과 크기 규격 표시상의 불일치, 품종과 

품질의 다양성에 따른 획일적 등급규격 적용의 어려움, 동일 품목의 이중

포장에 따른 유통비용 증대, 브랜드 중심의 포장표시로 포장 규격화의 신

뢰도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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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산물 표준코드 부문에서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코드 분류, 표

준품목 코드의 개정 지연, 정확한 표준품목 코드의 적용 한계, 표준품목 코

드의 자동인식 불가, 국제 표준코드 GS1 GPC의 국내농산물 코드의 낮은 

수용률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한편, 배추, 방울토마토, 딸기, 감귤 등 4개 품목을 현재의 출하 포장규격 

형태에서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물류

비보다 4.2~15.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 유통실태 및 물류 표준화 실태, 농산물 표준코드 활

용 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

시하였다. 먼저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산지유통센터(APC) 및 영농

조합법인을 통한 공동선별 확대, 농산물 물류 관련 인프라 확대, 팰릿 단위 

거래방식 확대를 위한 산지 지원, 농산물 전문 수송체계 구축, 물류 정보수

집을 위한 농산물 상품 코드의 정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농산물 표준규격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단순화, 농산물 등급표

준에 대한 교육 강화, 농산물 포장의 개선, 농산물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강

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물류 표준화를 위한 GS1 표준 적용

방안으로는 기존 물류 환경과의 Hybrid 물류 시스템 도입, 농식품 코드와 

GS1 코드의 공존, 조합 단위 표준코드 공유, 대규모 코드 사업자 중심 코드 

활용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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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and Standard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Current State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Research Backgroun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is their size, shape, or 

quality is not uniform because their production depends on various factors, 

for example, cultivar, natural conditions, and production technology, unlike 

industrial products. For efficient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market, it is required to implement standardized processes and logistics, for 

example, standardized logistics equipment and machines for efficient 

logistics services and convenience. 

To this end, the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made the 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enforce the standardized specification policy, and the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the 

standard logistics specifications for cargo compartments, and cargo pallet 

loading standards, and promotes national logistics standardization, for 

example, the Pallet Pool System, logistics information standardiz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Despite the efforts, the agricultural products displayed on pallets and 

marketed in the Garakdong Wholesale Market still account for 21.5% in 

2017, and the ratio of using unloading machines in the wholesale market 

where 50% of fruits are traded is still 20.5% in 2017. The wholesale market 

experiences slow progress of using pallets and unloading machines becaus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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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rketing conditions unfavored by production organizations, poor 

recognition of efficient logistics, and conditions (facilities, storage, and 

management) unprepared for using unloading machines in the wholesale 

market. 

As people have more income contributing to higher demands for safe 

food supply chains and information systems in the whole process of 

production, packaging, distribution, storage, processing and retail, there is 

an urgent need to build a system address the issue of the information codes 

isolated from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for the supply chain including 

production, distribution, processing and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currently standardized 

agricultural product specifications and logistics to suggest a strategy for 

packaging specifications and efficient logistics for farming products. 

Moreover, it seeks to suggest a strategy for enhancing connectivity between 

packaging, logistics, and history tracking to implement more efficient 

logistics and build a trustworthy distribution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is composed of qualitative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qual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concerning prior studies, related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surveys with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econometric model analysis, experts’ articles, and data from 

research conferences.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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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data from the NAQS, KAFTC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Seoul Agro-Fisheries & Food Corporation, MAFRA,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Nonghyup,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For analyzing current standard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major 

wholesale markets, a survey with questionnaires was carried out with 87 

auctioneers, 190 intermediate wholesalers mainly for analyzed categories 

about marketing units of each group, marketing type, exaggerated 

packaging and false marking, observance of standard specifications, grade 

and size specifications, display on pallets, and views about government 

policies. 

Researchers of this study often visited local organizations (Daejeo 

Nonghyup in Busan, Sedo Nonghyup in Buyeo, Wonye Nonghyup in 

Daegwallyeong, Dongbu Nonghyup in Hapcheon, Jeju Horticulture 

Cooperative, and Nonghyup office), distributers (Nongsan Trading, 

Hapcheon Marketing, Jeju Nonghyup Store), wholesale markets 

(auctioneers and intermediate wholesalers for each item), large-scale 

distributors (E-mart, Nonghyup Hanaro Mart)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Moreover, an expert advisory committee was organized to have expert 

members from wholesale market owners, distribution enterprises, 

large-scale distributor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to listen to 

various opinions and reflect them in the research results.

The quant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effect on each 

item based on the data of Seoul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nd the methodology of prior studies to analyze the impact of de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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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by standardized agricultural product logistics and goods. The effect of 

reduced logistics cost was also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additional fees 

and the reduced expense from a change in marketing from current packaged 

specifications to pallet type marketing. 

Findings

The standardization policy for agri-food is classified into standard 

specifications and standard logistics policies. First, concerning the standard 

specification policy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national inspection 

specification focusing on grains and purchase of exported agricultural 

products was used, and Nonghyup implemented its standard specification 

projects between the 1970s and 1980s. After a switch to commercial 

farming and appearance of public wholesale markets, the task of standard 

specifications was transferred from Nonghyup to the central government 

(NAQS) in 1992 to promote both packaging specifications and grade 

specifications. Between 1997 and 1998, the specifications for packaging 

agricultural products were restructured to comply with the national 

specifications for standardized domestic logistics, and employ pallet 

standardization ideal for the modules of transportation and packaging 

dimensions complying with the 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After 

2000, quality standards upgraded, and the small packaging specifications 

were established to meet diversified trends of trade, for example, 

consumer-oriented and e-transactions for grade specifications. 

The standard specifications are composed of packaging specifications 

and grade specifications. The packaging specifications specify mar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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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rade units, packaging dimensions, packaging materials, 

packaging methods, and packaging design. As of 2019, compulsory 

markings include trade units for 119 items, 115 packing dimensions, seven 

types of packaging materials, and seven types of markings. Two standard 

pallets for transportation packaging dimensions (1,100×1,100㎜, 

1,200×1,000㎜) are made to comply with 69 and 40 sizes, respectively. The 

packaging materials (corrugated cardboard box) are composed of 36 types 

depending on six types (slotted, bending, slider, fixed, ready-glued types). 

An exemplary political means for standard specifications includes the 

joint marketing support for agricultural products (joint sorting cost). This is 

a program for granting a given amount of national funds when Nonghyup 

members, producer organizations of supported items, agricultural 

corporations, public wholesale markets, or local distributors registered with 

Nonghyup stores conduct joint sorting of farm products. 

A logistics standardization project was undertaken whil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Team promoted logistics standardization in 

August 1995. It became a new project in 1997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o be selected as one of 100 tasks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become one of the public commitments by 

the president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February 2003. The 

logistics standardization project was integrated with the joint marketing 

project for standard specifications as a single project, as the local 

distribution project system was reorganized in 2010. 

An exemplary political means for logistics standardization is the project 

for encouraging people to implement joint use of logistics equipment. It is a 

program for granting 60% of the fee (including VAT) from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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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s when Nonghyup members, producer organizations of supported 

items, agricultural corporations, public wholesale markets or local 

distributors registered with Nonghyup stores use logistics machines to 

market agricultural products. 

The investigation of the distribution and the survey with questionnaires 

for five items, including Chinese cabbages, cherry tomatoes, capsicum, 

strawberries, and mandarines show the following issues: 

 In the logistics standardization sector, no organized or ideal scale 

of marketing organizations in production areas contributing to 

lower logistics efficiency

 Excessive concentration of products in the Garakdong Wholesale 

Market

 Insufficient infrastructure built for agricultural product logistics

 Packaging specifications inconsistent with the logistics standards

 Inefficiency due to features of parties involved in the logistics 

standard (packaging container, packaging material, packaging 

type)

 Inefficiency due to the nature of logistics subject

 Difficulty experienced by specialized logistics enterprises in 

entering the agricultural product logistics industry due to 

seasonal logistics fluctuation

 Difficulty in standardizing logistics due to higher risks of 

logistic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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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nsistency of packaging dimensions between packaging 

specifications

 Inefficiency due to arbitrary setup of marketing specifications by 

each marketer in production areas

 Inconsistent standard codes and difficulty in using them 

Problems of standard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clude the following: 

 Inconsistency between grade specifications and size specification 

markings

 Difficulty in applying unified grade specifications due to 

different varieties and diverse quality

 Distribution costs increased due to double packaging for the 

same types

 Low trust in packaging specifications by packaging markings 

focusing on brands. 

Problems of standard code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clude the following: 

 Code classification not observed in the field

 Delay of revising standard item codes

 Limited application of strict standard item codes

 No automatic recognition of standard item codes

 Low acceptanc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de GS1 GPC for 

agricultural product codes in Korea. 



xvi

Meanwhile, the cost reduction effect was analyzed about switching from 

current packaging specifications to pallet marketing for four items of 

Chinese cabbages, cherry tomatoes, strawberries, and mandarines to 

estimate 4.2~15.1% smaller than the current logistics cos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asks to address problems found out 

after examining current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standardized 

logistics, and the use of standard agricultural product codes. First, required 

duties include the following: 

 Conduct more joint sorting through the 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and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for efficient agricultural product logistics

 Build more infrastructure for agricultural product logistics

 Support production areas for encouraging trades based on pallet 

units

 Restructure the agricultural product codes for collecting logistics 

information. 

For standard agricultural product specifications, the suggested tasks 

include the following: 

 Simplify the standard agricultural product specifications

 Provide training about standard agricultural product grades 

 Improve agricultural product packaging

 Give stricter punishment for the false marking of farm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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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pplying GS1 to implement global logistics standardization, a 

strategy is suggested to introduce a hybrid logistics system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logistics environment, use both the agri-food codes and GSI 

codes, share standard codes based on each association, and use the codes 

mainly for large-scale code businesses. 

Researchers: Kim Byungryul, Song Seonghwan, Joo Jaechang, Ha suan, Jeon Changgon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0.

E-mail address: br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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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필요성

농산물은 제조과정이 기계화, 정형화되어 있는 공산품과 달리 품종, 자연조건, 

생산기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산되어 생산물의 크기, 모양, 품질 등이 고르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효율적인 농산물 시장거래를 위해서는 생산된 농산물

의 상품화 과정에서 출하 농산물, 즉 상품의 등급과 포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의 표준화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물류의 효율화와 편의성 도모를 

위한 물류기기, 장비, 설비, 정보 등 물류의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농산물 표준규격화’를 ‘농산물을 통일된 기준에 맞도록 

선별․포장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로 출하’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해, ‘표준규격’을 품질 구

분에 의한 ‘등급규격’과 포장재의 거래단위, 치수, 재료, 포장방법, 표시사항 등에 따른 ‘포장규격’으

로 구분하여 정하였음. 또한 규격에 맞는 상품을 ‘표준규격품’으로 명명하였음. 유사한 개념으로 상

품의 ‘규격표준화’가 있는데, 이는 ‘통일된 규격 기준에 맞게 상품의 등급이나 포장 규격을 표준화하

는 조직적 활동 또는 절차’를 말함. 용어상 엄밀한 의미에서 표준규격화는 표준적인 규격을 정하는 것

을, 규격표준화는 다양한 규격들을 표준화하는 활동 또는 과정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관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사용하는 ‘표준규격화’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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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준규격화 정책을 추진하

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 적재함, 팰릿 화물 적재기준 등 물류표준

규격을 만들고 표준팰릿 공동이용제도(Pallet Pool System), 물류정보 표준화, 국

제표준화 등 국가물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표준규격화는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도록 선별·포장하

여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로 출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

과 신용도를 향상하여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 수송, 적재효율 증대 

등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별·포장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억

제하여 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은 1970~80년대 농협 자체적인 표준규격

화사업 추진 후,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관리할 필요에 

따라 1992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준규격 제정 업무를 추진하였다. 또

한, 포장의 재질, 단량, 치수 등 포장규격만 규정하다 객관적으로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 등급의 기준을 도입하여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

의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 추진으로 2018년 농산물 포장화율은 94.6%, 표준규격

 또한 물류 표준화는 물류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여러 

세부시스템을 통일된 기준, 즉 표준에 맞게 규격화하여 전체 물류의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하게 하

는 조직적인 활동임. 즉 물류 표준화는 물류규격의 표준화로, 상품의 규격표준화와 대응되는 용어임.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나 일반 물류업계에서 물류 표준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

품의 표준규격화와 같이 ‘표준물류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이는 ‘물류(Logistics)’는 물적 유

통(physical distribution)으로 유통체계(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표준화한다는 개념이 적절

하여 ‘물류 표준화’라는 개념이 일반화된 것으로 해석됨. 물론 물류 표준화 체계에 대응하도록 박스 

외형에 인쇄하는 줄무늬 모양의 표준적 양식의 바코드를 ‘표준물류바코드’라 하여 ‘표준물류’라는 용

어를 바코드 앞에 붙혀 사용하고는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이라는 상품의 표준화를 지칭

하는 용어로 주로 ‘표준규격화’를 사용하고, 물류의 표준화 용어로 ‘물류 표준화’를 사용함. 표제 연구

제목에서 ‘농산물 상품 및 물류 표준화(...중략)’는 이와 같이 상품으로서 농산물의 ‘상품 표준화’와 

‘물류 표준화’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것임.

2)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03년부터 포장재, 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RP)’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일반산업분야 포장재 줄이기 운동인 ‘그린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과대포장과 포장재 재사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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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율은 87.9%가 되었다.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은 품종

과 재배지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물의 품질 균일성이 떨어지고, 부패 및 변질 

등으로 선도유지가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하는 등 시장거래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농산물유통의 효율화와 신속하고 공정한 거래 촉진을 통한 상

품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표준규격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소포장 형태 수요 증가로 소포장과 겉포장 동시 증가에 따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과대포장 문제도 제기되어, 겉포장(주로 골판자포장)의 플라

스틱 상자를 이용한 포장 용기 재사용(reusing) 등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농업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WTO 체제를 시작으로 농산물유

통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대형소매점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형소매

점에서는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산지에 원활한 공급시스템 구축과 

품질의 고위평준화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대형소매점의 PB 상품

전략을 위한 차별화 상품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규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대형소매점의 요구에 산지에서는 선별 기계와 비파괴 검사 기

계를 도입하는 등 품질 규격화를 위한 ‘새로운 규격화’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물류 표준화는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운송부터 보관, 하역, 포장, 정보까지 

물류의 단계별로 사용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종류, 형상, 치

수, 구조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이들 간의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일관물류체계(ULS)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류 표준화는 물류시설, 장비의 기계화, 

자동화, 공동화로 이용효율을 높이고, 시설, 장비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물류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물류표준화사업에는 생산자조직과 도매시장 등에서 지게차, 운송

차량, 컨베이어벨트 등 물류기기를 구입하는 데 보조지원하는 사업(물류기기구입

지원사업)과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의 공동 이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등이 있다.

농산물의 물류 표준화 정책은 운송, 하역의 기계화를 통한 물류 효율 증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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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역 시간 절약, 도매시장 차량 대기시간 단축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

나,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부진, 팰릿 사용시스템, 물류기기 임차에 따른 부가가치

세 부담, 회수관리(분실), 물류기기 공동이용시스템 문제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도 많은 상황이다.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팰릿 출하율은 2004년 1% 미만 수준이

었으나(2004년 0.5%),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5년 6.4%, 2016년 10.6%, 2017

년 21.5%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서울시공사 내부자료). 산지에서 대형유

통업체나 가공업체 등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팰릿 출하율은 비교적 높은 데 반해 

도매시장으로의 팰릿 출하율은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중도매인의 회수관리 

부담이 크고, 팰릿 출하 농산물에 적재된 농산물의 상품성 확인이 곤란하며, 팰릿 

단위의 농산물 구매와 판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산 농산물의 하역기계화율은 2010년 30.8%, 2014년 39.9%에서 2017년 

45.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청과물의 50% 이상이 유통되는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율은 2017년 20.5% 수준에 그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년 

조사결과). 도매시장 내에서도 팰릿으로 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하역기계

화율이 60.7%로 비교적 높은 데 반해 국내산 농산물은 20.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역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가공업체 등에서는 하역기계화

율이 각각 94.7%, 93.8%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팰릿 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물류 

효율을 보이는 반면, 도매시장은 산지조직의 출하여건 미비, 물류 효율화에 대한 

인식 부족,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여건 미비(시설 및 보관 관리 등)로 인해 팰릿 

출하 및 하역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상품화된 농산물은 산지 농가나 산지유통시설(APC, RPC, 집하장 등)에서 선

별 기계와 수작업으로 선별 포장되어(표준규격) 저장, 운반 차량 상차 후 다양한 유통

경로를 거쳐 상·하역, 거래되고 있다. 또한 후진적인 유통 관행(무개(無蓋)트럭, 벌크 

적재, 상온 운송, 도매시장 상차 경매, 하차 후 재포장 등)과 첨단 물류 방식(콜드체인

시스템, ULS, 이력추적시스템 등)의 혼재 등 일관된 물류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아 신선도 하락 및 감모가 많고,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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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축산물의 표준규격화와 물류 연계성

자료: 저자 작성.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는 2015년 약 11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

는 농산물 소비자구입액에서 15.1%를 차지하고 있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국가 물류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11.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

이다. aT의 물류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산물 물류비 중 청과물 물류비 비중

이 43%에 달해 물류비 절감 포인트가 청과물에 있으며, 도매단계(26.6%), 소매단

계(11.6%)에 비해 출하단계(61.8%)가 절대적으로 높아 산지-소비지 출하과정의 

포장, 운송, 보관, 하역 등 물류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물

류비 구성 항목 중 포장가공비 39.9%, 운송비 27.8%로 높아 포장화, 운송 물류과

정의 물류 효율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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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화와 물류 표준화 실태를 심층 조사 분

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포장규격화 및 물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포장, 물류 및 이력추적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물류 효율을 증진하고 얼

굴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농산물의 상품화(선별포장),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 물류 표준화 실태를 분

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며, 둘째, 주요국의 농산물 규격화, 물류 관련 제

도, 물류 및 상품의 표준화 기술 수준 및 국제적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농산물 표준규격화, 물류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들

에 의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에 선행된 연구들은 

전체적인 큰 흐름상의 농산물유통에 관한 물류체계를 분석하고, 유통단계별 물류 

효율화를 위한 거시적인 접근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농산물 표준규격화, 농산물 물류체계 분야, 농산물 

GS1 국제표준 관련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1. 농산물 표준규격화 관련 연구

徳田博美(1994)는 내부 품질을 규격 기준에 도입한 산지를 대상으로 규격 기준

과 가격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청과물 규격 기준의 합리화를 제시하였다. 연

구 결과, 청과물의 규격화 기준은 판매가격 상승을 목표로 무리하게 기준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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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오히려 규격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모든 농산물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격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길행 외(1995)는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관리제도 개선 

연구”에서 농산물 표준규격화와 관련한 이론 검토 후, 표준규격화 조기 정착방안

을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농산물 표준규격화가 

조기에 정착되는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가 표준규격거래 필요

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품목별 주산 단지 형성을 통한 상업적 영농의 

유도, 생산자조직을 통한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 확대,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수지 

개선, 포장 자재비의 지원 방식의 차별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김병삼 외(1999)는 “농산물 표준규격 표준화 관련 연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을 비롯한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및 물류체계개선작

업 등 각종 정책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내외의 농산물 포장현황 조

사, 농산물의 품목별 생리적·외형적 특성 조사를 통한 대상 농산물 15개 품목에 대

한 포장규격 설정에 필요한 특성들을 분석하고, 내포장 규격과 외포장 규격을 설

정하였다. 연구 결과, 포장규격의 설정에 따른 실용화를 위해 보완 연구 및 실증시

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문갑(2004)은 “농산물 포장화 증가 요인 및 전망”에서 농산물 포장화 실태와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농산물 표준규격화에 대한 정책과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橋本直史(2006)는 “농산물의 규격화 변천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에서 각각의 

농산물에 대한 규격화의 변천을 시장유통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의 

농산물 규격화가 갖는 특징과 그 의미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농산

물의 경우 모든 품목에서 “규격의 엄격화”, “규격의 세분화”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고, 이러한 과정은 산지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격의 

엄격화는 경쟁력 확보라는 인식하에 진행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박종명 외(2016)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소매단계 유통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고찰”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소비자 구매 시점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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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단계에서 표준규격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표준규격

화 대상 농산물 총 94품목 중 27개 품목이 표준규격 농산물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총 대상 제품 중 약 7.8%가 표준규격제품으로 출하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구매 시점에서 표준규격품의 품질표시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표준규격 농산물의 소비 

및 올바른 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2.2. 농산물 물류체계 관련 연구

전영길(1999)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물 포장센터의 

기능 및 역할, 농산물 포장센터의 물류 표준화 현황 및 문제점과 농산물 포장센터

의 물류 표준화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건설된 포장센터의 시설

은 건설 당시 물류에 대한 개념이 거의 도입되어 있지 않아 현 상황에서 물류 표준

화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이후 건립될 포장센터의 경우 물류개념이 도입

된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尾碕 亨(2001)은  “청과물의 환경보전형 물류에 관한 연구”에서 당근·상추·무 

등의 채소를 대상으로 청과물 물류에 있어서 골판지 포장지 대신 용기형 포장지로

의 전환 가능성 분석과 함께 환경보전형 물류시스템 도입과 전개 조건에 대해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청과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용기형 포장지로의 전환과 콜드체인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김영민 외(2004)는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물류의 관리는 물류기기를 이용한 도매시장의 출

하 저조와 거래 관행 문제 등 출하의 비합리성과 하역노조 비생산성, 물류기기 공

동이용관리 전산화 미흡, 물류기기 회수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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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매시장 물류체계와 

하역노조의 개선, 물류기기 공동이용관리 전산화 작업과 물류기기의 원활한 회수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래협(2009)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팰

릿 출하 저조의 원인으로 농산물의 출하단위 무제한성, 중도매인의 영세성, 하역

체계 문제점, 팰릿화 추진을 위한 시설의 미비, 산지 출하의 영세성, 팰릿 회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팰릿 출하 촉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표준 컨테이

너 개발과 표준 팰릿의 사용, 가락시장 출하방법 제안과 최소 출하 규모, 물류 장비 

공동이용의 유통인 역할 정립, 도매시장법인의 하역업무 담당, 팰릿화를 위한 시

설보완 및 현대화 필요성, 중도매인 규모화를 제시하였다.

전창곤 외(2009)는 “농산물 물류체계 진단과 효율화 방안”에서 현행 농산물 물

류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배추·토마토를 중심으로 물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연구 결과, 산지 및 소비지 물류 주체의 규모화와 물류 효율화를 위한 도매

시장 제도 개선, 물류 지원제도 개선, 산지 및 소비지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방

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서상범 외(2009)의 “공공 물류정보시스템간의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공공물류정보망 간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물류 정보 표준화 방향 제

시를 위해 수행한 연구로, 반드시 시스템 간의 정보연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화물추

적의 업무 중심으로 전자거래에 적용 가능한 XML(확장성 생성언어) 기반 표준데

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데이터 모델은 UN/CEFACT

라는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제 및 국내 표준으로 채택 시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가시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관순(2010)은 “신선농산물 물류체계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에서 현행 농산

물 물류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산지 물류 인프라의 개선 및 효율

화와 저비용 운용기반 구축, 공급망 관리를 위한 표준 바코드나 전자태그 부착을 

통한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경환 외(2014)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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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주체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물류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물류

체계 개선방안을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물류체계 개선과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생산자조직의 규모 확대를 위한 물류 인프라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도매시장에서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매유통 정책과 농촌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경원(2015)은 “농산물(청과물) 산지물류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실

현방안”에서 농산물의 산지 물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산지물류

시스템 재구축 방안과 함께 정책 방향 및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농산물 물류 전문법인 설치를 통해 제3자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지의 

순회 집하 방식 도입과 준·광역 물류센터 구축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오재윤(2017)은 “농산물 산지물류에 대한 제도 개선”에서 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농산물이 농작업 인력 운영과 산지부터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수송 물류의 흐

름에 중점을 두어 농산물 물류비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농산물 물류의 표준화

를 위해 물류전문업체가 산지 물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산지 물류비에 대한 세제 

지원과 농산물 운송 등 물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현정 외(2018)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물류 산업 유형 구분과 대응 방안”에

서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류의 신기술과 이로 인해 변화하는 물류 산업을 유

형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도출하여 목적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여 개념적

인 프레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긴밀

한 협력, 4차산업혁명의 인지도 확대, 직무와 관련한 정보와 기술 동향의 제공, 규

제 완화와 물류 인프라의 고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관순(2019)은 “양파 물류 효율화를 위한 산지와 가락시장 유통실태 분석과 과

제 및 개선 방안”에서 양파의 가락시장 유통방식이 차상거래에서 하차거래로 전환

됨에 따른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생산자와 출하자의 

경우, 팰릿당 물류비는 약 199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가락시장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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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절감 및 거래시간 단축을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과 시장 혼잡도를 해소

하여 농산물유통 원활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차거래 전환으로 

인한 포장재비 증가와 적재율 하락 등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문제는 정부와 모든 유

통 주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3. 농산물 GS1 국제표준 관련 연구

김대영 외(2016)는 “스마트팜 및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 실현을 위한 GS1 국제

표준 적용”에서, 글로벌시대 식품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GS1 국제표준

의 현황과 이와 관련된 국내 표준안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산농산물의 글

로벌 식품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국내 식품 생산

과 유통환경에 글로벌 표준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상태 외(2016)는 “GS1 표준 기반 식품 이력관리 시스템 제안”에서 최근 국내

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부처별 독립적인 이력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호 정보교류가 어렵고, 국제표준인 GS1 코드체계와

도 모두 상이하여 식품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글로벌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고, 그 방법

으로 GS1 EPCIS 저장소를 활용한 식품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2017)은 “물류이력관리를 위한 표준코드 활용방안”에서 국내

외 농축산물 표준코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GS1 국제표준 기반 농축산물 표준

코드 개선 및 생태계 구축 전략과 로컬푸드 직거래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중심의 

GS1 표준 확산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GS1 농축산식품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각국의 표준시스템에 대한 교류와 더불어, 주요 수출입품목에 대한 국가 간 표준 

연계 수출입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험 및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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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 주요 내용

1

농산물
표준규격화
관련 연구

徳田博美(1994) 청과물 규격의 경제적 기능

2 허길행 외(1995)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관리제도 개선 연구

3 김병삼 외(1999) 농산물의 표준규격 표준화 관련 연구

4 김문갑 외(2004) 농산물 포장화 증가 요인 및 전망

5 橋本直史(2006) 농산물의 규격화 변천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6 박종명 외(2016) 표준규격 농산물의 소매단계 유통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농산물
물류체계
관련 연구

전영길(1999) 농산물 물류 표준화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8 尾碕 亨(2001) 청과물의 환경보전형 물류에 관한 연구

9 김영민 외(2004)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0 이래협(2009)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11 전창곤 외(2009) 농산물 물류체계 진단과 효율화 방안

12 서상범 외(2009) 공공 물류정보시스템간의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13 한관순(2010) 신선농산물 물류체계 현황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14 김경환 외(2014)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5 이경원(2015) 농산물(청과물) 산지물류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

16 오재윤(2017) 농산물 산지물류에 대한 제도 개선

17 남현정 외(2018) 4차산업혁명에 따른 물류 산업 유형 구분과 대응 방안

18 한관순(2019) 양파 물류 효율화를 위한 산지와 가락시장 유통실태 분석과 과제 및 개선 방안

19 농산물 GS1 
국제표준 
관련 연구

김대영 외(2016) 스마트팜 및 농식품 서비스 생태계 실현을 위한 GS1국제표준 적용

20 김상태 외(2016) GS1 표준 기반 식품 이력관리 시스템 제안

21 한국과학기술원(2017) 물류이력관리를 위한 표준코드 활용방안

자료: 저자 작성.

2.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농산물의 상품 및 물류 표준화 관련 정책 현황과 진단을 

살펴보고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상품 규격화(산지), 물류, 이력추

적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기존연구는 농산물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 주체들의 협력 체계의 중

요성을 제시하였고, 운송규격의 제정 등에 대한 정책방안이 주로 제시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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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물류, 포장 규격화 등 표준 실태를 파악하고 스마트 

물류시스템 발달에 따른 기술 수준을 파악하여 농산물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

안을 제시하는 데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산지 및 도매유통의 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 및 계량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 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

는 실제 농산물유통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심층 조사와 해외사례 등도 조사 

및 분석하여 스마트 물류시스템 발달에 따른 농산물유통 효율성을 도출하는 데 차

별성이 있다.

기존에 선행되었던 연구는 주로 물류 효율성의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유

통단계별, 참여 주체에 따른 분석과 개별 품목의 효율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전반적인 농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정책과제

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의 표준화 정책 현황,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

태,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분석, 주요국의 농산물 물류 

표준화 정책 및 활용 사례와 시사점, 농산물 물류, 상품 표준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농식품의 표준화 정책 현황에서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부문에서 정책

의 동향과 농산물의 공동출하확대지원 등의 사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부문에서의 정책 동향,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살펴보았다.

제3장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태에서는 연구대상인 농산물의 품목별 표

준규격과 유통실태, 물류 표준화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및 

상품표준화의 문제점과 농산물 표준코드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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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분석에서는 물류 개선 

현황과 시행 효과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품목별로 도출하였다. 

제5장 주요국의 농산물 물류 표준화 정책 및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서는 물류 표

준화 정책 및 활용 사례를 일본, 미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GS1 농산물 물류표준적

용 현황과 한계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물류 표준화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농산물 물류, 상품 표준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에서는 농

산물 물류 효율화와 표준규격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글로벌 물류 표준화를 

위한 GS1 표준 적용방안을 고안하였다. 

4. 연구범위와 방법

4.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범위는 농산물에 한정하였으며, 규격 표준화와 물류 표준화 

등 일반적인 정책, 체계, 문제 도출 등은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규격표준과 물류체계 등 세부 조사에는 정책적 관심이 높은 배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감귤을 대상으로 하였다.

4.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으로 구분되며, 정성분석으로는 선행연

구,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 계량모형 

분석, 전문가 원고위탁과 연구협의회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상공회의소, 농협중앙



제1장 서론 | 17

회,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도매시장 농산물 표준화 실태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 품목별 경매사(87명), 

주 취급 중도매인(190명)을 대상으로 도매시장에서의 품목별 주 출하단위, 출하 

형태, 과대포장 및 허위표시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등급 및 크기 규격, 팰릿 출

하비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산지조직(부산 대저농협, 부여 세도농협, 대관령 원예농협, 합

천 동부농협, 제주 원예협동조합, 농협중앙회 등), 유통인(농산무역, 합천유통, 제

주 농협 공판장 등), 도매시장(품목별 경매사 및 중도매인),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등)를 수시로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 및 유통주체, 대형유통업체, 연구기관, 대학교의 전문가

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

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정량분석으로는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분석을 위해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내부자료와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각 

품목별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현재의 출하 포장규격 형태에서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절감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물류비 절감 효과를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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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표준화 정책 현황

1.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 현황

1.1. 표준규격화 정책 추진

농산물 표준규격화란 농산물을 통일된 품질등급 규격 기준과 포장재의 치수 규격 

기준에 맞추어 등급규격(grade standard)과 포장규격(package standard)을 정하여 출

하 또는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의 품질등급과 포장규격을 표준화하는 목

적은 농산물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시장에 출하하는 상품의 등급과 포장

을 제도적으로 표준규격화함으로써 ① 대량 판매와 구매를 용이하게 하여 시장거

래를 원활하게 하고, ② 품질 등급에 따라 거래가격이 정해짐으로써 가격결정과

정이 투명해지고 , ③ 거래과정의 탐색과정을 줄이거나 생략함으로써 거래비용

(t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④ 상품의 운송, 하역, 적재 과정에서 물류비용을 줄

여 유통효율을 높이고, ⑤ 산지에서 선별, 포장 출하로 소비지 쓰레기 발생을 억제

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은 1970년대 이전에는 곡물과 수출농산물

의 수매 중심의 국정검사 규격만이 이루어졌으며, 1970~80년대에는 농협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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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을 추진하였다. 1992년에는 표준규격 제정 업무

를 농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고, 포장의 재질, 단량, 치수 등 포

장규격만 규정하다 객관적인 품질 평가가 가능한 등급의 기준을 도입하여 포장규

격과 등급규격을 추진하였다. 

표준규격화 관련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이 있다. 1997~1998년에 국가물류 표준화 정책

에 따라 농산물 포장규격을 물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재편하고, 한국산업규격(KS 

T 1002)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T11:1100×1100㎜, 이후 T12:1100×1100㎜ 

추가)을 적용하여 팰릿표준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소득향상,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등급규격을 소비자 지향적이고 디지털 유통을 지원할 수 있

도록 개편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품질기준의 정비와 소포장 규격을 제

정하였다.

표준규격화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나뉜다. 포장규격은 물류 표준화와 부

합하도록 거래단위, 포장 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방법, 포장설계 등으로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농산물 포장규격은 표준거래단위에 따라 총 

118개 품목이 제정되어 있으며, 과실류 16개, 채소류 51개, 서류 2개, 특작류 5개, 

버섯류 3개, 곡류 16개, 화훼류 26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포장 치수는 

520×280mm 등을 포함한 총 115개로 다양하며, 포장재료는 골판지, P‧E대 등 7종

이 있고, 표시사항은 의무 7종, 권장 4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표준규격품은 ① “표준규격품” 문구, ② 품목, ③ 산지, ④ 품종, ⑤ 등급, 

⑥ 내용량 또는 개수, ⑦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 당도 및 산도 표시 등은 권장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단감, 멜론, 마늘,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등은 품종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다. 오이, 유자, 호박, 단호박, 

수박, 조롱수박, 가지, 풋옥수수, 멜론, 무, 마늘, 양배추, 결구배추, 화훼류 전품목 

등은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에 따라 무게 또는 개수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이다.

등급규격은 고르기, 형태, 크기, 결점 등 품질을 구분하는 데 필요 항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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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 상, 보통 등 3~5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총 81개 품목으로 과실류 10

개, 채소류 23개, 서류 2개, 특작류 5개, 버섯류 5개, 곡류 16개, 화훼류 20개가 이

에 해당한다.

2019년 1월, 표준규격 포장재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포장재를 인정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혁), ‘무게’를 ‘내용량’으로 수정하여 개수로 표시 가능한 품목 

설명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고추의 매운 정도, 유효성분 표시, 크기 구분표 방

식 표시 등 권장 표시를 확대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 품질표시를 확대

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규격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 추진으로 표준규격화율은 2003년 

53.7%에서 2009년 76.5%, 2018년 87.9%로 증가하며 규격화된 출하가 정착되었

고, 도매시장에서도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한 출하주 부담의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등 농가 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농산물 포장화율은 94.6%로, 단묶음으로 출하하는 대파, 쪽파, 시금치, 

부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과실류, 과채류, 엽근채소, 양념채소, 서류, 화훼

류 등 대부분 농산물이 포장된 상태로 출하․유통되고 있다. 표준규격출하율은 과

실류(94.5%), 서류(95.6%), 화훼류(97.1%) 등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대파, 

총각무 등 표준규격출하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과 쪽파(42.3%), 수박

(2.7%) 등 낮은 표준규격출하율을 보이는 품목 등으로 인하여 양념류(69.7%), 과

채류(85.7%)의 경우 표준규격출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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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

종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종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과

실

류

사과 5kg, 7.5kg, 10kg

채

소

류

총각무 5kg, 10kg

배, 감귤
3kg, 5kg, 7.5kg, 10kg, 
15kg

결구배추, 양배추 2~6포기

복숭아, 매실, 단감, 
자두, 살구, 모과

3kg, 4kg, 4.5kg, 5kg, 
10kg, 15kg

당근 10kg, 15kg, 20kg

포도 3kg, 4kg, 5kg 시금치, 들깻잎 8kg, 10kg, 15kg
금감, 석류 5kg, 10kg 결구상추 8kg 
유자 5kg, 8kg, 10kg, 100과 부추 5kg, 10kg, 20kg
참다래 5kg, 10kg 마, 생강, 우엉, 10kg, 20kg
양앵두(버찌) 5kg, 10kg, 12kg 연근 5kg, 15kg, 20kg
앵두 8kg 미나리 5kg, 10kg, 15kg

채 

소 

류

마른고추 6kg, 12kg, 15kg 고구마순 10kg, 20kg

고추 5kg, 10kg
쑥갓, 양미나리(셀러리), 
케일

10kg

오이
10kg, 15kg, 20kg, 50개, 
100개

붉은양배추(루비볼) 14~16kg, 18~20kg

호박 8kg, 10kg, 10~28개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8kg, 10kg,

단호박 5kg, 8kg, 10kg, 4~11개 꽃양배추(칼리플라워) 8kg, 10kg, 12kg 

가지 5kg, 8kg, 10kg, 50개 신립초 15kg
토마토 5kg, 7.5kg, 10kg, 15kg 갓 5kg, 10kg
방울토마토, 피망 5kg, 10kg 콩나물 6kg, 10kg
참외 5kg, 10kg, 15kg, 20kg 달래 8kg, 10kg

딸기 8kg 서
류

감자
5kg, 8kg, 10kg, 15kg, 
20kg

수박 5~22kg, 1~5개 고구마 5kg, 8kg, 10kg, 15kg
조롱수박 5~6kg, 2~5개

특
작
류

참깨, 피땅콩 20kg
멜론 5kg, 8kg, 2~10개 알땅콩 12kg, 15kg, 18kg, 20kg

풋옥수수
8kg, 10kg, 15kg, 20개, 
30개, 40개, 50개

들깨 12kg

풋완두콩 8kg, 20kg 수삼 10kg, 15kg, 20kg
풋콩 15kg, 20kg

버
섯
류

큰느타리버섯(새송이) 6kg 

양파
5kg, 8kg, 10kg, 12kg, 
15kg, 20kg

팽이버섯 5kg

마늘
5kg, 10kg, 15kg, 50개, 
100개

영지버섯 5kg, 10kg

깐마늘, 마늘종 5kg, 10kg, 20kg
곡
류

쌀, 찹쌀, 현미, 보리쌀,
눌린보리쌀, 할맥, 좁쌀,
율무쌀, 콩, 팥, 녹두, 
수수쌀, 기장쌀, 메밀

10kg, 20kg

대파, 쪽파 5kg, 10kg 옥수수(팝콘용) 15kg, 20kg
무 8~12kg, 18~20kg, 5~12개 옥수수쌀 12kg, 20kg

주:  화훼류는 제외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농산물표준규격정보(검색일: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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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산물의 품종 표시가 필요한 품목과 표시방법

종류 품목 표시방법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품종명 표시

채소류  멜론, 마늘  품종명 또는 계통명 표시

화훼류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품종명 또는 계통명 표시

위 품목 이외의 것  품종명 또는 계통명 생략 가능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표준규격화(검색일: 2019. 4. 3.).

표 2-3  무게 또는 개수 표시가 가능한 품목

종류 품목 표시방법

과실류  유자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

채소류
 오이, 호박, 단호박, 가지, 수박, 
 조롱수박, 멜론, 풋옥수수, 마늘, 무, 
 결구배추, 양배추

 무게 또는 개수(포기 수)를 표시

화훼류  전 품목  개수(본수 또는 분수)를 표시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9). 표준규격화(검색일: 2019. 4. 3.).

 

1.2.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사업은 산지의 생산자조직이 생산한 농

산물의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이를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의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포장화·규격화를 통해 물류 표준화를 촉진함으로써 유통비

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산지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

한 당도 표시 및 공영도매시장 물류 표준화를 위한 팰릿 출하에 대해 우대 지원하

고 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사업은 1984~1988년 농협이 사업 주체

(사업자에 대해 경상보조)로 시작되었고, 1989~1995년 사업 주체를 지자체로 변

경하였으며, 1996~199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이 생산자조직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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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00~200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자조직 평가 및 포장재 제작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였다가, 2013년 규격출하사업이 일몰되면

서 공동선별비로 이관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공동선별비 지방비 일부보조(지

자체 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19년 공동선별비(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은 50,978백만 원이며, 국고 10~50%, 

지방비 10~25%, 자부담 50~80%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다. 사업대상은 농협조직과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농협공판장 또는 공영도매시장에 등록

한 산지유통인 등으로 소규모 농가 단위 조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 품목은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미곡 및 맥류 제외), 화훼부류, 임산물류의 품목

이며, 해당 품목의 선별방식(매취 또는 수탁), 사업대상자(품목광역조직 또는 시․
군 단위 사업자)에 따라 지원비율이 상이하다.

표 2-4 2019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국고보조 기준)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과실

감귤 106 11 27 21 53
단감 162 16 41 32 81
떫은감 138 14 35 28 69
매실 100 10 25 20 50
배 220 22 55 44 110
복숭아 218 22 55 44 109
블루베리 690 69 173 138 345
사과 143 14 36 29 72
양앵두 690 69 173 138 345
자두 163 16 41 33 82
체리 690 69 173 138 345
참다래 110 11 28 22 55
포도 328 33 82 66 164
한라봉 237 24 59 47 119

서류
감자 72 7 18 14 36
고구마 136 14 34 27 68

채소
가지 136 14 34 27 68
깐대파 254 25 64 5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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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채소

깐마늘 335 34 84 67 168
깻잎 54 5 14 11 27
꽈리고추 140 14 35 28 70
단호박 80 8 20 16 40
당근 155 16 39 31 78
대파 370 37 93 74 185
딸기 530 53 133 106 265
마늘 440 44 110 88 220
멜론 112 11 28 22 56
미나리 521 52 130 104 261
방울토마토 134 13 34 27 67
부추 264 26 66 53 132
브로콜리 142 14 36 28 71
열무 118 12 30 24 59
상추 300 30 75 60 150
시금치 202 20 51 40 101
애호박 70 7 18 14 35
양배추 93 9 23 19 47
양상추 52 5 13 10 26
양파 75 8 19 15 38
얼갈이배추 138 14 35 28 69
오이 108 11 27 22 54
쥬키니호박 113 11 28 23 57
수박 52 5 13 10 26
참외 168 17 42 34 84
콜라비 115 12 29 23 58
토마토 106 11 27 21 53
파프리카 163 16 41 33 82
풋고추 265 27 66 53 133
풋옥수수 156 16 39 31 78
피망 219 22 55 44 110

버섯
느타리버섯 126 13 32 25 63
새송이버섯 255 26 64 51 128
양송이버섯 223 22 56 45 112

화훼
국화 37(본당) 4(본당) 9(본당) 7(본당) 19(본당)
장미 37(본당) 4(본당) 9(본당) 7(본당) 19(본당)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농관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단가 또는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농
관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단가 또는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3) 2년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4) 표고버섯(배지)은 버섯류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2019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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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물류 표준화 정책 현황

2.1. 물류 표준화 정책 추진

농산물 물류 표준화란 농산물 물류 활동(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에서 

물동량 취급단위를 규격화(상품 규격화)하고, 물류 활동 수행에 이용되는 물류설

비(시설, 장비)의 규격·강도·재질 등을 상품 규격화와 일치하도록 모듈화(표준 치

수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상품 규격화와 물류설비(시설, 장비, 기기) 규격화 간 상

호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설비를 모듈화하는 것으로, 상품 규격

화에 일치하도록 물류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물류 요소의 규격이나 치수를 모듈

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류 표준화는 45% 내외인 농산물(청과물)의 높은 유통마진율과 전체 유통마

진의 40% 수준인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 필요하며, 물류 효율화의 가장 중요한 요

소이다. 현재 상품의 비표준 규격화와 산물 형태 물동량 비중이 높고 상품 규격화

와 물류설비 모듈(물류 표준화 기준 치수)과의 불일치로 물류 효율성(운송, 저장, 

하역 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종·다품목의 상품을 최소의 모듈화로 표준화

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의 핵심은 물류 효율성(운송, 하역, 보관) 제고를 위한 일관

물류체계(ULS) 구축과 물류기계화라고 할 수 있다. 물류설비(시설, 장비, 기기) 

간 호환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한 물류 공동화와 물류 속도 증대 및 물류비 절감, 공

차감소 등을 위한 물류 정보화(RFID, IT 및 빅데이터 활용), 모든 물류 요소 간 통

합 연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품규격과 일치하는 다품목 공동사용 포

장 용기 및 수송 용기 개발, 팰릿과 수송 적재함 모듈화, 보관·적재시설의 표준화, 

수출농산물 물류의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산물 물류 DB 및 물류 정보

의 표준 체계화, 표준 물류 회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물류 표준

시스템(일관수송 팰릿, 다목적 회차, 보관시설, 물류 정보·통계 인프라 등)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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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물류비 산정 실태조사 요령에 따르면 물류

비란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생산자→소비자)에 소요되는 물리적 비용으로 ‘유

통비용-기타유통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2015년 농산물 물류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 농산물 구입액 73

조 2,223억 원 가운데 유통비용이 32조 714억 원으로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비용 중 물류비는 11조 665억 원으로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류별로는 청과물이 평균 4조 5,588억 원으로 전체 물류비의 42.3%를 차지하

여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 34.1%, 식량작물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과물의 항목별 물류비를 살펴보면, 포장, 가공비가 평균 1조 8,468억 원으로 

전체 물류비의 40.5%로 가장 많았으며, 운송비 28.5%, 감모, 청소비 12.9%, 하역

비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일·과채 등 청과물은 계절별로 출하지역이 다르고, 품목 및 품종마다 포

장규격도 상이함에 따라 물류의 표준화가 어렵고, 포장 및 가공에 있어 많은 비용

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주요 청과물의 품목별 물류비를 살펴보면, 배추를 제외한 토마토, 파프리카, 딸

기, 감귤 등의 물류비가 평균보다 높으며,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은 포장, 가공

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감귤은 제주도에서 육지로의 운송이 필요

한 품목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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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청과물 항목별 물류비 

단위: 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금액 비중
합 계 41,633 41,854 48,168 48,677 47,609 45,588 100.0

포장, 가공비 16,697 17,523 18,807 20,297 19,017 18,468 40.5
운송비 12,474 11,945 12,842 13,415 14,329 13,001 28.5
보관비 2,645 2,518 2,978 3,034 2,617 2,758 6.1
하역비 3,627 3,551 3,982 4,292 3,837 3,858 8.5

감모, 청소비 4,557 4,446 7,669 6,272 6,423 5,873 12.9
물류관리비 1,633 1,871 1,890 1,368 1,386 1,630 3.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2015년 농산물 물류비 산정 결과.

표 2-6 청과물 품목별 물류비 

단위: 원/톤

구분 포장, 가공비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감모, 청소비 물류관리비 합계
배추 61,167 103,937 3,436 23,107 28,553 4,123 224,323

토마토 327,641 140,426 21,555 27,850 873 25,866 544,211

파프리카 339,542 155,878 30,908 36,216 39,450 37,090 639,085

딸기 1,181,386 197,209 66,025 53,879 873 79,230 1,578,602

감귤 163,150 406,416 9,950 37,069 32,766 11,940 661,291

평균 204,144 142,151 59,425 26,561 56,126 22,812 511,21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2015년 농산물 물류비 산정 결과.

농산물 물류에서 중요한 하역기계화율은 2011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45.0%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도매시장의 경우, 하역기계화율은 20.5%로 

대형유통업체나 김치 가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역기계화율이 낮은 이유는, 산지 규모화가 진전되었으나, 채소류의 경우 소

규모, 다품종 생산으로 팰릿 출하가 어렵고, 산지의 선별 수준이 팰릿 단위거래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팰릿 출하가 일반 출하보다 트럭 적재효율이 낮아 이

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포장재(박스, 상자) 규격이 팰릿 규격과 일부 일치

하지 않은 점도 팰릿 출하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시설 부족 및 낙후, 경매장 공간 협소, 팰릿 보관 장소가 부

족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소규모 물량이 분산·출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팰릿 단위의 출하물량은 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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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유통주체별 하역기계화율(2011~2017)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도매시장 8.7 9.0 9.1 10.4 11.3 14.9 20.5

대형유통업체 95.9 93.7 93.6 95.6 99.5 96.7 94.7
김치가공업체 90.2 90.4 93.4 91.1 86.8 83.9 89.5

평균 34.2 36.0 37.9 39.9 42.8 44.7 45.0

주: 하역기계화율=(각 유통주체별 지게차하역율×각 유통주체별 유통물량 점유율)÷총 유통물량 점유율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각 연도). 농산물유통시설 하역기계화 실태 조사결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 정책은 크게 물류표준화사업과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농산물의 운송·보관·포장과 관련한 물류 

표준화 장비의 구입을 지원하여 물류 이동의 규모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

되었으며, 농산물의 운송·보관·포장·하역·정보 관련 기기, 용기 및 설비를 규격화

하고, 일관물류체계 또는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에 해당하는 장비와 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 팰릿 적재와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일관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995년 8월, 물류표준화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물류 표준화 추진

이 시달되면서 추진되었고, 199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농식품부)되어,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후 2003년 2월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2010년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편에 따라 물류 표

준화와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이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물류 표준화는 수송 용기인 컨테이너(탈부착식), 플라스틱 포장 용기(A-1 상자) 

및 다단식 목재상자 표준화(팰릿 연계), 팰릿 표준화(T11, T12) 등 물류표준규격

을 제정한다.3) 또한, 물류표준규격의 확대 보급을 위한 팰릿 공동이용제도(Pallet 

Pool System), 화물 적재함 광폭화, 국제 표준화(ISO 국제표준 포장모듈), 물류정

보표준화(UN/CEPACT 등) 등을 포함한다.4)

3) 이 중에서 팰릿은 과거 표준 팰릿으로 단일하게 설정 운영하던 T11형(1,100×1,100mm) 1종에서 

2013년 12월 T12형(1,200×1,000mm)도 추가하여(기술표준원, 2013.12.18) 국내외 물류 출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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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표준화사업에는 ‘물류기기구입지원사업’(지게차, 광폭

차량, 컨베이어벨트 등 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공동이용 보조지원, 40%)이 있다.5)  

2.2.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6)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팰릿과 플라스틱 상자 등과 같은 물류기기의 공동이

용 및 팰릿타이징을 통해 농산물의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며,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산지의 조직화와 규모화 유도를 통해 농산물의 시

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과 물류기기의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공동출하하여 

안정적으로 산지의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산물의 출하 시 플라스틱 상

자, 수송용 팰릿, 다단식 목재 상자 등 물류기기의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플라스틱 상자, 팰릿 등을 풀 회사에서 임차하고 농산물을 적재(포

장화)하여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종합유통센터, 가공공장(전처리형 산지

유통센터, 김치 가공공장)에 출하 시, 임차료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1999년 산지 포장 개선 시범사업으로 팰릿 풀 이용료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999년 4월 국정개혁 보고 회의 시 “규격포장화 및 기계화 

적재, 하역(팰릿화)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를 추진과제로 보고하였으며, 2000년 

이후 농식품부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4) UN/CEFACT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센터(CEFACT)가 운영하는 유엔 

전자거래무역 촉진기구임.

5) 물류기기구입지원사업은 1977년부터 시작하여 정부보조율 60%, 자담 40% 조건으로 산지 APC, 

도매시장 등에 물류기기가 대폭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음.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

에서 집행 대행을 하는데 산지 생산자조직과 산지 유통인에게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40%를 보조하고 

있음(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보조 20% 상향). 2017년부터 3년 연속 국고 보조액이 매년 145억 

8,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6) 애그릭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uni.agrix.go.kr: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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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기준단가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 이내)

구분
풀이용료(원)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상자형팰릿 2,150 3,950 2,800 8,900 890 5,340 4,450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 시(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 이내)

구분
풀이용료(원)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상자형팰릿 2,120 3,600 2,760 8,480 848 3,392 5,936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 시(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 이내)

구분
풀이용료(원)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 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2019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019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예산은 36,450백만 원이며, 국고 40%, 

자부담 60%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협공판장 또는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이

며, 대상 품목은 청과부류, 양곡부류(미곡 및 맥류 제외), 약용작물류(야생 채취 또

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 제외), 화훼부류, 임산물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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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태

1. 주요 품목의 표준규격과 물류 실태

1.1. 배추

1.1.1. 배추의 표준규격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배추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표기하며, 크기는 4개 

단위로 선별하고, 일반배추와 고랭지배추를 구분하고 있다.

표 3-1 결구배추 크기규격

단위: kg/개

구분 2L L M S 

일반배추 4.0 이상 3.0 이상~4.0 미만 2.0 이상~3.0 미만 2.0 미만

고랭지배추 3.0 이상 2.0 이상~3.0 미만 1.0 이상~2.0 미만 1.0 미만

주: 결구배추 규격번호는 3051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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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결구배추 등급규격

구분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
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
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양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다듬기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이 자른 것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깨끗이 자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
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없는 것 없는 것 20% 이하인 것

주 1) 결구배추 규격번호는 3051임.

    2) 중결점: ㉠ 부패·변질: 배추잎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충해: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냉해,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 ㉣ 모양: 개열된 것, 추대된 것,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3) 경절점: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

도가 경미한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1.1.2. 단계별 물류 실태

가. 산지단계 물류

생산자 및 산지 유통인은 산지에서 수확 작업이 이루어진 후 도매시장 출하용

은 10kg 그물망(3개), 김치공장 출하용은 PVC 상자, 대형마트 출하용은 다단식 목

재 상자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단체는 주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있으며, 출하대행, 계약재배

사업 등을 실시한다. 다른 품목과 달리 공동선별 또는 산지유통센터(APC)를 거치

지 않기 때문에 계약재배 또는 매취사업이 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소비지단계 물류

배추는 산지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에 의해 주로 5톤 화물차량

(덮개가 없는 무개차량)에 그물망 또는 골판지 박스, PVC박스, 다단식 목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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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신문지 등 종이 포장재로 낱개포장된 상태로 차량에 벌크 적재하여 목표 

출하처에 반출하고 있다. 목표 출하처는 대부분 사전에 결정되어 출하처의 요구

에 맞는 포장 및 물류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하여 전

국의 33개 공영도매시장으로 분산 출하되거나, Big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

스), 농협하나로유통 매장 등 대형유통업체나 김치공장 등 대량수요처로 직송되

고 있다.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배추는 운반차량에 적재된 상태(일명 차상적재)로 

품위 확인 후, 차량 단위로 밤 11시에 경매가 이루어진다. 출하용 망에 표시된 내

용은 품명, 원산지, 등급(특, 상, 보통), 중량 3~4입(8~12kg), 포장재 규격(520×600㎜, 

470×600㎜) 등이 표시된다. 특히, 배추의 크기에 따라 52망 또는 48망 형태로 출하

되고 있어, 표준 등급규격은 지켜지고 있으나, 크기규격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배추를 운송차량에 적재할 때, 팰릿 적재를 할 경우 5톤 트럭에 800망 정도 적재

가 가능하나, 팰릿 2개를 병렬 적재하면 적재된 배추가 옆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적재함이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고, 망으로 적재할 경우보다 200망 정도가 덜 적

재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송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지로부터의 팰릿 출하율은 

낮은 실정이다.

중도매인은 낙찰이 이루어진 후 지방 상인, 유통업체, 가공공장 등 대량수요처, 

소매상 등에 차량(5톤, 2.5톤) 단위나 망 단위로 판매하고, 소매상은 망 단위 또는 

포기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물류시스템 효율화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

서 기존 차상 경매였던 품목들을 하차 경매로 전환할 예정이나, 여전히 차상 경매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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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도매시장 배추 포장 및 출하 형태(가락)

 

 

자료: 저자 작성.

농협유통(하나로클럽)에서는 산지 지역농협과 계약체결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

여 하나로클럽 또는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며, 단위는 망 단위 또는 포기 단위로 판

매한다.

대형유통업체(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는 농가 또는 산지유통인, 지역농

협, 영농법인, 중도매인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김장철을 제외하고는 포기 단

위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수요처에서는 김치공장, 식자재, 군납 업체 등 대량수요처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하거나, 지역 또는 산지 유통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을 확보하며, 

계약된 물량은 PVC 상자에 담아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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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울토마토

1.2.1. 방울토마토 표준규격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표기하며, 크기는 5개 단계로 

선별하나, 주산지에서는 크기와 중량에 따라 7개 단계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방울토마토는 대부분 플라스틱 상자(500g, 750g)에 포

장된 후 5kg, 3kg 골판지상자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는 대부분 

2kg과 500g으로 소포장하거나 할인행사 시 벌크판매용으로 5kg 단위로 출하하는 

등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포장되고 있다. 방울토마토의 표준규격 포장

출하율은 96.1%, 포장화율은 100.0%(2016년)로 나타났다.7)

표 3-3 방울토마토 등급규격

구분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
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
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
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
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
도가 뛰어나며 균일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
도가 양호하며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과피의 탄력이 뛰어난 것 과피의 탄력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숙도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
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주 1) 방울토마토 규격번호는 2053임. 

    2) 중결점과: ㉠ 이품종과: 품종이 다른 것, ㉡ 부패·변질과: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과숙과: 색택 

또는 육질의 경도로 보아 과육의 성숙이 지나친 것, ㉣ 미숙과: 성숙이 덜된 것, ㉤ 병충해과: 과피 또는 

과육에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 ㉥ 상해과: 생리장해로 육질이 섬유질화한 

것. 열상, 자상, 압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 ㉦ 형상불량과: 기형과 및 열과(裂

果), ㉧ 기타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

    3) 경절점과: ㉠ 형상불량의 정도가 경미한 것, ㉡ 중결점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병충해, 상해

의 정도가 경미한 것, ㉣ 기타 결점정도가 경미한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7) 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 홈페이지(www.kamis.or.kr/: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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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방울토마토 크기규격

단위: g, ㎜

구분 2L L M S 2S

개당 무게 25 이상 20 이상~25 미만 15 이상~20 미만 10 이상~15 미만 5 이상~10 미만
개당 지름 35 이상 25 이상~35 미만 20 이상~25 미만 15 이상~20 미만 15 미만

주: 방울토마토 규격번호는 2053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표 3-5 주산지 방울토마토 선별규격

단위: ㎜, g

구분 특 대 1번 2번 3번 4번 5번

크기 36 이상 33~35 30~32 27~29 23~26 21~23 19~21
중량 22 이상 19~21 14~18 10.1~13 6.1~10 5~6 4.9 이하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 홈페이지(www.kamis.or.kr/: 2019. 4. 18.).

1.2.2. 단계별 물류

가. 산지단계 물류

방울토마토는 다른 품목에 비해 지역별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센터(APC)에서 공동선별을 통한 계통출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일부 농

가단위 선별을 통한 도매시장 출하와 인터넷 직거래 등의 판매도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생산자단체는 주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이 있으며, 출하물량 집

하, 농가별·출하처별 송장 정리, 판매대금 정산, 산지유통센터(공동집하장, 공동

선별장, 저온저장고, 수출 등)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농가별로 15∼20kg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출하된 

방울토마토를 규격에 따라 선별 및 포장하여 출하처로 출하한다. 선별은 당도와 

색택에 따른 선별 없이 크기, 중량 기준으로 규격 결정이 이루어진다.

나. 소비지단계 물류

방울토마토의 대표적인 출하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방울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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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입 순으로 지정한 장소에 하역 작업하여 출하주와 등급별로 적재하고, 경매 

개시 전 중도매인들이 현품종람(물품 목록을 비치해 마음대로 구경하게 하는 것) 

후 경매에 참가하게 된다. 방울토마토의 경매시간은 새벽 2시(동절기 02:30)이며, 

경매는 전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방울토마토는 대부분 3kg(투명용기 750g, 4개) 골

판지 박스 형태로 적재하여 출하되나, 표기형식은 등급과 크기 등이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다. 출하자별로 등급을 특, 1~4로 표기하거나, 크기를 특, 1~3으로 표기

하는 등 표준규격과는 상이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매인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량을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단체급식

업체, 요식업소 등), 소매상(트럭행상 포함) 등에 판매하며, 일 평균 취급물량은 

150∼200상자/5kg 수준이다.

소매상은 과일 전문 소매상, 슈퍼마켓, 트럭행상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 

새벽 도매시장에서 타 과일․과채류와 함께 구입하며, 산물 상태에서 무게 단위

(100g)로 판매하거나 산지에서 작업한 소포장 투명용기(500g, 750g) 또는 골판지

상자(2kg, 3kg, 5kg)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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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도매시장 방울토마토 포장 및 출하 형태(가락)

 

 

자료: 저자 작성.

대형유통업체(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는 생산된 방울토마토를 생산자단

체 및 벤더(지역농협, 농협도매사업단 등)를 통해 구입하며, 자체 물류센터를 통

해 각 매장에 배송 판매가 이루어진다. 소포장용 플라스틱 상자(KCP)로 담은 골

판지상자가 팰릿 단위로 반입되며, 판매 단위는 500g, 750g, 900g, 1kg, 2kg 등 다

양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수요처(식자재․단체급식업체, 가공공장, 군납 등)는 지역농협 또는 벤더를 

통해 구입하며, 주 단위로 납품업체와 단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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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딸기

1.3.1. 딸기 표준규격

딸기의 표준규격에 따르면,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표기하며, 중량(개당)에 따

라 4단계로 선별하며, 크기에 대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산지에서 딸기 선별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나 등급규격은 특, 상, 중, 하품으

로 구분하고, 이 중 하품은 출하기 후반에 물량이 증가하여 주로 가공공장(잼, 주

스 등)으로 판매하여 농산물 표준규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포장은 PVC 투명용기에 소포장한 후 골판지상자에 넣어 출하하거나, 각 대형

유통업체 요구에 따라 스티로폼 상자에 출하되기도 한다. 골판지상자의 경우 외

포장은 1.5kg과 2kg 단위로 포장되며, 내포장은 0.5kg 혹은 0.75kg 단위의 PVC 투

명용기로 포장된다. 스티로폼 상자 단위는 1kg 또는 2kg이나 대형유통업체는 

900g, 1.7kg 등 요구하는 무게와 크기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PVC대야는 

1kg 형태이며, 일부 대형마트 출하 및 노상판매 또는 소매 거래 시에도 종종 사용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딸기의 표준규격 포장출하율은 2016년 기준 79.2%이며, 포장화율은 99.4%인 

것으로 나타났다.



46 |

표 3-6 딸기 등급규격

구분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
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
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
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
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
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주 1) 딸기 규격번호는 2071임.

    2) 중결점과: ㉠ 부패·변질과: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 ㉡ 병

충해과: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미숙과: 당도,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 

㉣ 상해과: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함. ㉤ 모양: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3) 경절점과: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표 3-7 딸기 크기규격

단위: g

구분 2L L M S

개당 25 이상 17~25 미만 12~17 미만 12 미만

주: 딸기 규격번호는 2071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1.3.2. 단계별 물류

가. 산지단계 물류

생산자는 초출하기(12∼2월)에는 5일마다, 성출하기(남부지방 2∼3월, 중부지

방 5∼6월)에는 2∼3일마다 수확을 하며, 수확한 물량 대부분 생산자 단체의 공동

선별장으로 운송하여 공동선별하고, 일부는 자체 선별장에서 선별․포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딸기를 자체 선별할 경우, 별도의 소규모(10∼15평) 비닐하우스 또는 간이시설

물 선별장을 갖추고, 숙련된 인부(1∼2명)의 수작업으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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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별의 경우, 오전 수확 물량을 등급별(특, 상, 중)로 1차 선별하여 2kg 플라스

틱 상자에 담아 1톤 트럭으로 공동선별장까지 운송하고, 선별장에서 2차 선별(재

선별) 후 포장(스티로폼 상자·PVC 투명용기)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단체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이 있으며, 출하물량 집하, 농

가별·출하처별 송장 정리, 판매대금 정산, 산지유통센터(공동집하장,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수출 등)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선별장, 저온 창고, 예냉 창고 등

과 랩핑기, 전동지게차, 컨베이어벨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농가에서 수

확한 딸기를 플라스틱 상자에 구분 적재하여 자가 차량을 이용해 공동선별장으로 

운송하면, 상품성 저하품 등을 골라내고, 특품, 상품, 중품으로 재선별․포장하게 

된다. 과피가 약한 딸기는 상처가 잘 나고 기계선별은 어려워 대부분 수작업으로 

선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나. 소비지단계 물류

2018년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딸기 반입량은 63,363톤이며, 이 중 22.3%

인 14,132톤이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2~4월 반

입량이 42,790톤(가락 9,56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간 반입량의 67.5%(가락 

67.7%)가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딸기 월별 반입량 및 가락시장 반입 비중(2018년)

단위: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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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570 10,337 18,417 14,036 3,621 1,637 4 5 9 7 850 6,870 63,363

가락 1,854 2,588 4,205 2,769 728 160 1 0 0 1 232 1,594 14,132

비중 24.5 25.0 22.8 19.7 20.1 9.8 15.4 9.6 2.7 18.5 27.2 23.2 22.3

주: 반입량은 가락동 도매시장 포함 전체 33개 도매시장의 실적자료임. 

자료: 농업관측통계시스템(OASIS)(https://oasis.krei.re.kr/: 2019. 4. 18.). 재가공.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딸기의 출하 형태는 골판지 상자와 스티로폼 상

자 형태가 각 45%로 가장 많고, PVC 대야 형태가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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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1~2kg 스티로폼 상자나, 2kg 골판지 상자(PVC 박스 500g×4개) 형태가 주

를 이루며, 팰릿 적재를 통해 기계하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표준 규격상 등급

과 같이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크기 표시는 하지 않고, 품종

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는 ‘생산자 → 벤더(지역농협) → 물류

센터 → 매장 → 소비자’의 유통경로를 거치며, 겉포장단위는 500g/팩, 750g/1다

라이, 1kg/스티로폼 상자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 도매시장 딸기 포장 및 출하 형태(가락)

 

 

자료: 저자 작성.

다. 수출물류

국내 딸기(신선)의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2~3% 수준이다. 주요 수출국은 홍

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며, 2017년 5개국의 수출량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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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의 9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용 딸기는 주로 1∼2kg 골판지 상자(500g×4팩, 250g×4팩)로 포장이 이루

어지며, 딸기 주 생산시기인 12월부터 익년 5월까지 수출되고, 월별로는 3월이 

2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국가별 딸기(신선) 수출량 및 점유율

주: 수출량은 0810100000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2019. 4. 18). 재가공.

1.4. 파프리카

1.4.1. 파프리카 표준규격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파프리카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표기하고, 중량

(개당)에 따라 5개 단계로 선별하며, 크기에 대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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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파프리카 등급규격

구분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
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
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하고 윤
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
이 뛰어난 것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주 1) 파프리카 규격번호는 2101임.

    2) 중결점과: ㉠ 이품종과: 품종이 다른 것, ㉡ 부패·변질과: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 흑색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 ㉤ 모양: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3) 경절점과: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표 3-10 파프리카 크기규격

단위: g

구분 2L L M S 2S

개당 240 이상 180 이상~240 미만 140 이상~180 미만 110 이상~140 미만 110 미만

주: 파프리카 규격번호는 2101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1.4.2. 파프리카 물류

가. 소비지단계 물류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파프리카의 포장단위는 5kg 포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출하가 늘어나고 있는 미니파프리카는 대부분 봉지나 플라스틱 용

기에 담아 소매점용 바코드 작업까지 완료하여 출하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전국 도매시장(33개)의 파프리카 반입량은 29,536톤이며, 이 중 50.3%

인 14,846톤이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집중 반입되고 있다. 5~7월 반입량이 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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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가락 5,127톤)으로 가장 많으며, 연간 반입량의 36.7%(가락 34.5%)가 반입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선호하는 파프리카

의 크기는 L 사이즈이며, 보통 가격이 비싼 시기에는 S 사이즈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으나, 가격이 낮은 시기나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L 사이즈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파프리카 출하 주체는 농협 등 계통출하가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법인과 개별농가가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

하되는 파프리카는 5kg 골판지 박스 형태가 주를 이루며, 팰릿 적재를 통해 기계

하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5 파프리카 포장 및 출하 형태(가락)

 

 

자료: 저자 작성.



52 |

한편 표준 규격상 등급과 달리,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A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

으며, 크기 표시는 2XL, XL, L, M, S, SS, 특으로 표시하거나 XL, L, M, S, SS로 표

시하고 있었다. 또한, 파프리카는 컬러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에서의 주요 파프리카 구매자는 대형 벤더와 식자재 업체, 중소형 마

트 등이며, 대형 벤더의 경우,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고 부족분을 도매시장에서 보

충하는 방식이다.

나. 수출물류

파프리카는 그동안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수

출 농산물로서 파프리카 수출 상품의 품질 및 포장규격, 상품코드 운영 실태 진단

은 수출상품 규격과 물류의 글로벌 연계방향을 시사해 준다.

파프리카 수출실태 조사 결과, 파프리카는 대부분이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된 

생산농가들의 첨단유리온실에서 생산되어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국제적 수준이

며, 농산무역 등 생산자조직에서 전량 수집하여 전문적인 상품화시설(APC)에서 

공동선별, 포장을 거쳐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그림 3-6 파프리카 월별 일본 수출량(평년)

주 1) 평년은 2014~2018년 가운데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국내가격은 소매가격으로 상품(kg) 기준임.

    3) 일본 수출량은 HS: 0709601000 기준임.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019. 4. 18.);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2019. 4. 18).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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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수출은 대부분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수출량

과 월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파프리카 성출하기인 5~7

월의 수출량이 많고, 고온기 착과가 어려운 8~10월에는 수출량이 감소한다.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시장 점유율 확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수출 경쟁

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며, 8~10월의 경우 국내 파프리카의 출하량이 

적고, 가격도 높아 수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파프리카 수출업체인 농산무역에서는 조합원 농가들이 생

산한 파프리카에 대해 등급 및 크기별로 표준화된 규격에 따라 농산무역 내 포장

센터에서 공동선별, 포장하여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상품코드를 부여하

고 관리하고 있다.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는 선별단계에서 등급 및 크기 선별은 내수용과 동일하게 

공동선별을 하고 있으나, 상품의 포장재와 상품명은 일본의 거래처에 따라 다른 

요구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의 품목코드는 한국의 농식품부와 일본 후생성 간에 협의

된 내용의 코드, 즉 ID code에 따라 수출업체, 등록연도, 지역, 농가 코드를 아라비

아숫자로 표기 부착하고 있다. 이 ID code는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할 때 통관 및 

검역에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채소류 중에서 일정 수준 이

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및 생산 농가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다.

ID code의 구성요소는 수출자 ID와 생산이력 코드 등 총 12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자 ID는 수출업체 등록순으로 부여하고, 품목번호는 기존 품목번호 다음 번호를 순

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 3-11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 ID 구성요소

수출자 ID 생산이력 CODE

업체(2자리) 등록연도(2자리)+품목(2자리)+생산지역(3자리)+생산농가(3자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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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파프리카 수출을 위한 ID등록 체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재가공.

농산무역은 내수용뿐 아니라 수출용 파프리카 상품에 대해서도 농산무역 자체

의 별도 바코드를 생성하여 박스마다 부착하고 있으며, 자체 생성 바코드에는 농

가, 수확, 입고, 출하처뿐 아니라 재배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수출용 파프리카는 대일 수출의 통관, 검역에 필요한 ID code가 별도로 있으

며, 농산무역 자체로 재배 및 유통이력 확인을 위한 별도의 바코드를 생성 이용하

는 2원적 상품코드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용 파프리카의 통관 및 검역 단계까지만 체계적인 상품코드 관리가 이루어

지며, 수출품의 일본 내 유통에 대해서는 서로 별도의 상품관리가 이루어지는 단

절된 상품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에 수출한 파프리카가 일본시장에 유통되는 도중 상품의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상품의 출하농가를 식별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형성한 

바코드로 재배 및 유통이력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력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이력추적이 수출국의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에 의

해 가능하지 않아 상품정보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단절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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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귤

1.5.1. 감귤 표준규격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감귤의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표기하며, 중량(개

당)에 따라 5단계로 선별한다. 또한, 만감류와 온주밀감 등 품종에 따른 규격이 다

르게 적용된다. 한편, 다른 품목과 달리 착색비율 및 껍질이 뜬 정도 등에 대해서도 

표준규격이 설정되어 있다.

표 3-12 감귤 등급규격

특 상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
표의 해당 크기(무게)에서 1
단계를 초과 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 구
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
를 초과 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에서 정하는 “특” 이
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에서 정하는 “상”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
별 착색비율에서 정하는 “보
통”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③ 과피
품종 고유의 과피로서, 수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품종 고유의 과피로서, 수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껍질 뜬 것  
(부피과)

별도로 정하는 껍질 뜬 정도에
서 정하는 “없음(○)”에 해당
하는 것

별도로 정하는 껍질 뜬 정도에
서 정하는 “가벼움(1)” 이상에 
해당하는 것

별도로 정하는 껍질 뜬 정도
에서 정하는 “중간 정도(2)” 
이상에 해당하는 것

⑤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과
는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과 5% 이내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주 1) 감귤 규격번호는 1051임.

    2) 중결점과: ㉠ 이품종과: 품종이 다른 것, 숙기(조생종, 중생종, 만생종)가 다른 것, ㉡ 부패·변질과: 과

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 ㉢ 미숙과: 당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

이 현저하게 덜된 것(덜익은 과일을 수확하여 아세틸렌, 에틸렌 등의 가스로 후숙한 것을 포함), ㉣ 일

소과: 지름 또는 길이 10mm 이상의 일소 피해가 있는 것, ㉤ 병충해과: 더뎅이병, 궤양병, 검은점무늬

병, 곰팡이병, 깍지벌레, 으름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

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 ㉦ 모양: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꼭지가 떨어진 것, ㉧ 경결점과에 속하

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3) 경결점과: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

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퇴색

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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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만감류 크기규격(한라봉, 청견,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단위: g

구분 2L L M S 2S

 한라봉, 천혜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70 이상
300 이상 ~
 370 미만

230 이상 ~
 300 미만

150 이상 ~
 230 미만

150 미만

 청견, 황금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30 이상
270 이상 ~
 330 미만

210 이상 ~
 270 미만

150 이상 ~
 210 미만

150 미만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25 이상 ~ 
165 미만

100 이상 ~
 125 미만

85 이상 ~
 100 미만

70 이상 ~
 85 미만

70 미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표 3-14 온주밀감 크기규격(온주밀감 및 이와 유사한 품종)

구분 2S S M L 2L

1개의 지름(㎜) 49~53 54~58 59~62 63~66 67~70

1개의 무게(g) 53~62 63~82 83~106 107~123 124~135

주: 드럼식 선과기는 지름을, 중량식 선과기는 무게를 적용하고, 호칭 숫자 뒤의 명칭은 유통현실에 따를 수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표 3-15 품종별/등급별 착색 비율

단위: %

구분 특 상 보통

온주밀감
5~10월 출하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11~4월 출하 85 이상 80 이상 70 이상

한라봉, 천혜향, 청견, 황금향, 진지향 및 이와 유사한 품종 95 이상 90 이상 90 이상

주: 착색비율은 낱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표 3-16 감귤 껍질이 뜬 정도

없음(○) 가벼움(1) 중간정도(2) 심함(3)

껍질이 뜨지 않은 것
껍질 내표면적의  

20% 이하가 뜬 것
껍질 내표면적의  
20~50%가 뜬 것

껍질 내표면적의 
50% 이상이 뜬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행정규칙(검색일: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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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단계별 물류

가. 산지단계 물류8) 

생산자는 숙도에 따라 약 7일 간격을 두고 2∼3차례로 나누어 수확하며, 꼭지를 

다듬고 PVC 컨테이너(20kg)에 담아 선과장 또는 간이저장고에 보관한다. 감귤의 

경우, 입목선매9)(9월 하순~10월 하순), 정전거래10)(10월 하순~12월 중순) 방식으

로 산지 유통인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산지 유통인 거래비율은 생산량의 증감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50% 내외 수준이다.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APC)는 제주 지역농협(감협 1개, 지역농협 19개)에서 

운영하는 10개소가 있으며, 매취사업, 수탁사업, 대형유통업체 마케팅 사업 등을 

수행한다. 

선별 및 포장작업은 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도매시장 

출하 시 5kg 혹은 10kg 단위의 박스 포장이 일반적이고, 대형유통업체는 3kg, 5kg 

등 다양하다(2017년 5kg: 70%, 10kg: 30%). 

제주 감귤은 생산 후 협동조합, 산지유통인, 유통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도외(육

지) 출하가 60%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으며, 가공, 수출, 군납 등으로 처리되고 있

다. 제주도의 지역농협과 감귤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을 통해 도외출하되는 비중과 

유통영농법인 및 산지유통인 등 협동조합 이외에 산지유통주체에 의해 출하되는 

비중은 각각 절반 정도이며, 해에 따라 다소의 비율 차이는 있다.

감귤은 제주도 생산비율이 높은 품목으로 육지 출하를 위하여 해상 및 항공운

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제주도(제주항, 성산항, 서귀포항, 한림

항) → 내륙항(녹동항, 완도, 목포, 부산항 등) → 소비지(육로운송 전 도착항 하차

장에서 지역별로 분류작업)’로 운송이 이루어지며, 시장에 주로 출하하는 물량은 

선박에 6∼8피트 컨테이너를 적재 후 내륙항 하차장에서 분류작업 후 운송된다. 

8) 이상영(2017). 재인용.

9) 입목선매는 수확하기 전 과실이 나무에 달려 있는 상태로 구입하는 것임.

10) 정전거래(창고거래)는 수확 후 창고에 저장(20kg/PVC 컨테이너)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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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하물량은 선박에 팰릿이 적재된 5톤 화물차량이 적재되어 운송(자동

화 물류)된다.

나. 소비지단계 물류

도외 시장에 출하되는 감귤은 농･감협의 생산자단체와 유통영농법인, 산지유

통인을 통해 도외 육지부 도매시장과 소매유통업체, 대량거래처에 출하되며, 그

중에서 70~80%가 전국의 공영도매시장과 일부 공판장에 상장되어 경매로 판매

되고 있다.11)

도외로 출하하는 감귤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① 생산자 – 농･감협(생산자단체) –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

 ② 생산자 – 산지유통인 –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

 ③ 생산자 – 농･감협 – 농협유통 – 하나로클럽･마트 – 소비자

도매시장의 경우, 제주 감귤출하연합회의 「2018산 감귤 유통처리 분석」에 의

하면, 온주밀감 및 한라봉의 9개 도매시장(서울가락, 서울강서, 부산엄궁, 대구북

부, 인천구월, 광주각화, 대전오정, 경기구리, 경기수원) 출하량은 332,126톤이며, 

이 중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비율은 16.4%인 54,465톤으로 나타났다.

가락동 도매시장 전체 감귤 반입량은 2018년 62,058톤이며, 온주밀감의 출하가 

집중되는 12월과 1월의 반입 비중이 전체 반입량의 4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로 해상운송을 거쳐 도매시장에 반입된 감귤은 지정된 장소에 시장 반입 순

으로 하역작업을 하여 출하주 및 등급별 적재가 이루어지면, 경매가 개시되기 전 

중도매인이 현품종람 후 경매에 참가하고, 새벽 02:30 전자식 경매가 시작된다.

감귤은 제주도에서 해상운송을 거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된 상태로 

도매시장에 반입되며, 도매시장 도착 후 인력하역을 통해 품위 간 재분류가 이루

어진다.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감귤은 3kg(PVC 박스 500g×6개)·5kg·10kg 

골판지 박스 형태가 주를 이룬다.

11) 김병률 외(201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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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가락동 도매시장 감귤 월별 반입량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6 14,819 6,220 1,746 424 146 270 265 275 813 6,769 12,358 16,612 60,717

2017 13,090 4,829 2,009 513 243 310 367 385 782 6,217 11,346 14,382 54,472

2018 12,221 8,161 2,956 1,096 279 328 396 423 922 8,122 11,890 15,263 62,058

평년 14,187 7,011 2,769 920 274 282 335 339 770 7,040 11,166 15,911 61,003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2019. 4. 18.).

그림 3-8 도매시장 감귤 포장 및 출하 형태(가락)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표준 규격상 등급과 같이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표

준 크기규격 이외에 ‘소과’로 표기되거나, 박스당 개수로 표기되기도 한다. 당도

나 산도의 표기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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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의 농산물 표준화 실태 조사분석

본 절에서는 농산물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단계 시장이며, 표준규격품을 

비롯해 규격포장 농산물이 주로 출하되고, 물류문제의 중심에 있는 전국의 공영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출하와 물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분석하였다.

청과물 유통물량 중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정부의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와 물류 효율화의 주요 대상이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시

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산지 생산자조직에서 대형유통업체와 대량수요처

(가공업체 등)에 납품하는 농산물은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표준규격출하

보다는 구매처의 주문명세(스펙, specification)에 맞춘 등급, 포장과 주로 콘테이

너 박스에 담아 팰릿 운송되고 하역기계화가 90% 이상으로 물류장애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형유통업체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도매시장 전문가 및 간담회와 전국 공영도매시장 33개 곳의 직접 조사를 바탕

으로 주요 품목별로 도매시장에서의 주 출하단위, 출하 형태, 과대포장 및 허위표

시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등급 및 크기 규격, 팰릿 출하비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전

국 공영도매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다. 조사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품목별 설문 응답 수는 배

추 63개(경매사 19, 중도매인 44), 방울토마토 52개(경매사 17, 중도매인 35), 딸기 

55개(경매사 17, 중도매인 38), 파프리카 52개(경매사 18, 중도매인 34), 감귤 55개

(경매사 16명, 중도매인 39)로 총 277개이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경매사들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별로 세부 품목들의  겉포장 단위와 소포장(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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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위별, 박스소재별 출하 비율, 운송화물 종류별 비율, 팰릿 적재 출하율 등 세

부적인 숫자들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숫자 조사가 어려운 중도매인들

에 대해서는 경매사들과 함께 과대포장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표준코드에 의

한 이력추적 가능성, 허위표시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2)

조사표는 도매시장법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주요 유통주

체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에게 설문조사 내용을 E-mail 또는 Fax를 발송하여 

설문을 요청하여 회수하였으며, 누락 항목이나 오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자

료는 검증 후 코딩, 자료 입력, 통계 처리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가락시장과 일부 도매시장의 경매사들과 중도매인들을 방

문하여, 품목에 대한 과대포장, 표준규격 준수, 표준코드에 의한 이력추적 가능성, 

허위표시 등이 발생하는 이유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1. 배추

2.1.1. 경매사

가. 도매시장 출하 포장단위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배추 포장단위 비중 분석결과 10kg 형태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kg 형태(22.8%)로 출하되는 비중이 높다.

12) 상품의 포장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겉포장(외장, outer package)과 속포장(내장, interior pack-

age), 낱개포장(개장, unitary package)이 있다. 농산물에서 속포장 상품은 소비자 구매단위의 소

분포장 또는 소포장(small pack) 상품을 일컬으며, 통상 겉포장 박스(골판지 박스, 컨테이너 박스

(CP), 스티로폼 박스 등)에 담아 출하한다. 여기서는 겉포장 박스 내 속포장 상품을 소포장으로 표

현하였으며,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단위 포장 농산물을 겉포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62 |

그림 3-9 배추 포장단위 형태 및 비중

자료: 저자 작성.

나. 포장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배추의 경우 산지로부터 그물망 형태로 출하되는 비중이 84.0%로 압도적인 우

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골판지 박스 형태로 출하되는 물량이 증가추세이나 

극히 소수이다.

그림 3-10 배추 포장 출하 형태별 비중 및 과대포장 여부

<포장 출하 형태별 비중>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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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배추의 과대포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다’라는 응답 또한 

42.1%로 높은 반면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5.3%로 낮아 배추에 대한 과대포장 

인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표준규격화의 복잡성과 준수 여부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배추에 대하여 표준규격의 복잡성 정도를 설문한 결

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3.2%이고, ‘단순하다’는 응답 비중이 31.6%안 

반면 ‘복잡하다’는 응답률이 5.3%에 불과해 배추 출하규격은 단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과거 낱개로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던 관행이 크게 줄

고, 현재 대부분 그물망에 3개씩 담아 출하하거나 일부 골판지 박스 또는 플라스

틱 박스 등에 담아 출하하고 있어 포장 출하규격이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산지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한 표준규격 준수 여부 조사결과, 대체로 ‘지켜지

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등급규격의 경우 55.6%, 크기규격의 경우 41.2%로 나타난 

데 비해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각각 33.3%, 3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켜지

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도 등급규격이 11.1%, 크기규격이 23.5%로 나타나 표준규

격의 준수 정도가 다른 품목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결과 도매시장의 많은 유통관계자들이 시장에 출하된 배추가 산지에

서 기재한 크기규격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2L, L, M, S의 

등급규격보다는 52망, 50망, 48망 등 망 단위가 알기 쉽고 널리 통용되어 지금까지

도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64 |

그림 3-11 배추 표준규격 복잡성 및 준수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표준규격 복잡성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라. 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배추의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비중에 대한 조사결과, 등급

규격의 경우 ‘특’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전체 물량의 53.3%를 차지하고, ‘상’ 과 

‘보통’ 비중이 각각 27.4%, 15.0%를 차지하여 상품 이상의 출하 비중이 80% 이상

으로 나타났다. 크기규격 비중의 경우 ‘2L’이 가장 높은 38.4%를 차지하고, ‘L’이 

33.3%, ‘M’이 14.8%의 비중을 보여 대체로 큰 사이즈의 배추가 출하되고 있다.

그림 3-12 배추 표준규격(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등급규격 비중> <크기규격 비중>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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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지 출하 운송차량과 팰릿 출하율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출하차량 형태별 비중에 대한 

설문결과, ‘일반화물’ 출하가 73.9%, ‘윙바디 및 박스차량’을 이용한 출하는 

17.1%로 타 품목보다 윙바디를 이용한 출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매시장 출하 시 배추의 팰릿 출하율 분석결과 ‘10% 미만’이 66.7%로 가장 높아 5

개 품목 중 팰릿 출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스포장과 달리 망포장 배추의 경우, 팰릿 적재가 용이하지 않으며 팰릿 적재 

시 트럭 적재 수량이 많이 줄어 운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팰릿 출하율이 낮은 

주된 원인이며, 산지 포전에서 수확 후 박스 작업이 그물망 작업보다 작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림 3-13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이용하는 차량 형태별 비중과 팰릿 출하비율

<차량 형태별 비중> <팰릿 출하비율>

자료: 저자 작성.

바.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성과 허위표시 여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과정상, 표준코드를 활용한 배추의 이력추적 가능 정

도에 대한 설문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9.4%로 가장 높지만 ‘어렵다’는 

응답비중이 41.1%(조금 어려움+매우 어려움)로 ‘가능하다’는 응답비율 29.4%에 

비해 높아 배추의 경우에는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은 현재 상태로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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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배추 물량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설문 결과, 허위표시

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응답비율이 73.7%이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6.3%인 반면 허위표시가 ‘있다’는 응답자가 없어 시장출하 배추에 대한 허위표

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인 출하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산지유통인들이 전국

의 배추 주산지를 수집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지 표기가 생략되거나 

타 산지로 둔갑하여 출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결구 상태로 봐서 등급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게,  크기규격에서 실제보다 높은 규격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림 3-14 도매시장 경유 시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 여부 및 허위표시 문제

<이력추적 가능 여부> <허위표시 문제>

자료: 저자 작성.

2.1.2. 중도매인

가. 과대포장 여부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과대포장이 ‘아니다’

라는 응답률이 31.8%인 데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7.3%나 되어(‘보

통’이라고 응답률 40.9%) 경매사들에 비해 과대포장에 대한 지적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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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조사 결과, 일부 중도매인들은 그물망보다 박스 포장 형태로 출하되는 배추

에 대해 과대포장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림 3-15 산지에서 출하되는 배추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나. 표준규격 준수 여부 

중도매인들은 산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배추의 경우 등급규격과 크기규격의 표

준규격 준수에 대해 경매사들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며, 과채류, 과일 등 다른 

품목에 비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다. 품질과 관련된 등급규

격의 경우 표준규격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이나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20.5%에 달한다(보통 47.7%). 크기규격의 경우에는 표준규격이 잘 지

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5.1%나 되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

율 27.0%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보통이 37.8%).  즉 도매시장에 출하된 배추

에 대한 크기와 품질 면에서 표준규격화를 상당 수준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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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배추 표준규격 준수 여부

자료: 저자 작성.

2.2. 방울토마토

2.2.1. 경매사

가. 겉포장 및 소포장 단위 출하비중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방울토마토의 포장단위별 점유 비중 조사결과, 5kg

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kg가 29.7%, 기타 형태가 33.3%를 점유하여 

포장이 특정 단위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단위로 출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타에는 대형마트와 슈퍼 등에서 선호하는 2kg 단위와 4kg, 3.5kg, 2.4kg 등 다양

한 포장단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겉포장 내 소포장 단위별 비중 조사결

과, 85%가 750g 단위로 출하하고 있어 가장 높았으며, 1kg 단위의 소포장 또한 

12.5%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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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방울토마토 포장단위 비중 및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포장단위 기준>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자료: 저자 작성.

나. 포장재 출하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방울토마토 골판지로 된 박스 형태로 출하되는 경우가 86.4%로 압도적인 우위

를 점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되어 출하되는 경우는 5.5%에 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방울토마토의 과대포장에 대해 

58.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과대포장이  아니다’라는 응답 

또한 41.1%로 나타나 과대포장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그림 3-18 방울토마토 포장재 출하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포장재 출하 형태 비중>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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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규격화의 복잡성과 준수 여부

방울토마토의 규격화의 복잡성 정도를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

중이 75.0%, ‘조금 단순하다’가 12.5%로 나타나 경매사들이 체감하는 규격화 수

준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등급규격의 경우 경매사들은 ‘대체로 또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

이 87.5, 크기규격의 경우 81.3%로 매우 높은 준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

통 수준 응답률이 각각 6.3%, 12.5%이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3%, 6.3%로 낮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방울토마토의 표준규격 준수 수준에 대

한 경매사들의 인식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 품목인 다른 과채류 품목(딸기, 파프리

카)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농가의 선별방식 기준이 다르고 전문적이지 않아 크기가 상이한 물량이 

출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방울토마토 표준규격 복잡성 및 준수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표준규격 복잡성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라. 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방울토마토의 등급규격 비중 분석결과, ‘특’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전체 물량의 

6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 비중이 19.4%로 나타났다. 크기규격 비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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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이즈가 가장 높은 27.9%를 차지하고 있고, ‘L’ 사이즈 26.9%, ‘2L’ 사이즈

가 15.5%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방울토마토 표준규격(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등급규격 비중> <크기규격 비중>

자료: 저자 작성.

마. 산지 출하 운송차량과 팰릿 출하율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출하 차량 형태별 비중에 대한 

설문결과 ‘일반화물’ 출하가 55.9%, ‘윙바디 및 박스차량’을 이용한 출하는 

42.1%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출하 시 방울토마토의 팰릿 출하율 분석결과 ‘10~30% 미만’이 35.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0~50% 미만’이 2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타 품목

보다 팰릿 출하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울토마토의 팰릿 출하율

이 낮다고 응답한 경매사들은 개인 출하 비중이 공동선별 물량보다 월등하게 많으

며, 팰릿 관리상의 어려움과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처리 물량이 적기 때문에 팰릿 

출하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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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이용하는 차량 형태별 비중과 팰릿 출하비율

<차량 형태별 비중> <팰릿 출하비율>

자료: 저자 작성.

바.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성과 허위표시 여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과정상 표준코드를 활용한 방울토마토의 이력추적 

가능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타 품목 대비 ‘조금 가능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 비중도 35.3%로 산지에서 표

준코드 활용 및 준수 여부에 따라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은 어느 정도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울토마토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결과, 출하되는 물량에 대한 허위표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88.2%로 제일 높게 나타남

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 시 허위표시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만 방울토마토의 경우 선별기를 이용한 선별작업이 많은 품목으로 선별기 오류에 

의해 크기규격이 상이한 방울토마토가 혼합되는 사례가 많아 산지에서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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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도매시장 경유 시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 여부 및 허위표시 문제

<이력추적 가능 여부> <허위표시 문제>

자료: 저자 작성.

2.2.2. 중도매인

가. 과대포장 여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

중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니다’라는 응답 또한 54.3%, ‘그렇다’고 응

답한 비율은 2.9%로 나타나 방울토마토 포장 형태에 대한 과대포장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사들의 응답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림 3-23 산지에서 출하되는 방울토마토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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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규격 준수 여부 

중도매인들은 산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방울토마토의 표준규격은 대체로 잘 지

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등급규격의 경우 ‘대체로 또는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54.3%, 크

기규격의 경우 56.3%이며, 보통 수준 응답률이 각각 37.1%, 37.5%인 데 반해, 지

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6%, 6.4%로, 표준규격 준수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

이다. 

다만, 크기규격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표준규격과 달리 매우 복잡한 형태로 세

분화되어 산지에서의 팰릿 출하율과 경매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야기하

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4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방울토마토 표준규격 준수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다. 허위표시 여부

산지에서 출하되는 방울토마토의 허위표시 실태 분석결과 ‘거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없음’이 8.6%, ‘보통’ 40.0%로 

나타난 반면, 허위표시가 있다고 응답한 중도매인은 2.9%로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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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조사결과, 허위표시보다는 정확한 등급 매뉴얼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이 필요하며, 등급 및 크기 규격에 대한 지침서 등을 이용하여 산지 교육 및 관리

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다수였다.

그림 3-25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방울토마토 허위표시 여부

자료: 저자 작성.

2.3. 딸기

2.3.1. 경매사

가. 도매시장 출하 포장단위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딸기의 포장단위 분석결과 1kg가 58.4%로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2kg가 31.6%, 1.5kg가 9.2%로 출하 비중이 뒤를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겉포장 내 소포장 단위별 비중 설문결과, 45.7%가 500g 형태로 출하하고 있

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1kg 단위의 소포장 또한 42.8%로 높게 나타났다. 즉 

산지에서 딸기를 수확하여 500g 또는 1kg 단위로 플라스틱 소포장하여 1kg 또는 

2kg 스티로폼 또는 골판지에 담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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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딸기 포장단위 비중 및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포장단위 기준>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자료: 저자 작성.

나. 포장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딸기의 경우 스티로폼 형태로 출하되는 경우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골판지로 된 박스 형태 출하(34.2%)가 뒤를 따른다.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되는 경

우도 타 품목보다 비교적 높은 17.4%로 딸기의 경우 다양한 포장 형태로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7 딸기 포장재 출하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포장재 출하 형태 비중>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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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딸기의 과대포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아니다’(조금, 매우)가 64.7%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이 29.4%로, 과대포장이

라는 의견이 5.9%로 나타났다. 

다. 표준규격화의 복잡성과 준수 여부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딸기에 대하여 규격화의 복잡성 정도를 설문한 결

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조금, 매우)로 응답한 비율이 47.1%이며,  ‘보통’으

로 응답한 비중이 52.9%로 나타나 도매시자에 출하되는 딸기의 규격화 수준이 복

잡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지에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한 표준규격 준수에 대해 ‘대체로’ 또는 ‘잘’ 지켜

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등급규격의 경우 64.7%, 크기규격의 경우 63.4%로 나타

났으며, ‘보통’ 수준이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각각 29.4%, 33.3%이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5.9%와 13.3%로 나타나, 표준규격 준수는 어느 정

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크기규격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산지에서의 표준규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낮고 선별 전문인력 비중이 높지 않아 일부 표준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8 딸기 표준규격 복잡성 및 준수 여부

<표준규격 복잡성 정도> <표준규격 준수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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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딸기의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비중 분석결과, ‘특’으

로 출하되는 비중이 전체 물량의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 비중이 24.4%로 

나타났다. 크기규격 비중의 경우 ‘2L’ 사이즈가 가장 높은 29.7%를 차지하고 있

고, ‘L’ 사이즈 25.7%, ‘M’ 사이즈가 20.7%의 비중을 보였다.

그림 3-29 딸기 표준규격(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등급규격 비중> <크기규격 비중>

자료: 저자 작성.

마. 산지 출하 운송차량과 팰릿 출하율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응답의 56.2%가 ‘일반화물’을 통해 출하하며, ‘윙바

디 및 박스차량’을 이용한 출하는 37.6%로 나타났다. 딸기의 경우 도매시장 인근 

지역에서 1톤 트럭을 이용한 출하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규모 농가

의 수집출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출하 시 딸기의 팰릿 출하율 분석결과 ‘10~30% 미만’ 4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0% 미만’ 이 2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 도매시

장에 대한 팰릿 출하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팰릿 출하율이 떨어지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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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는 산지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 출하가 대부분이고, 포장 형태

에 따른 팰릿 적재가 불편하다는 점이 심층 조사결과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이용하는 출하차량 형태별 비중과 팰릿 출하비율

<차량 형태별 비중> <팰릿 출하비율>

자료: 저자 작성.

바.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성과 허위표시 여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과정상 표준코드를 활용한 딸기의 이력추적 가능 정

도에 대한 설문결과, ‘가능하다’(조금, 매우)는 비율이 52.9%이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7.1%로 나타났다. 딸기의 경우 산지에서 표준코드 활용 및 준수 

여부에 따라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딸기 물량에 대한 허위표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허위표시가 ‘거의 없다’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도합 82.4%로 나타나

고, 나머지 17.6%가 ‘보통’ 수준으로 응답해 도매시장 출하 시 허위표시로 인한 문

제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선별 시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품질 대비 등급 표시가 다르게 표기되어 출하되는 경우가 있어 산지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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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도매시장 경유 시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 여부 및 허위표시 문제

<이력추적 가능 여부> <허위표시 문제>

자료: 저자 작성.

2.3.2. 중도매인

가. 과대포장 여부

딸기의 과대포장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1.6%가 ‘아니다’로 응답하였고, 

15.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딸기의 과대포장 수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

다(보통 수준이 52.6% 응답). 그럼에도 경매사들에 비해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비

중이 높고(경매사 5.9%), 과대포장이 아니라는 비중도 31.6%로 경매사들의 응답

률 64.7%에 비해 낮아 상품을 직접 취급하여 판매하는 중도매인 입장에서 소포장

과 대포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데 대해 과대포장으로 느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는 대포장 벌크 상태의 딸기를 구매하여 중도매인이 소분포장 판매하거나, 벌크

포장을 선호하는 구매자들을 판매 대상으로 하는 중도매인들은 과대포장이라 표

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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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산지에서 출하되는 딸기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나. 표준규격 준수 여부 

중도매인은 산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딸기의 표준규격 내용 중에서 등급규격이 

크기규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등급규격이 대체로 

또는 잘 지켜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크기규격의 35.5%에 비해 높다. 또한 

크기규격의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22.6%로 등급규격의 

15.8%에 비해 높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품목인 다른 과채류(방울토마토, 파프리

카)에 비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딸기의 표준규격 준수 수준이 중도매인들 사이

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어 산지에서의 선별등급화 수준이 높아질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선별 포장 시 상단과 하단의 딸기 크기가 상이한 것이 많으며, 주관적인 

선별 판단 기준으로 품질과 등급표시의 차이가 많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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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딸기 표준규격 준수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다. 허위표시 여부

산지에서 출하되는 딸기의 허위표시는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응답률이 

65.8%이고 ‘보통’이  31.6%, ‘조금 많음’이 2.6%로 경매사들에 비해 허위표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도매인들에게 일부 허위표

시가 발견되고 있다. 

심층조사결과,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단과 하단 크기의 불일치, 품

질 및 크기선별 불량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림 3-34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딸기 허위표시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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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파프리카

2.4.1. 경매사

가. 도매시장 출하 포장단위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파프리카 포장단위 비중 분석결과 5kg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kg은 14.5%로 나타났다.

겉포장 내 소포장 단위별 비중 설문결과, 66.7%가 기타 형태로 출하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는데 200g 단위가 많으며, 500g 단위의 소포장도 33.3%로 높게 나타

났다.

그림 3-35 파프리카 포장단위 비중 및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포장단위 기준>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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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장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파프리카는 골판지로 된 박스 형태로 출하되는 경우가 84.3%로 압도적인 우위

를 점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되어 출하되는 경우도 타 품목보다 비교

적 높은 수준인 10.6%로 나타났다.

현재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파프리카의 과대포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

과, ‘보통이다’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아니다’가 33.3%로 나타났지만, 

‘조금 그렇다’라는 응답이 22.2%로 나타나 파프리카의 경우 과대포장 문제가 어

느 정도 지적되고 있다. 심층 조사결과에서도 주 박스 포장 이외에 낱개 비닐 포장

하여 출하되는 물량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대포장 의견이 비교적 

높았다.

그림 3-36 파프리카 포장재 출하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포장재 출하 형태 비중>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다. 표준규격화의 복잡성과 준수 여부

파프리카 규격화의 복잡성 정도를 설문한 결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77.8%로 높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응답률이 11.2%로 나타난 반면, 조금 

복잡하다는 비율이  11.1%인 것으로 조사되어 ‘보통’ 수준의 복잡성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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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출하되는 파프리카 물량에 대한 표준규격 준수 여부 설문결과, 지켜

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잘 지켜지고 있다)이 등급규격의 경

우 77.8%, 크기규격의 경우 73.3%로 나타나고, 그저 그렇다는 보통 수준으로 응

답한 중도매인은 등급규격 22.2%, 크기규격 26.7%로 나타났다

그림 3-37 파프리카 표준규격 복잡성 및 준수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표준규격 복잡성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라. 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파프리카의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비중 분석결과, 

‘특’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전체 물량의 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 비중이 

19.3%로 나타났다. 크기규격 비중의 경우 ‘L’ 사이즈가 가장 높은 37.5%를 차지

하고 있고, ‘M’ 사이즈 28.8%, ‘S’ 사이즈가 10.0%의 비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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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파프리카 표준규격(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등급규격 비중> <크기규격 비중>

자료: 저자 작성.

마. 산지 출하 운송차량과 팰릿 출하율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출하 차량 형태별 비중에 대한 

설문결과 ‘윙바디 및 박스차량’ 출하가 56.5%, ‘일반화물’을 이용한 출하는 42.4%

로 타 품목보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한 출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출하 시 파프리카의 팰릿 출하율 분석결과 ‘50~70% 미만’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 이상’이 1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타 품목보다 팰

릿 출하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품목보다 팰릿 출하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나 주산지 중 한 곳인 철원지

역의 경우 소규모 농가가 많아 개별 출하가 많고 하차비 문제 등으로 인해 팰릿 출

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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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이용하는 차량 형태별 비중과 팰릿 출하비율

<차량 형태별 비중> <팰릿 출하비율>

자료: 저자 작성.

바.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성과 허위표시 여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과정상 표준코드를 활용한 파프리카의 이력추적 가

능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가능하다’(매우 가능, 조금 가능)는 응답 비중은 31.3%로 나타났다. 이력추

적이 ‘어렵다’는 응답 비중은 12.5%로 나타나 표준코드를 사용한 이력추적의 효

용성을 비교적 높게 보고 있다.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파프리카 물량의 허위표시 설문결과, 출하되는 물량에 대

한 허위표시는 없거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가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52.9%, ‘전혀 없다’는 비중이 5.9% 로 나타났지만, ‘보통’이라고 응

답한 비중도 41.2%로 나타났다. 파프리카의 경우 포장박스에 산지나 생산자가 표

기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내용물과 박스 표기가 다른 경우도 일부 발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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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도매시장 경유 시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 여부 및 허위표시 문제

<이력추적 가능 여부> <허위표시 문제>

자료: 저자 작성.

2.4.2. 중도매인

가. 과대포장 여부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아니다’(조금 아니

다,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2.5%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0.3%

로 나타났지만, ‘그렇다’(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 

타 품목보다 산지로부터의 파프리카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 의견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산지에서 출하되는 파프리카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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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규격 준수 여부 

중도매인들은 산지에서 출하되고 있는 파프리카의 표준규격(등급규격 및 크기

규격)은 절반 정도인 59%가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8% 정도가 보통 수

준이고, 13% 정도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매사들이 75% 

내외 잘 지켜지고 있고, 보통이 20여 %이며 지켜지지 않는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중도매인들은 등급규격의 경우 ‘지켜지고 있다’(매우, 대체로)가 59.4%, 크기

규격의 경우 58.6%로 응답한 반면, 보통 수준이 각각 28.1%, 27.6%이고 ‘지켜지

지 않는다’가 각각 12.5%, 13.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2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파프리카 표준규격 준수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다. 허위표시 여부

산지에서 출하되는 파프리카의 허위표시 실태 분석결과 ‘거의 없음’이  40.6%,  

‘전혀 없음’이 12.5%로 허위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도매인이 53.1%이

나, ‘보통’ 수준이 28.1%, ‘조금 많음’이 18.8%로 나타나, 상품을 직접 취급하는 중

도매인들은 도매시장에서 파프리카의 허위표시가 상당 수준 나타나고 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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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나타냈다. 허위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경매사들의 의견이 58.8%, ‘보통’ 수준

이 41.2%로 나타나, 경매사들도 어느 정도 허위표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림 3-43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파프리카 허위표시 여부

자료: 저자 작성.

2.5. 감귤 

2.5.1. 경매사

가. 도매시장 출하 포장단위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감귤의 포장단위 분석결과 5kg이 64.6%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0kg이 2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의 겉포장 내 소포장 단위별 비중 설문결과, 71.4%가 벌크 형태로 출하한

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1kg 단위의 소포장은 1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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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감귤 포장단위 비중 및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포장단위 비중>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자료: 저자 작성.

나. 포장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감귤은 대부분 골판지로 된 박스 형태로 출하(98.6%)되

며,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되는 경우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의 과대포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이 ‘아니’라는 응답률이 

43.8%이고,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56.3%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과대포장되었

다는 지적은 없어 감귤의 경우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5 감귤 포장재 출하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포장재 출하 형태 비중>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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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감귤의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비중 분석결과, ‘특’으

로 출하되는 비중이 전체 물량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 비중이 15.9%로 

나타났다. 크기규격 비중의 경우 ‘S’ 사이즈가 가장 높은 32.1%를 차지하고 있고, 

‘M’ 사이즈 26.5%, ‘2S’ 사이즈가 16.2%의 비중을 보인다.

그림 3-46 감귤 표준규격(등급규격 및 크기규격) 비중

<등급규격 비중> <크기규격 비중>

자료: 저자 작성.

라. 표준규격화의 복잡성과 준수 여부

감귤의 표준규격에 대한 설문결과, ‘조금 복잡하다’는 응답률이 6.3%에 불과하

고, ‘보통’이 75.0%, ‘단순하다’가 18.8%로 응답하여 표준규격의 복잡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모두 대

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규격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75.1%로 높고, 크기규격도 78.6%로 매우 높다. ‘보통’ 수준은 각각 12.5%와 

14.3%이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각각 12.5%와 7.1%이다.  등급규격

이 크기규격에 비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감귤 선별이 형상

선별기로 이루어져 크기 구분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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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격의 경우 표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끔 혼합되어 출하되는 경

우가 있으며, 등급표시의 경우 주관적인 내용이라 모두 ‘특’으로 표기하는 등 산지

에서의 표준규격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실제로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감귤의 등급규격별 출하 비중 분석결과, ‘특’

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전체 물량의 7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 정한 크기 규격과 달리 3L, 2SS의 규격도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7 감귤 표준규격 복잡성 및 준수 여부

<표준규격 복잡성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마. 산지 출하 운송차량과 팰릿 출하율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출하 차량 형태별 비중에 대한 

설문결과 ‘일반화물’ 출하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윙바디 및 박스차량’

을 이용한 출하는 43%로 나타났다. 산지에서의 일반화물을 이용한 출하 비중이 높

게 나타남에 따라 이는 산지에서의 팰릿 출하율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실태를 반

영한 결과로 보인다. 심층 조사결과에서도 일반화물 차량의 경우 대부분 개별 적재

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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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이용하는 차량 형태별 비중과 팰릿 출하비율

<차량 형태별 비중> <팰릿 출하비율>

자료: 저자 작성.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팰릿 출하율에 대한 조사결과,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30% 미만’ 비중 또한 25.0%

로 나타나 감귤의 경우 산지에서의 팰릿 출하율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산지에서의 팰릿 출하율이 낮은 이유는 일반화물로 운송 시 팰릿 적재가 어

렵고, 대부분 대단위 출하가 아닌 개별 적재되어 출하되기 때문에 경매를 위해 재

분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팰릿 출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컨테이너 

규격과 팰릿 규격의 이격화와 함께 팰릿 수거 문제(KPP와 아주 렌탈 독점 형태), 

지방 도매시장 분산출하, 산지에서 등급 구분 없이 적재 후 출하 문제 등이 도매시

장 팰릿 출하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바.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성과 허위표시 여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과정상 표준코드를 활용한 감귤의 이력추적 가능 정

도에 대한 설문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0.0%이며, ‘어렵다’(조금, 매우)는 응답률이 26.6%로 나

타났다. 

감귤의 이력추적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이 26.6%로 비교적 높은 이유는  감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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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10kg 등으로 출하되어 소매단계에서 낱개 또는 소분포장되어 팔리기 때문에 

도매단계까지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방울토마토나 딸

기, 파프리카의 경우 산지단계에서 소포장되어 소포장박스에 바코드가 찍혀 소비

자까지 유통되기 때문에 상품의 해포나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력추적 가

능성이 높다.

그림 3-49 도매시장 경유 시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 여부 및 허위표시 문제

<이력추적 가능 여부> <허위표시 문제>

자료: 저자 작성.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감귤 물량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설문결과, 출하되는 

물량에 대한 허위표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가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75.0%로 제일 높지만, ‘조금 많음’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12.5%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산지에서 출하물량에 대한 허위표시는 존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심층 조사결과에서도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 감

귤로 둔갑하여 출하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크기에 대한 허위표시도 많은 사례 중

의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96 |

2.5.2. 중도매인

가. 과대포장 여부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감귤 물량을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을 대

상으로 감귤의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도매법인의 경매사보다는 감귤이 

과대포장되어 출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포장

의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중도매인 조사결과,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9%,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0.5%로 높았지만, ‘그렇다’라는 응답이 13.5%로 나

타나 경매사들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은 과대포장 의견이 일부 나타났다. 

중도매인의 경우 실제로 상품을 취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과대포장되고 있다

는 의견이 경매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조사결과에서도 

실제로 소포장되어 출하되는 경우 플라스틱 팩으로 겉포장 내 재 소포장되어 오는 

경우도 많아 과대포장이라고 생각하는 중도매인 비중이 높았다.

그림 3-50 산지에서 출하되는 감귤 과대포장 여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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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규격화 준수 여부 

중도매인의 경우 감귤의 표준규격 준수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등급규격과 크

기규격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4.4%, 66.6%, 보통 수준 지켜

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5.4%, 16.7%로 나타나 경매사들과 함께 표준규

격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

답 비율도 각각 10.3%, 16.7%로 나타나 여전히 산지에서 선별작업이 완전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준규격 이외에 등급 세분화가 과다한 물량 

비중도 높으며, 아예 표시가 없는 형태로 출하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어 산

지에서 표준규격 준수를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1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감귤 표준규격 준수 여부

자료: 저자 작성.

다. 허위표시 여부

산지에서 출하되는 감귤의 허위표시에 대해 중도매인들의 62.1%가 ‘허위표시

가 없다’고  응답하여 경매사들의 응답률 75.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이 32.4%,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나타나 허위표시에 대해 다

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 조사결과, 허위표시의 대표



98 |

적인 사례로는 중량과 표기 개수의 불일치, 품질 및 크기선별 불량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포장 박스는 다르나 같은 농장에서 생산한 물량 비중도 비교적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2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감귤의 허위표시 여부

자료: 저자 작성.

2.6. 설문조사 결과 요약 

2.6.1. 품목별 포장단위 및 과대포장 문제

품목별 포장단위와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비중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과채류가 

대부분 산지 출하조직에서 200g, 500g, 750g, 1kg 플라스틱(방울토마토, 딸기) 또

는 봉지(파프리카) 등 다양한 소포장 상품을 주로 골판자 포장박스, 일부 플라스틱, 

스티로폼 박스(딸기)에 담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포장의 경우 표준

규격 박스 이외에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요구에 의해 세분화된 중량과 모양의 

소포장 상품을 선별포장해 겉포장 박스에 담아 출하하기도 한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소분포장 형태를 요구하는 추세로 인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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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하농가나 출하조직(APC)에서 박스 비용과 선별 비용 등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포장박스에 대한 표준규격 수준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세분화를 억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노지채소의 대표 품목인 배추의 경우 10kg 포장단위 규격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

나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주로 이용하는 골판지 박스보다 그물망 포장재를 

이용하고 있어 팰릿 출하를 유도하고 상품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골판지박스

나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출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과일류인 감귤은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어 육지로 운송되고 부피가 과채류에 

비해 큰 과일의 특성상 5kg, 10kg의 골판지박스로 주로 출하되어 소포장 비율이 현

재까지는 낮다.

표 3-18 겉포장단위 및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구분 포장단위(비중, %)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비중, %)
배추 10kg(71.4), 8kg(22.8), 기타(5.8) -

방울토마토 5kg(37.0), 3kg(29.7), 기타(33.3) 750g(85.0), 1kg(12.5), 500g(2.5)

딸기 2kg(31.6), 1.5kg(9.2), 1kg(58.4), 기타(0.8)
1kg(42.8), 750g(8.5), 500g(45.7), 
기타(3.0)

파프리카 10kg(14.5), 5kg(79.5), 2kg(0.2), 기타(5.8) 500g(33.3), 기타(66.7)
감귤 10kg(24.6), 5kg(64.6), 3kg(5.5), 기타(5.4) 벌크(71.4), 기타(17.1), 1kg(11.4)

자료: 저자 작성.

품목별 포장재 출하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딸기를 제외

한 모든 품목에서 골판지박스를 활용한 출하 형태가 많았으며, 플라스틱 사용 비

중은 모든 품목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중에서 딸기의 경우 

겉포장박스로 스티로품 비율이 43.6%로 가장 높으며 골판지박스가 34.2%, 플라

스틱박스가 17.4%이다. 이는 상품성 보존과 품온 유지를 위해 생산자와 유통인들

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거래관계자들을 심층면담 조사한 결과, 골판지박스 이용의 경우 저

장고 적재, 화물적재나 하역 시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상품을 훼손되는 경우가 발

생하는 사례도 많아 골판지박스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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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과대포장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배추의 경우 포장이 주로 그물망이고 

골판지박스 등 다른 포장이 적은 품목으로 과대포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매사들에 비해 경매물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중도매인들 중 27.3%가 과대

포장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면심층조사한 결과 일부 중도매인들이 그물망보다 

박스 포장 형태로 출하되는 배추에 대해 과대포장으로 지적하고 있어 박스포장을 

유도하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중도매인들은 거래편의상 단순하고 상품이 보

이는 그물망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파프리카의 경우 경매사의 22.2%, 중도매인의 27.3%가 과대포장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심층 조사결과, 낱개단위 비닐 소포장하여 출하되는 물량도 상당수 존

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대포장 의견이 비교적 높았다.

딸기의 경우 중도매인들의 과대포장 응답률이 15.8%로 경매사들의 5.9% 에 비

해 높고, 과대포장이 아니라는 응답률도 31.6%로 경매사들의 64.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품을 직접 취급하여 판매하는 중도매인 입장에서 소포장과 대

포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데 대해 과대포장으로 느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

포장 벌크 상태의 딸기를 구매하여 중도매인이 소분포장 판매하거나, 벌크포장을 

선호하는 구매자들을 판매 대상으로 하는 중도매인들은 과대포장이라 표현할 수 

있다.

감귤의 경우 경매사들은 과대포장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는 데 비해 중

도매인들의 13.5%가 과대포장을 지적하고 있다. 심층면담조사결과,  실제로 소포

장되어 출하되는 경우 플라스틱 팩으로 소포장하여 골판지박스에 담아 출하하는 

경우도 많아 상품을 직접 취급하는 중도매인들 중에서 이를 과대포장이라고 여기

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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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주요 품목별 포장재 출하 형태 및 과대포장 여부

구분 포장재 형태(비중, %)
과대포장 여부(비중, %)

응답내용 경매사 중도매인

배추 그물망(84.0), P박스(12.6), 기타(3.4)
그렇다 5.3 27.3
보통 52.6 40.9
아니다 36.8 31.8

방울토마토 골판지(86.4), P박스(5.5), 기타(8.2)
그렇다 0.1 2.9
보통 58.8 42.9
아니다 41.1 54.3

딸기 골판지(34.2), P박스(17.4), 스티로폼(43.6)
그렇다 5.9 15.8
보통 29.4 52.6
아니다 64.7 31.6

파프리카 골판지(84.3), P박스(10.6), 기타(5.1)
그렇다 22.2 27.3
보통 44.4 30.3
아니다 33.3 42.5

감귤 골판지(98.6), P박스(1.0), 기타(0.4)
그렇다 0.0 13.5
보통 56.2 40.5
아니다 43.8 45.9

자료: 저자 작성.

2.6.2. 표준규격의 복잡성 및 준수 여부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품목별 표준규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표준규격의 

복잡성은 크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다고 응답하였다.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가 복

잡하다는 응답률과 단순하다는 응답률이 비슷하고, 배추와 딸기, 감귤은 복잡하

다는 것보다 단순하다는 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도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모두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격 사이즈의 경우 준수율이 높

긴 하지만, 크기가 상이한 물량이 가끔 혼합되어 출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규격 기준의 편차가 존재하여 지역별로도 같은 규격으로 

표시되어 출하됨에도 서로 크기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등급표시는 개별출하가 많은 품목의 경우 주관적인 선별판단 기준 적용으로 모

두 ‘특’으로 표기하여 출하하는 비중이 높아 산지에서의 표준규격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배추의 경우에는 농협 계통출하나 산지 APC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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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하가 적고 산지 수집 상인의 출하비율이 높아 다른 품목에 비해 규격화 수

준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등 표준규격의 준수 여부 조사결과, 모든 품목에

서 표준규격이 ‘지켜진다’는 응답비율이 그렇지 않은 데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적으로 보면, 경매사에 비해 상품을 직접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경매사들에 비

해 규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편이다. 

배추와 딸기가 다른 품목과 비교해 비교적 표준규격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품질에 대한 등급규격에 비해 크기규격의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경우에는 크기규격에 대한 준수율보다 그렇지 않은 

비준수율이 더 높다.  심층 조사결과 도매시장의 많은 유통관계자들이 시장에 출

하된 배추가 산지에서 기재한 크기규격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

다. 즉 도매시장에 출하된 배추에 대한 크기와 품질 면에서 표준규격화를 상당 수

준 불신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에는 다른 과채류(방울토마토, 파프리카)에 비해 도매시장에 출하

하는 딸기의 표준규격 준수 수준이 중도매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

고 있어 산지에서의 선별등급화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산지에서 표준규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낮고 선별 전문인력 비중이 높지 않아 

선별 포장 시 상단과 하단의 딸기 크기가 상이한 것이 많으며, 주관적인 선별 판단 

기준으로 품질과 등급표시의 차이가 많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감귤의 경우, 제주도 산지에서 대부분 기계선별되어 표준규격이 잘 준수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등급규격과 크기규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는 응답 비율이 경매사들은 각각 12.5%, 7.1%, 중도매인들은 각각 10.3%, 16.7%

로 나타나 여전히 산지에서 선별작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표준규격 이외에 등급 세분화가 과다한 출하품도 있으며, 아예 표시가 없는 

형태로 출하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어 산지에서 표준규격 준수를 위한 교육

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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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주요 품목별 규격화 수준 정도 및 준수 여부

구분

표준규격 복잡성 여부(비중, %) 표준규격 준수 여부(비중, %)

응답내용 경매사 응답내용
경매사 중도매인

등급
규격

크기
규격

등급
규격

크기
규격

배추
복잡하다 5.2 지켜진다 55.6 41.2 31.8 27.0
보통 63.2 보통 33.3 35.3 47.7 37.8
단순하다 31.6 지켜지지 않는다 11.1 17.6 20.5 35.1

방울토마토
복잡하다 12.5 지켜진다 87.5 81.3 54.3 56.3
보통 75.0 보통 6.3 12.5 37.1 37.5
단순하다 12.5 지켜지지 않는다 6.3 6.3 8.6 6.4

딸기
복잡하다 0.0 지켜진다 64.7 63.4 50.0 35.5
보통 52.9 보통 29.4 33.3 34.2 41.9
단순하다 47.1 지켜지지 않는다 5.9 13.3 15.8 22.6

파프리카
복잡하다 11.1 지켜진다 77.8 73.3 59.4 58.6
보통 77.8 보통 22.2 26.7 28.1 27.6
단순하다 11.2 지켜지지 않는다 0.0 0.0 12.5 13.7

감귤
복잡하다 6.3 지켜진다 85.1 88.6 74.4 66.6
보통 75.0 보통 12.5 14.3 15.4 16.7
단순하다 18.7 지켜지지 않는다 12.5 7.1 10.3 16.7

자료: 저자 작성.

2.6.3. 산지 출하 운송차량과 팰릿 출하비율

산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출하 차량 형태별 비중에 대한 

설문결과, 파프리카를 제외한 4개 품목에서 ‘일반화물’을 이용하는 출하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윙바디 및 박스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울토마토, 딸기, 감귤은 일반화물차량 운송비율이 45~56%이며 콜드체인이 가

능한 윙바디 및 박스 차량 비율이 38~43%로 나타났으며, 콜드체인 운송차량이 늘

어나는 추세이나 아직은 일반화물 차량비율이 높다. 

특히 배추의 경우 일반 무개차량화물로 출하하는 비율이 74%로 높고, 윙바디

나 박스차량 출하비율이 17.1%로 낮아 여전히 콜드체인화가 안 되고 상온출하가 

일반적이어서 물류 문제에서 핵심문제로 남아 있다.

반면 파프리카는 윙바디 및 박스 화물차량 이용률이 57%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파프리카의 출하조직화와 공동선별, 공동출하 시스템이 잘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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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콜드체인화 수준이 높고 팰릿 출하율도 높다.

산지에서 팰릿 출하비율은 도매시장에 따라,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국에

서 가장 크고 대형 차량 출하가 많은 가락동 도매시장은 그나마 팰릿 출하비율이 

높은 데 반해 지방도매시장으로 갈수록 품목별 출하물량이 적어 대형차량에 의한 

팰릿 출하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배추의 경우 팰릿 출하비율이 가장 낮으며, 감귤은 제주도에서 컨테이너로 출

하하는 특성상 팰릿 출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파프리카는 규모화된 산지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센터에서 출하하여 팰릿 상태로 윙바디나 박스차량에 적

재하여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출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배추의 경우, 박스포장과 달리 망포장으로 적재 출하하는 배추는 팰릿 적재

가 용이하지 않으며 팰릿 적재 시 트럭 적재 수량이 많이 줄어 운임 비용이 증가하

기 때문에 팰릿 출하율이 낮다.

산지에서 팰릿 출하율이 낮은 이유는 일반화물 운송 시 대부분 일반화물 트럭

적재함과 팰릿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팰릿 적재가 어렵고, 팰릿 단위로 출하되

어도 경매를 위해 재분류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컨테이너 규격과 팰릿 규격의 부정합성, 팰릿 수거문제(KPP와 아주 

렌탈이 독점 형태), 지방 도매시장 전송 및 분산출하, 산지에서 등급 구분 없이 적

재 후 출하되는 문제 등이 도매시장 팰릿 출하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3-21 품목별 출하 시 이용 차량과 팰릿 출하비율

구분 차량 형태별(비중, %) 팰릿 출하율(비중, %)

배추 일반화물(73.9), 윙바디․박스차량(17.1) 10% 미만(66.7), 50~70% 미만(16.7)

방울토마토 일반화물(55.9), 윙바디․박스차량(42.1) 10~30% 미만(35.3), 30~50% 미만(23.5)

딸기 일반화물(56.2), 윙바디․박스차량(37.6) 10% 미만(23.5), 10~30% 미만(47.1) 

파프리카 윙바디․박스차량(56.5), 일반화물(42.4) 30~50% 미만(23.5), 50~70% 미만(29.4) 

감귤 일반화물(45.0), 윙바디․박스차량(43.0) 10% 미만(56.3), 10~30% 미만(25.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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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품목별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성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과정상 표준코드를 활용한 품목별 이력추적 가능 정

도에 대한 설문결과, 배추가 이력추적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보았으며, 감귤의 경

우도 비교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딸기는 이력추적 가능성이 가

장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방울토마토나 딸기, 파프리카의 경우 산지단계에서 소포장되어 소포장박스에 

바코드가 찍혀 소비자까지 유통되기 때문에 상품의 해포나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아 이력추적 가능성이 높다.

배추의 경우에는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은 현재 상태로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감귤의 이력추적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이 26.6%로 비교적 

높은 이유는 감귤이 5kg, 10kg 등으로 출하되어 소매단계에서 낱개 또는 소분포

장되어 팔리기 때문에 도매단계까지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22 품목별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 여부

구분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 여부(비중, %)

가능하다 보통 어렵다 계
배추 29.4 29.4 41.1 100.0

방울토마토 53.0 35.3 11.8 100.0
딸기 52.9 47.1 - 100.0

파프리카 31.3 56.3 12.5 100.0
감귤 20.0 53.5 26.6 100.0

자료: 저자 작성.

2.6.5. 품목별 허위표시 실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에 허위표시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있다’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산지에서 출하물량에 대한 허위표시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심층 조사결과에서도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산지 허위표시, 중량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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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수의 불일치, 품질 및 크기선별 불량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포장 박스

는 다른데 동일한 농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출하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파프리카의 경우 경매사들은 허위표시가 있다고 응답하지 않고, 없거나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나, 중도매인들의 경우 허위표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나타나 상품을 직접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에서 파프리카의 

허위표시가 상당 수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파프리카의 포장박스에 

산지나 생산자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내용물과 박스 표기가 다

른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방울토마토에도 물량에 대한 허위표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

별기를 이용한 선별작업이 많은 품목으로 선별기 오류에 의해 크기규격이 상이한 

방울토마토가 혼합되는 사례가 많아 산지에서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에도 허위표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허위표시 문제가 없으

나, 중도매인들에게 일부 허위표시가 발견되고 있어 경매사들에 비해 허위표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다. 심층조사결과,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

단과 하단 크기의 불일치, 품질 및 크기 선별 불량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수작업 선별 시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품질 대비 등급 표시가 다르게 

표기되어 출하되는 경우가 있어 산지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감귤의 경우 중도매인들이 응답한 허위표시 응답비율이 5.4%로 나타났으며 경

매사들의 응답비율은 이보다 높은 12.5%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산지에서 출

하물량에 대한 허위표시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 조사결과에서

도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 감귤로 둔갑하여 출하되

는 사례가 많았으며, 크기에 대한 허위표시도 많은 사례 중의 하나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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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품목별 허위표시 여부

구분 응답내용 경매사(비중, %) 중도매인(비중, %)

배추
없다 73.7 -
보통 26.3 -
있다 - -

방울토마토
없다 88.2 57.2
보통 11.8 40.6
있다 - 2.9

딸기
없다 82.4 65.8
보통 17.6 31.6
있다 - 2.6

파프리카
없다 58.8 53.1
보통 41.2 28.1
있다 - 18.8

감귤
없다 75.0 62.1
보통 12.5 32.4
있다 12.5 5.4

자료: 저자 작성.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배추 물량에 대해 허위표시가 없다는 비율이 74%나 되고 

보통이라 응답한 비율이 26%로 허위표시 출하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실

제로는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인 출하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산지유통인들이 전국

의 배추 주산지를 수집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지 표기가 생략되거나 

타 산지로 둔갑하여 출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결구 상태로 봐서 등급 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게, 크기규격에서 실제보다 높은 규격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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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 및 설문조사를 통한 농산물 표준화 문제점

3.1. 농산물 물류 표준화 문제 

3.1.1. 산지출하조직의 조직화․규모화 미흡으로 물류효율성 저하

앞서 살펴본 농산물의 대부분은 출하단계에서 산지의 영세성으로 인한 조직화·

규모화 미흡으로 통일된 포장규격과 등급규격화, 팰릿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부 농산물에 한하여 생산자조직이 APC 및 공동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은 여전히 개별출하 형태로 인해 물류비가 높은 상황이다.

물류 기능의 시스템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지역적 연계와 

운송부터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물류 관리, 정보화까지 다양한 기능이 유기

적인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개별적으로 물류 기능이 수행되어 물류 효율

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도매시장 경매사와 중도매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파프리카의 경우 윙바디 및 

박스 화물차량 이용률이 57%로 일반화물차량 이용률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파프리카의 출하조직화와 공동선별, 공동출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출

하규모 단위가 크기 때문이다.

산지 및 도매시장의 팰릿 및 하역기계화율 미흡(2017년 20.5%)으로 인한 물류

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품목 및 포장규격으로 인한 팰릿 적재가 불가한 

경우도 나타났다.

가락동 도매시장 3개 도매법인의 주요 품목별 팰릿 출하율 분석 결과, 방울토마

토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딸기 17.1%, 파프리카 15.6%, 감귤 4.2%, 배추는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지출하조직의 공동선별을 거치지 않

은 물량의 경우, 상품 등급규격과 크기규격이 출하자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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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팰릿 출하가 이루어져도 도매시장 거래 시 재분류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1.2. 가락동 도매시장으로의 물량 집중현상 심화

전국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이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

으로 인해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 후 다시 지방도매시장으로 재분산 및 전송되는 

물량이 많아 분산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하게 된다. 특히, 딸기의 경

우 생산량 가운데 전체 도매시장 연간 반입량이 67.5%이며, 그중의 67.7%가 가락

동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팰릿 출하비율은 도매시장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크고 대형 차량 출하가 많은 가락동 도매시장은 그나마 팰릿 출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지방도매시장으로 갈수록 품목별 산지출하물량이 적고 가락

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으로부터 짝짐 형태의 전송물량이 많아 대형차량에 의한 팰

릿 출하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가락동 시장으로의 집중화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3.1.3. 농산물 물류 인프라 구축 미흡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짐에 따라 팰릿을 이용한 하역기

계화율도 증가추세에 있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도매시장 출하단계의 하역기

계화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농산물의 특성상 산지-운송-소비지 등 물류 전반의 저온 유통체계의 구축이 필

요하지만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송비와 감모비 등 농산물 물류의 직접적인 비

용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팰릿 적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물류과정 및 저장기간 동안 물량과 품질의 체

계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지만, 농산물 물류 정보화 시스템 구축 미비로 물류비

용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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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물류표준과 불일치한 포장규격(포장용기·포장재·포장 형태)

농산물은 다양한 포장 형태(박스포장, 용기담기, 망포장, 묶음(다발)포장, 산물

형태 등)로 인해 적재․수송·하역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배추

의 경우, 박스포장과 달리 84%에 달하는 물량이 그물망 포장상태로 일반차량에 적

재 출하하는데, 그물망 포장 배추는 팰릿 적재가 용이하지 않으며 팰릿 적재 시 트

럭 적재 수량이 많이 줄어 운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추의 팰릿 출하율이 낮은 

주된 원인이 된다. 산지에서 팰릿 출하율이 낮은 이유는 일반화물 운송 시 대부분 

일반화물 트럭적재함과 팰릿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팰릿 적재가 어렵다. 

3.1.5. 물류활동 수행 주체의 특성에 따른 비효율성 존재

농산물 물류 주체는 대부분 영세·개별적 주체로 자가용 소형 트럭, 중소형 생산

자조직 차량과 지입차량 등이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팰릿 표준에 맞는 

적재함 표준화나 수송 차량 형태나 종류(품목 특성에 따른 벌크, 냉장, 냉동차량 

등)의 물류 표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3.1.6. 물류의 계절성에 따른 전문 물류기업의 농산물 물류산업 진입의 

어려움 존재

농산물 물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출하자의 물류 규모, 물류 수급 및 물류

비용, 물류 주체의 사업물량 등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계절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물류 수요가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데 비하여 물류공급업체의 

경우 안정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중 안정적 설비(시설, 차량, 기지, 장비 등) 

활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심한 계절성으로 인한 대규모 기업물류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대규모 물류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농산물의 

개별·영세·분산물류 중심 → 물류공동화·규모화의 어려움 → 농산물 전문 물류업

체 진입·발전의 어려움 → 물류수익성 불안정 등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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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 위험성에 따른 물류 표준화의 어려움

농산물 물류의 경우 물류 대상 물량 및 수급의 계절성, 농산물 시장가격(매출

액)의 불안정성 등에 비해 물류비용의 변동성이 낮고 매출액이나 시장가격 변동

과의 연계성이 낮아 물류 활동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 결과 농산물 물류

에서 기업적 물류 형태가 성립되기 어려운 환경일 뿐만 아니라 물류규모화나 물류

공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 표준화를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가 상대적으로 제한

적인 특징이 있다. 

3.1.8. 포장규격 간 포장치수의 불일치

농산물은 포장규격 간 배수와 분할에서 포장치수의 정합성 결여로 팰릿적재 및 수

송효율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예: 2.5kg, 5kg, 10kg 박스 간 포장치수의 불일치 등).

3.1.9. 산지 출하 주체별 임의 규격출하 설정에 따른 비효율성

농산물의 경우, 동일 중량의 포장에서 출하 주체 간 포장치수, 포장방법, 포장재

의 강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 출하조직 간 물류공동화의 장

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통단계별·유통주체별 통합 물류정보화가 불가능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1.10. 표준코드의 불일치 및 연계 활용 어려움

물류 통계의 정확성이 미흡하여 품목별 반·출입 통계산출을 위해 농산물 표준

코드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나, 도매시장 또는 법인별로 적용 품목 및 품종이 일치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품종마다 표준코드가 부

여되어 있으나, 물량이 적은 품종의 경우 기타 코드로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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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노점 등 소규모 소매상의 경우, 표준품목코드에 따른 품목 분류가 불가능

하다. 대형유통업체의 표준품목코드를 통해 납품이 이루어지더라도 판매단계에

서 단량 또는 개수로 판매될 경우, 집계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농산물 상품표준화 문제

3.2.1. 등급규격과 크기규격 표시상의 불일치 

도매법인의 경매사와 중도매인 설문조사결과, 산지에서 출하되는 물량 중 등급

규격과 표시규격이 표시 내용과 상이한 물량이 많아 산지와 소비지 간의 신뢰 저

하로 인한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관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추와 딸기가 다른 품목과 비교해 비교

적 표준규격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에 대한 등급규격에 비해 크

기규격의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경우에는 크기

규격에 대한 준수율보다 비준수율이 더 높다. 심층 조사결과 도매시장의 많은 유

통관계자들이 시장에 출하된 배추가 산지에서 기재한 크기규격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도매시장에 출하된 배추에 대한 크기와 품질 면에서 

표준규격화를 상당 수준 불신하고 있다.

방울토마토, 파프리카에 비해 딸기의 표준규격 준수 수준이 중도매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어 산지에서 선별등급화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산지에서 표준규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낮고 선별 전문인력 비중이 

높지 않아 선별 포장 시 상단과 하단의 딸기 크기가 상이한 것이 많으며, 주관적인 선

별 판단 기준으로 품질과 등급표시의 차이가 많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지에서 선과기로 기계선별 출하되는 감귤의 경우 표준규격이 잘 준수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등급규격과 크기규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여전히 산지에서 선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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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준규격 이외에 등급 세분화

가 과다한 출하품도 있으며, 아예 표시가 없는 형태로 출하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

하고 있어 산지에서 표준규격 준수를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3.2.2. 품종과 품질의 다양성에 따른 획일적 등급규격 적용의 어려움

농산물은 동일한 품목에서도 품종별 품질(크기, 색택, 당도 등)이 다양하고, 재

배지역의 자연조건(기상, 토질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등급규격 적용의 어려움

이 존재한다. 그 결과 동일 출하조직 내에서도 동일 품목이지만 품종이 다른 생산

자 간의 공동선별․출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공동운송 수준에 머물

고 있다. 

동일 품목 및 품종 안에서도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 이외에도 산지별로 세분화

된 등급규격을 사용함에 따라 획일적인 등급규격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로 

인해 거래 주체 간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등급규격 및 크기규격에 대한 허위

표시 문제로 도매시장에서의 출하자별 경매, 품질확인을 위한 포장해체, 소매거

래에서의 소분 포장 등 다양한 유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2.3. 동일 품목의 이중포장에 따른 유통비용 증대 요인

산지 출하조직의 포장규격은 물류 표준화와 부합하도록 대부분 겉포장 중심의 

수송용 포장규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비구조 변화(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호 규격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산지에서 소포장의 속포장 출하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 포장단위와 겉포장 내 소포장 형태 비중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과채류가 

대부분 산지 출하조직에서 200g, 500g, 750g, 1kg 플라스틱(방울토마토, 딸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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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봉지(파프리카) 등 다양한 소포장 상품을 겉포장박스에 담아 출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포장의 경우 표준규격 박스 이외에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요

구에 의해 세분화된 중량과 모양의 소포장 상품을 선별포장해 겉포장 박스에 담아 

출하하기도 한다. 

파프리카의 경우 경매사의 22.2%, 중도매인의 27.3%가 과대포장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낱개단위 비닐 소포장으로 출하되는 물량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대포장 의견이 비교적 높았다.

딸기의 경우 상품을 직접 취급하여 판매하는 중도매인들의 과대포장 응답률이 

15.8%로 경매사들의 5.9%에 비해 높은데, 중도매인 입장에서 소포장과 대포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데 대해 과대포장으로 느끼고 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소분포장 형태를 요구하는 추세로 인해 산

지 출하농가나 출하조직(APC)에서 박스 비용과 선별 비용 등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포장박스에 대한 표준규격 수준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세분화를 억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2.4. 브랜드 중심의 포장표시로 포장규격화의 신뢰도 저하

표준규격 표시사항으로는 의무표시로 표준규격품 여부 문구 표시, 품목, 품종, 

산지, 무게(개수), 등급, 생산자(단체) 명칭과 전화번호 등이 있으며, 그 외 당도나 

산도, 크기 호칭(개수), 포장치수나 포장재 무게, 영양성분 등은 표시 권장사항이

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포장재나 포장 형태라도 의무표시 사항에 대한 상세 규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포장표시에서 대부분 브랜드명이나 브랜드마크 등의 

표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나 구매자가 포장규격(포장표시)을 인지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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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표준규격화와 물류 표준화의 영향과 관계

자료: 저자 작성.

4.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4.1. 개요13)

농수축산물 표준코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화훼류, 가공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유통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리하는 품목, 품질, 단위, 크

기, 산지 코드, 포장상태이다. 

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농수축

산물 관련 코드를 제정 및 운영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정보 취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료를 표준화하여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의 편의성 제고

를 위하여 1996년 4,700여 개의 코드를 제정하였다. 이후 1998년 재제정, 1999년 

1차, 2003년 2차, 2005년 3차, 2008년 4차, 2013년 5차, 2015년 6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13) 농림축산식품부(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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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코드는 농산물의 유통과정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과 이곳에 등록된 법인, 공판장, 경매사, 중도매인,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적용 대상이다.

4.2. 코드체계

2016년 6차 개정이 이루어진 농수축산물 표준코드는 미사용 혹은 중복 품종을 

삭제(품목, 품종, 부류)하였고, 신규 품목, 품종을 추가하는 한편, 비표준 용어 및 

오류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총 12,809개의 품종 코드가 관리되고 있다(대분류(부

류): 71개, 중분류(품목): 1,485개, 소분류(품종): 12,089개).

표 3-24 표준품목코드 총괄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부류 품목 품종 부류 품목 품종
농산물 19 688 1,960 19 448 2,064
화훼류 13 655 4,852 13 237 4,221
임산물 5 47 387 3 6 63
축산물 17 201 1,411 10 45 668
수산물 23 747 4,781 23 727 5,424
가공품 3 27 615 3 21 369
약재류 1 29 28

GMO농산물 1 7 8
LMO농산물 1 5 42

계 83 2,406 14,084 71 1,485 12,80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재가공.

농수축산물 표준코드는 거래단위 코드 24개, 품질 코드 72개, 크기 코드 186개, 

포장상태 코드 80개를 관리하며, 산지 코드는 554개를 관리한다. 코드는 총 18자

리로 표준품목 코드(6자리), 표준규격 및 등급 코드(6자리), 표준산지 코드(6자리)

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태 | 117

그림 3-54 표준코드 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품목코드는 경락과 조사과정 중 발생하는 품목과 품종 분류를 정의하며, 대분

류(부류) 코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화훼류, 임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의 

분류를 정의하는 코드로 농산물은 ‘01’~‘19’, 수산물은 ‘61’~‘89’, 축산물은 ‘41’~‘58’, 

화훼류는 ‘20’~‘30’, ‘36‘~‘37’, 임산물은 ‘31’~‘35’, 가공품은 ‘91’~‘93’ 코드가 부

여된다. 중분류(품목) 코드와 소분류(품종) 코드는 유통관점뿐만 아니라 생물학

적 관점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표준규격 및 등급코드는 품목(품종)의 거래단위, 품질 코드, 크기, 포장상태를 

정의하며, 품목코드(농산물, 화훼류 등)에 따라 각 특성을 고려하고자 이를 구분

하는 1자리를 추가하여 활용되고 있다. 

산지코드는 품목(품종)의 원산지를 정의한다. 국내산의 경우, 행정표준코드인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시·도의 대표번호는 900대로 정의하며, 시·도에 

속하는 시·군·구의 대표번호는 우편번호 앞 3자리와 ‘000’으로 정의한다. 수입산

은 행정표준코드인 외국명 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800대로 정의한다(※ 외국명 코

드 2자리를 활용하여 총 5자리로 표현한다. 예, 800GH 가나).



118 |

4.3. 농산물 표준코드 적용 실태

4.3.1. 도매시장의 농산물 표준코드 적용 실태

농산물 표준코드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락동 도매시장 주요 청과법

인의 감귤, 딸기, 방울토마토, 배추, 파프리카 등 농산물의 품목코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준 품목코드(4자리)와 다르게 3자리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

종 구분 코드도 표준코드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의 경우, 3개 청과법인 모두 감귤과 만감류를 품목코드로 따로 구분하지 않

으며, 만감류는 감귤의 품종코드로 구분하고 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3개 청과

법인 모두 완숙토마토와 품목코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토마토의 품종코드로 

구분하고 있으며, 파프리카의 경우, A, B 법인은 피망과 품목코드를 따로 구분하

지 않고, 피망의 품종코드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표준 품목코드와 법인별 적용 코드(가락)

표준 품목코드 A법인 B법인 C법인

품목명
품목

(4단위)
품종코드

6단위 개수
품목

(3단위)
품종코드

5단위 개수
품목

(3단위)
품종코드

5단위 개수
품목

(3단위)
품종코드

5단위 개수

감귤 0614 18
415 20 415 22 103 18

만감 0615 8

딸기 0804 32 226 27 226 18 204 33

방울토마토 0806 6 225 7 225 4 203 5

배추 1001 15 211 19 211 21 306 13

파프리카 1326 8 260 6 251 10 254 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과제 관련 연구진 출장조사결과.

조사결과, 법인별로 품목 및 품종 코드가 상이하며, 표준 품목코드와도 다르기 

때문에 각 법인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표준

코드) 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코드 맵핑과정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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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농협 하나로유통의 농산물 표준코드 적용 실태

농협 하나로유통 조사결과, 하나로유통은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에 표준형 상품

식별코드인 GTIN14)-13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품목, 품종, 단량, 포장 

형태 등에 따라 각각의 상품에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감귤의 상품식별코드가 340개로 가장 많으며, 품종, 브랜드, 단량, 

포장 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인 코드가 적용되고 있다. 딸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도 감귤과 비슷한 방식으로 코드가 적용되나, 배추는 망 또는 박스, 개수 등에 따라 

14개 식별코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농협 하나로유통 품목별 상품식별코드 수

감귤 딸기 방울토마토 배추 파프리카
340 33 53 14 34

주: 배추는 절임배추, 알백이 등을 제외한 결구배추 원물 코드의 개수임. 

자료: 과제 관련 연구진 출장조사결과.

그림 3-55 표준형 상품식별코드 GTIN-13 바코드 체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9). GS1표준바코드활용안내책자.

그러나 전국 지역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산물에 대해 농협별로 

서로 다른 코드가 부여되고 있어,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품식별코드가 다르게 적

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14)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은 GS1 표준의 핵심 구성요소임. 국내 혹은 국외로 유통되는 

상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표준상품코드로 8자리(GTIN-8), 13자리(GTIN-13) 혹은 14자

리(GTIN-14)로 구성된 숫자 코드체계이며,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나 물류센터에서 유

통하는 박스(box) 및 팰릿(pallet)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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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산물 표준코드와 국제 표준품목코드 연계

2015년 농산물의 표준코드에서는 국제 표준품목코드와의 연계를 위하여 GS1 

GPC(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코드와 연계가 이루어졌으나, 국내농산물 표

준코드 18자리 전체가 적용되지 않고, 중분류 4단위(품목) 코드까지만 연계가 이

루어진 상태이다. 

표 3-27 주요 품목의 국제 표준품목코드 연계 예시

국내 농산물 표준코드 GPC

중분류 중분류명
Segment Familly Class Brick

Code Description Code Description Code Description Code Description

1001 배추
5000
0000

Food/
Beverage/
Tobacoo

5026
0000

Vegetables(Non Leaf)
-Unprepared/

Unprocessed(Fresh)

5026
1100

Brassica 
Vegetables

1000
6143

Chinese 
Cabbages

0806
방울

토마토
5000
0000

Food/
Beverage/
Tobacoo

5026
0000

Vegetables(Non Leaf)
-Unprepared/

Unprocessed(Fresh)

5026
0300

Tomatoes
1000
6162

Cherry 
Tomatoes-

Round

1326 파프리카
5000
0000

Food/
Beverage/
Tobacoo

5026
0000

Vegetables(Non Leaf)
-Unprepared/

Unprocessed(Fresh)

5026
0400

Peppers
1000
6190

Square 
Sweet 

Peppers
(Blunt)

0804 딸기
5000
0000

Food/
Beverage/
Tobacoo

5025
0000

Fruits-Unprepared
/Unprocessed

(Fresh)

5025
1000

Berries/
Small Fruit

1000
5921

Strawberries

0614 감귤
5000
0000

Food/
Beverage/
Tobacoo

5025
0000

Fruits-Unprepared
/Unprocessed

(Fresh)

5025
0600

Citrus
1000
5886

Tangerines

0615 만감
5000
0000

Food/
Beverage/
Tobacoo

5025
0000

Fruits-Unprepared
/Unprocessed

(Fresh)

5025
0600

Citrus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4.5. 농산물 표준코드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농산물 표준코드의 적용 실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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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코드 분류

농산물 표준코드는 공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 법인에서 정확히 입력되어야 전 

국가적인 품종별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중 품목 및 품종이 명확한 물량에 대해서만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딸기의 경우 품목표준코드가 32개에 달하지만 품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산출이 곤란하다.

4.5.2. 도매시장별 법인별 다른 코드 적용

농산물 분류코드의 경우,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품목을 수용하지 못하여 상

당수의 상품이 현장에서는 기타로 분류되거나, 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자체 코드

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4.5.3. 표준품목코드의 개정 지연

최근 신품종의 개발 및 재배확대 등으로 표준품목코드의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

하나, 개정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품분류가 종자 상품

명인 경우 한시적으로만 운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보류되기도 한다.

4.5.4. 정확한 표준품목코드의 적용 한계

대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의 경우, 입고되는 농산물의 포장 형태를 

보고 대략적으로 추측하여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정확한 

표준품목코드가 적용되지 못해 통계산출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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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표준품목코드의 자동인식 불가

표준품목분류에 맞는 코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자동으로 인식되

지 못하고, 각 품목에 대한 코드를 검색하고 입력하기 때문에 정확한 코드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4.5.6. 국제표준코드 GS1 GPC의 국내농산물 코드의 낮은 수용률 

2015년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대한 GPC 맵핑 연계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아

직까지 GS1 GPC의 경우 국내농산물 상품분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편이므로 지

속적인 GPC 표준맵핑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맵핑은 국내농산물 표

준코드의 중분류(4단위)와의 맵핑이 이루어진 상태로, 농산물의 표준코드화가 이

루어지지 못하면 출하조직 간, 출하단계 간 표준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지 어렵

고, 출하 주체 간 물류공동화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나 공급경로 참여 

주체 간 일관 물류는 물론 SCM 물류 기반도 구축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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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분석

1. 물류 개선 현황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2013)」에 따

라 도매시장의 팰릿 유통 활성화, 하역기계화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며, 국내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정책 추진 

및 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17년 무, 양파, 총각무를 시작으로 2018년 양

배추, 대파, 쪽파까지 차량 단위로 거래되는 6개 농산물에 대해 포장화 개선 및 팰

릿 거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 개선이 가장 어려운 품목인 배추

에 대해서 2019년에 하차경매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20년으로 

연기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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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가락동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품목별 거래 개선 방향

구분 팰릿거래 포장화(개선)+팰릿거래
품목 무, 양파, 양배추, 배추 제주무, 총각무, 쪽파, 대파 

포장방법 그물망 ⇨ 그물망, 기타 비닐, 단(산물) ⇨ 종이상자, 그물망 등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표 4-2 가락동 도매시장의 출하자 물류비 지원액

산지 포장방법 품목장화(개선)+팰릿거래 지원액(팰릿당)

육지산
비닐(망) 양파, 대파, 쪽파 3,000원

박스
총각무, 대파, 쪽파 6,000원

육지무 4,000원

제주산
망 양배추 9,000원

박스 양배추, 제주무 10,000원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표 4-3 팰릿 출하율 변동 추이

단위: 톤,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8월)
총거래량 2,200,338 2,174,194 1,963,028 1,980,194 1,366,364

팰릿거래량 140,252 231,261 423,032 664,401 612,989
팰릿출하율 6.4 10.6 21.5 33.5 44.8

주: 팰릿 출하율은 시장 반입 후 재선별 물량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표 4-4 물류 개선 추진과정

비교 비포장 차상거래 컨테이너

기존
(비포장, 컨테이너, 

차상거래)

  

개선
(포장, 팰릿 거래)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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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사에서는 팰릿 거래의 확대를 위해 해당 품목에 출하자 물류비를 지원하

고 있으며, 2018년 지급액은 2,422백만 원, 2019년에는 3,516백만 원을 지급할 계

획이다. 팰릿 출하자 물류비 지원에 따라 매년 팰릿 출하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1~8월은 전체 거래물량의 44.8%가 팰릿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물류 개선 시행 효과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팰릿 출하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농가수취

가격과 물류개선 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팰릿 출하자에 대해 물류비를 지

원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 상승, 물류 개선, 위생 및 환경개선, 근로 개선 등의 효

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2.1. 농가 수취가격 상승효과

농가 수취가격 상승효과는 기존 차량 단위거래 시에는 1대분 이상 분산능력을 

가진 중도매인에게만 물량 집중되었으나, 팰릿 거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거래

자가 경매에 참여(경쟁)하게 되었고, 농산물 수취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

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5 하차거래 이후 거래참여자 수 변화
단위: 명

구분 무 대파 양배추 계

2016년 335 547 510 1,392

2017년 1,000 414 452 1,866

2018년 1,773 646 1,262 3,681

주: 매년 10월 4주 월요일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128 |

표 4-6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간 경락가 비교

단위: 원/kg, %

구분 가락시장 강서시장 비율(가락/강서)
수박(18년 5~8월) 1,476 1,160 127
무(18년 1~12월) 681 602 113

양파(18년 1~12월) 623 636 98
양배추(18년 9~12월) 684 582 117

대파(18년 10~19년 4월) 1,152 1,080 107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또한, 차상거래 시에는 상품 감정이 어려워 고질적인 속박이, 수량 부족, 품위 

저하 등 출하자-중도매인-구매자 간 분쟁이 많았으나, 팰릿 하차거래로 상품 감정

이 용이해져, 낙찰 이후 판매 원표의 정정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물류 개선 효과

기존 차상 단위 거래 시에는 작업반 소속의 고정 운전기사가 필요하였으나, 팰

릿 이용 상차할 경우 전문 화물업체의 소속 화물 이용 출하가 가능해져 비용·시간

이 단축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하역작업이 완료 전까지 출하기사 및 구매자가 시

장 내에서 대기하였으나 팰릿 거래 이후 출하기사는 10분 이내, 구매자는 경매 이

후 즉시 구매가 가능해져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12시간→10분)되었다. 

아울러, 시장 내 컨테이너 적치 해소로 인해 물류가 원활해짐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 및 시설 활용도가 향상되었다. 

표 4-7 품목별 운송비 절감 효과

단위: 원, %

구분 수박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시행 전 56만 55만 55만 80만 55만
시행 후 42만 45만 48만 48만 48만
저감률 25.0 18.2 12.7 40.0 12.7
비고 고창→가락시장 평창→가락시장 무안→가락시장 영암→가락시장 무안→가락시장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를 이용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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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하차거래로 매장 점유면적 절감 내역

단위: ㎡, %

구분 수박 무 양파 총각무 쪽파

시행 전 100 69 69 69 69

시행 후 15 45 45 45 45

면적 절감률(%) 85 35 35 35 35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를 이용한 추정.

2.3. 위생 및 환경 개선 효과: 시장 환경 개선 및 식품 위생 강화

기존 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흙먼지, 비산 오염물질이 포장 출하됨에 따라 대폭 

감축되었으며, 운송 및 상·하차 과정에서 상품 눌림에 의한 부패 발생률이 포장화

로 상품 오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2.4. 근로 개선 효과: 하역기계화에 따른 운송기사 및 
하역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수작업 하역 시 다수의 인원이 장시간 노동해야 했으나, 팰릿 출하로 인해 지게

차 하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하역노동자의 근로여건이 개선(4名 90分 → 1名 10分)

되었다. 

3. 비용절감 효과분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목별 유통실태에 따르면, 딸기의 직접비용이 kg

당 2,049원으로 가장 높으며, 배추 1,012원/포기, 감귤 792원/kg, 방울토마토 699

원/kg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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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 중 딸기는 포장재비가 3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추와 

감귤은 출하단계 운송료가 20.8%로 가장 높으며, 방울토마토는 출하단계의 선별

비가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유통실태 조사결과, 3개 법인의 방울토마토의 팰릿 출

하율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딸기 17.1%, 감귤 4.2%, 배추 2.2%의 순으로 조사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비용절감 효과분석은 한관순(2019)의 연구방법을 참고하

여 각 품목별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현재의 출하 포장규격 형태에서 팰릿으로 출

하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절감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물류비 절감 효과

를 계산하였다. 

표 4-9 품목의 단계별 직접비용(2017)

단위: 원/포기, 원/kg

구분 비목 배추 감귤 방울토마토 딸기

출하단계

수확상차비 209.9 - - -

포장재비 55.7 160.0 135.7 630.0

운송비 210.2 165.0 100.0 150.0

수수료 - 78.4 15.8 252.0

선별비 - 80.0 220.0 580.0

도매단계

상장수수료 185.0 89.6 126.4 288.0

청소비 7.4 - - -

하차료 - 22.6 22.6 34.0

배송료 - 21.5 21.6 58.0

감모 61.4 - - -

소매단계
운송비 172.2 50.0 57.0 57.0

감모 110.2 125.0 - -

합계 1,011.8 792.1 699.1 2,049.0

주 1) 배추는 봄(예산), 고랭지(평창), 가을(해남), 겨울(해남)의 평균이며, 감귤(서귀포), 방울토마토(부여), 

딸기(논산) 기준임. 

    2) 파프리카의 유통실태조사 결과는 없음.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 홈페이지(www.kamis.or.kr/: 2019. 5. 15.).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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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추

배추는 현재 차상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물망으로 출하가 이루어

지고 있다. 향후, 팰릿 출하가 확대될 경우, 산물 출하 시보다 적재율이 16% 적은 

840망 정도가 적재되며, 포장비는 적재 망 수의 감소로 6,724원이 감소하고, 팰릿 

출하에 따른 팰릿 임대비용은 18,900원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운송비는 145,021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인력하차비(81원/망)가 

적용되는 배추의 특성상 하차비는 3,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산

물 출하보다 팰릿 출하할 경우 망당 물류비는 37원, 톤당 물류비는 3,723원(4.2%)

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0 배추의 팰릿 출하 시 물류비 절감 효과

단위: 망, 원

구분
10kg 망 

산물출하(A)

10kg 망 
팰릿 출하

(B)
B-A 비고

적재 망 수 1,000 840 -160
A=10kg×1,000망 적재
B=10kg×60망×14팰릿 적재

포장비 167,025 160,301 -6,724
A=포기당 55.7원×3포기/망×1,000개
B=포기당 
55.7원×3포기/망×840개+랩핑(20,000원)

팰릿 임차비 - 18,900 18,900
B=1,350원(자부담)×14팰릿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적용

운송비 630,525 485,504 -145,021

A=포기당 210.2×3개×1,000망 적재
B=A의 23% 절감
운송기사 노임 절감 및 기회비용 반영(약 23% 절감)
(시장 미대기, 상차기계화, 숙식비용 절감)

하차비 81,000 84,000 3,000
A=수작업 하역비 망당 81원×1,000망 
B=지게차 하역비 팰릿당 6천원 적용×14개

물류비합계 878,550 748,705 -129,845
도매시장지원비 - -42,000 -42,000 팰릿당 3,000원(최저 기준적용)×14개
정산합계 878,550 706,705 -171,845
망당 물류비 879 841 -37
톤당 물류비 87,855 84,132 -3,723

주: 5톤 장축트럭 육지운송 기준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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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주로 산지 공선을 거친 후 5kg 박스로 출하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5톤 트럭 또는 윙바디 트럭에 적재되어 팰릿 단위로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도매시

장 내에서 품위별로 재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울토마토를 팰릿 출하할 경우, 박스 출하보다 적재율이 6% 적은 1,400박스 

정도가 적재되며, 포장비는 적재 박스 수의 감소로 74,990원이 감소하고, 팰릿 출

하에 따른 팰릿 임대비용은 18,900원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운송비는 177,100원, 하차비는 76,020원 등이 감소해 박스당 물류비는 

132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톤당 물류비는 26,343원(10.2%)이 감소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 

표 4-11 방울토마토의 팰릿 출하 시 물류비 절감 효과

단위: 박스, 원

구분
5kg 박스 
출하(A)

5kg 박스 
팰릿 출하(B)

B-A 비고

적재 박스 수 1,540 1,400 -140
A=5kg×1,540박스 
B=5kg×100박스×14팰릿 

포장비 1,044,890 969,900 -74,990
A=kg당 135.7원×5kg×1,540개
B=kg당 135.7원×5kg×1,400개+랩핑(20,000원)

팰릿 임차비 - 18,900 18,900
B=1,350원(자부담)×14팰릿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적용

운송비 770,000 592,900 -177,100

A=kg당 100원×5kg×1,540개
B=A의 23% 절감
운송기사 노임 절감 및 기회비용 반영(약23% 절감)
(시장 미대기, 상차기계화, 숙식비용 절감)

하차비 174,020 98,000 -76,020
A=수작업 하역비 kg당 22.6원×5kg×1,540 
B=지게차 하역비 팰릿당 7천원 적용×14개

물류비합계 1,988,910 1,679,700 -309,210
도매시장지원비 - -56,000 -56,000 팰릿당 4,000원(육지 박스 기준적용)×14개
정산합계 1,988,910 1,623,700 -365,210
박스당 물류비 1,292 1,160 -132
톤당 물류비 258,300 231,957 -26,343

주 1) 5톤 장축트럭 육지운송 기준임. 

    2) 방울토마토는 2017년 기준 부여 → 가락시장 출하 직접비용의 평균을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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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딸기

딸기는 주로 산지 공선을 거친 후 2kg 박스로 출하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5톤 트

럭 또는 윙바디 트럭에 적재되어 팰릿 단위로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도매시장 내

에서 품위별로 재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딸기를 팰릿 출하할 경우, 박스 출하보다 적재율이 5% 적은 2,660박스 정도가 

적재되며, 포장비는 적재 박스 수의 감소로 156,400원이 감소하고, 팰릿 출하에 

따른 팰릿 임대비용은 18,900원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운송비는 193,200원, 하차비는 92,400원 등이 감소해 박스당 물류비는 94

원, 톤당 물류비는 47,214원(5.8%)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2 딸기의 팰릿 출하 시 물류비 절감 효과

단위: 박스, 원

구분
2kg 박스 
출하(A)

2kg 박스 
팰릿 출하

(B)
B-A 비고

적재박스 수 2,800 2,660 -140
A=2kg×2,800박스 
B=2kg×190박스×14팰릿 

포장비 3,528,000 3,371,600 -156,400
A=kg당 630원×2kg×2,800개
B=kg당 630원×2kg×2,660개+랩핑(20,000원)

팰릿 임차비 - 18,900 18,900
B=1,350원(자부담)×14팰릿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적용

운송비 840,000 646,800 -193,200

A=kg당 150원×2kg×2,800개
B=A의 23% 절감
운송기사 노임 절감 및 기회비용 반영(약 23% 절감)
(시장 미대기, 상차기계화, 숙식비용 절감)

하차비 190,400 98,000 -92,400
A=수작업 하역비 kg당 34원×2kg×2,800 
B=지게차 하역비 팰릿당 7천 원 적용×14개

물류비합계 4,558,400 4,135,300 -423,100
도매시장지원비 - -56,000 -56,000 팰릿당 4,000원(육지 박스 기준적용)×14개
정산합계 4,558,400 4,079,300 -479,100
박스당 물류비 1,628 1,534 -94
톤당 물류비 814,000 766,786 -47,214

주 1) 5톤 장축트럭 육지운송 기준임. 

    2) 딸기는 2017년 기준 논산 → 가락시장 출하 직접비용의 평균을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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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귤

감귤은 주로 5kg 박스로 출하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제주도에서 컨테이너 적재 

후 운송되어 도매시장 내에서 품위별로 재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귤을 팰릿 출하할 경우 컨테이너 출하보다 적재율이 6% 적은 2,100박스 정도

가 적재되며, 포장비는 적재 박스 수의 감소로 92,000원이 감소하고, 팰릿 출하에 

따른 팰릿 임대비용은 18,900원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운송비는 425,000원, 하차비는 155,120원 등이 감소해 박스당 물류비는 

262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톤당 물류비는 52,375원(15.1%)이 감소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 

표 4-13 감귤의 팰릿 출하 시 물류비 절감 효과

단위: 박스, 원

구분
5kg 박스 
출하(A)

5kg 박스 
팰릿 출하(B)

B-A 비고

적재 박스 수 2,240 2,100 -140
A=5kg×2,240박스 
B=5kg×150박스×14팰릿 

포장비 1,792,000 1,700,000 -92,000
A=kg당 160원×5kg×2,240개
B=kg당 160원×5kg×2,100개+랩핑(20,000원)

팰릿 임차비 - 18,900 18,900
B=1,350원(자부담)×14팰릿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적용

운송비 1,848,000 1,422,960 -425,040

A=kg당 165원×5kg×2,240개
B=A의 23% 절감
운송기사 노임 절감 및 기회비용 반영(약 23% 절감)
(시장 미대기, 상차기계화, 숙식비용 절감)

하차비 253,120 98,000 -155,120
A=수작업 하역비 kg당 22.6원×5kg×2,240 
B=지게차 하역비 팰릿당 7천원 적용×14개

물류비합계 3,893,120 3,239,890 -653,260
도매시장지원비 - -140,000 팰릿당 10,000원(제주 박스 기준적용)×14개
정산합계 3,893,120 3,099,860 -793,260
박스당 물류비 1,738 1,476 -262
톤당 물류비 347,600 295,225 -52,375

주 1) 5톤 장축트럭 육지운송 기준임. 

    2) 감귤은 2017년 기준 서귀포 → 가락시장 출하 직접비용의 평균을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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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농산물 물류 표준화 정책 및 
활용 사례와 시사점

1. 물류 표준화 정책 및 활용 사례

1.1. 일본

1.1.1. 농산물 물류 실태 및 문제점

일본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물류의 안정적

인 확보와 비용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업경쟁력 강화 프로

그램”에 물류의 효율화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산물 물류는 생산구조 및 품목의 특성, 소비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국으로 신속히 집․분산하는 다단계의 물류 형태로 발전했지만, 수송의 과부화, 산

지로부터의 소량출하에 대한 물류비용 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는 상황이다.



138 |

그림 5-1 전국 각지로부터 동경까지의 거리와 트럭 수송

주: 점선은 북해도로부터의 트럭 수송 형태임(트럭 → 배 → 트럭).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2017). 농산물물류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재가공.

일본 농산물 물류는 트럭에 의한 수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트럭운송

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과 심각한 인력난에 따라 불만이 

높아지면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수송은 출하량이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고, 출하 대기, 하역 대기 

등 대기시간의 장기화와 장거리 수송에 대한 피로감, 하적 및 하역 시 수작업, 갑작

스러운 행선지 변경이나 어려운 품질 관리, 엄격한 도착 시간 준수 등에 대한 열악

한 환경조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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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일본에서 수작업 하역이 많은 품목 순위

자료: 사단법인 물류단체연합회(2016). 수하역작업의 실태 앙케이트 조사.

일본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 출하, 유통, 판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각 관계자

가 농산물 물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긴밀하고 체계적인 제휴를 통해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관계자들이 효율

적인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과 수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5-1 농산물 물류 개선에 따른 각 관계자가 얻는 메리트

생산․출하관계자 도매관계자 소매관계자 물류관계자

- 안정적 출하 - 안정적인 배송 확보 - 장시간 노동 경감

- 판로 다변화를 위한 
안정적 물류확보

- 안정적인 집하량 확보 - 안정적인 상품 확보

- 과적 노동 경감

- 물류 비용의 절감

- 인력난 부족 경감- 효율적인 운용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2017). 농산물물류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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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산물 물류 표준화 및 효율화 대응방안

일본에서는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① 팰릿과 프레콘 

백(PP마대 백)의 적극적인 활용, ② 공동수송, ③ ICT 시스템의 활용 등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가. 팰릿․프레콘 백의 적극적인 활용

농산물 수송의 경우 상차작업과 하역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트럭 기사

가 상차․하역 작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므

로 팰릿과 프레콘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골판지나 종이 등을 활용한 

출하보다는 팰릿이나 프레콘 사용을 통해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되고, 트럭 

기사의 과중 노동이나 노동시간 감소, 하역 공간의 유효 활용 등의 효율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포장 형태가 안정적으로 운송되어 수송 및 보관이 

수월하며, 일관된 팰릿수송(palletization)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5-3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각종 물류기기

플라스틱 팰릿 프레콘

접이식 컨테이너 철 컨테이너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2017). 농산물물류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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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산물의 공동수송 시범사업 도입

농산물은 각 집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수송량이 적고, 각 

집하장을 순회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에서는 소량의 농산물을 광역물류거점으로 

집하함으로써 수송 물량을 대량화하고, 적재율의 향상이나 수송망 등의 집약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물류통합효율화법｣ 제정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물류 통합효율화 계획의 인정을 받은 식품생산업자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

해서 ‘식품유통구조개선 촉진기구’에 의한 업무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동지역에서는 관동지역의 물류거점기지 구축을 통해 큐슈 지역의 각 지

역으로부터 수송한 다양한 농산물을 집약하여 관동지역의 각 현에 배송하는 사업

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5-4 관동지역의 농산물 공동수송 시범사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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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

사이타마

동경

치바

사이타마관동물류거점기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2017). 농산물물류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재가공.

운송업계의 장시간 노동의 개선 등을 위한 파일럿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도도부

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 지방의 협의회가 선정한 단체가 컨설턴트와 해결방안 



142 |

마련을 위해 현상분석, 과제의 도출, 실증시험, 시범사업 도입에 대해 필요한 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

다. ICT 도입에 의한 효율집하 시스템의 도입

농산물의 출하량은 기상이나 재배 작황에 따라 일일 변동량이 심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송 배차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지에서는 ICT 등에 의한 각 품목의 

출하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배송물량을 조기에 결정하고, 물류 관계자에게 공유하

여 공유된 정보로부터 적시에 적절한 배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최적의 운행 경로

를 통한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하 장소에서의 대기시간 절감과 배송 트럭 확보의 용이성, 적재효

율 향상 효과를 통한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5-5 ICT 도입을 통한 농산물 물류 효율화 개념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2017). 농산물물류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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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농산물 표준규격인증제도 현황 및 특징

일본은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출액을 2020년까지 1조 엔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다양한 농산물의 판로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식(食)문화와 산업구조가 다른 해외시장에 있어서, 거래의 원활화, 수출경쟁력 강

화를 위한 방안으로 JAS 규격을 전략적으로 제정․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JAS를 발판으로 국제표준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JAS 제도는 농림수산품과 식품의 품질에 관한 규격을 농림수산대신(大

臣)이 제정하고, 제3자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JA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임의 제

도이다. JAS 규격은 공급자의 품질관리기준, 바이어의 조달기준 등을 바탕으로, 

상담 시에는 공급자는 설명과 증명의 인증으로서, 바이어는 거래 결정의 판단 근

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만의 “강

점”을 JAS 규격으로 정하여 거래에 활용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수출경쟁

력을 확보하고, 자국에 유리한 국제표준화의 추진전략도 함께 설정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JAS 규격 대상은 상품(농림수산품․식품)의 품질에만 한정되었지

만, JAS 규격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규격을 전략적으로 제정․활용할 수 있도록 상

품의 생산방법, 시험방법, 사업자에 의한 취급 방법 등, 상품으로부터 “방법”, 그

것을 만족시키는 “사업자”까지 폭넓게 적용하였다.

JAS 규격의 국제적 인지도․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JAS 규격의 보급, ②  JAS 규격의 국제표준화를 전개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

며, 규격의 시험단계부터 국제표준단계까지 연동하는 것이 일본 JAS 규격의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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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일본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JAS 규격의 국제화 대응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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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의 JAS규격 보급 아시아도상국과의 연계 강화
 GFSI승인규격취득자의 JAS인증기준의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JAS인증취득지원
 JFOODO등과의 연계추진

 ODA등 국제협력활용
 2국과의 대화 적극적 실시
 ASEAN등의 국제기구 활용

JAS규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적극 수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2018). JAS규격추진전략. 재가공.

1.2. 미국

1.2.1. 미국의 표준등급화(Grade Standards)

미국의 농무부 유통국은 1907년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을 세우고, 1946년 농산

물 유통법에 의해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권한과 자금을 확대하여 표준규격화를 발

전시켰다. 표준등급화 정책은 농산물의 품질과 상태를 동급으로 명시하고, 세부기

준을 바탕으로 농산물을 분류하고 표기하는 것이 유통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과일류는 85개 품목에 대하여 158개의 기준 설정과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등급표준은 시장에서 상품의 상태 및 품질을 설명하는 표준화된 언어를 제

공하고 있다. 

산지에서는 출하자가 슈퍼체인 및 도매업체에 직접 청과물을 공급하며, 대부분 

포장센터(Packing House, 이하 패킹하우스)를 갖추어 수확부터 포장, 출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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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의 경우 자체 패킹하우스를 보유하고 출하 기능까지 담당하나, 대부분의 

농가는 중개상, 유통업체(Del Monte, Dole 등)나 협동조합을 통해 출하를 하고 있

다. 채소류는 산지의 패킹하우스와 팰릿에 의해 물류를 표준화하고 있으며, 팰릿 

상태에서 예냉부터 저장 및 운송의 과정을 거치고 이후부터는 출하센터에서 책임

을 지고 있다.

표 5-2 미국의 사과 품종별 등급 비율

단위: %

품종 U.S. Extra Fancy U.S. Fancy U.S. No.1
Red Delicious 66 40 25

Red Rome 66 40 25
Empire 66 40 25
Idared 66 40 25

Winesap 66 40 25
Jonathan 66 40 25
Stayman 50 33 25
Mclntosh 50 33 25
Cortland 50 33 25

Rome Beauty 50 33 25
Delicious 50 33 25

York 50 33 25

자료: 김동환 외(2012).

미국의 신선청과물의 등급은 신선채소와 과일, 가공용 채소와 과일, 견과류와 

특수 작물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다. 과일의 경우, 색택과 한계허용치, 크기 등으로 

등급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저장, 포장, 손상, 수출용 표시기준 등이 있다. 

사과의 등급은 예로 들면 품종, 형태, 기피 사항 등을 기준으로 U.S. Extra 

Fancy, U.S. Fancy, U.S. No.1, U.S. No. 1 Hail, U.S. Utility 등 5가지로 구분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과의 등급은 포장에 따라서 조합 사용이 가능하다. 조합등급은 

Combination U.S. Extra Fancy and U.S. Fancy, Combination U.S. Fancy and U.S. 

No. 1, Combination U.S. No.1 and U.S. Utility의 세 가지 등급만을 허용하며, 이중 

50% 이상이 상위 등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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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미국의 사과 등급 기준

단위: %

구분 U.S. Extra Fancy U.S. Fancy U.S. No. 1 U.S. Utility

품종
잘 익었으나 과숙되지 
않은 하나의 품종

과숙되지 않은 하나의 
품종

과숙되지 않은 하나의 
품종

잘 익었으나 과숙되지 
않은 하나의 품종

외관
깨끗하고 모양이 훌륭한 것 깨끗하고 모양이 훌륭한 것 깨끗하고 모양이 훌륭한 것 심각하게 기형이 아닌 것

제한사항

부패, 내부갈변, 내부손
상, 변색, 부패병, 병반, 
반점, 냉해, 물집, 껍질
손상, 그물모양의 갈변, 
일소, 점소, 마찰, 우박, 
가뭄, 흉터, 병해, 충해, 
줄기와 꽃받침 부러짐.

부패, 내부갈변, 내부손
상, 변색, 부패병, 병반, 
반점, 냉해, 물집, 껍질
손상, 그물모양의 갈변, 
일소, 점소, 마찰, 우박, 
가뭄, 흉터, 병해, 충해, 
줄기와 꽃받침 부러짐.

색상, 갈변, 보이지 않는 
물집을 제외하고 U.S. 
Fancy와 동일함.
노란색과 녹색 품종을 
제외하고 옅은 색이어야 함.
갈변은 25% 미만이어
야 함.
10% 미만의 내부 갈변
이어야 함.
노란색 뉴타운 품종은 
무른 속 갈변 20% 미만
이어야 함.

부패, 내부갈변, 내부손
상, 냉해, 다른 이물질, 
심각한 흠이 있거나 햇
빛으로 인한 화상, 그물
모양의 갈변, 일소, 점소, 
마찰, 우박, 가뭄, 흉터, 
병해, 충해, 줄기와 꽃받
침 부러짐.

자료: 김동환 외(2012).

미국은 이외에도 허용오차와 오차 적용 범위, 표본 추출, 비율 계산 방법, 저장

후 조건, 표기, 포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 수치를 적용하고 있다.

1.3. 국가별 물류기기 표준규격의 비교

현재 유럽, 미국, 아시아(한국, 일본)는 각각 다른 규격의 팰릿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규격을 이용하는 데 비롯되고 있다. 유럽은 

EPAL(1200×800mm)을 사용하며, 미국은 T12형(1000×1200mm)을, 아시아는 

T11형(1100×1100mm)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팰릿을 선호하는 반면, 유럽은 목재 재질의 팰릿을 선호

하는 편이다. 이는 유럽의 환경규제가 까다롭고, 플라스틱의 팰릿을 생산하고 폐

기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한 플라스틱 팰릿은 한번 파손되면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목재 팰릿은 보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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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목재 자원 또한 우리나라와 비

교하였을 때 낮은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국가별 상이한 규격의 팰릿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출 시 무역의 

과정에서 국가 간 호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 물류 

표준화를 추구하되, 국가 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팰릿 소재의 차이

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2. 글로벌시대 GS1 농산물 물류표준 적용 현황과 한계15)

2.1. 주요국의 농식품 GS1 물류표준 적용사례

2.1.1. 미국

가. 미국의 FSMA 시행

미국은 2016년 7월 식품안전현대화법인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법은 식품 생산단계의 관리와 감독, 위험 파악과 문제 

발생 예방 등 식품의 안전에 유해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과거 가공식품 등 일부 식품을 대상으로 HACCP(식품위

해요소중점관리,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에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HACCP보다 한 단계 강화된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를 적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농산물과 

식품을 미국에 수출 시에는 FSMA를 준수해야 한다.

15) 본 절은 KAIST 김대영 교수의 위탁 원고 결과를 참조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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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의 7가지 시행령

시행령 내용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사람이 먹는 식품에 관한 예방 통제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eed 동물이 먹는 식품에 관한 예방 통제

Produce Safety 식품 안전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수출업체의 검증 프로 그램

Sanitary Transportation 위생적 식품 운송

Intentional Adulteration 의도적 식품 변조

Accreditation of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3자 검증을 위한 승인

자료: 미국 식품의약국(www.fda.gov: 2019. 9. 6.). 재가공.

미국의 정책은 FSMA 제정 이후 식품 수입 이전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제

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식품 가공시설에 대하여 등록의 의

무화와 식품제조·가공 및 포장 기업은 식의약품국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회사 정보와 생산품목, 가공 절차 등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

었다. 향후 식품과 관련된 코드 부가 방식이 GS1의 Foodservice인 미국 표준과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비한 동향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아마존 유통 기업에서도 GS1 국제표준 코드를 적용하고 강화하고 있으

며, 이베이(온라인 경매, 인터넷 쇼핑몰 기업), 구글(인터넷 검색 및 광고 서비스 

제공)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검색 시스템 등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GS1 식별자가 부여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농축수산식품에 대하여 신뢰성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 페루와 미국의 농산물 국제 유통물류 시험 구축

농산물의 국제공급망에서 GS1 표준을 활용하여, 효율성 달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태계를 시험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가 GS1 Peru와 APEC의 후원으로 진행되

었다(페루의 아스파라거스를 미국에 수출).16)

16) GS1 AISBL. “A more transparent asparagus supply chain from Peru to the U.S.” 

(https://www.gs1.org/docs/news/Asparagus-case-study-APEC.pdf: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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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생산된 아스파라거스의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박스, 물류 팰릿에 이르

기까지 모든 개체에 GS1 국제표준 코드를 부착했으며, 모든 이력추적 데이터는 

GS1 EPCIS(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ervices)에 저장되고, 관련 기업, 

기관들에 공유하였다. 본 국제 프로젝트의 결과로, 3자물류(3rd Party Logistics)의 

물류 처리 시간이 20% 이상 개선되었으며, 기업 간 소통에 사용되던 시간과 자원이 

연 1,500시간에서 750시간으로 감소하였고, 공급망의 데이터 가시화율이 100%로 

높아졌다. 

그림 5-7 GS1 글로벌 유통물류 시험 구축(페루, 미국)

자료: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aOp8tHIYmU4: 2019. 9. 6.). 재가공.

2.1.2. 일본

가. 경제산업성의 편의점 무인화 사업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로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를 비롯한 일본의 주

요 편의점들에 2025년까지 RFID 자동 계산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획

은 기존의 바코드는 동일 상품이면 다 동일 코드를 썼지만, RFID칩을 사용함으로

써 상품 개개별로 다른 코드를 사용해 각 상품에 대한 시리얼 레벨의 식별체계 구

축을 통해 개개별 이력추적이 가능해져 생산에서, 유통물류, 소비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표준데이터가 획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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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칩은 개별 상품의 이력추적, 재고 관리, 계산 과정의 단순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빅데이터화하여 유통업자, 생산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생산, 유통,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파일롯 실험에서 GS1 데이터를 GS1 EPCIS를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의 Auto-ID Lab KAIST의 OLIOT 프로젝트도 활용되고 있다. 

2.1.3. 유럽

가. 독일 Metro Group의 GS1 코드 활용

Metro Group은 유럽 및 아시아 전역의 31개국 2,200개 매장에서 약 25만 명의 

직원이 일하는 세계 유수의 소매업체로 “고품질”, “식품안전” 및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력추적(Traceability)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Metro Group은 B2B 거래에서의 이력추적을 위해 공급망에서 GS1의 개방형 표

준을 사용하고 있다. GS1은 제품의 데이터 식별에 이용되며, EPCIS와 CBV(Core 

Business Vocabulary) 표준은 거래 파트너가 공급망 내에서 제품의 이력과 이동, 

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은 수산물이 

잡힌 곳 및 잡힌 방법, 품질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그림 5-8 Metro Group의 GS1 코드 활용

자료: GS1 AISBL(https://www.gs1.org/docs/casestudies/GS1_Metro_traceability_sustainability_case_study.pdf: 

2019. 9. 6.).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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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탈리아 Iper사의 GS1 코드 활용

이탈리아의 Iper(Iper, La grande I)는 소매업체로 이탈리아의 7개 지역에 약 27

개의 대형마켓이 분포해 있다. Iper는 기존 EAN-13 바코드가 제품의 무게를 코드

화할 수 없어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GS1 DataBarⓇ Expanded를 채택하였고,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POS 계산 시 GTIN으

로 제품 식별과 무게를 정확하게 캡쳐할 수 있게 되었다.

GS1 DataBarⓇ Expanded를 도입하여, 관리 프로세스 개선과 고객이 더욱 안전

하게 식품을 구입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중단 권

한을 부여하여, 유통기한도 코드화시켰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데이터의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5-9 이탈리아 Iper사의 GS1 코드 적용사례

자료: GS1 Italy(https://gs1it.org/content/public/c4/50/c4505a89-9b0e-41b2-82a5-70a095b9fa

1f/iper_gs1databar_case-study.pdf: 2019. 9. 6.). 재가공.

2.1.4. 한국

가. 완주 로컬푸드의 올리옷(Oliot) 플랫폼 적용

2018년 KAIST는 GS1 국제표준 사물인터넷(IoT) 오픈소스 플랫폼 ‘올리옷

(Oliot)’을 완주 로컬푸드에 적용하였다. 올리옷(Oliot) 플랫폼의 개발로 생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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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통물류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공유하게 되었으며, 농가소

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 무주 천마사업단의 GS1 농산물이력관리 시스템 적용

무주 천마사업단은 GS1 표준 기술과 ㈜KT의 ICT기술을 접목한 GS1(국제표준

식별자규격코드) 농산물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 개발로 농식

품 및 공산품의 이력 관리와 진품인증을 표준화를 통해 무주 천마의 신뢰도 확보

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10 완주 로컬푸드 GS1 적용 개념도 

자료: 정성관(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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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무주 천마 GS1 표준시스템 개념도 

자료: 정성관(2017). 재인용.

2.2. 국내 물류표준코드 사용의 한계

2.2.1. 기존 농식품 ICT 물류 인프라 부문

농축산 현장 전반에 걸쳐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ERP 시스템, 전자송품장 시

스템, 전자경매, 냉온 차량의 DTG 기록 등 이력추적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으나, 각각의 시스템이 동일한 표준 식별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력추

적에 한계가 있다. 

차량 물류 관리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를 식별자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

으며, 차량번호 전자식별장치가 없는 경우를 위해 차량번호 4자리를 차량 측면에 

크게 프린팅하여 수기 입력 시 원거리 식별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ERP 등 전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기록 이후 통합적으로 

활용이 어렵지만, 개별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연계 등의 추진에 

대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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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차량 이동정보 관리

차량 식별자 부착 관리 Digital Tachograph

자료: 한국과학기술원(2017). 재인용.

농산물 생산, 유통, 물류 주체별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많이 이루

어졌으나, 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하고 있어 식품안전사고 등이 발

생했을 때 대응에 취약하며, 글로벌 물류 표준화 및 이력추적에는 한계가 있다. 결

정적으로 데이터 기반 농업정책 추진에 데이터들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식

품 분야 4차산업혁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2.2.2. 농식품 식별 및 분류 코드 부문

2015년 농축수산물의 표준코드를 통일하기 위하여 국내 농수축산물 품목분류

코드인 GS1의 GPC에 맞추어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수용률은 여전히 

낮으며, 품목별 세부 품종별 분류 시에도 통일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시점에서는 국내 농축산물 상품분류는 농축수산물 표준

코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축수산물의 표준코드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소비의 코드가 일원화될 경우, 

전 국가적인 품종별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하나, 현재는 산지-도매시장-소비지에

서 코드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표준코드 제정은 이루어져 있으나, 유통 주체별로 다른 코드체계

를 적용하거나, 새로운 품종 출하 시 기타로 분류되거나, 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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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e-mart,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와 농협하나로유통, 조합마트 등에서 적용되는 농축산물의 코드가 표준코드와 일

치하지 않으며, 각 회사마다 다른 코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다량의 농수산물이 출하되는 도매시장의 경우 법인별로 다른 코드를 부

여하고 있으며, 포장 형태 등도 상이한 코드가 적용되는 실정이다. 

2.2.3. 농식품 물류 이력추적 부문

농축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도입은 바코드 및 RFID 부착, 전산시스템 운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유통비용 상승은 곧 농축산물의 가격상승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APC, 도매시장 등에서 도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APC, 도매시장 입장에서 축산물 이력제와 같이 이력 정보 공개가 법제화되어

있거나, 학교급식, 대형마트 등 이력 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이

상 이력추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평소 소비자들의 이력 정보 조회율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력추적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력추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는 식품안전, 소비자 신뢰성 강화 정도의 동기 부여만으로는 유통 주체들의 자

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력추적 도입에 따른 가산점 제

도 및 법적 구속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으며, 영세농 및 상인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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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류, 상품 표준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

1.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과제 

1.1. 산지유통센터(APC) 및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공동선별 확대

농산물의 물류 표준화를 위해서는 산지에서의 규격 출하비율이 제고되어야 한

다. 앞서 공동선별 비율이 높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감귤 등이 배추에 비해 상

대적으로 팰릿을 이용한 출하비율이 높은 것은 이미 산지의 APC 및 영농조합법

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규격 출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규모가 작고, 개별출하가 많은 품목의 경우, 산지 공동선별 과정이 없이, 자

의적인 등급 및 규격 적용으로 물류 효율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을 수집하고, 공동선별 확대하여 통해 상품등급과 크기규격에 대한 

도매시장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표준 규격용기를 사용한 출하의 확대

를 통해 팰릿 출하 및 출하 차량을 이용한 물류 효율화가 용이하게 된다.

규격 출하하는 농산물의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과거 국비로 지원이 되었으나, 

일몰로 인해 종료되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포장재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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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장재비 지원에 있어 공동선별된 농산물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동선별물량의 확대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장재비 지원에 있어 화려

한 디자인 개발보다는 물류의 효율화에 적합한 기능으로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농산물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1.2. 농산물 물류 관련 인프라 확대 

농산물 팰릿 출하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품목의 특성에 맞는 포장규격, 

팰릿, 운송 차량 등의 인프라 미흡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 분석에서 팰릿 출하 시 주요 농산물의 물류

비용은 4~1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팰릿 출하 확대를 위해서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을 통해 팰릿 등 물류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의 예산 규모(2019년 36,450

백만 원-자부담 포함)를 확대하고, 자부담(40~60%)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한편, 팰릿 제공업체는 도매시장 내 팰릿 회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나, 중도매인들의 대량납품 거래를 위한 외부 반출 등으로 회수율이 낮은 

상황으로, 전담 팰릿 회수 인력을 배치, 분실에 대한 책임부과, 팰릿 이동 경로 추적, 

외부반출 시 팰릿 반출장소 고지 등의 방안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표준 팰릿과 수송 포장계열 치수가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포장 용기와 포

장 형태가 혼용됨에 따라 물류 효율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양한 농산물의 포

장 형태는 수송 및 운송, 적재효율에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농산물 출하 포장을 

단순화하고, 수송·하역 표준화의 모듈과 일치를 통해 농산물 물류를 효율화할 필

요가 있다. 

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를 위한 포장, 팰릿, 차량 등은 물류 정보 수집을 위한 

디지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6장 농산물 물류, 상품 표준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 | 161

따라서 농산물의 박스 단위, 팰릿 단위, 운송 차량 등에 바코드, RFID, 차량의 디지

털운행기록장치 등을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물류 정보 수집할 필요가 있다. 

1.3. 팰릿 단위 거래방식 확대를 위한 산지 지원

가락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의 팰릿 출하 유도 등으로 주요 농산물의 

팰릿 출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산지 출하조직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다양한 

품위의 농산물이 한 팰릿에 적재되어 출하되는 경우가 많고, 도매시장 내에서 재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팰릿 출하의 가장 큰 장점인 도매시장 

반입 후 유통시간 절감과 물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주요 품목별 팰릿 출하율 분석 결과, 산지에서 생산자조직화가 비교적 잘되어 있

는 방울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등 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팰릿 출하율이 높은데, 

이는 생산자조직에서 산지유통시설인 APC를 통해 공동선별, 공동출하가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산지출하조직의 공동선별을 거치지 않은 물량의 경우, 상품 등급규

격과 크기규격이 출하자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지에서 팰릿 출하가 이루어져

도 도매시장 거래 시 재분류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농산물을 팰릿 출하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등급별로 팰릿 적재가 되어야 

하나, 배추 등 포전거래 비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선별 비용 등의 발생으로 팰릿 

출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도매법인에서 선별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다.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는 팰릿 출하된 농산물이 팰릿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산지 선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를 위해 산지의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에서 농산물의 공동선벌, 공동

출하를 수행하는 산지유통시설(APC)을 중심으로 선별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팰릿 출하에 대해 출하조직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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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산물 전문 수송체계 구축

농산물 물류는 생산의 계절성, 소규모물류, 물류 수급 및 물류비용, 물류 주체의 

사업 물량 등으로 인해 물류 업체의 안정적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기업물

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배추의 경우 개별화물인 일반 무개차량화물로 출하하는 비율이 74%로 높

고, 윙바디나 박스차량 출하 비율이 17.1%로 낮아 여전히 콜드체인화가 안 되고 

상온출하가 일반적이어서 물류 문제에서 핵심문제로 남아 있다.

농산물 안정적 수송과 콜드체인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지 집하센터에서 지역별 공동 수·배송함으로써 농산물 전문 수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5. 물류정보 수집을 위한 농산물 상품코드의 정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유통정보는 각 법인의 개별 품목코드로 정리되

고 있으나, 전국적인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별, 법인별 품목코

드를 점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산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락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법인별 품목코드

를 정비하고, 향후 농산물 표준코드, GS1 코드 등과 맵핑할 수 있는 코드체계로 정

비가 필요하다. 

또한, 신품종 및 신상품의 출시로 코드발급이 필요한 상황 시, 법인별로 임의의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시장의 개설자 및 관리 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별적 코드 양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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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상품 표준화를 위한 과제

2.1. 농산물 표준규격의 단순화

품목별 표준규격화 실태와 도매시장 등 유통현장 설문조사와 면담조사결과, 과

채류가 대부분 산지 출하조직에서 플라스틱 , 봉지 등 다양한 소포장 상품을 주로 

겉포장박스에 담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포장의 경우 표준규격 

박스 이외에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요구에 의해 세분화된 중량과 모양의 소포

장 상품을 선별포장 출하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소분포장 형태를 요구하는 추세로 인

해 산지 출하농가나 출하조직(APC)에서 박스 비용과 선별 비용 등 비용상승요인

으로 작용하여 소포장박스에 대한 표준규격 수준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세분화를 

억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각 품목의 특징에 따라 등급규격, 크기규격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농

산물 상품표준화는 품목별로 주된 규격 중심으로 등급 및 크기규격을 단순화할 필

요가 있다. 

주 출하규격 이외의 기타 규격은 실제로 의미가 크지 않으며, 유통업체에 따라 

자체적인 규격을 자유롭게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출하규격에 대해서는 정

부 차원의 규격화 표준 제외, 지원 제외를 통해 규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등급규격의 경우, 대부분 농산물에서 특, 상, 중, 하 등 등급규격 단계가 많아 오

히려 혼란을 야기하며, 실제 출하주의 표기 내용과 시장의 평가가 불일치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럼에도 시장 거래자(경매사, 중도매인 등)들은 기본적인 정보로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등급규격 자체를 없애기보다 단순화할 필요(특, 상, 중, 

등외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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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산물 등급표준에 대한 교육 강화

농산물의 공동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산지 출하자는 등급 및 크기 

표시를 자의적으로 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의 출하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선별기준 

지침 및 선별 포장 교육과 더불어 공동선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동선

별 출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2.3. 농산물 포장의 개선

배추와 같이 산지에서 망포장 출하는 품목의 경우, 팰릿 적재가 어렵고, 그로 인

한 물류 효율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도 골판지박스, 플라

스틱 박스 출하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골판지박스와 플라스틱 박스 출하로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일몰제 적용으로 없어진 

‘노지채소 포장재비 지원사업’을 부활하거나, 지자체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농산물 출하에 있어 포장재 자체 규격의 문제도 있으나,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

경오염 문제도 골칫거리이다. 특히, 낱개포장(파프리카 비닐봉지 낱개포장 등), 

플라스틱 소포장(감귤의 플라스틱 소포장 등)과 함께 골판지 겉포장(겉포장)이 이

루어지는 품목 등에서 1회용 골판지 쓰레기 처리 등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앞서 유통실태 및 설문조사결과, 딸기 등 상품 특성상 불가피한 소포장은 큰 문

제가 없으나, 특히, 감귤의 플라스틱 소포장이나 파프리카 등 낱개 포장 등은 환경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최소화하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골판지 박스 이용의 경우 저장고 적재, 화물적재나 하역 시 박스가 찌그러

지거나 상품을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 골판지박스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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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산물 허위표시 관리 강화와 이력추적 확대 적용

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에 

허위표시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으나, 품목에 따라 허위표시가 상당수준 나

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산지에서 출하물량에 대한 허위표시가 이루어지 있다. 

파프리카의 경우, 중도매인들 조사에서 허위표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나타나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파프리카의 허위표시가 상당 수준 나타나

고 있다. 감귤의 경우, 중도매인들과 경매사들의 허위표시 응답 비율이 5.4%와  

12.5%로 나타나 산지 출하물량에 대한 허위표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 감귤로 둔갑하

여 출하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크기에 대한 허위표시도 사례 중의 하나이다.

심층 조사결과에서도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산지 허위표시, 중량과 표

기 개수의 불일치, 품질 및 크기선별 불량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포장 박스

는 다른데 동일한 농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출하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허위표시는 농안법상 규제 대상으로 법 적용의 문제가 없으나, 국내산 농산물

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소비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지 단계에서 개별선별보다는 공동선별, 공

동출하가 확대되고 선별기의 정확성을 높이고 표준코드 유통에 의한 이력추적시

스템을 확실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배추와 같은 일부 노지채소

의 경우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은 현재 상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딸

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의 경우 표준코드를 활용한 이력추적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이력추적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에 대한 허위표기 근절뿐 아니라 국내산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표기, 내용물 바꿔치기(일명 포대가리) 등 문제에 대한 엄격

한 법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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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물류 표준화를 위한 GS1 표준 적용 방안17)

3.1. 유통·물류 환경의 변화와 GS1 물류표준 적용의 필요성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별/가

공 과정, 포장,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어 표준 및 규격화가 어려우며, 다양한 주체

가 유통에 참여함에 따라 유통경로의 복잡한 특징이 있다. 

또한,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출하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선도가 하락하여 

생산단계의 품질을 물류 유통단계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

문에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판매가격 형성에 높은 영향을 주며, 물류의 밀도도 

높고 포장의 방식도 균일하지 않아 물류의 처리 비용이 일반 물류 대비 높은 실정

이다.

특히 신선 식품의 경우 온도, 습도, 보관방식에 대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중간에 한 단계만 추적이 끊기더라도 전체 물류 체인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수입 농식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국의 농식품 표준화 체계 및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정보 수집체계가 필요하며, 국제표준의 시스템 구축과 이

력추적, 리콜의 표준화, 물류 및 유통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1 국제표

준을 도입하여 안전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GS1을 채택하여 상품 판매와 소비자 정보 제공, 공공요금 납부 등의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17) 본 절은 KAIST 김대영 교수의 위탁 원고 결과를 참조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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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기반 농산물의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을 위

해서는 국내농산물 물류 유통환경에 적합한 표준코드 체계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3.2. GS1 물류표준 적용 방안

3.2.1. 농식품 ICT 물류 인프라와 공존할 수 있는 표준코드 도입 전략 필요

현재 국내의 경우 농축산물 표준코드가 운용되고 있으나, 유통 주체별로 일원

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GS1 표준을 전면 도입하여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GS1 표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역할을 유지하

는 가운데 GS1 표준코드 및 시스템을 이력추적, 리콜, 통합 모니터링 등의 통합시

스템 운용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로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코드와 시스템들이 GS1 표준코드 및 시스템이 운용되는 

가운데 활용되더라도,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GS1 표준코드가 이력추적의 키 

데이터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GS1 표준코드의 내부 식별자인 AI 

(Application Identifier)를 활용할 수 있다.

3.2.2. 물류 유통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성공 모델, 가이드라인 필요 

완주 로컬푸드, 무주천마 등 유통현장에서 GS1 코드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

정에서 GS1 국제표준 초기 도입비용의 부담이 컸으며, 대부분의 관련 문서들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장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농축산 현장에 효과적인 GS1 표준코드 확산을 위해서는 국내에 참고

할 만한 성공 모델이 필요하며, 구축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활동, 가이드

라인 등의 출판 및 보급 사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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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표준코드 도입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표준코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유통 주체들의 추가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이력추적 도입에 따른 가산점 제도 및 법적 구속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영

세농 및 상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3. GS1 물류표준 적용 전략

3.3.1. 기존 물류 환경과의 Hybrid 물류 시스템 도입 전략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환경에는 전자경매시스템, 전자송품장 시스템, 산지유통

센터의 ERP 시스템 등 기구축된 데이터 인프라가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대부분 

기구축된 전산 데이터 인프라는 각 유통 주체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이 진행되어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농축산물 생태계 내 확고한 역할을 갖

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시스템 간 데이터를 소통하는 인터

페이스로써 GS1 표준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1 Hybrid 표준시스템 도입 전략

자료: 한국과학기술원(2017). 재인용.



제6장 농산물 물류, 상품 표준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 | 169

Hybrid 표준시스템 방식에서 기존 시스템에서의 영농일지, ERP 시스템, 전자

경매시스템, POS 등은 기존 방식 그대로 운용 가능하며, GS1 표준 플랫폼은 농가, 

APC, 경매법인 간 파편화된 데이터 플랫폼 간의 데이터 교류 인터페이스로써 역

할을 하게 된다.

Hybrid 표준시스템을 기존 농축산 생산과 유통환경에 적용 시, 이력추적에 참

여하는 도매시장과 APC 등은 기존 운용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부담을 줄이고, 

표준화된 이벤트가 수집된 EPCIS의 경우 또한 데이터 소유권이 APC, 도매시장

이 여전히 갖게 되므로 내부 경영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6-2 표준시스템에서의 GS1 표준기반 데이터 소통 채널

자료: 한국과학기술원(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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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농식품 코드와 GS1 코드의 공존 전략

GS1 표준 플랫폼이 서로 다른 플랫폼 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기존의 코드 시스템과 GS1 코드시스템을 맵핑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맵핑 방안으로 GS1-128 표준의 AI (Application Identifier)를 통

한 기존 코드 수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표 6-1 GS1-128 표준의 주요 Application Identifier

AI 코드 AI 코드

00
SSCC

(컨테이너)
8003

GRAI
(회수형팰릿)

01
GTIN
(상품)

8004
GIAI

(자산/장비)

10
batch/lot

(로트)
240

Additional Info
(부가설명)

21
serial

(시리얼번호)
255

GCN
(쿠폰)

자료: 한국과학기술원(2017). 재인용.

3.3.3. 조합단위 표준코드 공유 전략

국내 및 해외에서 유통표준코드 GS1 식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S1 국제표

준의 한국 대표 기관인 유통물류진흥원에서 기업 및 기관에 발급되는 Company 

Prefix 발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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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Company Prefix 발급비용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http://www.gs1kr.org/Service/Member/appl/member05.asp: 

2019. 8. 16.).

그러나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농가 및 소매상들의 경우 Company Prefix를 발급

하고 유지하는데, 최소 연 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농업인과 상인들의 부담으

로 작용하게 된다(단, 연간매출액 1억 원 미만이면서 10개 이하 바코드 사용 시 소

량사용회원으로 분류되며 연회비(3년 기준)는 90,000원).

농축산 상품의 식별자인 GTIN 코드의 경우 코드 무결성 확인을 위한 

Checksum18)을 제외하고 총 12자리 중 Company Prefix 8자리(국가: 3자리, 기업

코드 5자리)를 제외한 3자리의 코드를 농가 및 상품분류 코드에 할당할 수 있다. 

완주 로컬푸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로컬푸드 사업단이 발급받은 Company Prefix

(국가: 880, 기업코드: 949418)를 활용하여 조합 농가의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 코

드를 분배하여 활용 중이다. 

18) 체크섬(checksum)이란 중복 검사의 형태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통하여 공간(전자 통신) 혹은 

시간(기억 장치) 속에서 송신된 자료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단순한 방법임(자료: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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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완주 로컬푸드 코드분배 예시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소비자

소규모
농가#1

4) 판매 
이익금

3) 판매 

1) GS1코드 
분배

5) 판매이익금·수수료

2) 할당된 코드로 상품출고

8  8  0  9  4  9  4  1  8 완주 상품/농가 분류

한국 완주로컬푸드 농가+상품코드

완주 로컬푸드 코드 분배 예시

9 Digits: 완주 로컬푸드
Company Prefix

3 Digits: Item Reference

자료: 한국과학기술원(2017). 재인용.

이 방식은 개별농가에 지불해야 하는 코드발급 비용을 조합이 대신 지출함으로

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소규모 농가에 GS1 코드를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소규모 소매상에 적용하면 GS1 코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3.3.4. 대규모 코드 사업자 중심 코드 활용전략

농협·축협·수협 등 대규모 코드 사업자가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많은 범위

의 GS1 코드구매를 하여,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요금체계를 정립하는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림 6-5 코드 발급자 사업 모델

유통물류
진흥원

대규모 
코드 

사업자

소규모농가
#1GS1코드

대량구매
GS1코드

분배

자료: 한국과학기술원(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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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대규모 사업자의 Company Prefix의 기업코드 공간 5자리를 2~3자리

로 축소하고, 잔여 공간(6~7자리)을 농가나 기업의 상품분류 수에 따라 탄력적으

로 코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코드발급 권한이 있는 유통물류

진흥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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