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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과 유통실태

1.샨시성 LC  사과 유통실태

LC 은 샨시성(陕西省) 부, 안시(延安 )남부,웨이베이(渭北)황토고

원 곡에 치하고 있다.  체의 경작지 면 은 42,000ha이며,이 가운데 

사과 재배면 이 33,000ha,1인당 평균 경작면 은 0.2ha에 달한다.

1947년부터 사과를 도입하여 재배를 시작한 이후 LC 은 도입  보 ,재

배 규모의 확 ,사과 재배 문 으로의 도약,산업화 발  등의 단계를 거쳐 

이미 국에서 가장 요한 사과 재배 문   하나가 되었다.연 생산량은 

약 75만 톤이며,사과산업의 생산액은 27억 안에 달한다.최근 LC 은 LC사

과를 “ 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세계 으로 유명한” 랜드로 만드는 목표를 

해 선두기업, 형 로커,냉장창고 업주, 업합작사, 로커 등 시장주체

들이 참여하는 양질의 매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LC 에 사과와 련되어 업을 하는 기업이 103개, 형 로커가 269개,

사과 업합작사 272개 있으며,연간 거래량은 약 10만 톤에 달한다.이는 재 

국 사과 생산량의 14%에 달하는 것이다.여타 농산물 물류업계와 비교할 때 

LC 의 기업 역시 민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은 유사하지만 LC 에는 

이 할하는 국 사과 매기업인 궈그룹(延果集团)이 있다는 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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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이 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 기업이다.

민  사과 매기업의 총 자산규모는 3억 안에 달한다.

1.1. LC  사과 통경  반  

LC  사과 유통경로는 국 거시경제체제와 농산품  물류업계의 발 이

라는 환경 하에서 도매시장을 핵심으로 하는 통  유통경로와 농 과 형

마트가 직  연결되는  유통경로가 병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론

으로 볼 때 농 과 형마트가 직  연결되는 것은 과수 재배농가,소비자,

물류 참여자 등 세 경제주체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것이며,사과를 포함한 다

양한 농산품들의 유통경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로커와 도매시장 등 간 물류과정을 이는 효과 인 유통경로이다.

그러나 국 다수 농민합작사의 경우 기업이 주도하여 설립되었고 합작사의 

이윤분배는 아직 규범화되어 있지 않으며,생산규범의 훈련이 부족한 등의 문

제로 인해 합작사에 가입한 농가와 합작사 간에 긴 한 이익 계가 형성되고 

않고 있다.이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win-win)이 실 되기 어렵다.

한 도매시장을 핵심으로 하는 통  유통경로의 경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크

고 빠른 집산기능을 통해 규모의 물량이 거래될 수 있다.이로 인해 도매시

장을 핵심으로 하는 통  유통경로가 여 히 LC사과의 주요 유통경로이며,

구체 으로는 체 사과 유통량의 9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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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LC사과의 유통경로

농가에서 생산된 사과는 합작사를 통해 수매가 이루어 질 경우에만 로커

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로커는 과수 재배농

가와 과일 매상,그리고 과일 기업을 연계하는 매우 요한 연결고리로 그들

이 농  곳곳을 찾아다니며 실제 경작지에서 수매를 진행한다. 지 농가의 생

산량,과수원 리 수 ,과수원의 시설  사과의 품질에 해 매우 잘 이해하

고 있으며,짧은 시간 내에 타 지역에서 온 기업  바이어들이 조건에 부합하

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다.이 때문에 로커를 통해 수매가 진행되

는 사과는 LC  사과 총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그림에서 과일기업과 과일 

로커를 구분하여 표시하 는데 그들은 모두 과일 유통의 주요 주체이지만 

매 경로  상품의 입지(定位)가 서로 다르다.LC  과일기업은 신선과일의 

운송  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일부 기업의 경우 과일식 ,과일주스 

 과일 비타민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이 게 가공되는 사과는 총 생산량의 

10%정도이다.과일기업은 독자 인 상표를 가지고 있으며,상품은 사과 등

에 따라 포장이 이루어진다.과일 매상은 도매상이 주를 이루며,주로 소비시

장의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인터넷이나 공동구매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직  구매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비 이 그 게 높지 않다.과일기업

의 사과 등 이 높기 때문에 과일 문   인터넷을 랫폼으로 하는 최종 

매 네트워크가 마련된다. 매가격은 과일 매상의 그것보다 높다.L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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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통의 체 구조로부터 살펴보면 과일 매경로가 좋고 재배할 때 노동력 

투입이 비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일 재배농가는 과일 유통에 극 으

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1.2. 통 단계별 

1.2.1.생산 단계

LC  1인당 경작지 면 은 0.2ha,농가당 과수원 면 은 0.7ha이다.이는 산

둥,허난,산시,간쑤,랴오닝 등 여타 사과 주생산지의 1인당 경작지 면 ,그리

고 1인당 과수원 면 보다 훨씬 높은 수 이다.사과 재배는 노동력 투입이 큰 

편이기 때문에 1명의 농부가 최  0.3ha의 과수원을 리할 수 있다.이 때문에 

LC 의 경우 외지로 나가 돈을 버는 사람이 매우 드문 편이다.매년 6월에서 

9월이 되면 약 4만 명의 외지인들이 LC 으로 찾아와 과수원 리, 지 우

기,수확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2000년 부터 지 까지 LC 은 극

으로 “과일의 형태를 개선하고 가지를 튼튼히 하며,과수 간 집도를 낮추고 

유기 비료를 사용하는”등 4가지 핵심기술을 극 실시하 으며,<LC  사과 

과수원 표 화생산 리기술 조작 규정>,<LC  녹색식품 사과 생산기술 조작

규정>,<LC사과 신선과일 등  구분 표 >등 자체  기 을 강화 마련하

다.LC 의 사과생산은 묘목의 선별  구매,과수원 정비  묘목 이식,가지치

기 등 단계별 공정에 하여 표 화된 리를 실시하고 있다.사과 표 화 시

범기지 30만 묘를 구축하 으며,국가 녹색인증을 받은 곳이 37만 묘,수출시

범기지 20,000ha를 마련하 으며,수출인증을 통과한 곳이 10,000ha에 달한다.

EU  국내 인증을 획득한 유기농 과일 생산기지도 2,400ha에 달한다.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1묘당 단 생산량이 5,000㎏ 이상,1묘당 수익이 3만 안 이상

인 형  생산농가가 꾸 히 나타나고 있다.

LC  사과 재배는 농민이 주요 생산단 이다. 체 에서 과일을 재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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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총 16만 명이다.사과 재배는 매년 3~4월에 시작하여 9월 하순에 수확

하면서 마무리된다.과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주로 에 웃거름 주고,인

공수정,병충해 방지,열매 솎기, 지 우기 등이 있다.이 외에도 수확 후 과

수농가는 가을 시비(施肥),과수원 청소,흙 보충(土培),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LC 의 다수 과수원은 개설비  우박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생물물리조치를 통해 병충해를 죽이고 클로버(三叶草)등 콩과(豆科)

식물을 사이짓기함으로써 공  질소 고정을 실시하고 있다.유기농 비료를 뿌

리고 평균 1묘당 재배 도는 14~24그루 정도이다.이로 인해 LC 의 사과 상

품율은 90% 이상 수 에서 유지되고 있으며,직경 80㎜이상의 특  사과가 

10%에 달한다.LC  사과는 그 크기가 균일하고,육질이 아삭하고 달콤하며,

당 함유량이 높고 체 으로 당히 단단한 등 특징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2012년 사과 평균 수매가격은 1㎏당 5~7 안이었다.1묘당 평균 

생산원가는 6,000 안,1묘당 평균 총 수입은 20,000 안,1묘당 순 수익은 약 

1.4만 안에 달한다.

1.2.2.재배농가의 매 단계

LC  과수 재배농가는 수확 후 일반 으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매를 진

행한다.첫 번째는 로커가 직  과수원까지 와서 수매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

러한 수매방식은 LC 에서 가장 표 인 것으로 체 상품과일  90%이상

이 이 방식을 통해 거래된다. 로커는 일반 으로 지인이 부분이며,과수 

재배농가도 로커 역할을 하기도 한다.사과 수확기가 되면 련 네트워크를 

통해 지 혹은 타 지역의 사과 매상  과일기업1에 연락을 취한다.과일 

매상과 기업은 로커와 거래량,사과 등  등에 해 충분한 의를 거친 

후 로커로 하여  행수매하도록 한다. 로커는 과수원에서 수확을 실시할 

1신선과일만을 다루는 기업을 의미하며,과일주스  과일식  가공기업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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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과에 해 기 인 검사(일반 으로 사과의 직경에 따라 분류2를 진행하

며,사과를 약속된 장소(  사과 교역시장  냉장창고 등)로 옮긴다.그리고 

과일 매상  기업으로부터 1㎏당 0.06~0.1 안의 수수료를 받는다.두 번째 

방식은 농민합작사를 통해 매하는 것으로 합작사가 농가로 찾아가 사과를 

수매하는 형식이다.LC 의 수많은 사과 업합작사는 부분 기업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합작사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매가격상 별도의 특혜를 리지 못

하고 시세에 따라 수매가 이루어진다.더 많은 물량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해 합작사는 가입한 농가  비 가입 농가에 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매가격은 사과 품질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것

이다.

국 여타 지역에서 과일 재배농가는 자신이 수확한 사과를 지 사과 거래

시장으로 옮겨가서 구매자가 사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상

황은 LC 에서 아주 게 보인다.주요한 원인은 LC사과 상품율이 높기 때문

에 시장 평가가 좋고 특  사과와 우수 사과의 가격 차이가 크다.만약 과일 

재배농가 스스로 수확한 사과를 교역시장으로 옮긴다면 로커  기업들이 

그에 해서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다. 를 들

어 LC  A합작사가 과수원에서 직경 85㎜ 이상의 사과를 특  사과로 구매할 

경우 수매가격은 개당 2.8 안이다.포장  규격을 고려할 경우 A합작사는 

문가를 견하여 과수원에서 수확할 때 검사를 실시하고 포장 후 슈퍼마켓 등

으로 물건을 공 한다.따라서 LC 의 수많은 과수농가는 과일 품질 등 에 

따라 사과를 구분하여 매하고 있으며,매년 과수원에서의 매기간은 약 3주 

정도이다.3최후에 남아있는 흠집이 있는 과일은 과수 재배농가에서 수확한 후 

2직경 85㎜  그 이상은 특상 과일(特级果),80~85㎜는 우수과일(优级果),75~80㎜

는 일반 과일(一级果)이며,보통 과일(普通果)은 직경이 70~75㎜이다.

3일부 과수 재배농가의 경우 가격이 지속 으로 오르거나 가격 상황이 좋지 않은 때 

사과 수확 후 재래식 방법을 통해 반 개월 정도를 보 하여 당한 가격이 되기를 

기다린다.그러나 장조건이 그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등 품질에 향이 미친다. 한 량도 감소한다.이 때문에 이러한 자체  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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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당 0.5 안의 가격으로 과일주스,과일식  등 과일 가공기업에 매한다.

1.2.3.운송 단계

사과 수매  매가격을 안정 으로 유지하기 해 LC 은 화 사과 

장 냉장창고 518개를 마련하 으며,총 장량은 25만 톤에 달해 LC  사과 

총 생산량의 30%를 장할 수 있다. 한 과일세척라인 28 를 마련하여 시간

당 150톤의 사과를 세척할 수 있도록 하 다.냉장운송차량도 6  구입하 다.

그러나 LC  지기업의 융자난으로 인해, 궈그룹(延果集团)의 자산 총액이 

1억 안 이상인 것을 제외하면 기타 민 기업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200~500

만 안 정도이며, 지 기업이 소화하는 사과의 수량은 지 사과 생산량의 

14%에 불과하다.

9~10월이 되면 LC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사과가 지 냉장창고에 보

되지 않는다. 로커 수매 후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타 지역 사과 매상의 

냉장창고  시장(이 이 산둥 QX시장과 가장 크게 다른 이다.)으로 운송하

기 때문이다.나머지 30%의 사과는 LC  지의 냉장창고에서 검사를 거쳐 망

을 운 후 1㎥의 큰 상자에 넣어 보 하게 된다.그 후 약 1년의 시간  약

되어 있는 수량에 따라서 다시 소분되어 출고가 완료된다.사과의 계 성,휴가

철 매 동은 비교  뚜렷한 편이며,LC사과는 수확 후 이듬해 까지가 

매 성수기이다.직경이 70㎜인 12.5근의 종이상자로 포장된 사과는 성수기에 

출고가격이 상자 당 45 안에 달하며,이듬해 7,8월(즉 당해 연도에 새로 수확

할 사과가 아직 다 익기 )이 되면 출고가격은 상자 당 36 안까지 떨어진다.

LC  사과는 과수원에서 냉장창고까지 운송되는 과정에서의 운송 매  

장 원가가 부분 로커에 한 수수료 (근당 0.03~0.05 안),등 별 분류  

하역,운송비 (근당 0.2 안), 형 상자 포장비용 (근당 0.2~0.25 안),냉장창

고 사용비용 (가스를 이용한 장창고는 근당 0.35 안이며,일반 냉장창고는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경우는  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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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당 0.25 안임.),소포장 비용 (근당 0.25~0.45 안),운송  장  손실(근

당 0.2 안)등이 있다.여기에 LC 에서 소비시장까지의 운송비(운송거리에 

따라 달라지며,일반 으로 근당 0.25~0.4 안임.)를 더하고 유통자  이자(근

당 0.3~0.4 안)까지 고려하면 LC사과가 과수원에서 소비지역까지의 운송  

매 원가는 근당 1.68~2.3 안 가량이 된다.

비용
항목

로커
수수료

등 별
분류
하역,
운송

형상자
포장비용

냉장창고
사용비용

소포장
비용

운송
장
손실

장거리
운송

이자

액
( 안)

0.03〜0.05 0.2 0.2〜0.250.25〜0.350.25〜0.45 0.2 0.25〜0.4 0.3〜0.4

비
(%)

1.8〜2.2 11.9 10.9〜11.914.9〜15.214.9〜19.6 11.9 14.9〜17.417.4〜17.9

표 1.사과 운송 매 원가 황

그림 2.LC 사과의 장창고 내 등 별 검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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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소비지역 도매  소매 단계

농 -마트 연결을 제외하고 LC 의 사과는 일부분은 소비지역의 형마트

로 일부분은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되는 것 이외에 부분의 사과는 생산지에

서 사과 매상을 통해 소비지역으로 운송된다.이 가운데 약 50%이상은 소비

지역의 1  도매시장에 진입한 후 5%가량이 소비지역 과일 문 으로 거래

된다.소비지역 1  도매시장으로 유입된 사과는 50%가 다시 로커를 통해 

주변 성,시, 의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며,최종 으로 소매상,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달된다.나머지 50%는 마찬가지로 3가지 방식을 통해 최종소비

자에게 달된다.첫 번째 방식은 2  도매시장을 통해 소매상에서 매되고 

다시 소매상으로부터 다양한 지역의 농산물시장으로 분포되어 매가 진행되

는 방식이다.두 번째 방식은 형마트를 통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다.세 번째 방식은 공동구매의 방식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매되는 

방식이다.이 가운데 첫 번째 방식의 비 이 가장 높고 두 번째 방식이 그 다음,

세 번째 방식의 비 이 가장 낮다.최근 LC사과는 다양한 유통경로의 소매 비

이 비교  안정 이며,농산물시장은 사과 소매의 가장 주된 매경로로 남

아있다.그 다음은 마트나 과일 문 을 통한 매이며,마트의 비율은 차 확

되는 추세이다.

조사  추가 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LC 의 사과가 품질이 좋기 때

문에 지에서 극 으로 국내외 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정부

는 일련의 랜드 마   시장 설명회 등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연속 6년간 “ 국 샨시(LC)국제 사과의 날(苹果节)”

행사를 개최하 으며,베이징 올림픽,상하이 엑스포, 우 아시안게임, 국 

여자 배구,2013년 보아오 포럼 등 30여개의 주요 랜드  타이틀 스폰서로

서 활동하 다. 장 학 국 농업 랜드 연구센터(浙江大学中国农业品牌研

究中心)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LC사과” 랜드 가치는 약 42.8억 안에 

달한다.2013년 제1회 국 농산품 랜드 구축 추진회에서 “ 국에서 가장 

향력 있는 지역 공용 랜드(中国 具影响力的区域公用品牌)”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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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LC사과의 소매 상황은 비교  좋은 편이다.상품과일  10%정

도를 차지하는 직경 85㎜ 이상의 우수등  사과는 일반 으로 고 시장에서 

매가 된다.즉 홍콩, 우,베이징,상하이,선 (深圳),쿤 (昆明),푸 우

(福州)등 주요 도시에 마련된 LC사과 직 장을 통해 매가 되고 있으며,공

항,백화  과일 문매   농산품 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거래가 되

고 있다.4고 제품의 포장은 일반 으로 9개입,12개입 한상자의 선물상자로 

포장되며,사과 직경이 85㎜ 정도로 상자 당 약 2~2.5㎏은 약 80~300 안에 

매된다.20%의 상품과일은 공동구매(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 포함)  특정 단

에서의 후생복지  선물용으로 매되고 있으며,12개입 선물상자 포장,그

리고 24개입 종이상자 포장이 있으며,사과 직경은 약 75~80㎜,1㎏당 매가

격은 20~30 안 정도이다.나머지 70%는 소비지역 도매시장 혹은 형마트에

서 매되고 있으며,사과 직경은 약 70㎜,1㎏당 매가격은 10~16 안 정도

이다.

그림 3.LC사과의 최종 매 비율

4베이징,상하이, 우,선  등 도시에는 수많은 유기농 농산품,고  농산품 

문 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를 들면 차이 쟈 상하이 마이차이왕 (菜管家

上海买菜网),진둥 왕샹상청(京东网上商城),타오바오(淘宝网)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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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LC사과의 선물상자 종이상자

2.산둥 QX사과 유통실태

2.1. 산  QX시 사과  일반 

QX시는 산둥성 쟈오둥 반도(胶东半岛) 심지에 치하고 있으며,13개 진

(镇)과 2개의 동사무소(街道办事处)를 두고 있다.시 체 면 은 2,017㎢,총 

인구는 63만 명이다.산둥성 QX시는 “ 국 사과 제일의 도시”로 사과 재배의 

역사가 깊고 독특한 지리  입지와 뛰어난 토양  기후 조건 등으로 사과 재

배에 매우 합한 지역이다.지 까지 시 체 사과 재배면 은 연평균 

46,677ha에 달한다.정상 인 상황에서 연간 생산량은 약 15억㎏ 정도이며,연

간 수입은 약 60억 안 정도가 된다.농민 1인당 순소득의 85%이상이 사과재

배에서 나오며,사과는 이미 QX시 농  경제의 지주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다고 있다.QX사과가 국 국내에 미치는 향력은 차 확 되고 있으며,베

이징,상하이, 우,선 (深圳)등 30여개 도시에서 순조롭게 매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멀리 동남아,유럽과 미국, 동 등 30여개 국가  지역에서도 

매되고 있다.이로 인해 QX사과는 국가 농업부에 의해 국 사과수출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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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선정되었다.QX시는 국 40여개 형도시에 270여개의 매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있으며,다롄(大连),칭다오(青岛),헤이허(黑河)등 항구 지역에 5

개의 외창구를 마련해 놓았다.이 외에도 시 체에 걸쳐 더펑(德丰),촨 엔

(泉源)등 20여개의 과일 문기업이 유럽의 GAP인증을 획득하 다.

QX사과의 유통은 주로 도매시장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보조 으

로 자거래시장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서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시장 

보조시설도 꾸 히 개선되고 있다.셔워보진(蛇窝泊镇)의 과일 도매시장은 

재 국 북방지역에서 가장 큰 문 과일 도매시장으로 시장 규모는 약 50㎢에 

달하며,거래를 한 매장은 약 1,300여 개,연간 교역량은 10억㎏,교역액은 

18억 안에 달한다.셔워보진의 사과 자거래시장은 국 최 의 사과 물 

거래시장으로 2008년 시장이 설립된 이후 베이징,상하이,충칭(重庆), 우

(广州),둥 (东莞),우한(武汉),난징(南京),선양(沈阳),타이 안(太原),청두

(成都),지난(济南)등 지역에 지   매망 120개를 설치하 으며,1,000여

개의 기업회원과 4,500여명의 개인회원을 모집하 다.QX시의 사과는 주로 

9~10월 사이에 집 으로 출하되고 지 냉장창고 등 련시설이 비교  많

기 때문에 부분 사과는 수확 후 곧바로 냉장유통처리가 이루어지며,기본

으로는 4계  모두 매가 이루어진다.

2.2. QX 사과  통경

QX시 사과유통방식은 국 체  가운데 가장 표성을 띄고 있다.본 연

구 은 지 농가,행정주 부처의 공무원, 로커,냉장창고  가공기업의 책

임자 등에 한 방문조사를 통해 QX시 사과 생산지 유통경로에 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지 과일 합작사 조직이 그다지 완 하지 못하다는 

을 확인하 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지 과일 문기

업 역시 과수 재배농가를 해 사과 장을 신해주고 있었는데 8개월 장 

수수료는 사과 1근당 0.25 안이었다.그러나 장 행의 수량이 매우 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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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에서 이 다 할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역시 별도의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개 으로 말하자면 산둥성 QX사과의 유통경로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0.QX사과의 유통경로

2.2.1.재배농가 -소비지역 도매상

산둥 QX사과는 국에서 가장 매가 잘 되는 사과  하나로 매 경로가 

매우 넓다.매년 사과가 집  출하되는 시기가 되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지 수요를 충당하고도 매우 많이 남게 된다.하지만 타 지역의 시장, 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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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우,선  등 지역에서는 QX사과에 한 수요가 매우 크다.이 때 과

수 재배농가는 생산한 사과를 인근의 과일 문 거래시장으로 운송하여 매

를 진행한다. 재 시 체에 설립된 과일 문 거래시장은 총 16곳이 있으며,

연간 교역량은 90만 톤을 넘는다.가장 표 으로는 셔워보진의 과일 도매시

장이 있으며,도매시장을 심으로 약 십여 리(里)가 모두 과수 재배농가에서 

생산한 사과로 뒤덮인다.타 지역에서 온 수많은 도매상들은 지 로커를 통

해 과수 재배농가 혹은 과일 문거래시장에서 사과를 구입하며,직  소비지역

으로 운송한다.이러한 “과수 재배농가-소비지역 도매상”을 통한 유통경로는 

체 사과 거래량의 약10~20% 정도를 차지한다.

2.2.2.재배농가 - 로커 -기업

QX시에 재 존재하는 냉장창고  가스를 이용한 장창고는 총 610여 개

가 있으며,연간 110~120만 톤의 과일을 장할 수 있다.이 장창고들의 경

주체는 부분 사 기업이다. 형 냉장창고의 존재는 냉장유통처리를 통해 

신선한 과일이 9월에 출하된 후 이듬해 6월까지 9개월간 사과의 장기 시장공

이 가능하도록 하 다.QX 지 냉장창고 안의 사과는 일반 으로 이듬 해 4

월부터 지속 으로 출고 매되며,4월  국내시장에서 매되는 부분의 사

과는 샨시(陕西)사과이다.이 8개월간의 장 기간  기업은 기세,신선보

존 유지제 비용,창고 구축 시 사용한 출에 한 이자,인건비 등으로 약 사

과 1근당 0.6 안을 지출한다.

매년 새 과일이 출하될 때 기업의 탁을 받은 로커들이 과수 재배농가로

부터 사과를 구매한다. 로커들은 구매한 사과에 해 등 별 구분,1차 포장,

무게 달기(过磅),단거리 운송 등을 실시하여 수매가격보다 근당 0.2~0.25 안 

높은 가격으로 기업에게 매하고 냉장창고에 사과를 넣는다.이 때 만약 기업

의 작업인력이 충분할 경우 그들 역시 직  사과를 수매하러 가는데 이러한 경

우는 매우 드물다.이 게 로커를 통해 사과를 수매하는 방식은 체 사과 

거래량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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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가공 측면에서 QX시에는 재 가공기업이 약 30여 개 존재한다.매년 

새 과일이 출시될 때 약 20%정도의 흠집과일이 과일 가공기업에 의해 구매되

어 가공이 이루어진다.생산되는 제품은 농축과즙,과일 설탕 임(果脯),과일

식 ,사과칩스,과일주 등이 주를 이룬다.

사과는 냉장창고에서 나와 소비지역 도매시장에 이를 때까지의 비용은 주로 

포장비용,인건비,운송 의 손실(일반 으로 약 2%),운송비 등으로 합하면 

근당 0.9 안 정도가 된다.납부해야 하는 일부 세 의 경우는 여기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과일 기업이 구매한 사과는 주로 다음 4가지 경로를 통해 매가 

이루어진다.첫 번째 소비지역 도매시장으로 운송되어 매가 진행되는 경우 

타 지역의 도매상인은 직  과일기업에게 찾아와 사과를 구입한 후 다시 자신

의 지역으로 운송하여 도매 거래한다.두 번째 방식은 형마트나 문 과일가

게와 직  연계하여 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사과가 직  마트,과일 문

으로 운송되어 매된다. 체 기업이 수매한 사과  25%정도가 이 방식을 

통해 거래된다.세 번째 방식은 과일기업이 과일을 이용하여 가공을 진행하고 

가공해서 만들어낸 각종 사과 련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매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 방식은 과일기업이 과일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인데 주로 동남아 지역 

국가에 수출한다. 체 QX시에 사과 수출기업이 100여개 있으며,연간 수출량

은 약 15만 톤 정도로 체 기업이 수매한 사과 물량  20%정도를 차지한다.

타이(烟台)YQ식품유한공사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QX시 경제개발구에

서 국가가 징발한 160묘에 있고 등록 자본은 3,000만 안,투자총액은 1.2억 

안으로 우수한 품질의 과일 재배, 장,가공  매를 모두 다루는 종합  

기업이다.동 기업은 가스를 이용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20,000톤 규모의 과

수 장창고와 15,000톤 규모의 냉장창고를 갖추고 있어 체 장규모는 

35,000톤에 달한다.동 기업은 자 수출입권을 가지고 있으며,제품은 주로 동

남아, 동,유럽  캐나다 등 46개 국가,그리고 국 국내 월마트,까르푸 

등 형마트로 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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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재배농가 - 로커 -기업 -소비지역 1  도매시장

사과는 생산지에서 소비지역으로 운송될 때 우선 소비지역 1  도매시장으

로 유입된다.본 연구 은 베이징 신 디(新发地)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조사연

구를 실시하여 소비지역 1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사과의 유통경로에 

해 알아보았다.베이징 신 디 농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 5월 16일 설립되었

으며,시장 재 규모는 1,820묘, 리인원 1,759명,고정 매 포 5,558개,고

정 고객 8,000여 업체,하루 평균 차량 3만 ,고객 6만 명이 드나드는 형 시

장으로 하루 평균 채소 1.5만 톤,과일 1.5만 톤,돼지 3,000여 마리,양 3,000여 

마리,소 500여 마리,수산물 1,800여 톤이 거래된다.시장 내 재 주식 상장한 

기업의 지 이 4개 있으며,연간 교역액 1억 안 이상인 기업이 32개나 된다.

연간 교역액이 1,000만 안 이상인 기업도 883개나 된다. 재 시장은 이미 

채소,과일 도매시장을 주축으로 하여 육류,식량  식용유,수산물,조미료 등 

10  농업 부산품 종합 도매시장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베이징 신 디 농산품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는 국 각지에서 오는데 

부분 산둥,샨시(陕西),산시(山西),신장 등지에서 온다.사과는 1년 4계  

내내 매가 되며,연간 매량은 약 20만 톤에 달한다.매년 9~11월 사이가 

사과 매 성수기로 매량이 많다.그러나 사과 매의 가격은 안정 이지 않

으며,비교  낮은 편이다.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냉장창고에서 나오

는 사과가 매되기 시작하는데 사과 매 가격은 비교  안정 이며 높은 편

이다.종합 으로 말해서 도매시장 사과 매가격  사과의 품질, 매량 등은 

모두 긴 히 연결되어 있다.베이징 신 디 농산품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상

가는 거래제품 생산지 증명서과 제품 검역 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제품을 

매할 수 있다.도매시장에 들여와 매하는 사과는 시장 진입비용(进场费)을 

지불해야 거래가 가능하며,시장 진입비용은 사과 교역액의 2%이다.도매시장

에서 사과를 구매한 상인의 경우 시장 퇴장비용(出场费)을 지불해야 하며,시

장 퇴장비용은 사과 거래액의 1%이다.시장에 들어와 사과를 매하는 상인들

은 별도의 자릿세 등은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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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신 디 농산품 도매시장에 들어온 사과의 유통경로는 주로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첫 번째는 사과가 허베이,동북삼성 등 베이징 시 주변 지역

으로 매되는 경우로 체 매량의 50%정도를 차지한다.두 번째는 사과가 

베이징 시내 2  도매시장으로 유입되어 매되는 경우로 체 매량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베이징에서 2  과수 도매시장은 주로 베이징 슌신(顺鑫)스

먼(石门)농업 부산품 도매시장,베이징시 창핑구(昌平区)슈이툰(水屯)농업 

부산품 도매시장,베이징시 빠리챠오(八里桥)농산품센터 도매시장,베이징 진

슈따디(锦绣大地)농업 부산품 도매시장,베이징 신둥쟈오(鑫东郊)채소 과일 

도매시장,베이징 융안(永安)농업 부산품 도매시장,베이징 진우싱(金五星)농

업 부산품 도매시장,베이징 에거좡(岳各庄)농업 부산품 도매시장,베이징 

화 안(华远)농업 부산품 종합 도매시장,베이징 촨잉(玉泉营)과채 도매센

터,베이징 따양루(大洋路)과일 도매시장 등 8개를 꼽는다.이러한 2  도매를 

거친 후 농산물 시장에서 소매로 매가 이루어진다.세 번째는 사과가 문

인 운송기업을 통해 형 마트로 운송되어 매되거나 호텔,기 ,군부  등 

사회 각종 단체에 매되는 경우이다.이는 체 매량의 20%정도를 차지한

다.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과가 세상인을 통해 소매로 거래되는 경우이며,

이는 체 매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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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 유통실태

1.슈에화 배의 생산  유통 황

슈에화 배(雪花梨;Snowpear;Pyrusnivalis;이하 슈에화)는 허베이성의 특

산품  하나로 주로 허베이성 남부에서 재배된다.특히 자오 은 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재배역사가 긴 주요 생산지이다.따라서 슈에화의 유통방식 사

례연구는 허베이성 자오 을 선택하여 진행하 다.자오 은 허베이성 부에 

치하고 있으며, 체 의 규모는 675㎢,인구 55만,경작지 면  50,000ha이

다.일 이 북 (北魏)시 에 자오 의 슈에화는 궁 으로 진상되던 특산품이

었으며, 재에 이르기까지 이미 2,000여년의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다.슈에화

의 특징은 과육이 마치 처럼 새하얗고 배 꽃 역시 티 없이 하얀 것이 마치 

흩날리는 송이와 유사하다고 해서 슈에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슈에화의 

과즙 속 당(糖)함유량은 11~15%에 달하며,이 외에도 단백질,지방,주석산(果

酸),미네랄  다양한 비타민 등 풍부한 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다.슈에화는 

날로 먹을 때 그 맛이 매우 각별할 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해 만든 배 통조림(梨

罐头),배 편(梨脯),배 즙 등도 매우 맛있는 식음료이다. 한 슈에화는 약용

으로서의 가치도 높은데 심열을 제하고 폐를 윤활하게 해주며,변비에 좋고 기

침을 멎게 해주며,술을 깨게 하고 주독을 풀어주는 등의 효능이 있다.한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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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药)‘이고(梨膏)’는 슈에화를 각종 약재와 함께 고아서 만든 것이다.

자오 에서 슈에화 이외에 야리(鸭梨,오리배)와 왕 배(皇冠梨)도 많이 재

배하는데 체 배 재배면 은 약 17,000ha,연 생산량은 5.23억㎏에 달한다.이 

가운데 슈에화의 재배면 이 10,000헥타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자오 에서 

생산되는 슈에화는 크기가 크고 과즙이 많으며,과육이 두텁고 씨가 작고 향기

롭고 달며 아삭거리는 최고등 품으로 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

상품이다. 한 “자오  슈에리(Z州雪梨)”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자오  슈에화의 생산  유통은 냉장창고,포장,운송 등 련된 설비  서

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자오 에는 재 다양한 규모의 배 장용 냉동창

고가 1,362개 존재하며,총 40만 톤 이상을 냉장 보 할 수 있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배 가공기업은 총 6개로 연 가공량은 5만 톤에 달한다.포장 기업

은 460개가 있으며,매년 2,200만 세트(套)를 포장할 수 있다.배 문 수출기업

은 20개,배 업합작사는 108개,과일 운송 문농가 2972호,각종 운반용 차

량 1.2만 가 있다.

생산  수확은 계 성을 띠는데 반해 소비는 1년 내내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인해 자오  슈에화는 가을에 수확한 이후 극히 일부분만 직  매가 되며,

부분은 냉장창고를 통해 보 되면서 1년 내내 매가 이루어진다.다년간의 

발 을 거쳐 자오 의 슈에화 매는 상 으로 안정 인 시장 유통경로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참여주체는 주로 과농합작사(果农合作社), 로커,상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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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자오 슈에리 배의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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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통단계별 황

2.1. 생산 단계

슈에화의 생산 주체는 당연히 농가이다. 한 합작사가 생산 후에서 최

한 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자오 은 재 108개의 배 업합작사

를 구축,운용하고 있으며,90%의 농가에서 이들 합작사에 가입되어 있다.자

오 의 배 업합작사들이 농가를 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과수 생산기술 지

도,일 포장,일  매 등이 있다.

자오  농가의 1인당 경작지는 0.1ha정도이다.평균 한 농가당 0.5ha의 경작

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슈에화 단 생산량은 1헥타르당 5.2~6만㎏

정도이다.슈에화의 생산원가에는 화학비료,농약, 개,가지치기, 지 우

기,수확,포장,卸箱 등 물자비와 인건비가 포함되며,평균 약 1묘당 5,600 안

이 소요된다.이 게 계산할 때,슈에화의 생산원가는 1㎏당 1.4~1.6 안 정도

라고 할 수 있다.

냉장창고에 넣어두기  배는 모두 일 으로 포장처리가 된다.수확한 슈

에화의 크기에 따라 포장용 상자는 45개입,60개입 두 종류로 나뉜다.한 상자 

당 량은 18~20㎏ 정도로 평균은 19㎏이다.수확에서 포장까지의 생산원가는 

평균 한 상자 당 25 안 정도이다.그래서 수확 후 바로 매하는 슈에화 생산

단가는 약 상자 당 25 안이라고 할 수 있다.냉장창고의 냉장보 비용은 상자 

당 3 안으로 일단 냉장창고에 보 된 슈에화 한 상자의 생산원가는 한 상자 

당 28 안,1㎏당 1.5 안이다.

2012년 자오 에서 도매상에게 매된 슈에화의 시장가격은 상자 당 36 안

이었다.슈에화 생산원가가 상자 당 28 안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농가는 슈

에화를 도매상에게 매할 때 상자 당 8 안,1㎏당 0.4 안의 이윤을 획득하

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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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지에  통 및 도매 단계

자오 에는 규모의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슈에화는 냉장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두 번

째로 자오  지는 배를 집 으로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산의 계 성

이 매우 크다.즉 수확 후 바로 매하는 시기는 채 매우 짧아 채 한 달이 되지 

않으며,나머지 배는 냉장창고에 보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활용 비 이 높

지 않다.이러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오 에서 생산되는 배의 경우 냉장창

고가 도매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오 의 슈에화 도매상은 배 수확 시기에 량으로 배를 수매하여 냉장창

고에서 보 하지 않고 신 시장 상황에 따라 비정기 으로 농가가 냉장보

하는 있는 배를 구매한다.그 이유는 재 배는 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량재고의 존재는 어느 정도의 험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부분의 슈에화는 수확 후 바로 냉장창고에서 

보 된다.

자오 의 슈에화는 주로 타 지역으로 매된다.수확 후 바로 매하는 배는 

10%에 불과하며,90%의 배는 일단 냉장창고에서 보 하기 때문에 일년내내 

배를 공 할 수 있게 된다.냉장창고의 설립자와 사용자는 배 업합작사의 책

임자,도매상,평범한 농가 등이다.냉장창고는 주로 농가를 해 배를 신 보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이 서비스의 가로 농가로부터 냉장보  수수료를 

받는다.자오  냉장창고에 보 되어 있는 배  80%는 농가를 신하여 보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20%는 배 도매상이 농가로부터 배를 수매한 뒤 직  

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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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자오 슈에리 배의 포장 냉장창고 보 장

자오  슈에화의 도매 매경로는 주로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 

번째는 배 도매상에게 매하는 것으로 체 거래량  60%를 차지한다.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한 타 지역의 형마트에 매하는 것으로 체 거래량  

30%를 차지한다.세 번째는 배 수출기업에게 매하는 것인데 거래량의 약 

4%를 차지하며,네 번째 방식은 지 배 가공기업에게 매하는 것인데 거래

량의 약 6%를 차지한다.배의 도매 매는 모두 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2.2.1.배 도매상에게 매하는 경우

냉장창고 안에서 보 하는 슈에화를 도매상에게 매할 때의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하며,매매 당사자들이 의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냉장창

고 주인은 농가를 해 배를 신 보 할 뿐만 아니라 농가를 신하여 구매자

와 연락을 취해 다.혹은 농가에게 매매와 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냉장창고 주인은 어떤 의미에서 로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고 할 수도 있다.농가가 단독으로 배를 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

분 냉장창고 주인의 연계를 통해서 매를 진행하게 된다.타 지역에서 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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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찾아온 바이어들 역시 곧바로 냉장창고 주인과 연락을 취하며,창고주인

은 농가에게 바이어를 연계해주면서 별도의 개비를 받지 않는다.일부 창고

주인의 경우 직  배를 구매하여 냉장 보 하다가 나 에 타 지역으로 매하

기도 한다.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자오  배 냉장창고 주인은 로커의 역할

과 생산지 도매상,이 두 가지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가가 도매상에게 배를 매한 후 소비시장까지 운송될 때 그 운송비는 

부분 도매상이 지불한다.농가가 도매상에게 매하는 슈에화는 체 거래량의 

약 60%를 차지한다.이 가운데 배 도매상이 국 각지의 1  도매시장(를 

들어 베이징 신 디(新发地)농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매하는 슈에화는 55%

정도이며,나머지 5%는 타 지역의 과일 문 으로 팔려나간다.운송비,운송 

의 손실,시장 진입비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일반 인 상황에서 국 1  

도매시장으로 매할 때 발생하는 이윤은 상자 당 1 안,1㎏당 0.05 안 정도

이다.

그림 7.1 도매시장의 배 거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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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타 지역의 형마트에 매하는 경우

농가가 계약을 체결한 타 지역의 형마트에 도매로 배를 매하는 경우는 

부분 업합작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형마트로 매할 때의 거래가

격은 기본 으로 고정되어 있으며,일반 으로 여타 구매자들에 비해 제시가격

이 높고 가격 변동 폭은 상 으로 작다. 형마트로 매되는 배는 일반 으

로 독립 인 물류업체를 통해 운반되는데 운송비는 일반 으로 구매자 측에서 

지불한다.운송비는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데 일반 으로 여름이 비성수이고 가

을과 겨울이 성수기이다. 형마트로 매되는 가격은 일반 시세보다 높지만 

배의 품질에 한 요구조건이 비교  까다로운 편이다. 를 들어 계약에서는 

상품의 손실률이 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수분 

손실은 2%까지이고 과수 간 부딪 서 발생하는 손실 역시 2%까지만 허용하는 

식이다.

자오 에는 과수 운반 문농가가 2,972개,운송차량이 1.2만  있다.운송

가격은 이미 완 히 투명한 상태이다.베이징의 특정 마트로 매하는 경우를 

로 들면 작년 슈에화의 최종 매가격은 평균 상자 당 48 안이었다.상자 

당 운반비는 평균 2 안이었으며,여기에 마트에서 받는 각종 비용이 상자 당 

평균 1.2 안씩 추가되었다.한 상자의 슈에화가 생산지 냉동창고에서 베이징

의 마트까지 운송되었을 때의 총 생산원가는 31.2 안이 되는 셈이다.즉 계약

을 체결한 마트에 슈에화를 매할 때 얻는 이윤은 상자 당 16.8 안,1㎏당 

0.84 안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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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자오 슈에화의 형마트 내 매 장

2.2.3.배 수출기업에게 도매로 매하는 경우

배 수출기업은 로커,즉 냉장창고 주인을 통해 농가로부터 슈에화를 수매

하고 이를 배달 터미 로 옮겨 수출을 진행한다.이 때 추가되는 운송비,수송

비,세  등의 비용은 평균 상자 당 3.3 안 정도인데 이는 수출기업이 부담한

다.따라서 수출되는 슈에화의 생산원가는 상자 당 31.3 안인 셈이며,평균 이

윤은 1㎏당 0.3 안 정도이다.

2.2.4. 지 배 가공기업에게 도매로 매하는 경우

지 배 가공기업에게 도매로 매되는 슈에화는 모양이 이상하거나 직경이 

기 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분 일반 상품으로 처리할 수 없는 흠집과일이다.

이러한 흠집과일은 가 과일주스 가공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배의 가격은 비

교  낮은 편이고 냉장창고에 보 하지 않고 수확시기에 모두 바로 매된다.

 다른 한 부분은 일반 인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는 배의 경우 고  과일주

스를 생산할 때 사용한다.이러한 유형의 슈에화 매가격은 시세에 따라 달라

지며 일반 으로 도매상에게 매하는 가격과 거의 일치한다.가공기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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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를 고용하여 수매를 실시하고 이 로커들은 냉장창고의 주인인 경우가 

부분이다.

2.3. 소 시장에  도매 및 소매 단계

농가와 마트의 연결을 통해 약 30%의 슈에화가 소비시장의 마트로 매되

며,일부는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되고 나머지 60%의 슈에화는 생산지에서 

개상을 통해 소비시장으로 운송된다.이 가운데 55%는 소비시장의 1  도매시

장으로 나머지 5%는 소비시장의 과일 문 으로 팔려나간다.

소비시장의 1  도매시장으로 매된 배 가운데 50%는 다시 개상을 통해 

주변 성,시, 의 도매시장으로 매되며,최후에는 소매상,마트 등을 통해 소

비자에 이르게 된다.나머지 50%는 3가지 방식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달된다.첫 번째 방식은 2  도매시장을 통해 소매상에게 매되고 그 소매상

을 통해 농산물시장으로 넘어가 매가 이루어진다.두 번째 방식은 형마트

를 통해 소비자에게 달되는 방식이다.세 번째 방식은 집단구매의 방식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매되는 방식이다.이 가운데 첫 번째 방식의 비 이 가장 높

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방식이다.슈에화의 경우 각각의 유통경로에서 소매가 

차지하는 비 이 비교  안정 이다.슈에화 소매의 주요 경로는 농산물 시장

이며,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형마트와 과일 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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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 유통실태

1. 국의 감 생산 황

국의 감 재배면 은 비교  넓어서 북으로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하고 남

쪽으로는 동, 서, 만까지 닿고 서쪽으로는 섬서,동쪽으로는 연해지역 산

동, 강 등까지 모두 감을 재배하고 있다.감의 품종은 1000개 정도로 주로 

단감 (“감시”로도 불린다)과 떫은 감 두 종류로 국 륙의 성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주로 하북,북경 일 의 맷돌감,연꽃감,첨심감,산동의 우심감,경병감,

등감,계심감,홍시,간모감,마내두,면시, 홍포시,호북 일 의 나 첨시,

강서계림지역의 월시 등이 있다.기후의 변화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연도

의 국 감의 생산량과 주요 감 생산량은 모두 다른 변화가 있다.

1.1. 국 체 감 생산 

1980~2011년 기간 동안의 국 감 생산량은 두 단계로 나  수 있다.

1980~1990년의 생산 기복이 비교  큰 단계와 1991년 이후 안정  생산 단계

이다.1980년 국 감 생산량은 56만 톤으로 1990년까지 10년간 감 생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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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6년은 그  해와 비교했을 때 하락했고 4년은 그  해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체 인 성장 폭이 하락 폭보다 컸기 때문에 1990년의 감 생산량은 

1980년에 비해 5.6만 톤 늘었다.1991년 이후로 국의 감은 2011년에 비해 약

간 하락했고 2000년에 비해 0.44%가 하락했다.기타 연도는 그  해에 비해 

평균 으로 지속 으로 성장해서 그  1992년,1995년,1998년,1990년,2004

년,2006과 2011년은 모두 그  해에 비해서 10이상 증가했고 2010년까지 

국 감 생산량은 287.6만 톤으로 1991년 64.2만 톤의 4.5배,연 평균 성장은 

8.7% 다.2011년 국 감 생산량은 2010년을 기 으로 10.82% 증가하여 

318.72만 톤에 달했다.

연도 생산량 증가속도 연도 생산량 증가속도 연도 생산량 증가속도

1980 56.04 - 1991 64.20 2.72 2002 174.10 9.84

1981 50.60 -9.71 1992 72.43 12.82 2003 179.51 3.11

1982 48.25 -4.65 1993 78.91 8.94 2004 199.82 11.31

1983 55.32 14.65 1994 82.70 4.80 2005 218.50 9.35

1984 60.80 9.92 1995 96.90 17.17 2006 232.03 6.19

1985 68.00 11.84 1996 102.52 5.80 2007 257.41 10.94

1986 65.60 -3.53 1997 107.54 4.90 2008 271.10 5.32

1987 76.10 16.01 1998 131.41 22.20 2009 283.42 4.54

1988 73.30 -3.68 1999 148.13 12.72 2010 287.60 1.48

1989 65.03 -11.28 2000 159.20 7.47 2011 318.72 10.82

1990 62.50 -3.89 2001 158.50 -0.44

표 2. 국의 감 생산량 증가 속도
단 :만 톤,%

자료: 국농업통계연감， 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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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의 감 생산량 증가 속도 추이

1.2. 주요  감 생산 

1980년 국 감 생산량 10 권에 드는 성은 섬서성,하남성,산동성,산서성,

하북성,북경시,호북성,감숙성,천진시, 서성이다.10개 성의 생산량 총 합

계는 52.2만 톤으로 국의 93.1%를 차지한다.그 에 섬서성과 하남성의 생

산량은 인 우 에 있어 각각 12.7만 톤과 11.52만 톤이다.1990년 강소

성과 동성은 감 생산량 10  안에 드는 성이 되었고 감 생산량 합계는 53.7

만 톤으로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80년 비해 86.0%로 하락했다.반면에 

감숙성과 천지시 감 생산량은 국 10  밖으로 려났다.2000년,1990년을 

기 으로 안휘성과 복건성은 호북성과 산서성을 신해 감 생산량 국 10

의 성이 되었다.10개 성의 감 생산량 총 합계는 149.1만 톤으로 1980년과 

1990년에 비해 각각 1.9배,1.8배 증가했고 10개 성의 합계 감 생산량이 국에

서 차지하는 비 은 85.7%로 하락했다.2010년 산서성은 다시 감 생산량 10  

안에 드는 성이 되었고 운남성도 처음으로 10 권에 들었지만 강소성과 북경

시는 10  밖으로 렸고 감 생산량 합계는 253.6만 톤으로 1990년의 1.7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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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생산량 1990년 생산량 2000년 생산량 2010년 생산량

섬서성 12.76 섬서성 13.30 하북성 25.75 서성 60.70

하남성 11.52 하남성 8.24 서성 29.87 하북성 44.64

산동성 6.84 산서성 6.72 강소성 16.92 하남성 44.38

산서성 6.11 산동성 6.55 하남성 17.18 섬서성 32.04

하북성 5.60 하북성 5.74 산동성 10.94 산동성 16.57

북경시 3.55 강소성 2.96 섬서성 13.01 복건성 14.11

호북성 2.83 호북성 2.61 동성 9.89 안휘성 13.01

감숙성 1.08 북경시 2.60 복건성 12.52 동성 12.74

천진시 1.03 동성 2.52 북경시 6.29 산서성 9.55

서성 0.88 서성 2.50 안휘성 6.73 운남성 5.82

합 계 52.18 합 계 53.74 합 계 149.12 합 계 253.56

국 56.04 국 62.50 국 174.10 국 287.60

국 비
비

93.1
국 비
비

85.98
국 비
비

85.65
국 비
비

88.1%

표 3.연도별 국 감 생산량 상 10개 성
단 :만 톤,%

서성,하북성,하남성,섬서성과 산동성 등 5개 성이 4년 동안 곧 국 

감 생산량 10 의 성이었고 이 4개의 성은 국 감 생산 안정 지역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강소성은 1980년과 2010년에는 국 감 생산량 10  성이 아니었

고 1990년과 2000년에는 10 에 들어 강소성 감 생산의 안정성은 상 으로 

낮다.강소성에 비해서 산서성 감 생산량은 비교  안정 이지만 서성 등의 

성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은 비교  낮다. 동성은 1980년에는 국 감 생산량 

10 에는 못 들었지만 다른 3년 동안은 모두 10 에 들었고 동성과 비슷하

게 안휘성과 복건성은 2000년과 2010년에 모두 10 에 들었으나 그 이 의 2

년 동안은 들지 못했다.때문에 동성,안휘성,복건성은 국 감이 성장하는 

지역이다.감숙성과 천진시는 1980년에만 10 에 들었고 다른 3년간은 10 에 

들지 못했다.호북은 앞의 2년은 10 지만 뒤의 2년은 10  밖이었기 때문에 

감숙성과 천진시,호북성은 감이 잘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다. 한 앞의 3년에

는 북경시는 모두 10 에 들었고 운남성은 2010년에 국 10 에 들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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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운남성과 북경시는 비교  강한 감 생산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국 감 생산  주요 특징

1.3.1.감 생산의 증가 추세

1997년 이후 1년 만 마이 스 성장이었고 그 폭도 상 으로 작았는데 

2001년에 그  해에 비해 마이 스 성장 0.44% 고 다른 해에는 평균 으로 

뚜렷한 성장 추세를 보 다.특히 2004년,2007년과 2011년의 성장은 각각 

10% 이상이었고 2011년 국 감 생산량은 318.72만 톤으로 1997년의 3배에 

가까워 그 기간 동안 연 성장률은 9% 다.향후 몇 년 안에 국내외 시장의 감

에 한 강한 수요는 다시 한 번 국 농민이 감 재배와 생산을 진 시킬 것이

고 감 생산량의 성장 잠재력은 비교  크다.

국내의 생활수 이 차 높아지면서 이 과일에 한 요구가 차 커지고 있

고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사과,배,귤 등에 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감과 같은 작은 종류의 과일에 한 수요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한편 미국,독일, 랑스, 국 등 경제 국은 기본 으로 감을 생산하지 않고 

일본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 등 일부 국가는 감 생산량이 비교  어 세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국은 곧 세계 감 생산의  국이고 감 생산

량이 세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국과 세계 각국의 농산품 국제 무역이 

차 많아짐에 따라 국제 으로 국 감에 한 수요는 반드시 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그 기 때문에 미래에는 국 감의 재배와 생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1.3.2.재배규모의 증가  원 화 추세

2000년 이 에 감은 북방 지역(안휘,산동,하북,북경,섬서,산서 등 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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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상 나무로서 체로 집 앞뒤에 심어졌었다.남방지역,가령 동성,

서성,강서성 등 성에서는 문 재배 감 농가 혹은 기업이 비교  었다.하지

만 2000년 이후로 특히 국 정부가 신농  건설을 제안한 뒤 지방 특색 농산

품의 재배와 가공은 극 지지받았고 각 지역은 “과감하게”“한 마을 한 랜

드”의 략을 실행했다.이러한 배경 아래 감을 통으로 삼았던 산간지역과 

반 산간지역은 차 감을 특색으로 삼아 지에서 크게 지지를 받는 농업 특색 

상품 랜드로 만들었다.각 지역의 큰 지지를 받아 농가,합작사,가공 기업 

등이 더욱 극 으로 감을 생산하고 재배하도록 격려 받았고 토지 ,산지 

하청,황산 개발 등의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감 재배 문 업자가 성장했으

며,비교  큰 면 의 감 농장이 이 생겨났다.섬서 남시 북 척박한 고

원의 부평,합양,징성,백수,포성과 진령북 산기슭의 임 ,화  등 ,시는 

재 규모 재배 지역이 40개 이상이고 2000년 이 에는 8%정도 지만 하북 

만성,산동 청주 등 ,시는 비교  크게 규모화를 달성했다.이 외에도 국 

감은 일반 으로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의 국 통 추석 혹은 국경일 휴가 

때 농업 생태 이 흥하면서 각 지역의 감 농장은 기술 도입을 통해 감나무

를 낮고 작게 만들어 사람들이 구경하고 따는 즐거움을 리려는 목 을 달성

할 수 있게 했다.가령 북경시 문두구 지역의 계 농원, 강 여요 람 

진이 주최한 “단산 수 감 축제”그리고 하북 만성에서 주최한 “ 추홍엽 감 

축제”등 각 지역의 감 축제 역시 감 농원  여행의 주된 테마이다.

2. 국 감 시장의 유통경로

재 국 감의 유통경로는 “개인농가+ 로커”유통 모델과 “농가+회사”

는 “농가+합작사”의 유통 모델 두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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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의 감 유통경로

2.1.「개인농가 + 커」 통경

국에서 감은 형 인 북방과일 품목이고 상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

러 가정에서 집 앞뒤에 심어진 형태가 형성되었다.감은 체로 가을 말에 익

고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비교  짧고 장이 비교  어려워서 가정식 “개별 

농가”가 심은 감은 그 가정에서 소비할 수가 없어 쉽게 과일을 낭비하게 된다.

그림과 같이 감이 개별 농가에서 소비자로 흘러가는 유통구조가 형성이 된다.

A:개인농가+개인 소비자의 유통경로는 부분 맨투맨 거래로 감 생산자가 

직  자기 집에 심어진 감을 근처의 재래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매하고 주로 

개인소비자를 상으로 한다.

B:개인농가+ 로커+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유통경로는 산지 로커 혹은 

소상인이 감을 재배하는 개별 개인 농가를 상으로 과일을 구입하고 산지 도

매시장에서 매를 한다.도매상 유통을 통해 소비지역의 도매시장에 가고 소

매상이 개인소비자 혹은 단체소비자에게 매한다.

C:개인농가+ 로커+도매상+마트+소비자의 유통경로는 감이 생산자에게서 

도매시장까지 가는 단계는 의 유통경로와 같고 감이 도매시장에 유통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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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 소비 최종 집단이 구입 부문을 통해 물건 구입을 하는 것과 비슷하고 

개인소비자와 집단소비자에게 매된다.

2.2.「농가 + 회사」또는「농가 + 작사」 통경

회사 는 합작사는 감 “개인농가”재배업자가 연합을 통해 “ 약”식 생산 

비슷한 것을 형성하고 감(일부는 기  가공을 진행한다.감 병 같은 것)의 유

통,마트 등 최종 소비 집단에 매하고 소비자에게까지 유통을 책임진다.

“개인농가”재배업자 연합 외에 일부 회사는 자기의 감 농원을 소유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회사는 감의 생산자이기도 하고 회사는 감 생산기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  채취를 제공하기도 하며,마트 경로를 통해서 감(제품)

을 소비자에게 매한다.

최근 몇 년 감 유통 경로 모델은 “개인농가+ 로커”형식이 차 어지고 

“농가+회사”혹은 “농가+합작사”유통경로 모델은 더욱 더 요해지는 추세이

다.감 생산(재배)의 원림화 추세에 따라 개인농가가 재배비율도 차 낮아지

고 이것은 반드시 “개인농가+ 로커”의 유통모델이 차 약화되는 것을 래

하며,회사 기지와 감 합작사의 재배 비율을 차 높이고 있다.최근 몇 년 동

안 합작사와 회사의 감 유통에 있어서의 역할은  뚜렷해지고 재배 방면에

서 기술 지도뿐 아니라 차 감의 포장,가공,운송 등 유통단계에도 참여하고 

있다.

3.감 유통경로 사례

공성 은 서성 동북쪽에 치하고 있으며,계림시에 속해 있는 국의 소

수민족(요족)자치 이다.계림시에서 10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2011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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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 평균 소득은 18,097 안으로 그  해에 비해 10.1%성장했다.농민 

1인 평균 순수입은 5,755 안이며,2010년을 기 로 12.4%성장했다.최근 10

년 동안 월시(취시,수시,미과,후조라고도 불린다)와 뽕깡을 주로 과일 산업

을 발 시켜 왔고 “양식+메탄가스+과일 심기”의 생태농업 발  모델을 펼치고 

보 해 왔으며, 재 삼 일체의 “공성 방식”으로 국에서 유명하다.몇 년간

의 노력과 발 을 통해 공성  월시 산업은 단한 성과를 거두었다.1996년 

공성 은 “ 국 월시의 고향”이란 칭호를 얻었고 2000년 공성 월시는 “ 화 명

품 과일”의 칭호를 받았다.2004년 공성 은 농업부 농산품 품질 안  인증센

터를 통해 국 무공해 과일 생산 시범기지 으로 선정되었다.2006년  공성 

월시(생과,감 병)는 국가공상총국이 등록한 산지 증명 상표를 얻었고 “다강

(계림시의 강 이름)표”공성 월시(감 병)은 서 명품 상품으로 뽑혔다.2007

년에는 공성  연화진 홍암만묘 월시 기지는 농업부 우수 농업 규범(GAP)인증

을 받았고 같은 해 말에 10만 묘 공성 월시는 국가 녹색식품 원료 표 화 생산

기지 으로 인  받았다.

농업에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 덕분에 공성  지 농가,기업,생

산기지,합작사 재배와 생산은 극 지원 되었고 지 월시 재배와 생산량 역

시 속히 성장했다.2000년에 체 의 월시 재배면 은 6,000ha,생산량은 

67,000톤으로 각각 1985년 60ha에서 100배 넘게 증가했고 704.5톤에서 95.2배 

성장했다.2007년 월시 재배면 은 7,700ha,생산량이 12.76만 톤으로 증가했

고 우수 품질 과일의 비율은 80%에 달했다.2011년 공성 에서 새로 확장해 

재배한 면 이 2,166.7만 묘이고 그  우수 월시는 1,333.4ha로 상 으로 50

이상 이어진 시범지역은 53개가 만들어졌다. 체 의 월시 재배면 은 

9,500ha까지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16만 톤 정도 되었다.월시의 발 은 지 

합작조직(업 회),용두기업의 선도에 힘입어 통계에 따르면 재 공성 에 

등록한 농민 합작사는 1,000개 정도이고  내의 95%이상의 마을은 모두 어

도 하나의 합작사(혹은 회)가 있으며,월시 업 회에는 회원 10,000명 정

도를 보유하면서 20여 개의 휘곤 회사, 풍그룹,연발 식품 등 월시 용두기업

을 육성했다.공성  월시는 농가,기지,합작사,가공 기업의 월시(감 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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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생산)주체를 형성했고 합작사,가공 기업,소매상을 포함한 유통주체를 포함

해 국내 감 재배,유통의 형 인 가 되었다.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공성 월

시를 시로 선택해서 상이 가진 일정한 표 인 의의를 분석해보고 성 내 

혹은 성 외 두 방면으로 그 유통 모델을 분석해보았다.

3.1. 공  월시   내 통경

성 내에 유통되는 공성 월시 에 약 56%는 개별농가가 생산한 것이고 기지

생산은 44%정도이다.재배 개인농가가 생산한 월시의 주된 매경로는 업

상 혹은 가공 기업에 매하는 것을 포함하고 혹은 재래시장으로 싣고 가 직  

소비자에게 매하는 경우도 있다.반면에 기지는 주로 “농가+합작사”,“농가+

합작사+가공기업”모델로 두 개의 비율은 약 1:3이다.

그림 11.공성 월시의 서성 내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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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개인농가가 생산한 월시의 매경로

재배 농가가 생산한 월시는 체로 30%정도는 가정 작업장을 통해 감 병

으로 가공되어 매되고 70%는 신선한 과일 형태로 매된다.그 에 재배농

가가 병으로 가공한 부분  약 42%는 업상에게 매되고 33%는 스스로 

공성  심 농산품(감 병을 주로)도매시장 혹은 재래시장에 운송해 가 직

 소비자에게 매하고 나머지 25%는 가공기업에 매해 한 단계 더 가공한

다.재배농가가 과일 형태로 매하는 부분의 주된 매 상은 업상과 가공

기업으로 각각 45%,35%를 차지하고 농가가 직  매하는 것은 20%정도 밖

에 되지 않는다.공성  월시 업상은 월시 개별농가의 주된 매 상  하

나인데 월시 유통과정의 요한 치를 차지한다.2010년 통계에 따르면 공성 

농  민 의 각 과일 업상은 모두 3,000여 명이 있는데,감 제품 유통에 종사

하는 약 12,000명 에 평년 업상은 60%,계 성 업상은 40%를 차지한다.

과일 업상은 감,홍시 매 외에 신선한 과일을 도매 매한다. 업상은 농

가에서 과일을 구입한 후에 40% 정도는 떫은 맛을 없애 간단한 가공을 거쳐 

홍시로 만들,약 3일 이내 (온냉장)에 공성  심 농산품 도매 시장 혹은 진

(가령 연화진 생과재래시장)의 재래시장에 운송해 가서 도매한다. 업상이 

농가로부터 구입한 감 병은 그날 혹은 그 다음날 바로 시장으로 운송해 가 

매된다.가공 기업은 개별농가로부터 감 병과 감 원료를 구입해 주로 가공

에 사용한다.감 생과는 이산화탄소 혹은 에텐으로 처리해 떫은 맛을 없애고 

간단한 포장 혹은 한 단계 더 가공해 감 변 혹은 월시 과일주 등으로 가공한

다.감 병은 한 단계 더 냉장,가공,포장을 거쳐 재래시장 혹은 마트로 유통

된다.휘 회사, 풍식품 등은 서성  농업 거  기업인데 월시 재배 농가의 

감 매를 쉽게 했다.2008년 휘곤 회사는 6,800개의 재배 가구와 원료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서 계림 야목 주업 회사는 월시 생산 의 상처난 과일,작

은 과일,2등  과일 등을 이용해 독특한 술 빚는 기술로 월시 과주를 생산하

고 매년 농가로부터 구입하고 이용하는 양이 3,000톤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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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기지에서 생산한 월시의 매경로

기지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농가+합작사+가공기업”과 “농가+합작사”이

다.기지에서 재배하는 월시는 기본 으로 부 가공기업의 원료가 된다.감 제

품으로 가공된 후에야 소비시장으로 유통된다. 재 공성 은 휘곤 회사, 풍 

식품 그룹,연발 식품 등 20여개의 월시 가공기업이 있고 연 월시 생산과 가공 

능력은 13만 톤 정도이다.몇 년 간의 발 을 통해서 공성 은 1,000개가 넘는 

농업 합작사가 발 했고 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가와 가공기업을 

해 월시 생산기지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공성 월시 가공기업은 보통 각 

향,진의 공성 월시 합작사(업 회)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농가와 원료 구

입 계약을 체결해서 농가가 생산한 과일을 한 번에 구입해 감 병 혹은 바삭

한 감으로 가공해서 국내  형 도시의 과일시장에 공 하며,홍콩,마카오,

만과 동남아의 각 국가로 멀리 매되기도 한다.“농가+합작사+가공기업”

제품 유통방식은 송성 월시 제품 유통의 주요 경로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유통

된 공성 월시는 시장의 33%를 차지한다.공성 월시 기지의 다른 방식인 “농가

+합작사”의 구체 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향진 혹은 마을의 원시 합작사는 홍

보,조직,그리고 본 지역 내의 월시 재배농가(어떤 ,진에서는 체 감 농원

과 마을 농가와 함께 한다)를 확보하고 농가와 “농가+합작사”월시 기지 계약

을 체결하여 합작사는 회원에게 월시 재배에 필요한 모든 생산 자료와 기술 지

도를 일  제공하고 농가는 월시 재배의 일상 인 리를 담당하여 9월 하순에

서 10월 상순까지 월시를 수확한 후 합작사는 구입과 매를 담당한다.

종합해보면 성 내 유통되는 월시 에 개별농가와 기지생산은 각각 56%와 

44%이고, 업상,합작사,가공기업,재래시장,마트 등을 거쳐 서로 다른 단계

의 유통 주체의 월시는 각 시장의 28%,44%,53%,74%,11%를 차지한다.최

종 으로 개인소비자와 집단소비자가 구입하고 소비하는 월시는 시장의 96%

와 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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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  월시   외(북경) 통경

공성 월시는 떫은 감 품종에 속한다.감은 본래 사과,배,뽕깡 등 과일에 비

해서 운송, 장 에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공성 월시가 성 외에 유통되기 

에 떫은 맛 제거하고 가공과 간단한 포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일반 인 과일

의 유통 모델과는 다른 모델의 경로가 형성되었다.여기서는 공성 월시가 주요 

생산 성 외(북경까지)의 소비시장까지 가는 유통경로를 설명한 후 그 유통경로 

비용에 해 분석을 진행하 다.그 에 공성 월시가 북경 소비시장까지 가는 

유통모델은 산지 단계, 매지 도매 단계,소매 단계 세 방면으로 설명하고 유

통비용 분석은 유통주체 원가와 이윤 분석을 포함하 다. 한 공성 월시의 북

경 소비시장에서의 소매가격 구성 분석도 포함되었다.

공성 월시가 북경 소비시장까지 가는 유통경로 에 생산주체는 재배 개별농

가와 기지를 포함하고 유통주체는 업상,합작사,가공기업 산지 도매시장,소

비지 도매시장,소매상과 마트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개인소비자와 단체소비자

로 나뉜다.

그림 12.공성 월시의 성 외(북경)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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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산지 단계

북경 소비시장에 유통되는 공성 월시 에 농가가 재배하는 월시는 56%를 

차지하고 “농가+합작사+가공기업”과 “농가+합작사”두 종류 방식의 기지생산 

월시는 44%를 차지한다.두 생산주체의 이 비율은 성 내 유통모델과 같은데 

주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하나는 공성 월시 재배모델은 두 종류로 나뉘는

데 즉 가정을 단 로 하는 가정 경제 재배 모델과 “농가+합작사+가공기업”,”농

가+합작사”두 종류 방식의 기지 재배모델이다.다른 하나는 북경 도매시장의 

도매상이 거의 직  생산주체로부터 월시를 구매하는 경우가 없어서 생산주체

와 거래를 하는 주체가 상 으로 성 내 경로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특히 거의 부분의 업상,가공기업과 합작사는 모두 성 내,외 두 

시장을 동시에 리하고 모두 산지 도매시장 혹은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감 혹

은 감 제품을 매해서 큰 변화가 없다.비슷한 이유로 일부 기타 유통주체가 

생산 단계에서의 역할은 성 내 유통모델 에서의 역할과 비슷하다(시장 유

비율도 변화가 없다.).“농가+합작사”생산 경  모델 에서 합작사는 월시 

매를 담당하고 일부 가공 기업에게 매하는 것 외에 합작사는 공성  심 농

산품 도매시장과 연화진 생과 재래시장 등에서 월시를 매한다.이 경로는 시

장의 약 4%를 차지한다. 매지 도매상은 3개의 경로를 통해 월시를 확보하는

데 업상,가공기업 그리고 산지 도매시장이다.떫은 맛을 제거하지 않고 가공 

처리 혹은 포장을 거치지 않은 감 생과는 북경에 운송되기에 어려움이 커서 소

비지 도매상은 공성에서 구입하는 것을 모두 운송에 편한 감 병,홍시 혹은 

바삭한 감으로 처리한다.조사에 따르면 공성 월시는 약 60%이상이 감 병으

로 가공되어 매되고 40%이하의 월시 생과와 기타 제품은 이산화탄소로 떫

은 맛 제거를 거친 후 온 냉장을 해서 30일 정도 보 하고 에탄 처리 후에 

7~10일 정도의 보 기간을 가진다. 매지 도매상은 지 업상을 탁해 감 

병,바삭한 감 혹은 홍시 등으로 가공하고 계약을 토 로 업상에게 일정한 

고용비 혹은 양에 따라 일정한 이윤을 돌려 다.공성 의 비교  큰 가공기업

은 모두 매 이 있는데 도매상은 직  가공기업과 연락하여 요구에 따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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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부터 감 제품을 구입한다. 업상과 가공기업이 거래하는 다른 방식

은 산지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공성  심 도매시장(  지역 내의 기타 

큰 재래시장을 포함함)은 공성 월시의 집합 장소라서 업상,가공기업은 월시

를 시장으로 운송해 가 살 사람을 찾고 북경 시장의 도매상은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근거로 팔 사람을 찾아 가격과 운송 문제를 상의해 정한 후 직  상

와 거래를 진행한다.이 방식은 소비지 도매상이 월시를 확보하는 가장 주요 

경로로 기장의 87%를 차지한다.

3.2.2.도매 단계

북경의 주요 감 제품 도매시장은 수 지 농부산품 도매시장,풍  신발지 

도매시장,회롱  도매시장,악각장 도매시장,해 구 명 사 농부산품 종합 도

매시장과 종사 농산품 도매시장이다.이 6개 도매시장은 모두 견과 도매 거

래 홀이 있어 북경시 소비시장의 감 병 등 감 제품의 85%이상 매를 차지

한다.북경 도매시장의 도매상은 산지 단계 각 경로에서 월시를 구입하고,북경

의 각 도매시장 내에서 주요 도매 상은 소매상으로 시장의 88%를 차지한다.

단체소비자는 6%,마트와 개인소비자가 도매상에서 월시를 구입하는 경우는 

어 각각 시장의 2%와 1%를 차지한다.소매상은 주로 재래시장의 개인 상인

이고 그들은 감 병 등 제품을 경 할 뿐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복숭아,잣,캐

슈넛 등 기타 견과도 구입한다.소매상이 도매시장을 선택하는 요인은 거리가 

뿐 만 아니라 제품 가격과 품질 역시 소매상이 도매시장에서 거래 상을 선택

하는 주요 근거이다.도매상,소매상은 모두 고정 인 고객이 비교  어 시장 

거래량의 18%를 차지한다.도매시장은 마트 배송센터를 통해 마트에 물건을 

공 하는데 구체 으로는 도매상과 마트가 장기  물건 공  약을 체결하고 

련된 수속을 밟은 후 마트는 매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 수요 정보를 

보내고 정기 으로 필요한 감 제품을 배달 센터에 제출한다.도매상은 배송센

터에 물건 공  신청을 발송하고 공 센터는 마트의 제품에 한 규격 요구에 

따라 물건을 공 할 도매상을 선택하여 선정된 도매상이 제3방 물류나 마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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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스템을 통해 혹은 스스로 지정된 마트에 운송해간다. 와 같은 도매상과 

마트의 모델  마트는 체로 형체인 이지만 실상에서 북경 감 제품 

매시장은  다른 주요 소매 주체가 있는데 바로 견과 마트이다. 측에 따르

면 재 북경시에 있는 각종 견과 마트는 1,000여 곳으로 형 체인  마트에 

비해 문 인 배송 이 없어서 견과 마트의 주인은 자기가 도매시장에서 감 

제품 공 자를 선택해야 하고 감 제품  기타 견과를 구입해 가게로 운송해 

오고 물건을 배치  매 등을 해야 한다.

3.2.3.소매 단계

감 제품 최종 소매 주체는 소매상과 마트를 포함한다.소매상과 마트를 거쳐 

소비자 손까지 유통되는 감 제품은 각각 시장의 88%,5%를 차지하고 두 소매 

주체의 매 상인 개인소비자,단체소비자의 구입과 소비량은 비교  다.

재래시장의 소매상은 감 제품의 주요소매자인데 그들은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그 어떤 처리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서 매한다.조사에 따르면 공성 

월시가 북경에 유통되는 감 제품(감 병으로 계산)의 보  기간은 33일(여기

서는 간단한 포장을 말함,진공 혹은 기타 정  포장의 보 기간은 60~180일

까지 다양하다.)이고 산지 단계(구입,가공,포장, 장,소비시장까지의 운송)

를 빼면 7일,도매 단계 2일을 빼면 공성 월시가 소매상에서 있는 최장 기간은 

24일이다.공성 월시가 북경 소비시장에서 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비율은 북경 소비시장의 5%를 차지한다.가령 까르푸,화 ,물미마트 등 일부 

마트에서 매되는 공성 월시는 매 에 “공성 월시” 랜드 표시를 한다.이 

외에 개인소비자와 단체소비자 역시 각각 도매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 제품을 

구입한다.개인소비자는 도매 시장에서 감 제품을 게 구매하기에 이 경로는 

체 시장의 1%를 차지하고 단체소비자가 도매시장에서 구입하고 소비하는 

감 제품의 양은 비교  많아서 시장의 6%를 차지한다.단체소비자가 도매시장

에서 감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한 주요 이유는 감 제품의 품질은 입맛에 

크게 향을 미치고 품질은 단체소비자가 꽤 시하는 문제이며,가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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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함 정도가 비교  낮아서이다.반면에 개인소비자는 감 제품의 맛을 고려

하는 동시에 가격에도 민감한데다 개인이 한 번에 구입하는 양이 비교  어

서 개인소비자가 도매시장에서 감을 구입하는 동기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는

다.그 기 때문에 단체소비자가 도매시장에서는 더 많은 비교와 선택 가능성

을 가지고 견과의 품질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3.3. 공  월시  베이징 소 시장 통 시 통 용 분

공성 월시가 북경 소비시장까지 유통되는 경로 모델  두 생산주체인 재배 

개별농가와 기지가 시장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56%와 44%이고 유통주체 

업상과 가공기업은 각각 43%,53%를 차지한다.그래서 북경 소비시장으로

의 공성 월시의 유통경로 에 특별히 뚜렷하게 인 양을 차지하는 경로

는 없지만 만약 재배 개별농가와 기지를 합쳐서 생산자로 부르고 월시 생과일 

형식으로 제품을 매한다면(개별농가가 생산한 월시의 70%이상이 월시 생과

로 매되고 기지는 단지 월시 생과 생산을 담당한다.) 업상과 가공기업을 

매개자로 통일해 부르고 월시를 감 병(공성 월시의 60%이상이 감 병 형

식으로 매된다.)으로 가공하는 것을 책임진다면 공성 월시의 북경까지의 유

통 모델을 “생산자-매개자-도매상-소매상”의 유통 경로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

다.

공성 월시 생산자는 주로 재배 개별농가와 기지를 포함하고 공성 월시 생과

의 재배원가는 약 0.82원/근이다.2011년 송성 월시 생과의 구입 가격은 1.09원

/근이고 월시 재배자가 얻는 이윤은 0.27원/근이다.

매입원가 이윤 매출가격

0.82 0.27 1.09

표 4.생산자의 원가 이윤

단 :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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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 월시(감 병)의 주요 생산자로서 그리고 산지와 매지 시장을 연결하

는 주요 유통 주체로서 가공기업과 업상이 월시 유통 에서 새로 증가하는 

원가는 0.35원/근이고,그 에 구입 단계에서 무게 재는데 필요한 인력 고용,

화물 운반비용,월시 가공 과정 의 고용 비용,가공 후 제품 재 등 고용 비

용을 포함한 것이 약 0.18원/근이다.구입 단계 차량 비용,운송 가공 후 완제

품 운송비용은 총 0.05원/근이다.가공 기업의 기계,공장,냉동고 등 고정 자산 

비용은 약 0.07원/근이다.완제품 포장비용,가령 진공 포장 가방,상표 사용,

상자 그리고 림 방지 재료비 등 약 0.02원/근이다.이 외에도 가공 기업과 

업상은 일정한 통신비용, 업 업무 외교비,손비 등 기타 비용은 약 0.03원/근

이다.2011년 공성 월시가  심 농산품(감 병 주)도매시장과 연화 진 

재래시장에서의 가격은 1.59원/근으로 각 원가(구입원가 1.09원/근,새로 증가

한 유통원가 0.35원/근)를 공제하고 난 후 가공 기업과 업상 주의 공성 월

시 매개자는 약 0.15원/근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매입원가 고용비 운송 상각자산 포장 기타 이윤 매출가격

1.09
0.18 0.05 0.07 0.02 0.03

0.15 1.59
0.35

표 5. 개인 원가 이윤

단 :원/근

북경 도매시장에서 도매상이 1.59원/근의 가격으로 공성 월시 매개자에서 제

품을 구입한 후 제3방 물류에 탁하거나 직  도매시장으로 운송한다.어떤 

때는 매개자가 운송을 담당하기도 하지만,운송비는 도매상 혹은 매개자 공동 

부담을 하며 부담 비율은 상을 통해 결정한다.도매상 쪽에서 새로 증가하는 

유통원가는 0.23원/근으로,화물 운반, 재에 필요한 인력 고용비 0.05원/근,

도매 시장의 입장비,기타 비용 등 0.03원/근,부담하기로 한 운송비용 0.15원/

근,손비,비닐 지,종이 상자, 고 표어,업무 통신등 기타비용이 약 0.02원/

근을 포함한다.2011,2012년(여기서는 주로 일부 시장에서 2011혹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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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 월시 매가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북경시 수 지 농부산품 도매시

장,풍  신발지 도매시장,회용  도매시장,악각장 도매시장,해 구 명 사 

농부산품 종합도매 시장과 종사 농산품 도매 시장에서 팔리는 공성 월시의 

평균 가격은 1.92원/근이다.따라서 도매상이 얻는 이윤은 0.1원/근이다.

매입원가 고용 입장비 운송 기타 이윤

1.59
0.05 0.03 0.13

0.02 0.1
0.23

표 6.도매상 원가 이윤

단 :원/근

소매상이 도매시장에서 공성 월시를 구입하는 비용은 1.92원/근이고,재래시

장에서 매를 진행할 때 유통 단계에서 재래시장 매  비용 0.06원/근을 내

야하고,운송비용 0.05원/근,그리고 부담해야 하는 손비,수도비, 기세,비닐

지,담배,물 구입비, 장고 등 기타 비용은 약 0.04원/근이다.소매상이 각 항

목에서 새로 붙는 유통원가는 0.15원/근이기에,2.15원/근의 가격으로 소비자에

게 매해서 1근당 0.08원/근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매입원가 자릿세 운송 기타 이윤 매출가격

1.92
0.06 0.05 0.04

0.08 2.15
0.15

표 7.소매상 원가 이윤
단 :원/근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공성 월시의 생산원가는 0.82원/근,공성 월시의 구

입 가격은 1.09원/근이다.따라서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은 0.27원/근으로 

각 유통주체의 총 이윤(0.6원/근)비 이 가장 커 45%를 차지한다.뒤이어 매

개자,도매상,소매상의 이윤으로 각각 0.15원/근,0.1원/근,0.08원/근으로 각각 

총 이윤의 25%,16.67% 그리고 13.33%를 차지한다.유통원가 쪽에서는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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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새로 증가한 유통원가가 가장 좋아 0.35원/근으로 총 유통원가(0.73원/근)

의 47.95%를 차지한다.도매상의 유통원가는 0.23원/근으로 31.51%를 차지한

다.소매상의 유통원가가 가장 어 0.15원/근으로 20.55%를 차지한다.

유통주체 매입가격 유통원가a 매출가격 이윤
유통원가/
총원가

이윤/
총이윤

생산자 0.82 - 1.09 0.27 - 45.00

개인 1.09 0.35 1.59 0.15 47.95 25.00

도매상 1.59 0.23 1.92 0.1 31.51 16.67

소매상 1.92 0.15 2.15 0.08 20.55 13.33

합계 - 0.73 - 0.6 100 100

표 8.공성 월시 각 유통주체 원가와 이윤

단 :원/근,%

a:각 주체의 순증가 원가

표 9와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공성 월시의 북경 소비시장에서 팔리는 

소매가격의 구성 에 공성 월시의 생산원가는 0.82원/근으로 가격에서 차지하

는 비 이 가장 크고,38.14%이다.그리고 매개자 유통원가와 생산자이윤 순

으로 각각 0.35원/근,0.27원/근으로 각각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은 16.28%,

12.56%이다.뒤이어 도매상 유통원가,소매상 유통원가  매개자이윤이 각각 

0.23원/근,0.15원/근,0.15원/근으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은 10.7%,6.98%,

6.98%이다.도매상과 소매상의 이윤은 가장 낮아 0.1원/근,0.08원/근으로 가격

에 차지하는 비 은 4.65%와 3.72%이다.



48

가격
2.15
(100)b

생산자원가0.82(38.14) 0.82 （38.14） 1a

유통원가
0.73

（33.95）

개인 0.35 （16.28） 3

도매상 0.23 （10.70） 4

소매상 0.15 （6.98） 5

이윤
0.6

（27.91）

생산자 0.27 （12.56） 2

개인 0.15 （6.98） 5

도매상 0.1 （4.65） 6

소매상 0.08 （3.72） 7

표 9.공성 월시 성 외 유통(북경까지)가격 구조
단 :원/근,%

a:비  크기 순으로 배열, 세상원가와 개인원가 상등

b: 호 안 가격 비율

0.82, 

38.1%

0.35, 

16.3%
0.23, 10.7%

0.15, 7.0%

0.27, 12.6%

0.15, 7.0%

0.1, 4.7%
0.08, 3.7%

생산자원가

중개인원가

도매상원가

소매상원가

생산자이윤

중개인이윤

도매상이윤

소매상이윤

그림 13.공성월시 가격 구성

주체를 분류했을 때 북경 소비시장에서 공성 월시의 가격 구성은 생산자 

련 비용이 가장 높아서 1.09원/근이었고,가격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그리

고 매개자의 유통원가와 이윤은 0.5원/근이고,가격의 23.26%이다.뒤이어 도

매상의 유통원가와 이윤이 0.33원/근이고 가격의 15.35%이다.소매상의 유통

원가와 이윤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은 제일 어 10.7%이다.따라서 공성 

월시 생산자가 가격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고,뒤이어 매개자,도매상,소매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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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원가 이윤 원가+이윤
（원가+이윤)/

가격

생산자 0.82 0.27 1.09 50.70

개인 0.35 0.15 0.5 23.26

도매상 0.23 0.1 0.33 15.35

소매상 0.15 0.08 0.23 10.70

표 10.주체별 월시 가격 구성
단 :원/근,%

1.09 , 

50.7%0.50 , 

23.3%

0.33 , 

15.3%

0.23 , 10.7%

생산자원가이윤

중개인원가이윤

도매상원가이윤

소매상원가이윤

그림 14.각 주체별 원가이윤의 월시 가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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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마늘 유통실태

1. 국 마늘 생산 개황

1.1. 재배면  및 생산량

1980년  이후 국의 마늘생산은 빠른 속도로 발 해 재배면 은 안정 으

로 증가했으며,특히 1998-2008년에 재배면 이 격히 발 하여,1998년의 

45.7만hm²에서 2008년의 82.2만hm²까지 증가해 10년 만에 36.5만hm²와 80%

가까이 증가했다.생산량도 히 증가하여 10년 만에 581.4만 톤에서 

1835.7만 톤으로,1254.3만 톤 215.7%를 증가했다.2009년에 국 마늘 재배

면 이 갑자기 77.9만hm²까지 감소되었지만 마늘 재배면 은 120만hm²으로 

세계 마늘 재배면 의 55.4%를 차지했고 2 인 인도 재배면 의 4배정도 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11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의 마늘 재배면

은 세계 마늘재배 총 면   58.7%를 차지한다. 국의 마늘 평균 단 생산

량은 세계 평균 단 생산량의 1.4배에 달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

의 81% 정도를 차지한다.그러므로 세계 마늘의 재배와 생산은 주로 국에 

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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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

국은 마늘의 재배,가공,생산,수출의 주요 국으로 마늘 수출은 국 경

제작물 수출의 큰 비 을 차지하고 재 마늘은 국 채소류  가장 많이 수

출한 제품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자로를 따면 국 마늘 수출 규

모는 2002년 100만 톤을 과했으며 10년 동안 지속 으로 증가했고 2012년 

국 마늘 수출량을 141.4만 톤으로 2002년보다 34.7%5증가했다. 국 마늘 

수출시장은 주로 아시아와 미국, 라질 등 지역에 집 되고 한국을 상하는 

수출량과 수출액은 비교  어 2.1%,2.4% 밖에 없다.

국은 세게 가장 주요한 수출국으로 2012년에 수출량은 세계 마늘 수출량

의 82.7%,수출액은 72.6%를 차지했다.수출량과 수출액은 2 를 차지하는 스

페인보다 20배,8배 많았다. 국 마늘은 세계 시장에 경쟁력이 강한 이유는 

국 마늘 산지에 자연 생태 조건이 좋아 마늘 생장에 유리하고 오래 부터 

마늘 재배하기 시작했다. 는 마늘은 노동집약  제품으로 국 노동력이 풍

부하기 때문에 비교우 가 뚜렷해 마늘의 생산비가 낮아서 경쟁력이 강한 것

이다.2012년 수출단가로 를 들면 국 마늘의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0.98달

러이고 세계 평균단가 kg당 1.12달러보다 낮았으며 랑스(kg당 3.83달러),스

페인(kg당2.24달러),네덜란드(kg당 2.57달러),멕시코(kg당1.89달러),아르헨티

나(kg당 1.46달러)등 보다 히 낮았다.

5FAO의 데이터에 의하면 국 마늘 수출 규모가 16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에 소폭 하락했다.FAO와 유엔무역통계 데이터는 단지 신선 마늘과 냉동 

마늘의 무역 데이터만 기록했다.그래서 국 마늘의 수출 총 액보다 낮다.2008년 

상무부의 통계 데이터(2008년 마늘 수출량이 168.7만 톤)  산지 조사를 통해 국 

마늘의 수출량이 200만 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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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마늘
수출시장

수출량
（만톤）

비
（%）

수출액
（만 달러）

비
（%）

인도네시아 40.0 28.3% 33,236.1 24.0%

베트남 13.8 9.8% 9,980.3 7.2%

라질 9.6 6.8% 11,351.7 8.2%

말 이시아 8.8 6.2% 8,703.5 6.3%

미국 6.6 4.7% 9,222.6 6.6%

네덜란드 6.6 4.6% 4,526.2 3.3%

태국 5.2 3.7% 5,791.4 4.2%

일본 3.4 2.4% 4,519.4 3.3%

한국 3.0 2.1% 3,372.1 2.4%

키스탄 2.9 2.1% 2,545.2 1.8%

표 11. 국의 10 마늘 수출시장의 규모와 비 (2012년)

자료:유엔무역통계데이터(UNCOMTRAD)

국 마늘 수출은 빠르게 발 했고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수출교역에 뚜렷한 문제가 나타났다.

(1)마늘 수출의 빠른 성장은 산동 등 마늘 수잔지의 재배면 의 확 를 자

극했다. 국 마늘의 공 이 지속 으로 제고되고 수 균형을 괴되고 공

이 수요보다 많아 국내 마늘 가격이 떨어지는 동시에 마늘의 수출가격도 떨어

졌다.마늘을 생산하는 기업(농가)의 이익에 손해를 입었다.

(2)마늘 수출은  재품을 주로 심층 가공한 품종이 고 제품의 부가

가치가 낮다.수출 마늘의 가공 품종이 고 신선 마늘과 건조 마늘의 기술에 

집 해 기술 수 과 부가가치가 낮은 황이다.

(3)마늘 수출가격이 동이 심해 생산  경 의 리스크가 크다.

(4)마늘 수출기업의 조직화 정도가 낮고 무질서한 경쟁이 심하다. 국에 

마늘 수출기업은 1000개에 가깝지만 85%이상은 소기업이고 연 수출액은 백

만 달러에 미달했다.이런 소기업들은 조직화 정도가 낮고 수출에 경쟁력이 

약한 문제가 있다.한쪽으로는 이 기업들은 수출에 무질서한 경쟁,덤핑 매 

등으로 자신의 수익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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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산지  분포 

국 마늘 재배의 주요 지역은 산동,강소,하남,하북,운남,사천,안휘 등 

성에 분포되어 있다.가장 큰 6개 생산지는 산동 향산지[향(金 ),거야(巨

野),성무(成武),어 (魚台),단 (單縣),동명(東明),가상(嘉祥)등 7개 ],산

동 창산(蒼山)신지,산동내무(萊蕪)산지,강소비주(邳州)산지,하남기 (杞縣)

산지,하남 모(中牟)산지이다.기타 산지는 산동성의 요성(聊城)，제남상하

(濟南商河)，제남제양(濟南濟陽)，제녕연주(濟寧兗州)，덕주제하(德州齊

河)，빈주혜민（濱州惠民),일조거 (日照莒縣),동 요(東營廣饒),청도평

도(青島平度),태안동평(泰安東平)등 지역;강소성의 서주(徐州),사양( 陽),

풍(大豐),태창(太倉)등 도시;하남성의 개 (開 縣),난고 (蘭 縣),통

허 (通許縣), 씨 ( 氏縣),임 (臨潁縣)등 지역,하북성의 명(大名),

년 (永年縣)등 지역;사천성의 성도온강(溫江),사천팽주(彭州),사천덕양

(德陽),사천월서 (越西),사천비 (郫縣),사천덕창 (德昌)등 지역;운남성

의 리(大理)등 지역;안휘성의 호주(毫州),임천 (臨泉縣)등 지역;상해 가

정(嘉定);섬서성의 흥평시( 平),무공(武功),요 ( 縣)등 지역이다.

국 마늘의 생산지는 범 하게 분포되지만 주산지는 산동,하남,강소 등

에 집 된다.이 에 산동성 향 은 국에서 가장 표 인 “마늘의 고향”

으로 재배면 ,생산량,수출량 등은 모두 국 모든 (시)가운데 1 를 차지

하고 있다.

2.유통경로 사례( 향 )

2013년 5월 27일에서 30일까지 본 연구 의 연구조원들은 직  산동성 향

으로 찾아가서 마늘의 생산,유통  시장 상황에 해 지조사를 진행하고 

지에서 악한 시장유통정보를 근거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그 후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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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지(新发地)도매시장에서 도매상들을 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주요 생산지  소비시장에서의 심층 인 조사 연구를 통해 

국 마늘업계의 생산에서 매까지의 주요 유통 패턴을 보다 심도 있게 악

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유통경로의 비율  비용-편익 등에 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2.1. 향 마늘산업  발  개

향 은 국 마늘의 고향으로 일컬어지며 평년 마늘 재배 면 이 약 70만 

묘에 달하고,평균 생산량 역시 80만 톤에 달한다.주변 지역의 마늘 재배까지 

포함하면 평년 마늘 재배 면 은 120만 묘에 달한다. 향 에는 항온고(恒温

库)가 1,400여 개가 구비되어 있으며,냉장능력은 150만 여 톤에 달한다.마늘 

장  가공 기업의 수는 700여 개에 달하며,이 가운데 자 수출입권을 소유

한 기업이 140여 개에 달한다.마늘기름,마늘가루,다진마늘,흑마늘,셀 늄

(selenium)마늘 캡슐(硒蒜胶囊)등 40여 품목의 심가공제품(tertiaryproducts)

이 존재하며,연간 가공능력은 80만 톤 이상에 달하는 등 “국가  농업 부산물 

가공 시범기지”로 일컬어지고 있다. 재 향 의 마늘제품은 이미 미국,러

시아,일본,한국,싱가포르 등 178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매년 향 에

서 수출되는 마늘의 총량은 약 150만 톤,수출액은 5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이는 국 마늘의 연 수출량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며,수출 합격률 역시 

90% 이상이어서,국제 으로도 “세계에서 마늘과 련해서는 국을 바라보

고, 국에서 마늘과 련해서는 향 을 바라본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향 의 마늘은 국 명품 랜드  A  녹색식품으로 선정

되고 있으며,제1회 국 농업 박람회에서 백마늘(白皮蒜)이 최고 은메달을 획

득한 바 있다.2003년에는 향  마늘의 무공해 농산품 마크가 국가 품질검사

총국에서 인증한 “ 향마늘”이라는 원산지증명표지를 획득하기도 했다. 향

의 마늘 생산 표 은 국가 표 으로 선정되었으며, 국 최 의 유기농 마늘 



55

생산기지도 구축되었다.다년간의 발 을 거쳐 향 의 마늘은 재배면 ,단

생산량,총생산량,개별 마늘통의 크기,수출합격률,수출규모,약용가치,

양  가치,도매시장의 개수  규모 등 총 9개 부문에서 국 내 1 를 차지하

게 되었다. 재 향 은 이미  세계 마늘 재배  가공 센터,유통  수출 

센터  가격 형성 센터가 되었으며,“ 국에서 구입하여 세계로 매하는”구

조가 형성되는 등 세계 마늘교역에서의 “바로미터(barometer)”   세계 마

늘업계의 “월 스트리트”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2.2. 향  마늘  주요 생산 방식 및 통 턴

향 의 마늘생산은 규모  생산량 측면에서 국 내 모든  가운데 1

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방식에서는 여 히 개별 농가 심의 소규모 분산경

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개별 농가의 평균 재배면 은 5~6묘 정도이다.조

사에 따르면 재 향 에 존재하는 마늘 재배 업합작사는 약 25개가 존재

하며,일반 으로 리방식이나 생산표 ,마  등이 통일화된 합작생산방식

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 부분 형 개상  로커가 주도가 되어 비

교  느슨한 형태의 합작 조직이 유지되고 있으며,실질 으로는 생산  경

에서는 여 히 개별 농가를 주요 생산유닛으로 하고 있다.

2.2.1.개별농가의 경 방식

향 에는 총 12개의 진(镇)이 존재하며,약 64만 명의 인구가 있다.개별 

농가마다 약 5묘 정도의 농경지를 경작하는데, 부분의 농가에서 마늘을 재배

한다. 향 에서 마늘을 재배한 것은 이미 2,000여년의 역사가 있는데,마늘 

역시 차 으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되어 1980년  들어서 약 10여만 묘,

그리고 1990년  들어서 약 40만 묘까지 재배면 이 확 되게 된다.2000년 

후로 한 번 더 마늘농사 붐이 일어나 재배면 이 60만 묘까지 확 된 후,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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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은 이 상태에서 안정 으로 유지되고 있다. 재 마늘은 이미 향 의 

가장 주된 지주산업이 되었으며, 지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마늘산업과 련된 

“만능형 농민(三栖农民)”으로 발 되고 있다.즉,농번기에는 밭에서 마늘을 재

배하고,농한기에는 마늘 련 기업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마늘 가공기업의 노

동자가 되고,심지어 마늘 수확기가 되면 일부 농민들은 마늘의 구입  매

에 종사하면서 농가와 시장을 연결하는 마늘 소상인이 되는 것이다.

향 의 산진(鱼山镇)우 오 (吴庙村)의 경우를 로 들자면,마을에는 

약 240여 호의 농가에서 770명이 살고 있으며,농가당 평균 경작면 은 4.8묘

에 달한다.마을 주민들  외지로 나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늘의 생산,가공, 장  운수,유통  무역 등 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지 농가에서는 마늘을 재배할 때 일반 으로 “3번 종하고 

3번 수확하는”방식을 취하고 있다.즉,매년 9월 하순에서 10월 순이 되면 

마늘을 종하고,다음 해 4월이 되면 수박이나 면화(혹은 고추)를 사이짓기 한

다.5월 하순이 되면 마늘 수확을 시작하고,6월 말에서 7월 가 되면 수박을 

수확한다.9월 말에서 10월 가 되면 면화(혹은 고추)를 수확하고,그 다음 해

를 한 마늘을 종한다.일부 농민의 경우는 마늘과 면화(혹은 고추)두 작물

만을 사이짓기하는 “2번 종하고 2번 수확하는”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우 오 의 민 양씨는 지 농민의 형 인 이스라고 할 수 있다.약 

6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모두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수박과 면화를 

사이짓기한다.매년 5월말이 되면 자신이 재배한 마늘에 해 수확,가공,포장

을 직  할 뿐만 아니라 외지의 바이어들을 해 리 개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때는 고객의 약주문에 따라 향  내에서 마늘을 수매하고,한 근당 

0.02 안의 수수료를 받는다.우 오 의 민 가운데 이러한 리 개인은 

양씨 이외에도 약 10여명 존재한다.

2.2.2.「기업+합작사+농가」 력 방식

향 의 일부 마늘 업합작사의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선두가 되어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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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부분 통일화된 표 화 생산  단일 랜드 경 이 가능한 상태이다.

표  사례로 “산동 성공인 과수 업합작사(山东成功人果蔬专业合作社)”를 

들 수 있다.

산동 성공인 과수 업합작사는 2009년 4월 향  공 수매합작사(供 社)

와 향  성공과수제품유한회사(成功果蔬制品有限公司)가 함께 투자하여 세

운 농 합작경제조직으로,등록자 은 818만 안이고,사원은 400여명이며,

2011년 “ 국에서 가장 향력 있는 합작사”로 선정되었다.2012년에는 화

국공 수매합작총사로부터 국가  시범합작사로 선정되었다.동 합작사는 

우선 생산 표 화를 추진함으로써 생산량  품질을 제고하고,생산량 증가 최

화를 획득하고 있다.두 번째로 “다섯가지의 통일”이 특징인 리방식을 채

택하고 생산재 공   도매를 일 으로 진행함으로써 투입물에서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세 번째로 시장분석 단이 정확하여 사원들이 한 타이

에 매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이를 통해 매수익 최 화를 꾀하고 있다.

네 번째로 직  슈퍼,도매시장과 함으로써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

해 합작사의 이윤 최 화를 도모한다.다섯 번째로 정 하고 세심한 가공을 실

시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확 하고 이를 통해 분배되는 이윤을 최 화

하고 있다.

2010년 산동 성공인 과수 업합작사는 향 마늘을 상하이 엑스포와 

우 아시안게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으며,세계 500  강한기업인 메

트로(MetroAG)슈퍼에서도 향마늘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개척

의 기 를 다졌다.이를 통해 2010년 연간 매액은 8000만 안에 달한다.

2011년에는 “농 -슈퍼 연결”,“농 -도매시장 연결” 로젝트를 통해 마늘 

15,000여 톤,마늘종 800여 톤을 매하 다.그리고 이들 로젝트의 성과를 

보다 확 하여 연간 매액은 1.2억 안에 달하 다.2012년에는 흑마늘 계열

의 제품 등 마늘을 이용한 심가공제품을 정식으로 생산, 매하 다.이들 제품

은 국,독일,일본,캐나다,한국,이집트,알제리,모리셔스  동남아 등 32

개 국가  지역으로 수출되어 소비시장이 확 되었을 뿐만 아니라,제품의 부

가가치도 크게 증가하여 연간 매액은 1.8억 안에 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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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기업+생산기지+농가」결합 모델

이 유형의 생산방식은 향 에서 “기업+생산기지+표 화”경 리 방식

으로도 불린다.즉,가공수출기업과 주요 생산지의 농가가 합작 계약을 체결하

고,계약생산의 방식으로 안정 인 생산 력 계를 만드는 것이다.생산기간 

 기업은 농가에 해 일 으로 종자,화학비료,농약  농작용 비닐 등 생

산재를 공 하고 (우선 기업이 농가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지 하고,마늘 수매 

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농가는 기업의 표 화된 요구에 맞추어 생

산을 진행하고,동일한 규범에 따라 경작지 리를 실시하며,수매도 일 으

로 진행한다.조사연구를 통해 악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 에서 비교  

규모가 큰 마늘 가공유통 기업은 보편 으로 자체 인 마늘 생산기지를 구축

하고 있었으며,그 목 은 주로 가공  거래의 수요에 맞추어 고품질의 물품

공 을 안정 으로 확보하기 해서이다.비록 각 기업이 계약한 생산기지의 

규모는 서로 다를지라도 기본 으로는 모두 향   주변지역,즉 생산조건 

 재배수 이 비교  좋은 지역에 치하고 있다.기업이 생산기지를 발 시

키는 방식은 일반 으로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농가는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을 진행하는 것이다.한편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를 들어 화 그룹(华光集团)이나 성공과수기업 등)은 생산기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이외에 직  생산기지를 경 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즉 농민으로부터 경작지를 임 하고, 지 마늘재배농민  기술자들은 고용하

여 높은 기 의 유기농 마늘을 생산하는 것이다.이러한 생산기지는 기업의 핵

심기지로 불린다.

화 그룹을 로 들면 화 그룹은 2001년에 설립되어, 재 향  마늘산

업의 선두기업이 되었으며,국가  농업 산업화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화 기업의 마늘 단품종 수출수량  액은 최근 몇 년간 국에서 1 를 차

지하고 있다.수년간의 노력을 통해,화 그룹은 이미 20,000묘의 무공해 마늘

생산기지,4,000묘의 GLOBLEGAP생산가지,13,000묘의 성  표 화 생산기

지를 구축하 다.화 그룹의 마늘 생산기지는 부분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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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소비자들의 건강  유기농제품

에 한 심이 지속 으로 높아짐에 따라,화 그룹은 유기농 식품이 기업의 

이윤증   농가의 소득 증 ,그리고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 인 방식이라는 을 인식하게 되었다.2011년 화

그룹은 향  지슈진(鸡黍镇)에서 매 묘당 매년 3,000 안 정도의 임 료를 

지불하고 총 500묘의 토지를 임 하여 유기농 마늘생산기지를 구축했다.지슈

진 생산기지는 토양이 비옥하고,유기질 함량이 높고,토지 규획이 잘 되어 있

으며,격리조건도 좋고,지하수가 풍부하고,수질이 좋고,오염되지 않았으며,

배수  개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생산기지 주변에 폐기가스(废气),폐수(废

水),폐기물(废渣)배출도 없어 생태환경이 뛰어나,마늘생산과 련하여 독자

인 비교우 를 갖추고 있다.뛰어난 환경에 화 그룹의 선진화된 생산가공기

술이 더해져,생산기지에서 출하되는 제품은 내놓기가 무섭게 국 유기농산품 

인증  유럽유기생산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생산된 제품은 부분 수출되고 

있다.

2.2.4.주요 유통방식

향 의 마늘 재배면 ,생산량,제품등 ,품질,수출량 등은 모두 국 1

를 차지하고 있다.이런 에서 향 은 이미 국 1 의 마늘 주산지,유통 

 집산 센터,가공생산센터,수출무역센터  가격형성센터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향  마늘산업이 국에서 이 게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 시장 유통 시스템과도 하게 연 되어 

있다. 향 은 마늘 생산,가공, 장, 매,무역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경제

주체가 거의 모두 집결되어 있는 곳이며,이를 통해 분업이 명확한 마늘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  마늘 생산  유통이 국 마늘산업에 요한 치를 차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국 마늘의 유통경로  유통방식을 분석하기 해서는 반드시 

향 이라는 이 유통의 핵심지역을 연구의 기 으로 삼아야 한다. 향 의 



60

마늘 생산, 매  유통 상황은 기본 으로 국 마늘의 주요 유통경로  방

식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수년간의 발 을 거쳐 향 의 마늘산업 가치사슬은 꾸 히 개선되어 재배

-가공-무역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의 완 한 산업 유통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생산-매-유통의 연결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산경 주체들의 역할  지 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안정화되었고 그를 통해 각자의 독특한 작용을 발휘하

게 되었다.

(1)농가

향 의 농가는 평균 으로 약 5묘 정도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며,거의 

부분의 농가에서 마늘을 재배한다.농가는 다년간의 경작을 통해 마늘 재배

기술  경험을 풍부하게 쌓을 수 있었으며,이에 더해 향 이 국 체에

서 마늘 생산-가공-운송-무역 집산센터로 자리매김함에 따라,농가들 역시 마

늘 재배의 수익에 한 기 감이 커지게 되었고,이는 장기 인 재배습   

산업에 한 의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의 지않은 농가들은 소  말하

는 “만능형 농민(三栖农民)”으로 거듭나고 있다.즉,농번기에는 마늘을 재배하

는 농민이 수매 시기에는 마늘 운송  매를 담당하는 상인 혹은 외지 상인

을 한 에이 트가 되고,  농한기에는 마늘가공기업에서 일을 하는 산업 노

동자까지 총 세 가지 활동을 한다는 뜻이다.최근 마늘업계의 사이클을 보면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만,6 체 으로는 마늘재배의 수익이 비교  좋은 편이

62005년 마늘은 근당 3.5 안이라는 최고 가격을 기록하 다.2006년,마늘 가격이 지

속 으로 높아져,사람들은 마늘의 “황 시 ”라고 표 하 다.2007년,마늘의 가격

이 격하게 하락하여,한때 근당 0.75 안까지 떨어지기도 했다.2008년,마늘가격

이 완 히 폭락하여,한때 근당 0.05 안까지 하락하 다.이에 사람들은 그 해를 마

늘의 “검은 해”라고 표 하 다.2009년 마늘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근당 3.5 안까

지 치솟았다.2010년 마늘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한때 근당 6 안까지 치솟았다.이 

해,마늘은 “마늘,  참 지독하다(蒜你狠;算你狠과 발음이 같음)”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2011년,마늘가격이 다시 폭락하여,이번에는 “마늘,  참 싸구려구나(蒜你

贱)”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2012년 마늘가격은 다시 근당 4 안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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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지 농민들은 이미 마늘 재배에 한 의존성이 형성되어 있어서 토

지 거래를 통한 마늘재배 단이나 생산품종 환을 실시하는 농가는 매우 

은 편이며,시종일  농가가 기본 생산단 가 되는 생산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시장유통시스템에서 농가는 기본 으로 가격 수용자,즉 라이스 테이커

(price-taker)이며,그 수익  손해 여부는 생산지 수매가격과 긴 히 연 되어 

있다.

(2)상인

 부분의 상인들은 향  지 혹은 주변 지역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다.한편으로 마늘의 수매  운송 매를 해서는 지의 생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지의 상인들은 향 에서 마늘 수

매  운송 매에 있어 비교우 를 갖추기 어렵다.다른 한편으로 마늘의 수매 

 운송 매의 시기가 비교  짧으며,주로 5월에서 8월의 마늘 수확기에 집

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 상인들이 장기간 주둔하며 업을 하기에 불리한 측

면이 있다.따라서 오랫동안 이 지역의 상인은 지 농민 주로 구성될 수밖

에  없었다.

상인들은 향 의 마늘산업 가치사슬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농가와 기업,외부 상인들 간의 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한 분산

된 소규모 농가들과 규모 시장과의 연계를 확 하고,시장 련 정보를 획득,

배포하는 요한 경로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간단히 말해,상인들은 마

늘 생산-매-유통 사슬의 가장 단부에서 상품과 정보가 유통될 수 있게 하

는 요한 운반체라고 할 수 있다.상인의 수익은 비교  편차가 큰 편인데,가

격 동의 폭,그리고 빈도가 높은 시기의 경우 가격차이로 인해 더 높은 수익

을 거둘 수 있고,가격이 비교  안정 일 때는 가격차이로 인한 수익은 상

으로 지만 그래도 안정 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마늘 가격은 근당 0.4 안까지 떨어졌으며,7월까지 근당 0.8~1.2 안 수

을 벗어나지 못했다.(자료출처:농민일보,201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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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이 트

일반 인 상인과 비교할 때 비슷한 도 있지만,분명한 차이 도 있다.비슷

한 은 에이 트의 다수가 지 농민이라는 이고,다른 은 에이 트들

은 자신들이 매입이나 매 등 경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단지 장상,타지의 

상인(도매상),가공무역기업 등을 해 수매,운반 업무를 신 처리한다는 

이다.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는 비교  고정 이고,기본 으로 마늘가격의 

변동과 무 하다. 한 일반 인 에이 트들은 보통 일정 수  이상의 경제  

지식과 자 실력을 갖추고 있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일차 가공공장 혹은 창

고를 운용할 여력이 있다. 한 이들은 다시 마늘 재배를 하지 않고, 문 으

로 마늘 구매  매를 하는 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4)가공무역기업

향 에는 재 마늘 장 가공기업이 약 700여개 있고,이 가운데 자  수

출입권을 갖춘 기업은 140여개가 된다.연 매출 500만 안 이상의 기업은 300

여 개이며,이들 기업은 향   주변지역,그리고 하남,허북등 기타 마늘 

주산지 산업화 발 에 있어 선두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련 부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매년 향  가공무역기업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는 마늘  마

늘제품은 국 마늘수출 총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단일품종의 농산물 

수출을 통한 외화 창출은 국에서 1 를 차지한다. 향  에서 생산한 마

늘은 매년 기업의 직 수매(농가  생산기지와의 계약을 통한 선매,그리고 

기업이 인력을 견하여 직  수매하는 것 포함)하거나 혹은 상인,에이 트 

등을 통해 수매한 후,신선제품 시장과 재고시장에 들어가고 최종 으로는 가

공무역기업에까지 이르게 된다.가공무역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은 

30~40만 톤이며,이는 향  지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50%정도이다.가공

무역기업의 이익은 국 내수시장의 수  상황  가격변동에 따라 향을 받

으며,국제시장의 수요 요인에도 향을 받는다.최근 몇 년간 이윤 창출 가능

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많고,부가가치가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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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마늘 가공제품을 극 으로 연구 개발했기 때문이며, 한 유기농 마

늘의 국제시장 매 비 이 차 확 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5) 장 문 상인

장  보 을 문으로 하는 상인 집단의 구성은 비교  복잡한 편이다.

즉, 지의 마늘 개상,기업,냉동창고 업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일부 외지

에서 온 마늘 장  운송 문 상인들도 있다.심지어 장상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 투기를 목 으로 하는 투자자들이다. 장  보  문 

상인집단은 향  마늘산업이 오랜 시간의 발  과정 속에 나타난 독특한 시

장 유통 주체로서,마늘산업의 건 한 발 의 측면에서 보자면 “양날의 칼(双

剑)”이라고 할 수 있다. 재 향  범  내 약 3000여개의 냉동창고가 있

는데,평균 창고마다 약 700톤을 장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향 의 냉장

장능력은 220만 톤 가까이 된다.이는 향   주변 지역의 마늘시장유통

에 있어 “ 수지(蓄水池)”  조 기의 역할을 수행한다.한편으로,거 한 

장  보  문 상인집단의 존재는 마늘이 집 인 출하와 평년 일반 인 

매 사이의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시장 공   수요를 

안정 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다른 한편으로, 장  보  문 상인집단

이  부분의 물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시장에서 정보비 칭이 존재하

게 되고,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 공 에 있어 과 (寡头垄断)이 발생하게 된

다.혹은 인 인 투기조작으로 인해 시장가격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최

근 마늘 시세가 폭등,폭락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비추어보건 , 장  보 을 

문으로 하는 상인집단은 확실히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 으며,일부는 크게 성공하지만 일부는 완 히 실패하는 상이 비교  흔

하게 나타나 업계내에서 공공연하게 인증된 고 험 역이라고 할 수 있다.

(6)신선제품 시장

향 의 마늘 신선제품시장이 집 으로 거래되는 시간은 매년 5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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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8월 말까지로 국 마늘 수확  입고의 기간이다.오랫동안 향 은 국 

마늘 생산  유통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시장 거래  유통은 산

동,허북,하남 등 국 주요 주산지를 모두 커버하고 있다.2010년까지 향

은 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농산품 구매시장인 “산뤼(山禄)국제마늘교역

시장”을 설립하 으며,이를 해 원래 향  각지에 분포하고 있던 수십개의 

길거리시장(马路 场)  물류배송기업을 단계 으로 정돈,취합하 으며,일

부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마늘도 시장에 포함시켰다.그러나 주로 향   

주변지역에서 재배된 신선마늘이 주를 이루고,그 가운데에서 향  지의 

마늘이 매년 어도 50% 이상 산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신선제품시장의 

가격은 년도 재고시장의 재고량,해당년도 마늘 생산량  국내외 시장수요 

등에 따라 변동된다.3개월  가량의 거래 기간 ,산뤼시장의 거래 시세는 

국 심지어 국제 마늘 거래가격의 지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7)재고 거래 시장

재고 거래 시장은 기본 으로 일 년 내내 거래가 이루어진다.하지만 매년 5

월에서 8월 사이 새 마늘이 출하되는 시기의 교역량은 크게 어들며,9월 이후

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주요 거래기라고 할 수 있다.재고 거래시장에서 거래되

는 마늘은 모두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창고에서 보 되며,이 거래시장의 특징

은 한 곳에 집 되어 있지도 않고,실체 인 교역시장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다년간의 거래습 을 통해 향  난디엔즈(南店子)의 상력 시장 (Bargaining

powermarket)이 형성되게 되었다.난디엔즈 상력 시장은 국내외 마늘 재고물

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있어 요한 향력을 발휘하는데,그 원인은 바로 이 곳

이 산동(鲁)남서부 지역 최 의 마늘 자거래시장인 향 마늘국제교역소,속

칭 “난디엔즈 (南店子盘)”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난디엔즈 자거래시장

은 마늘 선물시장(期货 场)과 유사한데,경 과정  규정을 어기는 등의 문제

로 인해 2012년 4월 스퀘어 (square;平仓)정리 후 문을 닫게 되었다.비록 재 

자거래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거래 습 은 여

히 남아있어,각지의 마늘 상인  에이 트들은 여 히 매일 난디엔즈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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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래 가격에 한 상을 진행한다.난디엔즈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  

상품재고와 련된 정보는 국 마늘의 거래  유통에 매우 용한 향력을 

가진다.연  마늘시장거래를 통해 볼 때,재고거래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시장

유통주체가 수요와 공 을 조 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2.5.유통경로

2.2.6.생산  유통원가 분석

마늘 생산원가에 한 계산은 주로 향  마늘 재배농가를 연구 상으로 

선택하고,2013년 재배상황을 로 들어 항목별 원가  수익을 계산하 다.

마늘 유통원가의 계산은 표성을 갖추고 있는 형 인 유통단계로 구성된 

체의 흐름 속에서 원가를 계산하 다.

-농가 생산원가  수익 분석

농가 마늘재배의 생산원가는 주로 물자비와 인건비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

된다.2013년을 로 들어 계산해보도록 하자.

물자비 (합계 1780 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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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비용 :2012년의 신선마늘 가격은 2013년 종가 자격이 된다.종자를 해 

남겨놓는 비율은 한 묘당 350~400근 정도이다.한 근()당 평균 2.5~2.6 안 정

도라고 계산할 때,종자비용은 약 한 묘당 1000 안 가량이 된다.

화학비료 투입 :재배과정  거름을  때 한 묘당 500 안 정도가 사용되며,

웃거름을  때 한 묘당 100 안 정도,합쳐서 한 묘당 600 안 정도가 든다.

농약 :농약을 두 번 친다고 할 때,한 묘당 40 안 정도가 든다.

농작용 비닐 :한 묘당 40 안

개 비용 :한 묘당 100 안

인건비 (합계 1590 안/묘)

밭을 갈 때 :90 안/묘 (공동경운기를 사용할 때 한번 사용에 30 안이 들고,

총 3번 밭을 갈아야 함)

마늘 종 시 :300 안/묘 (하루 2명의 노동력이 필요;인당 인건비 150 안)

마늘 수확 시 :1200 안/묘 (하루 6명의 노동력이 필요;인당 인건비 200 안)

매수익

한 묘당 생산량을 3000근으로 계산할 때,2013년 신선마늘 가격은 1 안/근이 되

지 못했으므로,한묘당 마늘 매수익은 3000 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단 면 당 생산량에 한 수익

수익 합계 = 매수익 -생산원가 =3000 안/묘 -3370 안/묘 =-70 안/묘

향  마늘생산농가의 생산원가  수익을 계산해본 결과 2013년에는 보편

으로 본 도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만약 한 단계 더 고려하여 농민 

스스로의 노동력 투입까지 고려한다면,손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향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계속 마늘을 재배하는 원인은 우선 다년간 

형성되어온 경작습   산업에 한 의존성 때문이고,두 번째는 농가가 이미 

마늘재배 수익의 동에 해 습 이 들어,향후 수익에 해 정 인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한 농가가 마늘과 면화,고추 등 기타 경제작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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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짓기를 통해 함께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타 작물의 수익으로 그 손

해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유통원가 계산

유통체인 1

향  마늘 가공무역기업의 수량은 매우 많지만,일반 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이들 가운데 화 그룹(华光集团),홍창그룹(宏昌集团),홍타이그룹(宏

泰集团),성공과수(成功果蔬),룬펑공사(润丰公司),헝 안공사(恒源公司)등 6

개 기업의 규모가 큰 편이며,이들의 경우 독자 인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다.

이들 기업의 마늘 수매는 일반 으로 농가로부터 직  구매하는 방식과 개

인을 거쳐 간 으로 구매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기타 가공무역기업의 

경우 후자를 주로 선택한다.조사 연구를 통해 악한 바에 따르면,직 구매건 

간 구매건 기업에 유입된 마늘의 원가는 기본 으로 동일하다.유통원가는 주

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단거리 운송비용 :20 안/톤

2)하역비용 :20 안/톤

3)운송  손실률 약 3%(톤당 2200 안의 상품을 기 으로 계산서):66 안/톤

4)가공비용 (뿌리 자르기, 기 자르기,소분 등):300 안/톤

5)포장비용 :100 안/톤

6) 재운반비용 :40 안/톤

7)작업장에서 항구까지의 운반비용 (향 에서 청도항까지,차량 한 당 

3000 안,차량 한 당 30톤):100 안/톤

8)상품검사 비용 (차량 한 당 150 안,차량 한 당 30톤):5 안 /톤

9)항구 기타 비용 (세   기타 비용):260 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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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용 :911원/톤

원자재 비용 :2200 안/톤 (2013년 5월 18일 출고가격)

비용 합계 :3111 안/톤

수출시 선 (F.O.B)가격 :4200 안/톤

수출을 통한 수익 :99 안/톤

유통체인 2

에이 트는 타 지역의 상인을 도와 산지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보통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수매를 진행한다.첫 번째는 직  농가에 가서 수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선제품 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다.이 둘을 비교하

자면 에이 트가 농가에서 직  구매를 할 때 수매가격은 kg당 0.1 안 정도가 

렴하지만,교통비  하역비용까지 더하고 나면 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구매

하는 것과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여기서는 에이 트가 상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을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인이 마늘을 에이 트의 작업장까지 직  운

송하는 조건으로) 이 경우의 유통 원가는 다음과 같다.

1)하차  하역 비용:20 안/톤

2)1차 가공비용 (뿌리 자르기, 기 자르기,소분 등):300 안/톤

3)포장비용 :100 안/톤

4)손실률 3% (톤당 2200 안의 상품을 기 으로 계산서):66 안/톤

5)출고 후 재비용 :40 안/톤

6)운수비용 (향 에서 북경 신발지(新发地)시장까지):120 안/톤

7)에이 트 비용 :30 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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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용 :676 안/톤

원자재 비용 :2200 안/톤 (2013년 5월 18일 출고가격)

비용 합계 :2876 안/톤

신발지 도매가격 :3000 안/톤

도매를 통한 이윤 :124 안/톤

2.2.7.사례를 통한 결론

국은 세계에서 마늘 생산 국으로 향 은 국 마늘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고 국 마늘 교역  유통의 심이다. 제 향 은 세계 마늘 재

배와 가공의 심,유통수출의 심,가격 형성의 심으로 “ 국에서 구매고 

세계로 매하다”는 형식을 형성했다.

첫째, 향 의 마늘 생산량은 80만 톤 정도를 유지하고 주변 마늘 생산 지

역의 생산량을 200만 톤에 선도해 국 마늘 재배에 가장 집 되고 시장 유통

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성장했다.

둘째, 향 에 수출자우령 권을 가진 마늘 가공무역기업은 140개 정도 있

고 매년 향 지역에서 가공하고 수출한 마늘은 200만 톤으로 국 마늘 총 

수출량의 70%를 차지한다.

셋째, 향 에는 마늘의 생산,가공, 장, 매,무역 각 단계의 모든 경

주체를 모 다.분담이 면확한 마늘 유통망을 형성했다.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각 생산 경 주체의 역할이 차 안정이 되는데 농가들은 재배업자,상인,에이

트,마늘 가공기업자의 역할을 동시 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향마늘 유통시장을 심으로 복잡한 마늘 유통망을 형성했다. 향 

지역의 마늘 수출과 매는 각 50%를 차지하고 신선마늘 매는 5월~8월에 집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로 장한 마늘의 매  유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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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가공기업 사례 분석

국가  농업산업화  용두기업-향화 그룹이 2001년 2월에 설립되어 

농간물의 재배,수매,냉장,식품 연구·개발,생산,검측, 매를 일체화 시킨 그

룹이다.  재직원 860명,총 자  4.6억 안,2012년 수출액이 1.36억 달러,

순 수익 15.04억 안이다.이 에 마늘의 수출량과 수출액이 연속 5년에 국 

1 를 유지했다.

2006년에 ‘국 유명 랜드 제품’, 국 농산물 가공수출 시범기업,국가 농

산물 가공 기술 연구 개발 문 심,유기농 마늘 재배 표 시범구의 평가를 

받았다.국내외의 각종 인증을 받았다.

2010년에 그룹이 제녕식품공업단지에 입주해 2.8억 안을 투자해 1기 마늘 

심층가공 로젝트를 공하고 운 하고 있다.2기 로젝트는 건설 이다.

이는 주로 마늘소 추출,농축,냉동 마늘,마늘 콜릿,마늘 음료수,마늘 식 ,

마늘 간장,마늘 건강식품 등을 가공한다.

3.1. 생산 경  방식

화 그룹은 주로 2가지 조치로 ‘기업+기지+표 화’를 실 했다.

우선 가공기업의 원료 공  문제의 해결 층면  소규모 마늘 재배 농가의 

매난의 문제를 고려해 화 그룹은 농가와 공동체를 체결했다.2009년부터 

화 그룹은 2000명 농가와 수매 의,1만 명 농가와 기술서비스 의를 체결했

다.분산된 농지로부터 재배기지를 만들었다.계약 기지의 총 면 이 2.4만 묘

이다.2011년에 화 그룹이 기지 농가와 10년 동안의 지역화 공동 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기업+기지+농가’의 공동 경  방식을 진일보 확고했다.계약에 따

라 화 그룹이 농가에게 매년 묘당 3000 안의 수익을 확고하며 토지 순 수익

의 50%를 농가에게 돌려주고 기지 농가를 기업의 생산 지원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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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 그룹이 국제 농산물시장의 요구에 의해 미리 꾀하고 존의 기

에 유기농 마늘 역에 시도한다.2009년에 산동성 향  계서진 서리 이 

3000 안/묘의 가격으로 농가에게 마늘 재배 농지 500묘를 임 해 문 으로 

유지농 농산물을 생산한다. 장에 유기농 농지 주변에 철책을 치어 분리 를 

형성했다.이는 유기농 마늘 농지에 오염될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화

그룹의 유기농 마늘이 유럽 연맹의 유기농 인증을 받으며 가공 공장이 

ISO9001과 ISO14001인증을 받았다. 는 국가표 원회에서 국가  유기농 

마늘 재배 표 시범구로 지정했다.

3.2. 역 통방식

화 그룹 산하에 9개 기업이 있다.이 에 ‘향 화 식품수출입유한회사’

가 문 으로 농산물  부산물의 수매,가공,냉장,신선 유지  수출업무를 

한다.2012년까지 화 식품수출입회사의 마늘 수출량과 수출액이 연속 5년 

국 1 를 유지했다.  다른 산하 기업인 ‘산동홍 (宏大)식품주식회사’는 주로 

식품 연구·개발,생산,검측  국내 매를 담당한다. 재 신선 마늘과 냉동 

마늘 이외 흑마늘,맛 마늘,마늘 고추장,마늘 음료수,마늘 식 ,마늘 간장,

마늘 건강식품 등을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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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 마늘 무역유통 사례 분석

화 그룹의 마늘  제품의 생산 원료는 주로 기지 농가한테서 수매하며 일

부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재고 거래 시장이나 외래 도매상한테서 수매한다.

매경로는 국내와 국외 2가지 있다. 재는 가공 수출 주로 하고 있다.화과그

룹에서 마늘 제품을 주로 신산  냉동 마늘을 간단한 포장 후 매해왔는데 

최근에 연구를 통해 가공 수 을 부단히 제고해 가공 식품의 시장 유율이 

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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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추 유통실태

1. 국 고추 생산 개황

1.1. 재배면  및 생산량

FAO7의 자료에 따르면 고추는 주로 건고추와 신선 고추 2가지 종류가 있다.

 세계에서 건고추의 재배면 이 50%이상을 차지하지만 건고추의 수분함유

량이 낮아 건고추의 생산량이 10%만 차지한다.2011년 세계 고추의 재배면

이 약 387만 헥타이며 건고추의 재배면 이 52.51%를 차지했다.세계 고추 총 

생산량이 3,305.87만 톤이며 건고추의 생산량이 10.46%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국에서 신선 고추 주로 재배하며 건고추의 재배면 이 6%정도 이다.2011

년 국 고추의 재배면 이 75만 헥타에 달하며 건고추는 5.7%만 차지하고 총 

샌산량 1,582.40만 톤의 1.78%정도를 차지했다.

7고추의 재배면 과 생산량의 데이터는 모두 FAO사이트 근거로 했다.Chilliesand

peppers,dry는 건고추로 번역하며  Chilliesandpeppers,green는 신선 고추로 번역

했다.재배면 이 수확면 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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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011년 세계 건고추와 신선 고추의 재배면 과 생산량, 비

그림 17.2011년 국 건고추와 신선고추의 재배면 과 생산량 비

1960년 부터 국 건고추의 재배면 과 생산량이 상승추세를 보 다.특히 

생산량이 지속 으로 상승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이 1961년보다 건고

추 재배면 과 생산량은 히 증가했으며 각 1.25배,3.48배,연 평균 증가 

폭이 1.64%와 3.06%이었다.같은 시기에 세계 건고추의 재배면 과 생산량도 

상승했다.그래서 국 산 건고추의 비 이 10%에 가깝다.2011년에 국 건고

추 재배면 이 4.28만 헥타로 총 세계 면 의 2.1%를 차지했으면 생산량이 

28.23만 톤으로 총 세계 생산량의 8.1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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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961-2011년 국 건고추 재배면 과 비

그림 19.1961-2011년 국 건고추 생산량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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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와 달리 국 신선 고추의 재배면 이 1960~1970년 에 하락추세를 

보 다.1993년에 들어와 재배면 과 생산량이 모두 빨리 확장하기 시작했다.

FAO의 자료에 따르면 1961-1970년 국 신선 고추의 재배면 이 67.57%,생

산량이 52.67%를 감소했다.이후 22년 동안에 국 신선 고추의 재배면 과 생

산량이 소폭 반등해 각 89.83%,131.92%를 증가했다.그러나 1993-2011년에 

재배면 과 생산량이 각 3.10배,3.54배,연 평균 7.71%,8.29%를 증가했다.동

시에 국 신선고추의 재배면 과 생산량이  세계에서  우 를 가지며 

재 국의 생산량이  세계 총 신선 고추 생산량의 50%를 과했다.2011

년에 국 신선 고추의 재배면 이 70.71만 헥타로 세계의 38.48%를 차지하며 

생산량이 1,554.16만 톤으로  세계의 52.50%를 차지했다.

그림 20.1961-2011년 국 신선 고추 재배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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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61-2011년 국 신선 고추 생산량 비

1990년  들어서 고추  그를 이용한 가공제품에 한 시장 수요가 부단히 

성장하면서, 국 고추산업은 빠르게 발 하여,생산기지화,규모화  지역화 

등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고추산업의 발 속도는  세계 평균 수

과 비교해서 매우 빠른 편이다. 련 자료에 따르자면,1991~1997년 세계 고추 

재배면   총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2.23%,그리고 4.65%의 속도로 증가하

으나, 국에서는 각각 연평균 7.67%,9.53%의 속도로 증가했다.즉,세계 평

균 속도보다 5.44%포인트,그리고 4.8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1997년 국

의 고추 재배면   총 생산량은  세계의 26%,40%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 국 고추 생산은 지속 으로 빠른 발 추세를 유지해왔다.

재 고추는 국에서 이미 배추의 뒤를 이어 제2  채소작물로 성장하 으며,

평년 재배면 은 약 130만 헥타르 이상에서 안정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생산

액  수익은 채소작물  1 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자료에 따르며, 국 고추 

재배면 은 133만 헥타르로,이는 배추 재배에 이어 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고추 재배면   35%를 차지하고 있다.고추의 총 생산량은 2,800만 

톤으로,  세계 고추 총 생산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다.총 생산액은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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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채소작물  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채소작물의 생산액  

16.67%를 차지하고 있다.고추는 이미 국 여러 성  의 주요 경제작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지역을 살펴보면,고추 재배면 이 6.7만 헥타르를 넘는 성은 강서(江

西),귀주(贵州),호남(湖南),하남(河南),사천(四川),허북(河北),섬서(陕西)  

호북(湖北)등 총 9개 성이 있으며,이 지역은 한 고추 소비량이 많은 지역이

기도 하다.각 지역은 자체 인 자원  비교우 를 바탕으로 하여,농업 산업구

조 조정을 극 추진하고 있으며,고추 산업은 빠르게 발 하고 있다.통계자료

에 따르면, 재 국에는 약 160여개의 (县)(혹은 향(乡),진(镇)), 를 들어 

귀주의 존의 (遵义县)과 쑤이양 (绥阳县),허북의 지쩌 (鸡泽县)과 왕두

(望都县),호남의 샹시(湘西)자지주,운남(云南)의 치우베이 (邱北县),섬서의 

바오지시(宝鸡 ),강서의 융풍 (永丰县)등 모두 고추를 주요 특색농생품으

로 삼고,심지어 지주산업으로 삼고 발 시키고 있다.이러한 지역에서는 일련

의 특색있는 고추 품종도 나타나고 있는데, 를 들어 치우베이 고추,지쩌 고

추,쑤이양 차오톈(朝天)고추,바오지 고추,익도홍(益都红),티엔잉(天鹰)고

추,뉴쟈오왕(牛角王),싼잉(三樱)고추,창쟈오(长角)고추 등이 있다.

그러나 국 북방 고추 산업의 발 에 따라 통 인 고추 주산지의 발  구

조는 조용히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산동(山东),신강(新疆)  내몽고(内蒙古)

등 지역에서의 고추 재배면 은 꾸 히 확 되고 있으며, 통 인 고추 주산

지의 생산 경쟁력은 다소 약화되는 추세이다.

조사 연구에 따르면, 재 국의 고추 수출형 생산지기는 주로 북방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남부의 고추 재배기지는 자가 생산,자가 매를 주로 하고 

있다.주요 수출 원래기지  재배면 은 다음과 같다.

① 신강,평년 재배면 이 약 60만 묘(亩)에 달하며,이 가운데 쿠얼러(库 勒)

지역에 약 40만 묘가 집 되어 있으며,이리(伊利),쿠이텅(隗腾)등 신강 북부 

지역에 약 15만 묘가 분포되어 있다.카스(喀什),아커쑤(阿克苏)지역에도 약 

5~10만 묘 정도가 분포한다.2013년에는 재배면 이 다소 감소하여 약 50만 

묘에서 재배가 이루어졌다.재배 품종은 피망, 탑(金塔)고추,카이  페퍼



79

(Cayennepepper;线椒)  메이궈홍(美国红)고추 등이 주로 재배된다.연평간 

약 20만 톤의 건고추를 생산하며,이 가운데 40%정도는 신강에서 자체 으로 

소비된다.(가공을 통해 색소를 추출하는 것이 주)나머지 60%는 외부 지역

에서 매되는데,이 가운데 80%정도가 산동 자오 우(胶州) 쟈춘(于家村)

고추시장을 거쳐 거래된다.

② 내몽고.평년 재배면 은 약 8~10만 묘에 달하며,2013년에는 4~5만 묘 정

도로 축소되었다.재배 품종은 반 (板椒),익도홍,북경홍(北京红)등 교잡품종

이 주를 이룬다.생산량  70~80%가 자오 우 시장으로 빠져나간다.

③ 지린(吉林)평년 재배면 이 약 12만 묘에 달하며,2013년에는 크게 감소하

여 5~6만 묘에서 고추를 재배하 다.지린 탑(吉林金塔)를 주로 재배한다.

④ 랴오닝(辽宁)재배면 이 3~4만 묘에 달하며,재배품종은 익도홍 계열의 베

이퍄오 고추(北票椒)를 주로 재배한다.

⑤ 감숙(甘肃)재배면 이 약 3~4만 묘에 달하며,메이궈홍 품종을 주로 재배

한다. 부분 사천으로 매되어 고추장(辣椒酱)가공에 소비된다.

⑥ 허북.재배면 은 약 15만 묘에 달하며,차오톈 고추를 주로 재배한다.생산

지는 주로 바오딩(保定),지 우(冀州),지쩌(鸡泽)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⑦ 하남.재배면 은 약 30만 묘에 달하며,역시 챠오톈 고추를 주로 재배한다.

생산지는 주로 왕강(王岗), 양(洛阳), 우커우(周口)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⑧ 산동 덕주(德州)우청(武城)지역.재배면 은 약 0.8~1만 묘에 달하며,북경

홍 품종을 주로 재배한다.

⑨ 톈진(天津).재배면 은 약 0.8만묘이며,챠오톈 고추를 주로 재배한다.

1.2. 국 고추 출입 

국 고추 무역은 수출 주로 하며 수입의 비 은 아주 다.유엔상품무역

통계자료8에 따르면 1990년  무역액과 무역량의 90%이상은 수출 다.특히 

1993-2009년 동안에 국 고추 수입액은 국 고추 무역 총액의 1%정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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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010년 이후 수출의 비 이 하락하기 시작하며 2012년까지 국 고추 

수출액은 고추 무역 총액의 90.09%,수출량은 83.11%에 하락했다.

20년 부터 국 고추 수출은 상승추세를 보 다.1992년의 0.44억 달러에서 

2012년의 2.64달러까지,연평균 9.38% 증가,20년 동안 5배를 증가했다.수출량은 

1992년의 3.34만 톤에서 2012년의 9.36만 톤까지,연 평균 5.28%증가,총 1.8배를 

증가했다.

그림 22.1992-2012년 국 고추 수출액 비

동시에 국 고추 수입은 하락하고 유지되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 다.

1993년에 국 고추 수입은 폭 하락했으며 1992년 보다 수입량은 97%하락

했다.이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0년-2012년 3년동안 국 고추 수입액은 

12.7배,수입량은 15.9배를 상승했으며 각 0.29억달러와 1.9만톤까지 달했다.

90년  수 보다 히 높았다.

8고추의 수출입 자료는 UNcontrade사이트를 참고했다.HS코드 090420(Fruitsofthe

genertaCapsicum/Pimenta,dried/crushed/ground)제품이 말린 고추,부서진 고추,고

추 가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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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92-2012년 국 고추 수입액 비

무역 트 를 보면 1992년 국 고추 수출국가와 지역은 32개,수입지는 10

개 밖에 없었다.수출액 10  안에 들어간 국가와 지역은 싱가 ,홍콩,일본,

한국,미국,독일,말 이시아,태국,멕시코, 국이고 총 수출액에서 차지한 

비 이 98% 다.수입액 10  안에 들어간 국가와 지역은 미얀마,미국,홍콩,

일본, 국,태국,오스트리아,독일,라오스이고,총 수입액에서 차지한 비 이 

99%이상 다.수출입 상국은 70%겹친 것을 보면 국 1990년  고추 무

역의 상국은 집 도가 높고 아시아 지역 주로 했다.

2012년 국 고추 수출국은 80개를 넘었으며 수입지도 20개를 과했다.이 

에 수출액 10  안에 들어간 국가와 지역은 미국,일본,한국,말 이시아,

북한,태국,스페인,멕시코,독일,남아공이고 총 수출액에서 차지한 비 은 

81.62% 다.수입액 10  안에 들어간 국가와 지역은 인도, 국,일본,태국,

스페인,미국,한국,호주,베트남,말 이시아이고 총 수입액에서 차지한 비

은 99.8% 다.수출입 상국은 60%겹쳤다.20년 보다 국 고추 무역 트

가 부단히 많아지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북미,아 리카와 호주에도 생

겼다.일본,한국,말 이시아,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독일,멕시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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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계속 국 고추의 수출 상국이 으며 수출액도 부단히 증가했다.이외

에 북한,스페인,남아공도 새로운 수출 상국으로 부상 다.동시에 미국,일

본,한국,태국은 주욱의 고추 수입 상국이었으며 인도,스페인,호주,베트남,

말 이시아 등 국가도 국의 고추 수입 상국으로 부상 다.

1.3. 국 고추 생산 분포

1.3.1.건고추 생산 분포

운남은 국에서 건고추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건고추 재배면 은 

6.67만 헥타르에 달하며,이 가운데 후이쩌 (会泽县)에 3300헥타르가 있으며 

생산량은 1,000톤에 달한다.러  고추(乐业辣椒)를 주로 재배한다.원샨주(文

山州)에서는 약 3.47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서 건고추가 생산되고 있으며,총 

생산량은 5.4만 톤,주요 재배 품종은 치우베이 고추이다.

신강의 경우,건고추를 생산하는 재배면 이 2.67만 헥타르에 달하며,이 가

운데 사완 (沙湾县)의 안지하이 진(安集海镇)에 3,400헥타르가 집 되어 있

다.보후 (博湖县), 치 (焉 县)등도 모두 건고추를 생산하며,재배하는 

주요 품종은 8819,신선4호(新线4号),익도홍 등이 있다.

내몽고의 경우,약 2.7만 헥타르에서 건고추를 생산하며,주로 퉁랴오시(通辽

)커얼친구(科 沁区),개로 ( 鲁县),커줘종치(科左中旗),나이만치(奈曼

旗)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주요 재배품종은 익도홍,진촨(金川)계열의 고

추 등이다.

귀주의 경우,4만 헥타르의 지역에서 건고추를 생산하며,이 가운데 쑤이양

에 1.1만 헥타르를 차지하고,생산량도 1.92만 톤에 달한다.존의 의 경우 

2.33만 헥타르,생산량은 5만 톤에 달하며,주요 재배품종으로는 지의 샤즈 

고추(虾子椒),쑤이양 차오톈 고추 등이 있다.

섬서의 경우,4만 헥타르의 지역에서 건고추를 생산하며,주로 바오지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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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 (岐山县)과 펑샹 (凤翔县)에 2만 헥타르,생산량은 4만 톤,주요 품종은 

8819,섬서168카이  고추(陕西168线椒)등이 있다.

하남의 경우,4만 헥타르의 지역에서 건고추를 생산하며,주로 칭풍 (清丰

县), 청 (柘城县)에 분포되어 있다.주요 품종으로는 체리 고추(Cherrypep-

per;山樱椒)가 있다. 경(重庆)의 스주 (石柱县)의 경우,매년 3,300헥타르

의 지역에서 건고추를 생산하며,품종은 스주 챠오톈홍(朝天红)이며,연간 건고

추 8,000톤을 생산한다.

호남 루시 (泸溪县)은 우량의 건고추 생산지로, 재 재배면 이 약 2,000

헥타르 수 에서 안정 으로 유지되고 있으며,연간 생산량은 약 5,000톤에 달

하며,품종은 유리고추(玻璃椒)를 주로 재배한다.

1.3.2.고추 가공제품 생산분포

섬서 펑샨 (凤翔县)의 1만 헥타르 카이  페퍼는 호남의 다진 고추(剁辣椒)

와 사천의 매운된장(豆瓣酱)가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매년 약 7만 톤 가

량의 1차가공용 원료를 제공한다.신강 창지주(昌吉州)의 마나스 (玛纳斯县),

후투비 (呼图壁县)은 고추 색소 가공을 한 주요 생산기지이며,치타이 (奇

台县),지무싸얼 (积木萨 县)에는 1.2만 헥타르의 고추 가공 기지가 있다.보

후 (博湖县), 치 (焉 县)에도 색소용 고추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주

요 재배품종은 8819,그리고 익도홍이 있다.이 외에도 한국의 티에반 고추(铁

板椒),메이궈홍 등을 재배한다.이 원료의 부분은 산동으로 운반되어 색소,

혹은 캡사이신(辣椒素)으로 가공된다.사천의 씨총(西充),남부(南部),젠양(简

阳),러즈(乐至),안 에(安岳),산타이(三台), (盐亭),즈통(梓潼),젠거(剑

阁)등의 은 모두 청두(成都)의 매운되장 가공 원료를 재배하는 생산기지로,

주요 재배품종으로는 얼진탸오(二金条),샹라4호(湘辣4号),깐쟈오1호(干椒1

号),신샹8호(辛香8号),보라홍슈아이(博辣红 ),홍 (红艳),보라2호(博辣2号)

등이 있다.

허북 지쩌 의 경우,매년 고추 5,333헥타르를 재배,가공하고 있으며,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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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고추는 12만 톤에 달한다.이 가운데 95%의 고추가 모두 가공처리되

며,가공을 거쳐 고추장이 된다.주요 재배 품종은 지의 지쩌 고추를 재배한

다.내몽고 바 나오얼시(巴彦淖 )의 경우, 국 최 의 청고추,홍고추 건

조 생산가공 기지가 있으며,연간 5만톤에 달하는 고추를 가공할 능력을 갖추

고 있다.귀주 치엔종(黔中)지역의 화씨(花溪),핑바 (平坝县)등 지역에서 생

산되는 화씨 소형 뉴쟈오 고추(花溪 牛角椒)는 구이양(贵阳)라오깐마( 干

妈)식품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원재료의 부분을 공 하고 있다.

1.3.3.산선 고추 생산 분포

국 각 성시에서는 모두 신선 고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단지 그 재

배규모와 재배 품종이 다를 뿐이다.

국에서 신선 고추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성은 호남성이다.호남성의 고추 

재배면 은 6.67만 헥타르에 달하며,연간 생산되는 고추의 양은 100만 톤에 

달한다. 부분의 농가에서 고추를 재배하며,재배면 이 2000헥타르 이상인 

주요 생산기지는 한셔우(汉寿), 에양(岳阳),쉬푸(溆浦),룽산(龙山),용순(永

顺),루씨(泸溪),룽후이(隆回)등 에 분포되어 있다.재배품종은 주로 샹 5

호(湘研5号),샹라4호(湘辣4号),샹페이(湘妃),슈퍼16호(超级16号),라펑3호(辣

丰3号),보라6호(博辣6号),보라홍슈아이,싱슈(兴蔬)215,신샹2호(辛香2号)등

의 고추( 椒)품종이다.

내몽고의 경우,신선고추 재배 면 이 0.63만 헥타르에 달하며,주로 츠펑(赤

峰)지역에 분포하고 있다.재배하는 품종은 불가리아 고추(保加利亚 椒)와 

치에먼(茄门)피망  지의 통품종을 재배한다.호북 신선고추 재배면 은 

1만 헥타르로 우한(武汉)근교,징 우(荆州),마청(麻城)일 에서 과피가 얇

은 피클용 고추(薄皮泡椒)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 은 4,000헥타르,

주요 품종은 과(大果)99,푸샹2호(福湘2号),자오자2호(早杂2号),쑤쟈오5호

(苏椒5号)  쟈오(洛椒)98A등이 있다.창양산(长阳山)지역의 경우,종쟈오

6호(中椒6号)유형의 과피가 두꺼운 피클용 고추(厚皮泡椒)를 주로 재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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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재배면 은 2,000헥타르이고,시언(施恩)지역에는 일부 카이 페퍼 생

산기지도 존재한다.

귀주 신선고추 재배면 은 8,000헥타르로,비교  큰 생산기지는 치엔난주

(黔南州)의 왕모(望谟),처샹(册享)지역에 존재하며, 표 인 품종으로는 신

샹2호(辛香2号),신샹8호(辛香8号),싱수19호(兴蔬19号)등의 고추(羊角椒)가 

있다.두 (都 )지역의 웡안(瓮安),푸취안(福泉)은 새로 개발되는 카이  페

퍼 생산기지로,생산면 은 3,300헥타르, 표품종으로는 라펑3호(辣丰3号),

보라5호(博辣5号)가 있다.

운남 형 고추 생산기지로는 스디엔(施甸),멍즈(蒙自),이량(宜良),바오산

(保山)등이 있으며,주요 품종으로는 티엔자1호(甜杂1号),바오산큰고추(保山

大辣椒)등이 있다.재배면 은 6,700헥타르 이상이다.

하남 고추 재배면 은 2만 헥타르 정도이며,란카오(兰 ),덩 우(邓州),린

잉(临颍)등지에서 주요 재배하고 있으며,재배하고 있는 카이  페퍼 품종으

로는 라펑3호(辣丰3号),보라5호(博辣5号),보라6호(博辣6号)가 있다.카이펑

( )의 치 (杞县),웨이스( 氏),통쉬(通许), 우커우(周口)의 시화(西华),

푸거우(扶沟),샹치우(商丘)의 수양(睢阳),량 안구(梁园区)등에서도 고추 재

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주로 슈퍼16호(超级16号),싱수16호(兴蔬16号)등으 

재배한다.치 에서는 쟈오6호(中椒6号)의 피클용 고추(泡椒)를 재배하는 생

산기지도 약간 있다.

사천의 고추 재배면 은 2.7만 헥타르,고추 소비량은 70~80만 톤이다. 에 

조생종을 일  시장에 출하하는 지역으로는 즈화( 枝花),시창(西昌)이 있

으며,8월에 고산지 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지역으로는 리시엔(理县),원촨(汶

川),한 안(汉原),마오시엔(茂县)등이 있다.재배하는 품종으로는 쟈오

98A(洛椒98A),비엔쟈오1호(汴椒1号),종즈4호(种植4号),농따301(农大301),

샹 13호(湘研13号)등이 있다.

둥 생산기지는 에시(粤西)의 이 우(雷州)반도,칭 안(清远),샤오

(韶关)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우 반도는 주로 라펑3호(辣丰3号),샹라4

호(湘辣4号),샹라7호(湘辣7号),보라홍슈아이(博辣红 ),보라5호(博辣5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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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페퍼,그리고 쟈오98A피클용 고추(洛椒98A泡椒), 쟈오105피망

(中椒105甜椒)  마오쟈오5호(茂椒5号),아오 다쟈오(奥运大椒)등 노란 빛

깔의 고추(黄皮 椒)를 주로 재배한다.샤오 의 스싱(始兴),러창(乐昌)지역

에는 주로 슈퍼16호(超级16号 椒)  신샹8호(辛香8号)등 카이  페퍼를 주

로 재배한다.

경(重庆)부근의 조생종 과피가 얇은 피클용 고추와 우롱(武隆)고산지

의 과피가 얇은 피클용 고추의 총 재배면 은 2,000헥타르 정도이며,주로 재

배되는 품종은 수쟈오5호(苏椒5号), 쟈오98A(洛椒98A),푸샹2호(福湘2号),

농따301(农大301)등이 있다.

신강의 보후 (博湖县), 치 (焉 县),이닝시(伊宁 ),차부차얼 (察 查

县)의 경우,재배면 은 2,000헥타르 이상으며,주로 재배하는 품종은 돼지내

장 고추(猪大肠)가 있다.

강서 고추 재배면 은 7만 헥타르이며,생산량은 130만톤을 강서성 체의 채

소 재배면 에서 10%를 차지한다.구체 으로 융펑(永丰)에 6,700헥타르,가

오안(高安)에 6000헥타르,러핑(乐平)1000헥타르,루이창(瑞昌)고산지 에 

700헥타르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주요 재배 품종으로는 신샹2호(辛香2号),

신샹8호(辛香8号),자오자2호(早杂2号),춘쟈오(春椒)계열의 품종 등이 있다.

시의 고추 재배는 주로 난닝(南宁)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며,피클용 고추

(泡椒)의 주요 품종으로 과99(大果99),푸샹2호(福湘2号)가 있고 재배면 은 

2000헥타르이다.카이  페퍼 품종으로는 라펑3호(辣丰3号),샹라7호(湘辣7

号)가 있으며,재배면 은 4000헥타르이다.친 우(钦州)의 경우,노란 빛깔의 

고추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 은 2000헥타르 정도이다.류 우(柳州)

에서는 주로 카이  페퍼를 재배하는데 재배면 은 2000헥타르 정도이며,디

샹8호(帝香8号)를 주로 재배한다.

해남(海南)은 국 고추산업에서 남채북운(南菜北运),즉 남쪽에서 재배한 

채소를 북쪽으로 운반하는 역할의 생산기지로서 매우 요하다.이 가운데 과

피가 두꺼운 피클용 고추는 주로 충하이(琼海)지역에서 재배하며 재배면 은 

약 6000헥타르에 달한다.주요 재배품종으로는 푸샹슈리(福湘秀丽),샹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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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湘研806)이 있다.과피가 얇은 피클용 고추는 주로 원창(文昌),완닝(万宁),청

마이(澄迈),싼야(三亚)지역에서 재배하며 재배면 은 약 7000헥타르에 달한

다.주요 재배품종으로 농따301(农大301), 쟈오98A(洛椒98A),푸샹쟈 (福

湘佳玉),쑤쟈오5호(苏椒5号)  양 4호(阳光4号)등이 있다.노란 빛깔의 고

추는 주로 청마이(澄迈)지역에서 재배되며,재배면 은 약 3000헥타르에 달

한다.주요 재배품종은 마오쟈오5호(茂椒5号)가 있다.카이  페퍼는 주로 원

창(文昌),딩안(定安),청마이(澄迈),완닝(万宁)지역에서 재배되며,주요 품종

으로는 라펑3호(辣丰3号),샹라7호(湘辣7号),그리고 보라5호(博辣5号)가 있다.

2.유통방식 형 사례 분석

고추는 품종과 과실의 차이에 따라 식용 특성도 다르다.본 연구는 주로 건

고추  이도홍,북경홍을 상으로 연구했다.이 건고추는 보통 냉동고추,건고

추,고추가루,고추장,고추소 등 각종 고추제품으로 매되지만 부분 수출 

주로 한다.주로 한국,일본,미국,유럽 등에 수출하며 국내에서 매한 것

이 10%정도이다.연구 은 고추 수출에 있어 생산과 매 단계에서 표 인 

주산지 내몽골 통요시 개로 과 산동성 교주시를 연구 상으로 선정했다.

원들은 직  연구 장에 가서 지역의 고추 재배농가,에이 트,합작사,가공

(수출)기업 등 련 주체와 생정부문의 책입자와 깊은 면담을 통해 고추의 생

산 황과 유통경로를 악해 마지막으로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국 고추의 유

통방식을 정리했다.

2.1. 산지단계

내몽골 통요시 개로 은 국 가장 큰 홍건고추 생산기지이다.‘국 홍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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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의 수도’라는 성명을 가지고 있다.이 지역에 품부한 토지자원, 당한 유기

질,연평균 3100시간의 일조시간,340mm의 연 강우량(지만 88.6%는 5~9월

에 집 )등 이런 조건들이 홍고추의 생장에 아주 하다.

<개로 지>의 자료에 의하면 홍건고추는 개로 에 30몇년의 재배역사를 가

져 각 향,진에 모두 재배된다.이는 특색있는 농산물로 두꺼운 과실,순수한 

색갈,길쭉한 모양,우수한 품질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고

추보다 더 풍부한 비타민,고추소와 각종 양물질의 함유한다.진한 매운 맛을 

가지고 고추 의 우수품으로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조미용품이다.2010년 

국구가지리 표제품으로 선정돼 국내 20몇개 지역에서 매하고 싱가 ,한

국,일본,러시아 등 나라에게 수출한다.

1970년 말쯤부터 자기 마당에서 홍고추를 재배한 농가가 있었다.홍건고추

의 가격은 옥수수보다 근당 0.2 엔의 4~5배 높아 농가들은 홍건고추를 선호

했다.그러나 그때 통일공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매 제한을 받아 생산을 

확 하지 않았다.1980년  기에 시장경제가 시작하면서 홍건고추의 교역도 

활발해졌다. 를 들면 동풍진 도덕 의 농가는 재배한 홍건고추를 가공하고 

부수고 심양, 련의 재래시장에서 매해 수익이 상당했다.홍건고추의 가격

은 근당 1.00 엔에서 1.50~2.00 엔까지 올라갔고 묘당 수익은 천 엔을 과

했다.이 것은 재배업에 돌 인 상 다.그 후 홍건고추의 재배면 이 빠르

게 증가했다.그러나 다른 제한 요인으로 인해 개로  홍건고추의 재배면 이 

1990년 말까지는 만묘가 안되는 상황 다.1999년 개로 이   범 에 계

약농업을 실시하면서 홍건고추를 최 가격 근당 2.00 엔으로 바이어에게 

매하는 계약을 했다.이는 묘당 홍건고추는 1000 엔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농

가의 이익을 보장했다.둘째,신품종을 수입했다.한국,상동성 등 지역에서 국

내외시장에 맞는 탐(金塔),익도홍(益都紅),홍룡3호(紅龍2號)등 우수 품종

을 수입했다.셋째,홍건고추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이 높은 재배방식을 규범

했다.(育秧移栽)새싹을 키우고 옯겨 심기,(地膜覆盖)비닐 덮기를 통해 생산량

과 품질을 제고해 개로의 랜드로 홍보했다.넷째,홍건고추의 계약재배와 향

진정부의 실 과(与乡镇挂钩)연결시켜 홍건고추 재배를 유토했다.‘옥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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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다’란 국면을 차 바 었다.2000년 재배면 이 14만 묘,2001년 20만 묘,

2002년 35만 묘,2003년 45만 묘 다.그러나 시장건설이 완비하지 못 한 데다

가 재배면 이 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농가의 수익은 향

을 받았다.그래서 2003년부터 개로  정부는 재배면 을 확 하는 데에서 생

산량과 수익을 제고하는 목 으로 바꾸며 2004년 재배면 이 31.4만 묘,2009

년 20몇만 묘로 감소시켰다. 제 재배면 은 30만 묘정도,생산량은 10만 톤

정도,묘당 수익은 2000 엔정도를 유지했다.개로  농가 수익증가의 단단한 

농산물이 되었다.

투자 유치와 력 역을 확 하기 해 2000년부터 매년 8월에 개로 에서 

‘국 개로 홍건고추 축제’를 열렸다.이 축제는 다양한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상업 기회도 많이 만들었다.2011년 산동 비달(飛達)그룹은 2억 엔을 투자한 

4만 톤을 생산할 고추장 시리즈 제품은 이미 본격가동했다.개로인화재(人禾

齋)홍건고추유한회사는 3000만 엔을 투자한 5000톤을 생산할 고추 시리즈 

제품 가공 로젝트는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다.북경 상인은 5000만 엔을 투

자한 300톤을 생산할 고추홍색소 로젝트 그리고 련길 과학기술유한회사

가 5000만 엔을 투자한 만 톤을 생산할 홍건고추 시리즈 제품 로젝트는 

계약했다.

2008년 개로 에서 도덕 을 심으로 건설한 ’국북방홍건고추시장’이 

국 북방지역의 가장 큰 홍건고추 집산지가 되어 제품은 한국,일본,유럽,아

리카 등 지역에 연평균 7500만 키로그램을 수출했다.도덕 은 개로 의 동풍

진에 치하고 고추재배의 발원지이며 20몇년의 재배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

다.재배기술,마 략,시장가격에 있어 도덕 은 개로  농가의 모델이 되

었다.   30만 묘의 홍건고추는 거의 이 으로부터 매했다.도덕 의 농

지면 이 15000묘,농업인구는 3000명,1인당 농지면 은 5묘이다.도덕  농

가들은 홍건고추를 재배하는 습 과 경험의 우세를 갖고 있으며 홍건고추를 

집 해서 생산했다.2008년 도덕 의 홍건고추의 재배면 이 14000묘로 총 농

지면 의 93.33%를 차지했다. 제 혼건고추의 재배면 이 만 묘이상을 유지

한다.



90

개로  홍건고추는 3월 상순에 재배하기,5월 하순에 옯겨 심기,9월 에 신

선고추를 따기,10월 하순에 건고추를 딴다.10월 하순부터 연말까지는 홍건고

추 매의 성수기이다.매년 매 성수기에 303국로 양측 100킬로미터 거리에 

다 홍건고추를 매하는 곳이다.이 장면은 개로 과 주변 지역 사람들한테 

‘빨간 10월’과 ‘백리투홍(百里透紅)’이라고 불린다.외부에 매하는 홍건고추 

외 그 지역에 온 장창고에서 장하기도 한다.이 장된 고추는 년내내 

매할 수 있다.보통 다음 해 에 수매가격이 높을 때 매한다.

로홍6호,맹 4호,승니스짐타 등이 농가들은 선호하는 품종이다.재배기술

에 있어 공장화 욕묘와 膜下滴灌技术 극 추진했다.  정부는 0.03 엔의 보

조 (공장화 욕묘 생산비의 50%)을 통요시성원생태농업유한회사에게 의뢰해 

공장화 육묘를 했다. 제 도덕 에서 실험면 이 만묘,평균 육묘 생산비는 

180 엔으로 낮춰 묘당 200근을 증산했다.농가의 수익이 히 증가했다.개

로 에 2만 묘의 홍건고추는 膜下滴灌技术를 사용해(주로 동품진 도덕 과 도

방홍 에 집 )‘시설 통일 리,통일 개,통일 시비,병충해 통일 방,비용 

통일 할당,시설 통일 회수’를 실 했다.묘당 60% 물,공인 3명,시비 30%,

토지 14%를 약하며 묘당 65키로그램을 증산,450 엔의 수익을 증가했다.

2.1.1.고추의 생산주체  비

내몽고 개로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 고추 생산주체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농가,합작사와 수출기업이다.

내몽고 개로 이 북방 고추 수산지의 하나로 소규모 농가는 아직 고추 재배

의 가장 주요한 생산주체이다.재배 역사가 길어 고추 재배 농가는 부분 

문 농가이다.이 주체는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를 들면 개로  동풍

진(東風鎮)동방홍 (東方紅村)에 농기 1.02만 묘,농업 인구 1700명,1인당 농

지 면 이 6묘이다.이 의 지형이 평평해서 량 규모화 생산이 하다.

1993년부터 고추를 재배히기 시작해 제 재배면 이 8,000묘에 달하며  1가

족당 30-60묘정도가 있다.일  시작하고 기 가 좋게 때문에 근당 건고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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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격이 다른 보다 0.2-0.4 안이 높다.그 해 수매가격에 따라 묘당 순 

수익이 2000-3000 안이다.고추의 경제성이 좋으므로 이 의 모든 농가가 다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소량의 옥수수를 재배하여 외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최근 몇 년에 고추 생산· 매합작사가 발 해 농가에게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 주체는 10%-15%를 차지하고 있다.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개

로 에 '도덕홍(道德紅)','덕 (德椒)','개로  고추'등 20몇 개 홍건고추 경

제합작사를 설립해 재배부터 매까지 통일 으로 운행한다. 를 들면 개로  

동풍진 도덕 (道德村)당지부 서기 양 용(杨金龙)의 지도 하에 2010년 5월에 

7명 에이젼트가 '개로  덕 홍간고추 문합작사'를 공동 설립했다.등록자

이 260만 안,회원이 117명이 있다.합작사에 국 최  '집 재배,비닐 

에 개'하는 만 묘 홍건고추 재배기지,2,000㎡의 거래처와 농자재경 부가 

있다.합작사가 1000㎡ 냉풍창고와 400㎡ 표 화 가공 공장을 보유해 일 년 내

내 각종 고추 가루,고추 도막을 가공한다.합작사가 수출권을 소유해 한국,독

일,아 리카 등 지역으로 수출하기도 한다.합작사는 주로 농가에게 우량 종자

와 농자재를 제공하며 토지,풍종,재배,기술, 매에 '5통일'을 실 한다.

수출 기업은 주체로 하는 것이 기업이 산지 검사검역부문한테 인정을 받은 

수출기지를 의미한다.기엄이 기지의 경 권을 갖는다.2009년 통요시(通遼 )

검사검역국이 신청한 기지에 해 장 검사를 하여 지 조건에 맞는 5개 고

추기지,13,100묘를 인정하며 흑룡강,요녕,하북,천진,산동 등 17개 외래 고

추 수출 기업의 17개 기지.42,873묘를 인정했다.이 주체는 총 생산량의 

15%-20%를 차지한다.

2.1.2.고추 생산방식  

고추 주요 생산모델은 크게 ① 개별농가별 분산재배,② 기업+생산기지+농

가 결합모델,③ 기업+합작사+농가 결합모델,④ 기업+상인+농가 결합모델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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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농가별 분산재배.이 유형의 생산농가는 합작사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

고,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생산기지도 아니다.고추 수확 후,일반 으로 지

에서 가장 가까운 가공기업으로 운반해서 매하거나,상인, 로커,가공기업 

측에서 직  농가로 와서 수매할 때까지 기다린다.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하

기 때문에 시장가격 동의 향을 비교  크게 받는다.

기업+생산기지+농가 결합모델,기업+합작사+농가 결합모델,기업+상인+농

가 결합모델,이 세 가지 유형의 경우 가공기업이 특정 매개체를 통해 농가와 

비교  안정 인 력 계를 구축하게 된다.혹은 생산기지,합작사를 통해 농

가와 합작계약을 체결하고,수매를 한 약주문서를 체결함으로써 농가와 긴

한 수익 연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혹은 상인 등을 통해 수매 련 개를 

실시하여,농가와 느슨하면서도 고정 인 수매사실을 형성하도록 한다.연구조

사에 따르면,산동성 자오 우시 청도순통식품유한회사(青岛顺通食品有限公

司)는 “기업+생산기지+농가”결합모델,그리고 “기업+상인+농가”결합모델 등

을 통해 신강,내몽고,둥베이(东北),하남,허북,산동 등 지역에서 고추 생산기

지 2.5만 묘를 확보하 으며,이를 통해 원료의 안정 인 공 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자오 우시는 고추 주산지가 아니라 고추의 서버시장,즉 터미 의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지의 수많은 고추 가공수출기업들은 북방의 고추 주산지에 

자신만의 원료 공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2.1.3.고추 매주체  경로

다오더 의 고추 재배농가는 주로 다음의 5가지 경로를 통해 고추를 매한

다.

첫째,다오더 은 지 상인을 통해 수매방식이 가장 일반 이어서,수매량

의 반 정도가 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상인은 그들 스스로가 부

분 고추 농사를 짓고 있으며,단지 수매철이 되었을 때 타지의 기업을 해 구

매 행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이들은 이를 통해 톤당 300 안의 수수료를 

받으며,기업들의 정가(定价)구매에서 오는 가격 차이를 통해 추가 인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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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기도 한다.

둘째, 지 로커를 통한 수매가 있다.우선, 지의 가공수출기업은 지 

로커에게 건고추의 수매를 탁한다.다른 한편으로 상인 역시 가격  품질

에 근거하여 로커들에게 건고추를 구매하기도 한다.다오더 의 경우,내몽

고에서 유명한 고추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미 규모 고추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량이 비교  많은 편이고,기업은 일반 으로 상인을 통해 직  농가

로부터 건고추를 구매하며, 로커를 통해 수매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다. 로커를 통할 경우 추가  유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오더

 주변 마을의 경우,고추재배 규모가 비교  세한 편이어서 로커를 통한 

거래가 많은 편이다.

셋째,타지 상인을 통한 수매가 있다.일반 으로 타지의 도매시장으로 보내

지거나,타지 가공수출기업에 매된다.이러한 유통방식을 통한 거래는 다섯

가지 유통방식  가장 게 발생하며,연간 거래량은 약 20톤 정도이다.

넷째, 지 수출가공기업의 직  구매가 있다.우선 기업이 직  지 고추농

가로부터 수매하는 방식이 있으며,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된다.두 번째로는 

기업이 농가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약 구매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를 

들어 개로 의 헝통자오 (亨通椒业)의 경우,2013년 140여 호의 고추재배농

가와 건고추 1근당 2.8 안(신선고추의 경우 0.8 안/근)의 최조수매가격으로 

사  구매계약을 체결하 으며,가격상한의 경우 시세에 따르기로 하 다.

다섯째,합작사를 통한 매가 있다.합작사는 타지 가공수출기업을 해 다

리수취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최 한 합작사에 가입한 농가를 해 각종 

매정보를 제공하고,합작사 구성원을 도와 다양한 구매자들과 연결을 시켜

다.이 외에도 2013년,다오더  홍간쟈오(红干椒) 업합작사는 농가와 10,000

묘 고추 수매계약을 체결하고ㅡ 공장화 육묘를 리 보 하 다.이 가운데 건

고추가 6500묘,신선고추가 3500묘이다.개로 의  정부는 이러한 화된 

육묘방식에 해 모종 하나당 0.03 안(모종 원가의 50%)씩 보조 을 지 하

여 평균 모종당 육묘 단가를 180 안 낮추었다. 한 이를 통해 한 묘당 생산량

이 200근 가까이 증가하여,결과 으로 고추농가의 수익을 크게 제고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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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종합 으로 말하자면,유통경로에 따라 구분할 때,내몽고 개로  지의 가

공수출기업이 수출하는 고추는 지 고추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며,나머지 

90%의 고추는 로커 혹은 상인을 통해 국 기타 성시로 매된다.그러나 

이 가운데 70%정도가 다시 산동 시장으로 매되며,최종 으로는 산동의 가

공수출기업을 통해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고 할 수 있다.

2.2. 매단계

내몽고 개로  홍건고추의 주요 매지는 산동성교주시(膠州 )우가 (于家

村)데 (大椒)시장이다.이는 국 최  고추집산서장이며 재 국 범 에 

구매, 매하고 수출하는 고추 집단클러스트를 형성해 '세계 고주 시장의 청우

계'라고 부른다.30몇 년의 발 을 통해 우가 고추시장이 옛날에 길가 재래

시장에서 재 무역, 장,가공,수출을 하나로 합친 국 인 고추집산지로 

성장했다.'국 농산물 부산물 제품 가공 창업기지','산동성 고추무역집산지',

'국 고추 가공  무역 기지'등 명  칭호를 받았다.

재 국 18개 성과 시의 170만 묘(총 재배면 의 9%)의 고추는 이 시장에

서 거래한다.연 교역량 55만 톤으로 덕주 무성(武城),호남 자성(柘城),구주 

존의(遵義),하남 향화(香花)등 고추 문시장보다 훨씬 많다.우가 애서 거

래하는 고추의 40%는 신강,20%는 내몽고,나머지 40%는 길림,산동,하북,

감숙,섬서 등 기타 산지에서 오는 것이다.2012년에 교주시 건고추 거래량이 

국 거래량의 74%를 차지했다.거래액이 160억 안에 달해 300-400억 안

의 생산액을 선도했다.우가  연 수익이 10만 안이상인 농가가  의 

30%이상을 차지한다.

체 으로 보면 우가 시장에서 거래하는 건고추는 수출 주로 하여 총 

거래량의 60%-70%를 차지한다.이 고추들은 각 지역 가공(수출)기업에서 각

종 고추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나먼지 30%-40%는 주로 국내 시장의 2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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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과 식품가공기업 등에게 매한다.수출에 있어 기에 한국을 주로 수

출했지만 재 한국에 수출량이 안정 인데 수출 비 이 어지며 유럽과 미

국 등에 수출하는 비 이 증가하고 있다.수출하는 품종이 주로 탐,북경홍,

익도홍 등이다.

시장의 요한 참가주체는 고추가공기업이다.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교

주시 고추가공기업이 480개 넘게 있으며 매액이 110억 안,3만 명을 넘은 

직원이 있으며 연 평균 보수는 4만 안을 과했다.이 에 매액이 1억 

안을 과한 기업이 10개,천만 안을 과한 기업이 200개를 넘었다.수출자

격이 있는 기업이 80몇 개,수출량이 10만 톤이었다.이 기업들이 가공하는 

제품이 고추 가루,부서진 고추,고추링,고추 날실,고추장,색소와 매운 소 등

이 있다.교주시에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고추제품이 국 고추 수출 총량의 

70%를 차지하며 한국,일본,유럽,미국,동남아에 수출하는 총량의 90%,70%,

80%-90%,40%,70%를 차지한다.기업의 집 화는 더 심층화된 가공,정 한 

가공으로 변하고 있다.산업체인이 커지며 생산요수의 집 이 시장 경쟁력을 

제고했다. 재 교주시에 60몇 개 기업이 '기업+기지+농가'의 방식을 사용해 

신강,내몽고 등 지역에서 고추재배기지를 50몇 만 묘를 개발하며 백란(柏蘭),

순통( 通),함 소(含蜜笑)등 용두기업을 육성했다.시설과 기술이 세계 선진 

수 에 도달한 기업이 8개 있으며 국 선진 수 에 도달한 기업이 100개를 

넘었다.제품의 품질이 국 선진 수 에 6개 국가 품질 표  인증의 제정에 

참가했다.

두 번째 참가주체는 소비지 수매상이자 시장의 1 도맹상이다.이는 직  신

강과 내몽고 등 고추 주산지에서 건고추를 수매하고 30-40톤의 차량으로 물류

회사를 통해 우가 시장에서 1 도매를 한다. 재 내몽고 개로 이 산동성 교

주시까지의 운송비용이 500 안/튼이다.수확기에(10월-내년1월)차량 단 로 

고추를 운송한다.내년 4,5월까지 재고가 있으면 반드시 냉장고에 장해야한

다.우가  냉고의 임 비용이 평균 80-85 안/달이다.비수기에 주로 냉고에 

있는 고추를 거래하며 샘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세 번째 참가주체는 고추 매 에이젼트이다.교주시에 1000명의 에이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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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 30%의 거래량을 하며 가격에 향을 끼친다.에이젼트는 다리로써 자

기가 화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직  매,수매하지 않는다.단지 도매상(수

매상)에게 구매 행을 한다.바이어를 찾고 가격 의하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건고추는 신선 고추와 달리 직  소비자에게 매하지 않으며 수출에만 냉

동 고추,말린 고추 등 가공하지 않는 제품을 매한다.특히 탑,북경홍,익

도홍 등 품종(조천 (朝天椒)등 품종이 모양이 작아서 말린 상태에 직  매

하기도 한다.)모양이 크고 수분 함유량이 높아 보통 가공기업에서 가공하고 

나서 조미료나 원료의 상태로 매한다.그러나 이 게 되면 제품의 형태 심지

어 용도가 달라져 본 연구에서 가공 후의 유통경로를 연구 범 에 제외했다.

체 으로 국내시장에서 식용 조미료로 사용하는 고추는 주로 각 도매시장,

재래시장,마트  집단 수매,인터넷 매 등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매한다.

는 산동성 향  계서진 유루 (刘楼村)유씨(刘氏)고추가공공장에 해 

조사에서 이 공장은 고추 1차 가공설비를 갖추고 있어,수매한 고추를 잘게 분

쇄한 후 가공하여 기 인 수 의 고추장을 만들 수 있다.이 게 제조한 고

추장은 타지 고추가공기업으로 매되어 발효가 진행된다.동 공장에서 고추장

을 제조하는 원가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선고추 

수매 원가 2000 안/톤 (2012년 신선고추 수매가를 1 안/근 으로 계산할 경

우),인건비 70 안/톤, 기 10 안/톤,포장비 25 안/톤,보조재료비(고추와 

소 의 비율은 50:1)12 안/톤.즉,1.02톤의 고추장을 생산하기 해 2117원

의 원가가 소요되며,1톤의 경우 2075 안이 든다고 할 수 있다.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고추장 1톤의 매가격은 평균 으로 2400 안 정도이다.따라

서 1톤의 고추장을 가공하여 생기는 수익은 300 안 정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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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통경로

그림 24.내몽고 개로 고추 유통방식도

3.1. 고추 산업  경  모델 사  분 ( 출 업 주 )

청도의 순통(顺通)식품유한회사의 고추 유통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25.청도 순총식품유한회사 고추 유통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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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통은 주로 다음 4가지 방식을 통해 원료가 되는 고추를 수매한다.

첫 번째 방식은 회사가 주요 생산지에 안정 인 공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다.이러한 방식은 주로 신강건설병단농장(新疆建设兵团农场)의 규모 재배

구역에 해 용되고 있으며,회사 측은 농장과 수매계약을 체결한다.

두 번째 방식은 회사가 수매 문직원을 통해 생산지에서 직  수매를 진행

하는 방식으로,일반 으로 생산지 상인을 통해 구매 행이 이루어진다.건고

추 1톤당 수수료는 하남,허북성의 경우 200 안 정도,신강,내몽고 지역의 경

우는 300 안 정도로 서로 다르다.

세 번째 방식은 회사가 지 소매상에게 탁하여 지에서 수매를 진행하

는 방식이 있다.구매가격은 시세에 따라 달라지며,고추 재배농가의 출하가격

과 비교할 때 소매상들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한다.

네 번째 방식은 회사가 지 형 농산물하치장(자춘 고추시장 등)에서 지 

구매 행 상인을 통해 지 로커  기타 기업의 재고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

다.이 때 구매 행 상인은 매매 방간의 가격차이를 통해 이득을 획득한다.

가공수출 능력 측면에서,냉동고추를 제외하고,순통은 고추가공제품은 건고

추,고춧가루(굵은 고춧가루 포함),고추장  고추의 붉은 색소 등이 주가 된

다.매년 약 8,500톤을 가공하며,주로 한국,일본,미국,유럽 등지에 수출한다.

가공원가를 살펴보면,순통이 신강에서 탑(金塔)계열의 품종을 조로 하

는 건고추를 수매할 경우,기업은 1톤의 가공제품을 만들기 해 다음 네 가지 

항목에 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원료 구매비 5,500 안,원료 구매 행 수

수료 300 안,운송  그로 인한 손실 1,400 안,1차 가공비 1,600 안.원재

료 비 가공률을 70~75%로 계산할 때,최종 제품의 생산원가는 1톤당 약 

11,600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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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수익 항목 단 신강건설병단농장

토지 임 료 안/묘 300～580

밭을 갈 때의 인건비 안/묘 75

종묘비 안/묘 500

묘목 이식 인건비 안/묘 270

비료 안/묘 360～410

농약 안/묘 30

농작용 비닐 안/묘 30

개설비 감가상각 안/묘 120～150

수도 안/묘 150

기 안/묘 20

김매기 등의 인건비 안/묘 150～200

수확 인건비 안/묘 900～1000

생산원가 합계 안/묘 2905～3415

1묘당 생산량 근/묘 1100

2012년 평균가격 안/근 2.75

수익 합계 안/묘 3025

순수익 안/묘 -390～120

3.2. 고추 생산원가 조사

표 12.내몽고 개로 동방홍 농가 고추 생산원가 수익

생산원가 수익 항목 단
내몽고 개로 동방홍

고추농가

종자 안/묘 50

육묘비 안/묘 50

묘목 이식 인건비 안/묘 120

거름(农家肥) 안/묘 300

화학비료 안/묘 150

농작용 비닐 안/묘 30

수도/ 기 안/묘 100

수확 인건비 안/묘 270

생산원가 합계 안/묘 1,070

1묘당 생산되는 건고추 근/묘 700

2012년 평균가격 안/근 3.3

수익 합계 안/묘 2,310

순수익 안/묘 1,240

표 13.신강 건설병단농장 고추 생산원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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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양  유통실태

1. 국 양  생산 개황

1.1. 재배면  및 생산량

FAO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2011년 국 양  생산량이 곧 세계 1

를 차지했다. 국 양 의 재배면 도 부단히 확장되어 2001년의 1,080.93만 

묘에서 2011년의 1,522.86만 묘까지,생산량도 2001년의 1,052.16만 톤에서 

2011년의 1,476.48만 톤까지 증가했다. 국 양  생산량이 세계 양  생산량

의 30%에 유지한다.면  당 생산량도 보면 우량 품종과 기술의 발 에 따라 

상승추세를 보이며 2001년 묘당 평균 생산량이 1.389.68킬로그램에서 2011년

의 1,626.21킬로그램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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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 양 재배면 생산량

연도 면 (만 묘)
묘당 생산량
（킬로그램/묘）

생산량（만 톤）
세계 생산량
비 （%）

2001 1080.93 1389.69 1502.16 29.01

2002 1156.07 1431.11 1654.47 31.42

2003 1200.93 1460.21 1753.60 31.09

2004 1276.25 1414.05 1804.68 28.86

2005 1351.42 1409.93 1905.40 29.01

2006 1426.52 1373.84 1959.81 28.69

2007 1501.76 1369.55 2056.73 28.12

2008 1397.53 1489.96 2082.27 27.96

2009 1423.65 1478.38 2104.70 28.59

2010 1470.32 1479.14 2174.81 27.61

2011 1522.86 1626.21 2476.48 28.68

자료:FAO

1.2. 주산  분포 및 품종 특 과 변

국 양 의 생산방식이 다른 채소와 비슷해 생산지가 집화 된다. 지 국 

양 의 주산지는 감숙성,산동성,강소성,운남성,사천성 등이 있다.

감숙성의 양  재배면 이 가장 크다.2011년 감숙성 양  재배면 은 40만 

묘에 달하며,2012년 재배면 은 26만 묘까지 축소되었다.2013년 상 재배면

은 약 30만 묘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감숙성 양  재배는 주로 주천시(酒

泉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2013년 주천시의 양  재배면 은 16만 묘에 달

한다.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주천시에서 양  생산량이 가장 많은 숙주구(肃州

区)와 인근의 가욕 시(嘉峪关 )두 지역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013년,주천시 숙주구의 양  재배면 은 4만 묘,가욕 시의 재배면 은 3.2

만 묘에 달한다.최근 양배 재배는 곧 지 농민의 소득 증 의 주요 비결이 

되었다.이에 더해 지 정부의 극 인 지원 하에,양  재배에 한 농민들

의 극성도 매우 높은 수 이었다.그러나 농가의 평년 양  재배  윤작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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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오히려 감소하 다.최근 몇 년간 양  련 병충해가 증가했다.다른 한 

편으로,가욕 시와 숙주구의 경작지에 한계가 있고,농민들의 경작 극성은 

감소하지 않아,가욕 시와 숙주구의 일부 농민은 최근 우웨이(武 )등 감숙

성 여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농경지를 임차하고,이를 통해 계속 재배규모를 확

하기 시작했다.따라서 가욕 시와 숙주구는 감숙성 내에서도 주요 양  생

산지일뿐만 아니라,양  재배의 주요 발원지라고 할 수 있다.감숙성 양 는 

매년 2월에 육묘를 시작하고,3월에 묘목 이식을 진행하며,8~9월에 수확한다.

그래서 양  매계 은 주로 8~10월에 집 되어 있다.양 의 매가 느린 년

도의 경우, 매시기는 이듬해 3~4월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국 산동,강소,

운남 등 여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감숙성의 양 수확  출하 시기는 비교  

느린 편이며,이로 인해 국 여타 생산지와 상호 보완성을 지닌다.

강소성 역시 양 의 주산지이다.강소 풍 은 통 인 양  생산지이다.강

소 풍 은 황 충지평원(黄泛冲击平原)에 치하고 있으며,지세가 높고 평평

하다.풍 은 온난성 반습윤 몬순 기후 에 처해있으며,4계 이 분명하고 일

조량이 풍부하다.특히 서북부 지역의 토양은 양  재배에 매우 합하다.풍

은 1996년부터 양  재배규모를 확 해왔으며,2000년까지 양 재배면 으로 

크게 확장하 다.2005년까지 양  재배면 이 10만 묘 이상으로 확 되었으

며,2010~2013년 사이 매년 재배면 이 13~15만 묘 수 에서 유지되고 있다.

풍 의 양  재배품종은 주로 러자오(中日照)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조생종과 생종도 포함된다.풍 의 노란껍질 양 (이하 노란양 )재배면

은 국 양 재배면 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빨간껍질 양 (이하 빨간양

)는 30%를 차지하고 있다.풍  양  재배시기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이다.9월 가 되면 육묘를 시작하고,11월에 양  묘목을 이식한다.12월

이 되면 양 는 월동기에 들어가고 이듬해 3월이 되면 다시 성장을 시작하고,

4월 말 수확을 시작한다.풍 의 양  수확시기는 매년 5월 1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집 되어 있으며, 매시기는 7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운남성의 양  재배는 주로 옥계9시(玉溪 )통해 (通海縣)에 집 되며 

2011년에 양  재배면 이 3만 묘,생산량이 12만 톤이었다.사 성의 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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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서창10시(西昌 )에 집 된다.2013년 서창시 양  재배면 이 5.68만 묘,

생산량이 28.4만 톤이었다.서창시의 양 는 홍피 양 가 주로 생산되며 일

보느 한국,러이사 등 나라에 수출한다.

2.유통방식 사례 분석

2.1. 산지단계 통방식

2.1.1.감숙성 양  유통방식

감숙성 주천 숙주구에는 총 16개의 향진(乡镇)이 존재하며,이 가운데 은달

진(银达镇)양  생산량은 숙주구에서 1 를 차지하고 있다.본 생산지 연구조

사에서는 생산량이 많은 육분 (六分村)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육분

은 총 14개의 민 소조( 组)가 있으며,가구 수는 720여 호,인구 수는 

2850명에 달하며,1인당 평균 경작지는 2.5묘이다.육분 의 양패재배는 체 

농가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양 를 재배하는 농가는 부분 옥수수, ,

그리고 기타 채소 등의 작물을 함께 재배하고 있다.육분 의 경제작물 재배는 

과거 홉(啤酒花) 주 으나,홉의 경제수익이 낮아지게 되자 1998년부터 양

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다.2012년 육분 의 양 재배면 은 2000

묘에 달하며,2013년의 재배면 은 다소 하락하여 1500묘이며,이 가운데 노란

양 가 70%,빨간양   흰색 껍질의 양 (이하 흰양 )가 각각 20%,10%를 

9운남 옥계:양  재배면 이 감, 상 가격 폭등

http://nc.mofcom.gov.cn/articlexw/xw/dsxw/201209/18364211_1.html

102013년 서창시 양  생산· 매 상황 분석

http://www.xichang.gov.cn/Item/5444.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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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육분 의 노란양 ,빨간양 ,흰양 의 단  면 당 평균 생산

량은 각각 6~7톤/묘,5톤/묘,2.5톤/묘에 달한다.

재 육분 의 양패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70%의 양 가 감숙성 이외의 지

역으로 팔려가고 있으며,나머지 30%의 양 는 지 가공기업에서 1차 인 가

공이 이루어진다.양  유통방식은 주로 “농가-합작사-가공기업  소비지”형

태가 주를 이룬다.

2012년,육분  양 재배농가는 양  재배 업합작사를 조직,등록하 으

며, 재 합작사에는 약 70~80명의 사원을 고용하고 있다.98%의 양  재배농

가가 업합작사를 통해 일 으로 양 를 매하고 있다.우선,양  업합

작사는 우선 으로 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농가를 해 종자를 일 으로 

구매하여 양  품종의 통일성을 높이고,시장에서의 매를 진하고 있다.두 

번째로, 업합작사는 무상으로 농작용 비닐,농약,화학비료등 농자재를 무상

으로 농민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다.이 게 무상으로 제공된 농자재의 비

용은 양 를 일 으로 매한 후 매 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한 업합

작사는 양  수확계 에 량으로 양 를 수매하고,타지의 상인조직에 연락을 

취해 이를 매하고,하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공공장을 해 원

자재가 되는 양 를 신 수매해주기도 한다.양  유통과정에서 합작사가 주

도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합작사에 한 농민들의 참여 극성

을 조 하기 해,농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작사에 2000~10,000 안 규모

의 출자 투자를 할 수 있으며,합작사는 양  일 매 후 농가가 보유한 지분

에 따라 이윤을 분배해주고 있다.

감숙성 주천시 숙주구의 가공기업은 주로 양 에 해 탈수처리를 실시한다.

즉,신선한 양 를 탈수 처리된 일차 가공품으로 만든 후 여타 지역으로 매

한다.탈수처리된 양 는 부분 산동 폭스(福克斯)식품유한회사로 매되며,

이 곳에서 컵라면 등 식품 생산에 사용된다.탈수처리된 양 는 생산지에서는 

거의 매되지 않는다.탈수처리양  가공기업의 원료가 되는 양 는 크기가 

비교  작고,잘 팔리지 않는 양 ,혹은 가공용으로 생산되는 특정 양  품종

이 주를 이루며,모양이 쁘고,크기가 크며,비교  잘 팔리는 양 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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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장을 통해 매되어 가공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숙주구에서 타지로 매되는 과정에서 70%가 자동차를 통해 운송이 이루어

지며,나머지 30%는 기차를 통한 화물운송의 방식으로 운송이 된다.감숙 주천 

숙주구에서 산동성까지 자동차로 운송을 할 경우,운송비는 평균 으로 톤당 

400~600 안 수 이다.11몇 년 까지만 해도,양  운송은 부분 기차 화물

운송이 주를 이루었는데,최근 몇 년 사이 자동차를 통한 운송이 빠르게 늘어

나고 있다. 재 자동차를 통한 운송량은 이미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자동차를 통한 운송방식이 양 의 하역 차를 여 손실을 최

소화하기 때문이다.

가욕 시에는 총 3개의 진(镇)이 있는데,양  재배는 주로 신청진(新城镇)

에서 이루어진다.본 연구조사에서는 생산량이 많은 신성 (新城村)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가욕 시 신청진 신성 에는 총 10개의 민소조(거우 (中

沟村)은 그 10개 소조  하나임)가 있으며,가구 수는 480여 호이며,그 가운

데 80%의 가구가 양 를 재배하고 있다.2013년 신성 은 3000묘의 경작지에 

양 를 재배하 으며,재배면 은 신청진에서 그 비 이 가장 높다.이 가운에 

노란양 가 70%,빨간양 가 30%를 차지하고 있다.신성 에는 “홍 (鸿运)

양 업합작사”가 설립되어 있으며,동 합작사는 주로 일 인 종자 구매,

농가를 동원한 육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농가에 해 재배기술 지도,양  

장  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홍  합작사는 양  유통단계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우선 타지의 상인  지 농민들을 신

하여 양  거래 랫폼을 편성하여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재 동 합작사

는 자체 으로 15000㎡에 달하는 거래장소를 갖추고 있으며,이 곳에서 거래되

는 양 의 양은 매년 4~5만 톤에 이르는 등 이미 신성   주변 5개 행정 에 

극 인 향을 미치며 신청진 양  거래의 집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합

11숙주구 은달진 육분 의 가공탈수양 는 주로 폭스식품유한회사로 매된다.동 기

업은 산동성 웨이팡시(潍坊 )안치우시(安丘 )징즈진(景芝镇)에 치하고 있다.

감숙성 주천시 감숙구에서 산동성 웨이팡시 안치우시까지의 거리는 약 2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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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의 구성원  이사(理事)와 감사(监事)는 양  매 로커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타 지역의 상인을 해 양  생산자와의 연계  하역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합작사는 한 타지 상인들에게 숙박 등의 편의를 제

공하고,양  장 서비스(양  장 서비스에 한 수수료는 일반 으로 1㎡

당 30 안 정도임)등을 제공하고, 장창고의 임 료,수도  기세, 리비

용 등을 당히 받고 있다.두 번째로 양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을 경우,가격

동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발휘한다.합작사에는 5000㎡의 장창고를 하나 

보유하고 있으며,양  매가 부진할 경우, 장창고를 무상으로 농민에게 제

공하고 있으며,자 이 충분한 경우,일정 수량의 양 를 수매함으로써 시장 가

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욕 시 양  유통과정은 다음과 같다.양  수확 시기가 되면,산동,하남,

사천,허북,안휘(安徽), 둥(广东)등 감숙성 이외의 지역 상인들이 가욕 시 

신청진 신성  홍  양  업합작사의 거래소를 찾아온다.거래 기간에 농가

는 운반차량을 통해 거래소까지 양 를 운송하고,타지에서 온 상인들은 양

를 국 각지의 도매시장으로 운송 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교통수단의 개

선을 따라,양  매의 운송방식은 과거의 기차화물 주의 방식에서 차

으로 기차운송과 자동차 운송 방식을 병행하는 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농가

는 거래소까지 운송을 하기에 앞서,양 밭에서 이미 등 변 분류  포장 작

업을 완료한다.

2.1.2.강소 풍  양  유통방식

강소성 풍 에는 1개의 성  경제개발구,14개의 진()이 있고,이 가운데 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선진(首羡镇)과 조장진(赵庄镇)이다.매년 양  

재배면 은 각각 5~6만 묘,7만묘 정도이다.이 가운데 조장진에서 재배하는 품

종은 부분 조생종으로,조생종의 비율이 60% 정도이고, 생종이 나머지 

40%를 차지하고 있다.2013년 출하시기는 5월 7일 즈음이다.수선진과 자와좡

진의 양 밭 도로 양측에는 각각 5㎞,3㎞의 길거리 교역시장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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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의 양  매는 주로 내수시장 매 주로 이루어진다.국내 매는 

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수출이 30%를 차지한다.이 가운데 수출되는 양

  1/3가량은 풍  지 가공기업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나머지 2/3는 

산동성 등 타 지역의 항구를 통해 수출된다.풍 의 수선진 양 의 유통방식은 

주로 지 로커,합작사,가공기업,상인 등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1.농가는 지 로커를 통해 양 를 매한다.이 방식이 차지하는 비 은 

약 65~70%정도이다. 로커는 부분 지에서 양 를 재배하는 농가인 경우

가 많으며,주요 소비지역 도매시장 로커들에게 탁을 받아 지에서 양

구매업무를 행하고 그에 한 수수료를 받는다.풍  하돈 (夏屯村)의 로

커를 로 들자면,2012년 양  1톤당 약 20 안의 구매 행 수수료를 벌었다.

2013년 양  출하 시기에는 시장 가격이 비교  높았던지라,하돈  일부 로

커의 경우 구매 행 수수료가 톤당 30 안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 로커는 

타지에서 오는 로커들을 해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화물 운송,하역 

등의 업무를 총  담당하지만,장거리 운송비용  하역비,포장비 등은 소비시

장의 로커들이 지불한다.

2.농가는 양  업합작사를 통해 양 를 매한다.합작사 유통방식은 크

게 체 유통  15%정도를 차지한다.왕당 (王 村)12의 락 (诺金)농산품

발 합작사를 로 들자면,동 합작사는 재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

며,합작사 조직원들은 합작사를 통해 양 를 타 지역으로 매하고 있다.동 

합작사는 주로 종자에 한 선별  구매,화학비료,농약 상용 등과 련된 재

배기술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이와 동시에 양  매업무도 담당하고 

있다.합작사의 구성원들은 비교  높은 가격으로 우선 매할 수 있는 우를 

받을 수 있다.합작사 구조는 비교  느슨한 편이며, 재 주식 투자 등의 자

력은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아직 이윤분배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동 

합작사의 책임자는 다년간 양  매업무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국 양 시장

12수선진의 1인당 평균 경자지는 1.6묘이며,총 33개의 행정 (行政村)을 거느리고 있

다.왕당 은 양  생산량이 가장 많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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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상황에 한 이해도가 높으며,합작사의 구성원들의 경제  이익을 보

장해 다.2013년 동 합작사를 통해 양 를 매한 가격은 모두 비교  높은 

편이었다.2013년 노랑양 의 매가격은 평균 1근당 0.6 안이었고,빨간양

의 매가격은 1근당 0.7 안이었다.2012년 노란양 의 매가격은 평균 1근

당 0.4 안,빨간양 의 매가격은 평균 1근당 0.5 안이었다.동 합작사는 매

년 약 2만 톤 이상의 양 를 매한다.

3.가공기업의 수매를 통한 유통방식.가공기업의 수매를 통한 유통 방식은 

체 양  유통에서 10~15%정도를 차지한다.풍 의 양  가공수출기업은 총 

4개가 있다.서주가풍(徐州佳丰)식품유한회사는 강소성 산업화 선두기업  하

나로,매년 양 를 수매하고 1차 가공을 거쳐 해외시장으로 수출한다.동 기업

의 양  매수익  70%는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나오고,나머지 30~40%는 

동남아 지역에서 매된다.매년 수출 총량은 약 2만톤에 달하고,이를 해 매

년 구매하는 양 의 양은 3만톤에 달한다.(양  가공 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

이 발생하는데,가공  손실율은 약 40%정도이다.)동 기업에서 수출하는 양

는 품질이 뛰어나고, 문 으로 풍 에 2000묘의 자체 생산기지를 확보함

으로써 안정 인 원료 공 을 확보하고 있다.여 히 수출 수요를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 로커 등을 통해 비교  우수한 생산기지에서 수매를 진

행하여 공 량 부족을 해결한다.풍 에서 원료가 되는 양 를 수매할 뿐만 아

니라 감숙성 주천(酒泉), 먼(玉门),우웨이(武 ),운남(云南),산동(山东)등 

지역에서도 양 를 구매한다.

4.상인의 구매를 통한 유통방식.상인의 구매를 통한 유통방식은 체 유통

량의 5~10%정도를 차지한다.상인의 구매를 통한 유통이 존재하는 주요 원인

은 일부 농  지역의 경우, 로커나 합작사가 없을 수 있고,  길 가의 거래

시장과도 비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이 경우, 부분 소규모 상인들이 

농업용 운송차량을 이용해서 양 밭으로 직  찾아가 수매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양  재배농가가 스스로 운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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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매 및 소매 단계 통방식

양 의 도매  소매 단계의 유통방식이 과 같다.우선,1 도매상이 산지에

서 양 를 소비지까지 운송한다.다음에 2 도매상이 도매시장에서 수매하고 

마트,채소상 ,재래시장이나 동내 채소시장,단체 소비자에게 매한다.마지

막으로 단체 소비자 외 다부분 양 는 여러 단계를 걸쳐 소비자에게 매한다.

일부 규모가 큰 마트는 양  생산기지와 계약해 '농가+마트 연결'의 유통방식

을 형성했지만 조직 리  유통비용의 문제로 비 이 크지 않다.

북경 신발지 농산품 도매시장은 형 인 양  도매시장으로 1988년 5월 16

일 설립되어,이미 25년의 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재는 이미 국의 수도

인 북경,심지어 국에서 거래규모가 가장 큰 문  농산품 도매시장이 되었

다. 국 같은 유형의 시장  상당히 큰 향력을 갖추고 있다.시장 체 규

모는 총 1820묘, 리인은 1759명,고정 매장 수는 5558개,정기 거래처는 8000

여 개에 달하며,하루 평균 차량 3만 ,고객 6만여 명이 이동하는 규모 시장

이다.하루 거래되는 채소 물동량만 1.5만 톤에 달한다. 재 신발지 시장은 이

미 채소,과일 도매를 심으로 해서,육류,식량  식용유,수산물,조미료 등 

10  농업 부산물을 다루는 종합 도매시장으로 성장하 다. 련 통계자료에 

따르면,북경 신발지 농산품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채소  22%는 산동에서,

6%는 감숙에서,3%는 내몽고에서,2%는 강소에서 온 것이다.

북경 신발지 도매시장은 재 약 40~50개의 로커가 일년 내내 양 를 거

래하고 있다.매일 양  거래물량은 가장 많을 때 110만㎏,제일 을 때 30~40

만㎏에 달한다.2013년 6월,하루 평균 거래량은 략 80~90만㎏에 달했다.여

름 양  거래가격은 평균 1㎏ekd평균 0.7 안 정도이며,겨울 양  거래가격

은 평균 1㎏당 3.6 안 정도이다.북경 신발지 도매시장의 양 는 주로 운남,

사천,강소,산동,산동(山西),내몽고  감숙 등 지역에서 오며,이들 지역의 

양  출하 시기는 략 다음과 같다.2월에는 운남의 양 가 출하되고,3월에는 

사천,4월에는 강소  산동,5월에는 하남(하남 양  출하량이 그 게 많지 않

아,출하기간이 비교  짧음),6월에는 산동,8월에는 내몽고  감숙의 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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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된다.감숙과 내몽고의 양  생산이 가장 늦은 편이기 때문에 매년 8월에

서 이듬해 2월 운남 양 가 출하되기 까지의 기간동안 북경 신발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 는 부분 감숙과 내몽고에서 생산된 양 이다.

양 는 재 주로 자동차를 통해 신발지 시장으로 운반된다.과거에는 부

분 로커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직  장거리 운송을 담당했

었다.그러나 시장분업이 차 세분화됨에 따라 직  운송까지 하는 로커들

은 운송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게 되었다.최근 로

커들은 양  운송업무를 직  제3의 물류기업에 탁함으로써 운송조직 리

비용을 낮추고 있다.양 가 감숙에서 북경까지 올 때 겨울의 운송비용은 톤당 

380~440 안이고,여름의 경우 운송비가 좀 더 낮아진다.

로커들은 일반 으로 신발지 시장 주변에서 장창고를 임 해서 사용하고 

있다.양  장창고는 부분 항온고(恒温库)이며,별도의 냉장기능은 갖춰져있

지 않다.이 때문에 장창고의 임 비용은 일반 냉동고 임 에 비해 낮은 편이

다.만약 양 를 6개월 장한다면,매월 임 비용은 1톤당 200 안이 든다.

3.양  유통비용 조사

3.1. 생산원가 및 익

양  총 생산원가는 종자,화학비료, 개,농약,농작용 비닐  인건비 등으

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인건비의 비 이 가장 높다.일반 으로 양 재배 시 

묘목을 심고,김을 매고,수확을 해야 할 때 인부를 고용하게 된다.

숙주구 은달진 육분 (六分村),가욕 시 신청진 신성 (新城村)양  재배

의 주요 생산원가는 다음 표3-2에 나타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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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감숙 숙주구 가욕 시 양 생산원가 조사표
단 : 안/묘

원가 항목
숙주구

은달진 육분
가욕 시

신청진 신성

종자 500 500

육묘 250～300 250

화학비료 300 330

개（수도/ 기 포함） 70 60～70

농작용 비닐 50 75

농약 80～100 125

인건비
-묘목이식
-김매기
-수확

800～1,000

200～300

400

600～700

1,500

300

400

800

생산원가 합계 2,450~2,720 2,840～2,850

비고 1:종자비용은 평균가격으로 계산,서로 다른 품종의 종자의 가격은 모두 다름

비고 2:육묘비용은 1㎡당 20 안으로 계산하 으며,한 묘당 약 15㎡에 해당하는 육묘장이 필요

강소 풍 에서 재배되는 양 의 경우,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000~1100 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만약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총 생산원가는 1묘당 약 

2000~2300 안이 된다.풍  양  매의 반 으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의 농가는 양  매수익이 10,000 안/묘 정도 되고,50~60%의 농가는 

8,000 안/묘,기타 20~30%의 농가는 5,000~6,000 안/묘의 매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구체 인 생산원가는 다음 표3-3와 같다.

표 16.풍 양 생산원가 조사

단 : 안/묘

원가항목 비용 비

종자 200～240 10.04%～10.20%

화학비료 700～800 33.47%～35.71%

농약 (제 제 포함) 100 4.18%～5.10%

수도 기 50～80 2.55%～3.35%

농작용 비닐 60～70 2.93%～3.06%

인건비
-묘목이식
-수확

800～1,100

300

500～800

35.06%～48.78%

12.55%～15.31%

22.51%～33.47%

생산원가 합계 1,960～2,390 100%

비고: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사용할 경우,종자비용은 1묘당 350~400 안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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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단가

1.유통비 기  :

① 감숙 주천 숙주구에서 산동성까지 자동차로 운반할 경우 운송비는 1톤당 

400~600 안 ② 감숙에서 북경까지의 겨울철 운송비는 1톤당 380~440 안 

(여름에는 좀더 렴)③ 강소 풍 에서 북경까지의 자동차 운반비용은 1톤당 

90 안

2.강소 풍 의 하역비는 평균 1톤당 15~18 안 /북경 신발지 농업 부산물 도

매시장의 하역비는 평균 1톤당 20~30 안

3.감숙 가욕 시 양  장비용은 평균 1㎡당 30 안 /북경 신발지 농업 부산

물 도매시장의 양  창고비용은 평균 1톤당 200 안

4.강소 풍  양  로커 수수료는 평균 1톤당 20~30 안

4. 형 인 수출·가공기업 사례 분석 

가공기업을 통해 매하는 양 가 부 유통량의 10%~15%를 차지한다.풍

에 양  가공·수출기업이 4개 있으며 이 에 서주가풍식품유한회사가 가장 

큰 양  가공·수출기업으로 꼽힌다.이 회사를 형 인 사례로 설명하겠다.

서주가풍식품유한회사는 2004년에 설립되어 등록 자 이 200만 달러이며 풍

경제개발구 농산물가공단지에 치해 농산물  부산물의 생산,가공,수출을 

하나로 합친 기업니다.이 기업이 개발구,수선진에 공장 3개를 보유해 2012년말 

총 자 이 1.14억 안이다. 재 신선 유지, 온 냉동 창고 44개,국가선진 수

의 양  등 채소의 생산 라인을 보해 연 5만 톤 신선 채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이 화사는 HACCP와 ISO9001:2008인증을 받았으며 양  생산기지

는 상소성의 무공해 농산물기지와 제품의 인증을 받았고 수출 채소기지는 강

소성 첫 번째 성  수출채소시범기지 인증과 양호농업규범(GAP)인증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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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회사는 수출농산물품질추 가능시스템과 품질 리시스템을 구축해 모

든 제품에 맞는 HACCP계획을 세워 제품의 품질과 안 을 보장하며 국제 경쟁

력을 제고했다.이 회사도 강소성 산업화 용두기업이자 농산물 수출입기업 회 

제1기,제2기 이사회 이사단 이고 제1기 강소성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회 회

원단 이며 서주시 소기업성실격 진회 회원단 다.2011년에 이 회사

는 서주시 농업산업화 베스트 텐 10농업용두기업,연속 다년 풍  공업기업 

베스트 20,농업용두기업 베스트 10의 명  칭호를 받았다.

‘기업+기지+농가’와 ‘기업+합작사+농가’의 산업화 경  사상에 따라 서주가

풍식품유한회사는 기지농가와 안정 인 공동체로 결합했다.기업은 국제 우호 

품종 수입,표 화 생산기술 교육  서비스,통일 재배, 리,시비,수매의 

리방식을 사용해  원회,합작사  농가와 계약을 체결해 생산한다.생산과

정에서 기업이 농가에게 표 화 생산 기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매단

계에서 최 보호가격의 방식으로 농가의 수익을 보장한다.기지의 건설과 발

을 통해 1.6만 호 농가를 선도하며 수익이 1,200 안/호를 증가했다.동시에 기

지 생산  가공에 400여 명,계  용공 300명을 취직시키며 직원의 수익이 1.8

만 안 이상을 증가했다.

서주가풍식품유한회사는 1년 내내 양 를 수매하고 벌가공하며 수출한다.

회사의 이상이의 소개에 의해 회사 매년 2만 톤의 양 를 수출하고 있다.수출

에 있어 70%의 양 를 일본과 한국에 수출하며 30%는 동남아 나라에 수출한

다.수출 지역에 따라 양 의 규격에 한 요구도 다르다.일본과 한국에 수출하

는 양 에 해 요주가 높아 직경이 8cm이상이어야 하며 동남아에 수출하는 양

의 직경이 7.5~8cm이면 된다.수출 포장에 있어 일본  한국에 수출하는 양

를 공기압축포장을 해야 하며 한 포장 투에 10~20킬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수출 운송할 때 이 회사는 미리 항구 선박에 자리를 약하고 냉장 컨테이 로 

한동 청도나 강소 연운항(連雲港)항구에서 수출 검사 검역 등 수수를 한다.

수출하기 해 매년 3만 톤 양 를 수매한다.이는 양 의 가공과정에서 어

느 정도 손실(약 40%)이 생기기 때문이다.자기의 2,000묘의 양  재배기지 이

외 이 회사는 시장,에이젼트를 통해 다른 재배기지에서 수매한다.수매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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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풍 의 각 향진에 있고  강소성 외의 감숙 주천,옥문(玉門),무 ,운남,

산동 등 지역에도 있다.

그림 26.서주가풍식품유한회사 양 유통방식도

5.결론

첫째, 국 양 유통은 주로 국내유통이 핵심이다. 국 양 는 일본,한국,

러시아,동남아, 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이 가운데 일본,한국,동남아에 

한 수출규모가 비교  큰 편이다.

둘째, 국 양  주 생산지는 감숙성,그리고 강소성 풍 에 집 되어 있다.

운남,사천,산동,하남,내몽고 등 지역 역시 생산량이 비교  많다.생산농가,

합작사, 형 수출기업 등이 주요 생산주체이다.이 가운데 개별농가가 가장 

표 인 생산주체이다.합작사는 생산기술지도 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양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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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형 수출기업의 경우,독자 인 생산기지

를 구축하여 생산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국 양  주요 생산지에서의 유통방식은 주로 로커  합작사를 통

한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주요 생산지에서 개별 농가에서 생산된 양 는 

로커,합작사 등을 통해 주요 소비지의 도매시장으로 매된다.주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다시 도매,소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최종 으로 소비자에게 매

되게 된다.

넷째, 국 양 수출기업 역시 유통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수출

기업들은 때로는 자체 인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때로는 주요 생산지에서 

로커  합작사를 통해 직 으로 양 를 수매하고,양  수출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양 의 유통망을 해외로까지 확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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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토마토 유통실태

1. 국의 토마토 생산 황

1.1. 국 토마토 생산 개

국의 토마토 생산은 빠르게 발 하고 있다.1961년 국 토마토 재배면

은 50만 헥타르,생산량은 483만 톤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45만 헥타르의 

재배면 에 생산량은 약 3200만 톤이 되었다.토마토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

각 1961년보다 3.83배,5.55배 증가했다.

그림 27.1961～2005년 국 토마토 생산량

자료출처:FAO(유엔식량농업기구)통계 데이터



117

1960~2005년 사이, 국 토마토 생산 계획은 크게 네 단계로 나  수 있다.

제 1단계:1960~1978년,토마토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생산력 수 은 낮

고,운송수단은 낙후 되었으며,토마토의 생산 수 도 상당히 낮았다;제 2단

계:1978~1992년,토마토 생산량이 해마다 조 씩 증가하고,채소시장 가격이 

자율화 되어 토마토 생산은 계획  생산에서 시장방향으로 환되면서 토마토 

생산이 차 증가했다;제 3단계:1993~1999년,토마토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

했다.부식물 생산·공  계획의 실시로 인해 국인들의 소비 수 이 향상되어 

소비수요가 증가되었고 아울러 기술 신과 생산 진 정책의 종합 작용으로 

1993년 이후 국 토마토 생산량은 1000만 톤을 넘어 섰고 생산량 증가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1996년까지 국 토마토 생산량은 아시아의 38.21%,세

계의 16.61%로 1500만 톤 이상이 되었다;제 4단계:2000년 ,2000년 국 토

마토 생산은 2000만 톤을 돌 했다.토마토 생산량은 빠른 속도로 미국을 앞서

고,일약 토마토 생산 국이 되었다

표 17.2005～2010 국 토마토 생산 상황

단 :천 헥타르,만 톤,kg/헥타르,%

연 도 재배면 증감 값 증감 폭 총 생산량 증감 값 증감 폭

2005 1304.80 - - 3161.85 - -

2006 1404.60 99.80 8 3251.93 90.08 3

2007 1453.90 49.30 4 3359.69 107.76 3

2008 846.40 -607.50 42 3982.80 623.11 19

2009 916.70 70.30 8 4526.60 543.80 14

2010 956.80 40.10 4 4789.90 263.30 6

자료:2005~2007년 FAO통계에 근거한 자료；2008~2010《 국농업연감》；2005~2007재배

면 에 의거한 수확 면  지표.(播种面积指收获面积指标)

2006년 국 토마토 재배면 은 1404.6천 헥타르,총 생산량은 3251.93만 톤

에 달한다.2007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국 토마토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

각 49.3천 헥타르,107.76만 톤 증가하여 각각 1453.90천 헥타르,3359.69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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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증가했다.생산량은 아시아 토마토 생산량의 49.29%,세계에서 25.86%를 

차지한다.2008년 토마토 재배면 은 폭 어들었지만 생산량은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는 통계방식이 다르고,토마토 재배면 을 과  포장하거나 는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국농업연감》데이터에 따르면,2008년 국 토마

토 생산량은 47055.77kg/헥타르;2009년 토마토 재배면 과 생산량은 2008년

과 비교하면 각각 70.3천 헥타르,543.8만 톤 증가하여,각각 년 비 8%,

14%증가하여 단 생산량이 39379.3kg/헥타르 수 까지 올라갔다. 년도 기

으로,2010년 국 토마토 재배 면 은 956.8천 헥타르에 달하고,생산량은 

4789.9만 톤까지 증가하여 각각 4%,6% 증가하 다.단  생산량 헥타르 당 

5000천kg이상의 수 으로 향상되었다.

1.2. 국 토마토 지역 분포

국 각 성의 토마토 생산을 살펴보면, 국 각 성마다 토마토를 재배하지만 재배

규모가 큰 성들은 주로 국 부지역의 하북,산동,하남 3성을 포함한 화북평원과 

강소 심의 남부지역,신장 심의 서북지역이다. 국 으로 보면 하북,강소,산

동,하남과 신장의 토마토 재배면 이 비교  크다.표와 같이,2003년 토마토 재배

면 이 제일 큰 성은 하남성,산동성,하북성,신장성 그리고 강소성 순이다.이 다섯 

개 성의 재배면 은 국 토마토 재배면 의 비 보다 평균 5%를 넘는다.다섯 개 

성의 총 재배면 은 국 총 재배면 의 47.67%를 차지한다.그  신장에서 생산되

는 토마토는 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첩을 주로 생산하며 국 토마

토 첩  90%를 신장에서 생산한다.

표 18.2003年 5개 성 토마토 국 비 재배면 비
단 :%

성 산 동 하 남 하 북 신 장 강 소 합 계

백분율 11.49 12.23 9.62 7.74 6.62 47.7   

자료출처: 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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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동,하남,하북,신장,강소,내몽고 등 6개 성 토마토 재배면 이 

국의 비 에 5%를 넘고,합계는 약 65%다.그  산동,하남은 주요 생산지

이고,몇 년간 내몽고 토마토 재배면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내몽고가 당근 재배에 합한 지역이 크고,개발하기 쉽고 산동·하남·하북 등

지의 당근 재배 농가에서 내몽고까지 각 시(구)에서 토지 임 하여 토마토를 

재배하기 때문이다.2011년 신장·섬서· 하 등 서북지역의 토마토도 차 증가

하고 있으며, 량둔하(中粮屯河) 심의 기업들이 곡물 가공 원료로 쓴다.

표 19.2011년 국 토마토 주요 성 재배면 국 비 비
단 :%

성 산 동 하 남 하 북 신 장 강 소 내몽고 합 계

백분율 15 13 11 12 8 6 65

자료출처: 장조사에 따른 데이터 측

1.3. 근 국 토마토 생산 특징

첫째,유기농,친환경(绿色)이다.토마토는 국인들의 생활에 가장 요한 

채소 에 하나로써 생활의 지속 인 발 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고, 차 유기

농,친환경 소비 방식으로 환되었다.더 나아가 토마토 재배자의 생산 방식도 

변하게 되었다.최근 몇 년 동안 국 국내 토마토 재배자는 매 기 마다 농약,

화학비료 등을 게 쓰는 추세이다.둘째,토마토 생산에 있어 채소 합작사의 

역할이 차 두드러지고 있다.산동·하남·하북 등의 규모 토마토 생산 농가

의 인도 아래,토마토 심의 채소 문 합작사가 많이 만들어졌고,동일한 묘

목,화학비료,농약 등을 공 하여 통일된 표  생산 방식으로 토마토 생산량,

가격 등을 균일하게 한다.셋째, 국 으로 보면 최근 국 토마토는 응집효과

가 뚜렷하다.신장의 량둔하를 심으로 기업화 움직임 아래,서북지역 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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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생산량은 차 증가하고 있다.산동,하남,하북 등 토마토 통 생산지는 

국에서의 비 이 각기 다른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

2. 국 토마토 유통 방식

토마토는 곧 국인들의 식탁에서 가장 요한 채소 의 하나로써,국민

의 소득 수 이 향상되면서 식생활에 변화(서구식 식습  향으로 국 소비

자의 첩 수요 가)등의 향으로 소비자의 토마토 수요는 계속해서 확 되

었다.변화의 수요에 만족하기 해 토마토 유통 경로 방식도 다양해졌으며,최

근 국의 토마토 유통 방식은 그림 7-2와 같다.

그림 28. 국 토마토 행 유통 경로

그림과 같이 재 국 토마토 유통 경로는 8가지 방식이 있다.

(1)농가 -개인소비자

(2)농가 - 로커(운송업자)-도매상 -소매상 -개인(혹은 집단)소비자

(3)농가 – 로커(운송업자)-도매상 -마트 -개인(혹은 집단)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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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가 -합작사(용두기업)-도매상 -소매상 -개인(혹은 집단)소비자

(5)농가 -합작사(용두기업)-도매상 -마트 -개인(혹은 집단)소비자

(6)생산기지 -합작사(용두기업)-마트-개인(혹은 집단)소비자

(7)생산기지 -합작사(용두기업)-도매상 – 마트 -개인(혹은 집단)소비자

(8)생산기지 – 합작사(용두기업)-도매상 -소매상 -개인(혹은 단체)소비자

유통 방식을 보면 방식 (1)은 가장 간단한 유통 방식으로,일반 으로 토마토 산지 

시장에서 농가가 토마토를 농산물 시장으로(재래시장)가져와서 개인 소비자에게 

매하기에 교내 식당에도 공 을 하지만 그 양은 다.(2),(3)은 로커 혹은 운송업

자를 통한 유통 방식으로 기본 으로 로커나 운송업자가 토마토를 산지 도매시장

에서 매지 도매시장으로 가져온 후 소매상이나 마트에 매한다.더 나아가 개인 

혹은 집단소비자에게도 매를 한다.(4)~(5)는 합작사 는 용두기업이 주가 되는 

토마토 유통 방식으로 합작사와 용두기업은 주문서(계약)을 통해 농민과 고정된 생

산· 매망을 형성하게 되고,농민 토지에 하청을 두어 토마토를 생산하기도 한다.그

런 다음 생산된 토마토는 직  혹은 제3방 물류 형식으로 도매시장까지 운송되고 도

매시장에서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매된다.동시에 직  장을 열어 소비자에게 

매하기도 한다.

(1)~(3)의 토마토 유통 방식보다 (4)~(5)의 유통 방식이 생산,포장, 장,운송 등 

여러 방면에서 더 통일되고 규범화되어 있고 유통 조직화 정도가 더 잘 되어 있으

며, 재 국 경제 발 과 “친환경,유기농,건강”등 소비의 추세에도 잘 부합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3)의 유통 방식 주이지만 (4)~(5)의 유통 방식이 차 강

화되는 추세가 이어져 앞으로 가장 요한 토마토 유통 방식이 될 망이다.

2.1. 토마토 통 방식 분

수 시는 행정구역상 산동성 유방시(潍坊 )에 속하고,산동 반도 부에 

치하고 있으며 발해 래주만 남쪽에 있다.수 시는 국의 겨울 온실 재배의 

발상지로서, 재 채소 재배면 이 40만 묘에 달하고, 종면 은 80여만 묘에 



122

달하는 유명한 “ 국 채소의 고향”, 는 “ 국 농업 표 화 시범 구역 건설 

선진 기 ”,“ 국 농산물 품질 안  업무 선진 지역”으로 불리 운다.

수 시의 채소 도매상 연간 교역액은 30여 억이고,농업부가 국  신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정했다. 국 채소의 유통 집산지 센터이고 가격 형성과 

정보 교류의 심이다.최 로 국 채소 인터넷 거래망을 구축하고,40여 곳 

이상의 문시장이 각 지역에 발 하여,합리 인 분배를 기 단계에 형성,

문화 기능을 갖춘 시장을 만들었다.상무부는 “만 천향(萬村千鄕)”이라 부르

고,시장공정의 첫 번째로 시범 (시)으로 지정했다.이 밖에,수  농산품 물

류원은 아시아 최 의 종합 농산품 물류원으로 국의 다량의 채소 매상들

이 모인다.

재,수 시 토마토 재배 면 은 11만 묘이고,주요 재배 품종은 모분(毛

粉), 홍(大红), 붕(金鹏),구 (欧冠),앵두토마토 등이 있다.일반 으로 출

시 시기는 가을에는 9월~12월경이고, 에는 2월~7월 사이에 한다.기본 으

로 하우스 재배를 하고 노지 재배는 하지 않으며,단 생산량은 4만 근에 달하

고, 국 토마토 평균 단 생산량의 3.5배가 넘는다.수 에서 재배되는 토마토

의 큰 장 은 국에서 생산되는 형 인 토마토라는 것이다.(可见寿光种植

西红柿有着巨大的优势，是中国种植西红柿的典型县（ ）)본 연구는 수 시

의 9월~12월 홍 토마토를 상으로 유통 방식을 조사한 것이다.

2.2. 토마토 주요 생산지 내  통 방식

수 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의 주체는 주로 개인 농가로 70%를 차지한다.“회

사 +생산기지” 심의 다른 유형의 생산 주체가 30%이다.수  토마토는 성 

내의 유통 경로는 로커,회사 두 가지의 주체가 주가 되어 이루어진다.그런 

다음 성 안의 각 소비지의 도매시장까지 운송된다.최종 으로 농산물 시장은 

소매상이 심이 되어 소비자에게 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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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토마토 주요 성 내 유통 방식

2.2.1. 로커와 회사 심의 산지 단계

산지단계는 생산과 산지 유통 두 가지 방면을 포함한다.우선,토마토 생산 분

야에 해 말하자면 수 시 토마토 생산의 주요 조직은 개인 농가,“농민+회

사”와 “회사+생산기지”3가지 방식이다.이 3가지 방식의 생산량은 각각 수

시 토마토 생산량의 62%,8%,30%를 차지한다.개인 농가 경  방식은:그 지

역 혹은 외부 농가를 빌려 다른 농가의 농지에 하우스를 투자 건설하거나,토

마토 재배에 필요한 다른 작업,기본 으로 토마토 재배의 작업은 모두 임차인

이 하며,묘목 개,재배,농약 살포,토질 리,비료,제 ,수확 등 땅을 가는 

등의 개별 작업만 고정 투자 이 큰 일만 사람을 고용해서 완성한다.(包括幼

苗灌溉、栽种、喷药、松土、施肥、除草、采摘等，只有个别作业如翻地等

要固定投资较大的才雇用他人来完成)수 시 토마토 개인 농가 에 자기 농토

를 갖고 있는 사람이 65%이상이고 남의 밭에서 경작은 하는 사람은 35%정도

이며,그  외지 임차인(수 시 이외의 곳에서 온 농민 임차인)이 4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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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임  지역 농민은 60%이다( 内农户互租的占60%).수 시 토마토의 토

지는 근거리 유통이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최근 몇 년간,수 시는 

 특출한 농업 용두기업이 생겨났다. 형 인 채소산업 단체,천성식품그

룹,수 시 루이 농업그룹,농업 과학기술 유한회사,산동성 수 시 동성 채소

회사 등 이런 용두기업은 토마토 산업화에 큰 기여을 하고 있으며,많은 채소

농가가 부유해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회사 +농가”의 농업 생산 방식은 수  

채소 재배 방면에 차 큰 작용을 한다.자세히 말하자면 농가와 회사의 계약,

주문서와 같은 농업의 생산 형식이 농가의 생산, 매상의 험을 이고,수

시 토마토 재배의 질을 높인다.수 시는 국 채소 재배의 표 지역으로 규

모가 큰 채소 재배 단지와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토마토 재배 방면에 수 시

는 이미 옛날 토마토 기지의 큰 규모의 재배기지(1000묘)기반과(寿光 已建

较大的西红柿种植基地有古城西红柿基地(1000亩)),구안마을 채소 생산기지를 

구축했다.“생산기지+회사”의 생산 방식은 수 시 토마토 생산량의 30%정도

를 차지한다.토마토 산지 유통 단계 방면.토마토 생산 방식은 그 산지 유통단

계 방식의 의해 결정된다.개인 농가 생산 방식의 농  로커 주로 유통 방

식을 응하고,“농가+회사”와 “생산기지+회사”생산 방식과 회사 주의 유

통 방식은 긴 히 연결 되어 있다.토마토 개인 농가는 토마토를 부분 마을 

채소시장의 로커나 농 에서 직  구매하는 로커(바이어, 는 암거래상이

라고 불리 운다.)에게 매한다.(西红柿散户种植 西红柿绝大部分在村里蔬

菜 场卖给经纪人，或到田间地头收购的经纪人(收购商，又称二道贩子)) 이 

두 가지 방식이 각각 개인 농가 재배의 73%,25%를 차지하고,나머지 극히 일

부분이 인근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된다.개인농가와 거

래가 많은 로커는 기본 으로 그 지역 재배 혹은 형 유통업자,혹은 마을 

간부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 이 일로 바꾼 사람들이다.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지역의 재배 상황에 익숙하며,어떤 향·진이나 마을,심지어 개인 농가의 재

배된 토마토의 질이 어떠한지,재배 규모,생산량 등에 해 정확한 정보를 갖

고 있다.그 밖에 로커는 거래상 험을 이기 해 시장 정보 변화에 심

을 갖고 있으며,시장의 수요 정보도 잘 이해하고 있고,토마토가 당근,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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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농산물 보다 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지향 인 구매패턴을 갖는

다. 로커 부분의 구매 패턴은 모두 수요자와 연결된 후에 실행된다. 로커 

주도 방식의 산지 유통 단계는 일반 으로  지불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시장가격도 시장 공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농가와 로커가 

하고 얘기를 나  후 그 날의 토마토 가격을 알 수 있다.이 방식에서 가격은 

거래를 결정하는 데 요한 요소로 농가는 어느 쪽의 가격이 더 높은지 비교한 

후에 선택하여 매하고 로커는 가격이 낮은 상을 선택한다.가격으로 시

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먼  쓰지 않는다.그래서 농가나 로커나 

계없이 서로 간에 고정된 고객과의 거래는 비교  고, 략 거래의 20%도 

미치지 못한다.상 으로 개인 농가와 로커 사이의 토마토 산지 유통 방식

은 “농가+회사”와 “생산기지+회사”생산 방식 결정에서 회사 주도의 산지 유통 

형식이 조직화와 안정 정도가 더 높다.회사와 생산기지 는 농가 사이에 사

 계약서가 있고, 방 실제 교역 일정 보장을 제공하고,상호 이익의 운행체

제를 안정화하여 상호 모두 고정 고객이 있다.시장 수요 변화에 잘 응하기 

해 회사와 생산기지 연합은 단기 혹은 장기 발  계획을 제정하여,회사나 

시장 지향 으로(公司则以 场为导向)시기 히 재배하는 농산품 품종,재

배 규모를 조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회사와 농민 계는 주문 농업 형성의 

매 방식과 유사하다.(公司与农户的关系则类似于订单农业形成的产 模式)

회사는 규정이나 농민에게 구입한 토마토의 변동가격에 따라 시장의 수요자에

게 매하는 것까지 책임진다.생산기지의 토마토는 회사가 매를 책임지는 

것 이외에,남은 부분은 직  시장에서 매한다.회사 주도의 토마토 산지 유

통 단계는 일반 으로 자  일부분이 선 지  되고,실제 거래 시 남은 자 이 

지불되는 형식이다.

2.2.2. 매지 도매 단계

로커는 그 지역 논밭이나 마을의 시장에서 토마토 구입 후,수요시장의 하

 단계와 연결하여 시장 시세와 가격,운송비용,납품 시간과 장소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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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정한다. 로커가 구매한 토마토는 부분 도매 시장까지 유통되고,일부

분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  농산물 시장으로 운송된다. 매자로서 회

사는 거래하는 부분의 상품을 도매시장까지 유통 한다;마트는 회사의 고정 

고객으로,회사 토마토 매량의 10%이상을 차지한다.도매시장은 채소의 집

결지로 각 도매상을 통해 각 말단 세상에 이르기까지 유통된다.도매시장에

서 구입한 토마토의 유통 주체는 농산물 시장의 개인상인,마트(지역사회 채소 

가게,농산품 시장이 포함), 자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토마토가 도매시장 거

래량의 부분을 차지한다.후자의 유율은 자보다 훨씬 다.개별 집단소

비자도 도매시장에서 토마토를 구입하지만 그 비 은 다.도매단계에서는 일

반 으로 일 일 거래(对手交易)를 하며,일부분만 (주로 회사와 마트의 거래)

선 을 지불하고 물건을 교환한 후 나머지 계산을 한다.두 가지 방식은 각각 

도매단계에서 각각 80%,20%를 차지한다.거래 가격 방면에서 로커와 도매

상,도매상과 소매 말단 개인 상호 간에는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당일 

도매시장 수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회사와 마트 사이에는 계약서상

의 상 내용으로 가격이 결정된다.유통 계와 거래의 안 성 방면에서,회사

와 마트 간의 장기간 업무 거래로 비교  안정 인 거래처 계가 형성되어 있

다.농산물시장에서 도매시장과 개인 상호간 서로 고정 고객은 다.

2.2.3.소매상 단계

토마토 소매상 매 주체로서,농산물시장과 마트와 소매상에서의 역할과 

요성은 차이가 있다.농산물 시장은 토마토의 가장 요한 두 개의 소매 주체

로,개인 상호(토마토 소상인)는 농산물 시장에서 구체 인 수행 주체이다.

매 상은 개인소비자,식당,기 이나 식소 등 집단소비자가 차지하는 비

은 다.서비스 상 유형으로 보자면 마트와 농상물 시장과 같은 곳은 개인 

소비자가 심이고 집단 소비자는 다.하지만 가격확정 방면에는 차이가 있

는데,농산물시장은 소비자가 많아서 매자와 가격을 흥정한다.양쪽이 상

을 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나오면 거래가 진행된다.마트 내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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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가격은 마트의 수 ,이윤수  등에 의해 결정되고, 매를 해 진열되어 

있는 토마토는 모두 확실한 가격 붙여져 있다.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후 무

게를 달아 계산하여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농산물시장과 비교하

면 마트 채소의 품질이 더 우수하고,서비스나 환경이 더욱 우세하다.하지만 

비슷한 채소 제품이 마트에서 제공되면 가격이 높아서 마트는 주민들 특히 경

제 수 이 비교  좋은 가정에서 인기가 많다. 국 경제의 발 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 도 증가함에 따라 마트는 채소 유통의 마지막 주체로서 그 요성과 

역할이  두드러진다.농산물 시장은 향후 여 히 주요 치에 있겠지만 결

국 농산품 유통의 소매 주체로서의 역할이  약화 될 것이다.

2.3. 토마토 주요 외  통 방식

수 시 토마토의 주요 성외 유통 방식과 성내의 유통 방식은 상이하지만 비

슷한 유통 단계도 있다.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수 시 토마토의 성외 유통방

식 에 특수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성내 유통 방식과 비슷한 

유통 단계 부분은 그 후자를 참고하면 되고;토마토 성외 유통 방식 비용에 

해 그림·표를 이용하여 각 단계의 유통비용 구조와 유통 주체의 이윤 배분을 

설명한다.

2.3.1.토마토 수 시에서 북경까지 소비 시장의 유통 방식

물류원은 토마토를 포함한 수  채소를 성외까지 유통하는 요한 환승 장

소이다.성내 유통 방식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이다.수  농산품 물류원은 

2009년 4월 건설을 시작하여,11월  사용되기 시작했다.매년 토마토 거래량

은 약 2-3억 원이고,물류원 토마토 거래량은 총량의 2~3%를 차지한다.그  

부분은 외부지역에서 온 것이다.그 지역 토마토는 로커가 논밭이나 재래

시장에서 채소농가에게 토마토를 구입한 후,당일 물류원까지 재나 운송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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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토마토의 수 시에서 북경까지 유통 방식

나 직  북경의 도매시장까지 운송한다.물류원까지 운송한 토마토는 로커와 

물류원의 채소 상인이 일 일로 거래할 때까지 기다린 후,물류원의 채소 상인

이 토마토를 등 별로 구분하고,차량에 배송하고,물류원 당일 배송을 기본으

로 (가끔 냉동 장 후) 매지로 운송된다.수 시에서 북경까지는 약 400km

로 보통 오후에 출발하면 다름 날 아침에 북경 각 도매시장으로 운송된다.주

로 북경 신발지 농산품 시장과 북경 양로 농업 부산물 도매시장으로 간다.

로커가 구매한 토마토는 부분 물류원을 거치지 않고 북경 소비 시장으로 

직  가 거래를 하게 된다.이러한 로커들이 외지인과 지역사람들이 있으며 

그 지역 로커들을 북경의 도매시장의 도매상이 탁하여 그 지역의 재배 정

보에 익숙한 농가,농 의 인재들이 하게 되며,외지 로커는 도매상의 기존

에 있거나 임 한 차량을 이용해 그 지역에 익숙한 토마토 산지 공  정보와 

농가의 인도 하에 직  농  시장에서 재배자에게 토마토를 구입한다.“농가+

회사”와 “생산기지+회사”의 생산 방식은 회사가 상품의 매를 책임져야 하고,

토마토 성외 유통 방식  회사도 물류원 내 거래를 해야만 한다.회사가 매

하는 외지의 토마토는 부분 물류원에서 재한 후에 북경 등 소매시장으로 

가게 된 후 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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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원의 토마토는 도매시장까지 운송될 뿐 아니라,일부분은 마트나 집단소

비자에게 직  유통되기도 한다. 형 마트는 자체 배송 센터가 물류원에 주문

서를 넣으면,물류원은 마트의 상품 규격에 따라 상인이 만족할 만한 토마토를 

골라 소비시장인 형 마트로 일률 으로 배송한다.이러한 방식에서 물류원은 

정보 제공과 조직자의 기능을 한다.결제방식은 마트가 물류원에 돈을 지불한 

후 물류원이 상품의 거래 비율에 따라 각 상인에게 계산한다.일반 으로 선불

방식과 부채방식이 있다.북경 소비 시장의 일부 집단소비자인 주로 기 ,고  

호텔은 산지 회사에서 온 토마토를 구매한다.산지에서 구입 한 유기농 채소는 

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명  선물이 되고 최근 유행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집단소비자의 요구는 일반

으로 토마토 뿐 아니라 갖가지 채소가 있는 선물 세트를 원한다.어떤 회사

는 은 품종의 채소만 매하는데 물류원을 통해 상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들의 방법이다.

2.3.2.토마토 주요 생산 성 외 유통 비용 분석

북경 소비 시장까지 가는 수 시 토마토는 일반 으로 “채소 농가-로커-

매 지역 도매상-소매 주체-소비자”의 유통(혹은 생산)주체와 그에 따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모든 유통 단계의 유통 주체는 서로 다른 작업을 혹은 스스로 

하거나 혹은 다른 이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매 주체와 단계의 비용이 다르

며,이윤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아래 분석은 2011년 수 시 토마토의 

북경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각 유통(혹은 생산)주체들이 사용한 비용과 얻은 이

윤에 한 것이며,북경 소비 시장에서 형성된 토마토 가격의 과정을 알 수 있

다.2011년 수 시 토마토 생산 원가는 0.73원/근이고, 로커의 구입비용은 

1.27원/근,북경 소비 시장까지 유통 된 후 최종 매 가격은 2.38원/근으로 구

체 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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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생산자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이 윤 매출가격

0.73 0.54 1.27

생산자 원가.수 시 토마토는 주로 하우스에서 생산하는데,생산지역의 토

마토 생산원가는 0.73원/근이며, 국의 토마토 평균 생산원가보다 0.12원/근 

정도 비싸다.2011년 채소농가,밭,마을 시장에서 매한 토마토 가격은 약 

1.27원/근으로,토마토 생산자는 매 근 당 0.54원의 이윤을 얻었다.농가는 일반

으로 수확한 토마토를 어떠한 선별 작업 혹은 등  선정 작업을 거치지 않

고,자가용 차량 혹은 빌린 차량으로(自有车辆或借亲友车辆)마을의 채소 시장

으로 운송하여 매한다.일반 으로 고정 인 고객이 없고,농가는 비교  높

은 가격을 부르는 바이어를 찾아 거래를 진행한다.

표 21. 로커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고용 운송 숙식·여비 손비 기타 이윤 매출가격

1.27
0.05 0.04 0.02 0.02 0.05

0.05 1.5
0.18

로커 원가  이윤.토마토 재배자는 상품 매의 주요 상으로, 로커는 

밭이나 마을 시장에서 1.27원/근의 가격으로 토마토를 구입하고,기타 필요한 

유통 작업을 수행한다. 로커의 유통원가는 0.18원/근이며,고용비,운송비,숙

식·여비,손비가 포함된다.구입하는 과정에서 로커는 사람을 고용해 연락 업

무를 담당하게 하고 사업을 돌보게 하며 토마토 운송과 무게를 다는 작업 등을 

하는데,(经纪人 要雇人联系业务、照看生意、搬运西红柿和称重) 체로 남

성 2~4명을 고용하고 180원~230원의 표  지불 임 을 다.조사에 의하면 

토마토 한 근당 드는 고용 원가는 0.05원이다.토마토를 구입 한 후, 로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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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하 직원(其下家)이 토마토를 물류원 혹은 외지 도매 시장으로 운송하는 

것을 책임지고,이 단계에서 토마토 운송 원가는 0.04원/근이다. 로커가 토마

토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드는 숙식비와 교통비는 토마토 한 근 당 0.02원이다.

토마토가 리거나 상처가 나는 것은 로커에게 0.02원/근의 손비 원가를 발

생시키고,이 외에도 로커는 기타(담배,물 구입비용 혹은 통신비용 등)지출

이 있는데 총 0.05원/근 정도이다.최종 으로 로커는 1.5원/근 정도의 가격

으로 구입한 토마토를 매할 수 있고,그 에서 0.05원/근의 이윤을 얻는다.

표 22.도매상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고용 입장비 운송 손비 포장 기타 이윤 매출가격

1.5
0.06 0.02 0.08 0.03 0.02 0.1

0.22 2.03
0.31

토마토가 산지에서 북경 소비시장으로 운송된 후, 체로 도매시장을 거쳐서 

소매 단계로 가거나 혹은 소비자가 직  도매 시장에서 토마토를 구입하는 과

정을 거친다.도매시장은 사람을 고용해 물건을 옮기고,차에 실고,사업을 돌

보고,종이 상자에 담거나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 비용은 0.06원/근이 소

요된다.도매 시장은 산동 지역에서 토마토를 구입한 후,기본 으로는 자가 차

량 혹은 여 차량(두 가지 경우의 비율은 4:6이다)으로 토마토를 북경의 도매

시장으로 운송한다.일반 으로 두 의 차량이 “순환”식 작업을 하는데,즉 한 

차량이 북경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 업무를 끝내고 나면 동시에 다른 한명 혹은 

여러 명 동업자들이 다른 차로 수  지역에서 토마토를 구입하는 임무를 담당

해,구입과 운송 작업을 담당하면,  다른 차량이 이미 도매 작업을 마치고 산

지에서 진행하는 토마토를 구입하는 것이다.수 시 산지에서 북경 소비 시장

까지 약 400킬로미터로,토마토 운송 차량 한  (약 10톤)의 기름과 톨게이트 

비용 등 각 운송비용이 1600원 정도인데,평군 운송비는 0.08원/근이다. 매 

지역 도매 시장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야하는데 2011년 북경 신발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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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표 은 차량 한  당 400원이었다.운송,보 ,운반 과정에서의 손비는 약 

0.03원/근이다.도매 시장 내에서  다수의 매를 기다리는 토마토는 간단

한 포장을 거치는데(림 방지용의 소 트 버블를 우고,한 개 당 6원 하는 

종이 박스에 담기는 것)포장비용은 0.02원/근이다.도매 단계는  다른 기타 

비용을 발생시킨다.연락 업무 비용,도매상의 숙식비용(북경 도매 시장의 채소 

매상은 부분이 외지 상인이다.),냉장 보 비,담배,물 구입 등 각 항목의 

비용은 총 합쳐 0.1원/근이다.이상 도매상에게 발생하는 각 항목의 새로 증가

한 유통원가는 총 합계 0.31원/근이며,도매상은 2.03원/근의 가격으로 토마토

를 매할 수 있고,이로부터 얻는 이윤은 0.22원/근이다.

표 23.소매상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자릿세 운송 손비 기타 이윤 매출가격

2.03
0.03 0.04 0.02 0.11

0.15 2.38
0.2

농산물 시장은 가장 주된 토마토 소매 주체이며,농산물 시장 내의 소매상은 

가장 요한 소매 주체이다.농산물 시장 내의 개별 상인은 아침 9시 에 도매 

시장에서 토마토 등 채소 상품을 구입하고,직  농산물 시장 매 로 운반해 

와 소비자에게 매한다.북경 소비 시장에서 가장 요한 토마토 소매 주체로

써 소매상에게 새로 발생하여  증가하는 유통원가는 0.2원/근으로 농산물 시장

의 자릿세 0.03원/근,0.04원/근의 운송비용,0.02원/근의 손비를 포함한다.이 

밖에 수도· 기료, 생비용, 매  비용,통신비 등 기타 비용의 총 합계는 

0.11원/근이다.2011년 소비자가 부담하는 토마토의 평균 비용은 2.38원/근 정

도로,이 가격에 근거로 하여 소매장의 총 원가인 2.23원/근(새로 증가한 유통

비+구입 원가)를 뺐을 때,소매상은 0.15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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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토마토 각 유통주체의 원가와 이윤
단 :원/근,%

유통주체 매입가격 유통원가a 매출가격 이윤
유통원가/
총원가

이윤/
총이윤

생산자 0.73 - 1.27 0.54 - 56.25

로커 1.27 0.18 1.5 0.05 26.09 5.21

도매상 1.5 0.31 2.03 0.22 44.93 22.92

소매상 2.03 0.2 2.38 0.15 28.99 15.63

합 계 - 0.69 - 0.96 100 100

a:각 주체의 순 증가 원가(即所在主体的净增加成本)

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토마토 각 유통 주체의 원가  이윤은 토마토 

생산원가 0.73원/근,각 주체의 총 유통원가가 약 0.69원/근,각 주체의 총 이윤

이 0.96원/근이다.각 유통주체 원가에서 봤을 때 도매상의 유통원가가 0.31원/

근으로 가장 높고 총 유통원가의 44.93%를 차지하고,그 다음은 소매상의 유통

원가와 로커의 유통원가로 각각 총 유통원가의 28.99%,26.09% 다.각 주

체가 얻은 순 이익을 봤을 때 생산자의 이윤이 0.54원/근으로 가장 높고,각 주

체 총 이윤이 0.96원/근으로 56.26%를 차지한다.도매상과 소매상이 각각 0.22

원/근과 0.15원/근을 얻어,총 이윤의 22.93%,15.63%를 차지했다. 로커의 이

윤이 가장 낮아 약 0.05원/근으로 총 이윤의 5.21%를 차지했다.

표 25.수 시 토마토의 성외 유통(북경까지)가격 구성

단 :원/근,%

가격
2.38
(100%)b

생산자원가 0.73(30.44%) 0.73（30.67） 1a

유통원가
0.69

(28.99%)

로커 0.18（7.56） 6

도매상 0.31（13.03） 3

소매상 0.2（8.40） 5

이 윤
0.96

(40.34%)

생산자 0.54（22.69） 2

로커 0.05（2.10） 8

도매상 0.22（9.24） 4

소매상 0.15（6.30） 7

a:비  크기 순 배열;b: 호 안 가격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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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와 그림 7-5로 봤을 때,북경 소비시장의 토마토 가격은 주로 생산자원

가와 이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0.73원/근과 0.54원/근으로 각각 가격의 

30.67%와 22.69%를 차지했다.그 다음으로는 도매상원가와 이윤인데 각각 

0.31원/근,0.22원/근이다.소매상원가는 0.2원/근으로 가격의 8.4%를 차지한다,

그 뒤이어서 로커의 유통원가로 가격의 7.56%차지한다. 로커와 소매상의 

이윤이 가장 낮은데 각각 0.15원/근,0.05원/근으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은 

6.3%,2.1%이다.

그림 31.토마토 가격 구성

3.토마토 산업화 경  모델의 형 인 시 분석

3.1. 량  회사 개

량둔하 유한회사(량둔하,COFCOTunhe)는 세계 500  기업  량그

룹 유한회사가 투자하는 지주회사의 상장회사이다.회사의 생산,경  활동은 

토마토 가공  무역,설탕 제조  무역,과일 가공  무역,농업 재배 4  

업무 역에서 23개의 토마토 가공 공장,9개 사탕무당 가공 공장,1개의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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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가공 공장,5개의 과일 가공 공장과 4개의 농업 재배 회사를 운 하고 있

다.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첩 생산 기업이며, 국의 최  사탕무당 생산 기

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살구시럽 가공 기업이다. 량둔하 본사는 우루무치

에 있고,신강,내몽고,감숙, 하,산서 등 토마토 우수 재배 구역에 23개의 

가공 기업 공장을 설립하 다.2011년 토마토 재배 면 은 65만 묘를 넘어섰고 

하루에 토마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5.6만 톤에 이르며,1년에 생산되는 

포장된 형 첩은 58만 톤,포장된 소형 토마토 제품은 5.3만 톤,토마토 가

루는 3000톤,토마토 리코펜은 10톤이 넘게 생산한다.회사에는 6000명이 넘

는 직원이 있고,1년 업 수익이 30억 인민폐가 넘으며, 량둔하 토마토 제품

의 매액은 회사 총 수입의 55%와 이윤의 50%를 차지한다. 량둔하는 회사

의 제품에 해  부문 감시를 실시하여 재배업에 해 연구 개발하고,기계

화로 수확하고,생산 가공,품질 리 제어,물류, 매까지 완 한  과정을 

시스템화 하 다.엄격하게 “밭에서 식탁으로”의 매 생산단계를 통제하고,상

품의 품질과 식품 안 을 보장하며,유럽·미국의 식품 안  인증을 받기에 이

르 다. 량둔하에서 생산하는 형 포장 첩은 미국,러시아,유럽,동남아,

한국 일본, 동 등 80여개의 국가로 수출되고,토마토 가루는 멀리는 미국,

국,이탈리아 등의 국가로 수출되고,H.J.하인즈,네슬 ,유니 버,크래 트,

일본 가가미(可果美)등 여러 국제 유명 기업과 략  합작 계를 맺었다.다

음은 량둔하의 산업화 경  방식에 해 간단히 진술할 것인데,“종자 연구

개발,원료 재배,수확  운반,제품 가공,물류, 랜드 확장,제품 매”의  

산업 연계 발  방식이다.

3.2. 종자 연구 개발

매년 토마토의 가공기는 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빠르거나 늦게 토마토 

품종을 재배해 원료가 일정하게 공 되게 보장하는 것이 가공기를 연장하는 

요한 단계이다.이 문제에 있어서 토마토 종자의 선택과 배양은 핵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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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이 외에도 고품질의 가공품과 ‘도는 높게,산도는 낮게,색소는 높게’

라는 각기 다른 특수 제품에 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특수한 품종의 

씨앗을 심어야할 필요가 있었다.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량둔하는 

종자 연구소를 설립하고,신장,해남 등지에 세 개의 과학 연구 배양 종자 기지

를 설치하 다.신장 농업 과학원, 국 농과원,미국 H.J.하인즈,미국 몬산토

사,유니 버,일본 가과미 회사 등과 긴 한 력 계를 형성하여 품종과 농

업 기술 방면에서부터 고객의 개인화된 요구를 만족시키고, 국의 토마토 가

공 산업과 사탕무당 산업에 존재하는 원료 차별화 품종 문제,균일하게 원료를 

공 하는 문제,기계화 수확 문제,농약 문제,품질 문제 등과 농업 생산력 방면

에서 산업의 건강,안정성,지속 가능한 발 이 제공하는 기술 유지,끊임없이 

늘어나는 상품의 시장 경쟁력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더 나아가 농업 생산 방

면에서 산업의 건강하고 안정 이고 지속가능한 발 을 해 기술을 제공해주

고,상품의 시장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

“과학 연구 기 +용두기업”의 장 을 살려서,산업 발 에 필요에 따라 가공 

토마토 차별화 품종을 연구개발,선택  재배를 하고,기후 변화와 수자원이 

어드는 재 상황에 응하고,염분과 가뭄에도 버틸 수 있는 품종을 선택 으

로 기르는 것 등이 량둔하의 발  방향이 되었다.몇 년의 노력 끝에,국내 

품종을 개량하고 외국 우량 품종을 재배하여 량둔하는 이미 보 인 성과

를 거두었다. 재 산 품종,고 도 품종,고색소 품종,기계 수확에 합한 

품종,껍질은 제거한 토마토 품종,황색 토마토 품종 등 10몇 개의 품종을 확

보했고,자주  지  소유권이 있는 품종 10여 개도 있다. 재 량둔하 토마

토 품종은 국 가공 토마토 재배 면 의 45%를 차지하는데,그 에 “둔하 8

호”는 응력이 강하고 생산량이 높으며 단단함이 좋아,3년 동안 매년 재배면

이 26만 묘에 달해, 재 국에서 재배 면 이 가장 큰 토마토 품종이다.

“둔하 9호”는 국이 처음으로 자주 으로 연구 개발하고,생산 에 가장 넓

은 면 을 기계로 수확한 토마토 품종이다.“둔하 48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주 으로 연구 개발하고,생산 면 이 가장 큰 우수한 품질의 산 가공 토

마토 품종이다.“둔하 73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주  연구 개발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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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고 도 가공 토마토 품종이다.

따라서 량둔하는 이미 산업 발 의 수요와 빠르게 상응하는 품종을 개발

해내는 능력을 갖추었고,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 을 해 품종 보장

을 제공하여 안 하게 종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 다.조사에 따르면, 량둔하

는 직  선택  재배를 선택하는 동시에 리 국내외 토마토 신품종을 들여와 

품종 비교 실험과 시범 재배를 실행하여 산업 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품종을 선별해 내고,새로운 품종의 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안

하게 종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산업의 수요에 따라 가공 토마토 우량 품종의 번

식 작업을 진행하고,종자 품질의 검사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강한 기업들

과의 연합한 실력과 과학 연구의 장 에 기 어 재 회사는 국의 최  토마

토 종자 생산 기업이 되었다.

3.3. 농업 재배

우수한 품질,안정 인 원료 공 은 토마토 가공 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요

하다.그 이유로 첫째,매년 토마토 가공기는 2개월의 시간밖에 없는데,가공 

기업은 반드시 이 기간 내 가공 생산을 부 책임져야 기업의 한 해 경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다른 이유는 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가공 식품 부분

은 수출용인데,수출의 수요 시장은 유럽,미국 등 선진국이다.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농산물 수입시 요구가 까다로워 농약 잔류 등에 엄격한 제한 표 을 제

정해 놓았다.그 기 때문에 토마토 산업에 있어 원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한 문제이다.  세계 토마토 산업의 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국의 소

농 재배 방식은 수  높은 고객이 제품에 갖는 “고품질,안 ,안정”의 원료 수

요를 만족 시킬 수 있지 않아,회사는 스스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원

료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다.

조사에 따르면 농민이 분산 으로 재배하는 것은 원료의 생산량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수많은 농가들이 재배한 토마토가 국제 고객이 요구에 들어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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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한편 계 과 시장의 향을 받아 

토마토 품질과 생산량의 차이가 컸다. 량둔하의 2008년 한 해 상황을 보면,

토마토 원료의 수량은 연  계약한 288만 톤에서 실제 수확은 248만 톤으로 

떨어졌고,농가에서 재배한 토마토는 모두 8월 말에서 9월 에 집 으로 성

숙해,회사의 조기,만기 생산 능력이 발휘 될 수가 없었다.원료 가격 역시 연

에 계약한 가격인 324원/톤에서 실제로는 402원/톤으로 올라 량둔하는 이

것을 해 2억 안 인민폐를 원료 값으로 더 지불 했어야 했다. 량둔하의 

련 책임자는 스스로 재배하는 토마토로 원료 공  체계를 개선하기 해 회

사는 구입과 임  두 가지 방식으로 토지를 통제한다.농민에게 임 한 토지는 

회사가 토지 소유자를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  밭을 리하

게 하고,회사는 그들에게 월 을 주는 형식이다.농부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고

용방식은 험도 고 부담도 고,수입은 안정 이다.기업에게 있어서는 원

료의 안정 인 공 을 확보할 수 있고,원료 공  체계를 완벽히 할 수 있다.

토마토 원료 공 의 계 성과 회사 생산 수요,연간 생산 능력의 문제 을 

조 하기 해서 2008년 연구를 통해,신강,섬서,감숙, 하 등 지역에 자기 

소유 재배 기지를 건설하 다.“기계화,고효율의 재배,수확과 운송 시스템을 

건설하고,토마토 원료의 질을 높이고,원가를 안정화 하고,공  균형과 식품 

안 을 보장하자”는 토마토 원료 략을 확정하고, 극 으로 “회사+농민+생

산기지”의 토마토 원료 구입 방식을 탐색하여 국유 농장 개조  토지 운용 정

책을 빌려 토지 개발과 재배에 개입하기로 했다.借助国有农场改制及土地流转

政策积极介入土地 发与种植 그 구체 인 방법으로는 각 농가는 마을 단 로 

혹은 10~20개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농민합작 회를 만들어 표를 선출하여,

량둔하 가공 업체와 상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계약에는 회사가 농가에

게 지불해야하는 가격,농가가 재배하고 회사에게 제공해야하는 수량,그리고 

재배 지 , 상 생산량 등이 규정되어 있다.동시에,재배와 수확 계획을 정하

는데 그 에는 종자 공 과 건강한 식물에 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가

격은 재배 지역이 다름에 따라 상이하고,주로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하는 상

 이익을 보장하여 농부들이 토마토를 극성을 갖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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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편으로는 회사가 구입할 수량과 품질을 보장하고,  소외 계층인 소농가

들의 수입도 계약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2009년 실제 자신 소유의 토마토 

재배 면 은 20만 묘로,자가 재배 토마토가 원료 출처의 30%를 차지했다.

재 회사는 문 인 원료 리 을 만들어,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밭 리 지도

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밭에서 공장까지 모든 과정을 추 할 수 있게 

했다.재배 농가와,농민 합작 조직과 직  계약을 체결한 “ 약 농업” 주의 

원료 구입 방식을 통해서 량둔하는 매년 사회  토마토 재배 면  60만 묘정

도 확보 할 수 있고,농가 3~5만 구 정도와 함께 일하고 있다.

토마토 재배,수확  과정의 기계화를 사회에서 리 보 하고,농민 재배원

가를 이고 사회 노동력 부족의 상을 해결하기 해서, 량둔하 주식회사

는 국외에서 153 의 토마토 수확 기계와 농업 기계 설비를 수입하고 국제농업

기계 제조 기업과 합작을 통해 토마토 이식기를 연구 개발하 다. 재 보유하

고 있는 농기구의 총 수량이 1000 를 넘어섰고,토마토의 재배부터 수확까지 

 과정의 기계화를 실 시켰다.동시에 미국 기계화 재배기술  방식을 토

로 농가와 합작사와 함께 토마토 합작 재배를 진행해 2012년에는 토마토 기계

화 수확 합작 재배면 이 2만 묘에 달했다.

그 밖에,국내 토마토 재배,가공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 량둔하 주식

회사는 유니 버,K.J.하인즈 등 국제 기업과 력하여 국내 토마토 재배 역

에서 균형 있는 비료를 주고,농민 학교,농업 정보 리 등을 실시하여 고객들

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가+회사+생산기지”의 농업 재배 방식을 통해서 량둔하는 국가 농업 산

업화  용두 기업으로서의 리더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고,산업이 발 하고 

체 규모  수익을 상승  했고,지방 농업 재배구조를 정비하여 지방 경제 

발 을 진시켰으며,농민의 수입 증  등 여러 방면에서 요한 역할을 해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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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산 가공

량둔하는 생산 기술 방면에서 끊임없는 발 을 했고,토마토 생산 가공을 

해 기 를 다졌다.2007년 성공 으로 3.0이하의 고 열 高粘热破 토마토

를 생산해냈는데,이 기술은 국의 제품 체계에서 갖던 한계를 뚫고 나간 것

으로 유럽 미국의 고  시장을 여는데 기 를 다졌다.2008년에는 처음으로 

산低酸 제품과 고객 요구에 맞는 열超热제품을 생산해냈는데,5mm의 형 

여과망 고 도 열  제품 생산 방면에서도 요한 성과를 거두었고 기업이 국

제 시장에서 기회를 얻기 해 한 발 더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 다.조사

에 따르면 재 회사는 면 으로 토마토 리코펜 제품의 발 에 힘쓰고 있으

며,과학 연구를 통해 리코펜 함량이 높은 토마토 제품 개발에 힘쓰는 동시에 

토마토 리코펜 추출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토마토 양은 증가하

지 않는 조건에서 토마토 리코펜 추출량을 효과 으로 높이고 토마토 리코펜 

추출원가를 여,제품이 더욱 경쟁력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 발 에 힘입어 재 량둔하는 국 신강,내몽고, 하,감숙,하북 등 

성 지역에서 토마토 우수 재배 지역에 23개의 토마토 제품 가공 기업이 있고,

23개의 토마토 가공 공장,54개 토마토 생산 라인이 있다.신선 토마토 가공 

능력은 하루에 5.6만 톤 정도이고,매 해 형 포장 첩은 55만 톤,소형 5.3만 

톤,토마토 가루 3000톤,토마토 리코펜 10톤의 생산한다.

3.5. 벽  식품 안  리 시스템: 식품 안  추  및 통  시스템

3.5.1.식품 안  추 시스템

토마토 산업은 국에서 수출 비 이 비교  큰 몇 안 되는 산업 에 하나

로, 재 약 90%의 제품이 모두 외국으로 수출된다.외국 시장은 주로 유럽,

미국,동남아,일본 등 선진국에 집 되어 있는데,이러한 주류 시장은 식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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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요구가 높고 식품의 각 항목의 지표가 표 에 달하는지 여부에 

심을 쏟을 뿐 아니라,식품의 안  리시스템에도 주목하여,합작회사에 식품

품질 안 추 시스템을 요구한다.“식품 품질 안 추 시스템”은 원료의 생산,

검역, 리와 소비의 각각의 단계를 연결시킬 수 있고,이 시스템은 “밭에서 식

탁까지”의 추  방식을 제공해,생산,가공,유통 등 특정 단계에서 일단 문제

를 발견하게 되면 추 에 따라 효과 인 통제와 회수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합

법 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량둔하는 생산 매 제품을 주로 하

는 기업으로 품질은 곧 생명력이라고 결정하고,동시에 국내 시장의 유를 만

족시키고 보유하기 해서 제품의 품질 추  가능 시스템을 가장 요하게 생

각한다. 량둔하의 제품은 ISO9001:2000품질 리 체계 인증,HACCP식품 

안  리 체계 인증,ISO14001:2000환경 리 시스템 인증,하랄(Halal),코

오세르(Kosher),비유 자변형 제품 신분 유지 인증,국가 녹색 식품 인증 등 

일련의 문 인증을 받았다.기술 표 , 리 체계,고객 인증 세 개 부문에서 

끊임없이 품질 제고하고 검역 강화 등을 진행해왔다.식품안 부문에서 량둔

하는 업내 앞서가는  산업 체인 식품 안  통제시스템을 실행해,원료 종자

의 선택,재배,수확,운송,가공, 매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 품질 안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밭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 품질과 안 을 

보장하고,제품 품질에도 믿을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하여 한 발짝 더 제품의 시

장 경쟁력을 높 다.

3.5.2.식품안  리 센터

량둔하는 제품 품질 리에 해 회사에서 업무 등 ,그리고 분 (자회

사)까지의 3단계 리 시스템을 용하고 있다. 문 으로 집단 식품 안  검

사,토양 분석,환경 검역,식품 정기 검사,신제품 연구 개발이 하나로 이루어

진 기술센터를 설립하여 각 토마토 회사들과 품질 안  보장 계약을 체결해 각 

분 에서도 품질 안  부문을 설립했다.

회사 기술센터는 국가가 인증한 기업 기술센터,박사 후 연구소,가공 토마토 



142

공정 기술 연구센터와 검역센터가 하나로 결합한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기술

센터는 2003년에 설립되었고  실험실 면 은 1800㎡이고 센터에는 각 분야 기

술  리 인원이 18명이 일하고 있다.업계 최고의 GC-MS,LC-MS,이온 색

층 분석 장치,액체 색층 분석 장치,원자흡수분 도계,원자형 분 도계 

등 수입 정  기구를 보유하고,고정 자산이 1000만 원이 넘는다.회사  산업

망의 발  략을 수립하기에 충분하며,“센터”는 산업 발 을 해 산지 환경

에서 제품까지의  과정 험 통제 리 검역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회사 기술센터는 2005년 5월에 국 국가 실험실 인가 원회 (CNAL)의 능

력 인가를 받았다.“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는 국내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

라,CNAL과 력하는 회의 기타 국가의 인가도 얻을 수 있었다.동시에 “센

터”의 국가 인사부가 인 한 박사 후 과학 연구소는 성  기업 기술센터를 부

여받아,세계 업계 내 유일한 토마토 가공 공정 기술을 보유한 센터가 되었다.

3.6. 매 경  장

량둔하는 제품의 문 매 부문인 공  체인 리부를 만들었다.공  체

인 리부는 선진 인 이념과 정 한 리를 도입하고,신강 운수 자원의 무

를 바탕으로 문 인 인재풀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속 으로 성장하고 

커졌다. 량둔하 회사 제품과 생산설비 물자 운송의 책임을 맡아,효율 이고 

엄격한 문 인 물류서비스 과,운송 안   생산에 필요한 자재 공 을 보

장하는 계획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뛰어난 물류데이터 통제시스템

과 추  가능한 제품 체계를 갖추었다.회사 발 의 특징 인 물류 네트워크 

운  리 체제와 시장경제 발 에 필요한 리 방식을 갖추었고,업계에서 경

쟁에 우 를 차지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했다.포 하는 업무는 도로,기차 운

송과,아라산구(阿拉山)(국 신강지역 이 라인 운송이 발달한 곳)업무,항

구 해운 업무,보  배송 업무 등을 포 하고 있다.

량둔하가 제공하는 공  체인 리부는 곧 효율 이고 원가를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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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제 한다는 운  이념에 힘썼고,물류 운수에 한 장악 능력을 키워 회사

를 해 안정 이고,빠르고,효율 이며, 문 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이미 회사 업무 성장과 이윤 창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한 존재가 

되었다.

량둔하는 해외 고객을 주로 매 상으로 하는데,더 탄탄하게 외국 시장

을 개척하기 해서 매 경로에 해 확장을 시도하 다.독일의 유럽-화,

런던의 탑 로리,모스크바 3개의 자회사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직  고객의 문 앞에 갖다 놓을 수 있게 하여 고객을 편하게 했을 뿐 

아니라,기업에게도 새로운 수입 성장 포인트를 가져다주었다.조사에 의하면 

모스크바 COFCOTunhe유한책임회사의 성립은 량둔하가 러시아에서 새로

운 문을 연 것과 같은 것으로, 량둔하의 상품이 직  최종 고객에게 가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실화했고, 매 가격을 높여 제품의 시장 유액을 높

이고, 험을 더 잘 통제 할 수 있게 되었다.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8년 러시

아 자회사의 매는 러시아 시장 부분을 장악해 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유럽 회사는 량둔하와 고객이 체결한  세계 제품 공  계약을 기

로,유럽 회사와 고객 간에 서비스 배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최종 고객을 

직  마주하여 간 단계를 없애고,즉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물건 배송과 

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2008년에 벌써 매량 3만 톤을 달성해 량둔하 

제품이 폴란드,핀란드, 국 등 다른 나라에서 거래되었다.거 한 매네트워

크 덕분에 량둔하의 토마토 제품은 이미 유럽,아메리카,일본과 한국,독립

국가연합,동남아, 동,오세아니아 륙 등 80여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어,

H.J.하인즈,유니 버,네슬 ,크래 트,일본 카고메,일본 지문(地扪)등 국제 

유명 기업의 요한 공 상이자 략  합작 동업자가 되었다.

“종자 연구 개발,원료 재배,수확  운송,제품 가공,물류, 랜드 확장,

제품 매”의  산업 체인 방식의 발 을 통해 량둔하가 이미 국 제 1,

세계 제 2의 토마토 생산 기업이 되었고,상장 기업  농업,임업,목업,어업 

부문 제 3 에 올라섰다.내부 인사의 소개에 따르면,우량 품종을 리 퍼뜨리

고 토지에 집 하며,재배 모델을 개선,기계화 재배  수확 시스템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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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공 기술을 개발한 것은 국 토마토 산업의 명이었다고 했다. 량

둔하는 업계의 규칙을 바꾸었고,업계의 건강한 발 의 요한 탐색을 했었던 

것이며, 국 농산품 가공업의 발 에 요한 이념과 실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토마토 산업이 얻은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식용 설탕,나무 열매 가공 

산업의 다양한 발  략을 더하여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된 량둔하가 

산업화되고,규모가 더 커지고, 문 이게 된 생산 경 에 있어서 더 좋은 경

제 ,사회  종합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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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리카 유통실태

1. 국의 리카 생산 황

1.1. 국 리카 생산 

표 26.2008～2010년 국 리카 생산량
단 :천 헥타르,만 톤

2008 2009 2010

재배면 생산량 재배면 생산량 재배면 생산량

1012.2 2677.5 1049.3 2859 1136.1 3140.2

자료출처:《 국농업연감》

리카는 국의 가장 요한 가지과 채소 에 하나로,기타 주요한 가지

과 채소로는 토마토,가지가 있다. 재 리카와 련된 수치는 통계가 부족

하기 때문에 토마토와 가지 이외의 가지과 채소 생산 황으로 리카의 생

산 황을 체하고자 한다.표 8-1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국 리카 

재배면 은 약 1012.2천 헥타르이고,생산량은 2677.5만 톤이고,단 생산량은 

26452kg/헥타르이다.2009년 국 리카 재배면 과 생산량은 2008년에 비

해서 각각 37.1천 헥타르,181.5만 톤 증가하고,단 생산량은 헥타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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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6.7kg의 수 에 이르 다.2010년 국 리카 재배면 과 생산량은 지

속 으로 증가해서,각각 86.8천 헥타르,281.2만 톤 증가로 각각 1136.1천 헥

타르와 3140.2만 톤에 달했고,생산량 증가 폭이 재배면  증가 폭보다 크기 

때문에 단 생산량은 27640.2kg/헥타르의 수 까지 증가했다.

1.2. 국 리카 주요 생산 지역

국 화북  화동,동남 연해 각 성은 리카(국내에서는 단고추라고도 

불림) 주로 재배를 하고,서남,서북, 남,화남 지역은 매운 고추 재배를 주

로 한다. 리카 재배 방면에 있어서 국 각 성에서 모두 재배가 이루어지

고 있고,재배면 과 생산량이 가장 큰 두 개의 성은 해남성과 산동성으로 두 

성의 1년 생산량은 국의 50%이상을 차지한다.그  산동의 리카 생산

지역은 주로 유방시의 수 시,청주시,창악시,제 시,임기시,요성시,하택시

에 분포되어 있고 수 과 청주시가 가장 큰 생산지이다.해남성은 겨울철 기후

가 따뜻하고,북방의 겨울에는 리카를 재배하는 것에 합하지 않아서 생

산원가가 비교  높다.그 기 때문에 해남성에서 생산되는 리카는 주로 

역(反)계  리카가 주이고,북방의 겨울에 생산되는 리카와 시장 수요 

간의 공백 부분을 채운다.해남성의 각 시와 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총주시,해구시,동방시,릉수 ,경해시에 집 되어 있다.이 외에도 하북,

하남,강소 역시 리카의 주요 생산 성이다.최근 몇 년, 국 리카 생산

지역은 뚜렷한 채소 생산 특징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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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리카 유통 방식 총론

그림 32. 국 리카 행 유통 방식

리카의 생산자와 소비시장의 매개자에서부터 출발하여, 리카 유통 

방식은 로커 주도,합작사(회)주도,“회사+농가”경  3종류의 형식이다,

그림 8-1이 보여주듯이 구체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로커 주도 방식이다. 리카 공 을 주동 인가,수동 인가 측면

에서 볼 때,이 방식은  두 종류 형식으로 나  수 있을 것이다.하나는 로

커가 주동 으로 수요를 찾아다니는 것이다.농  로커(본 연구는 리인도 

포함한다)가 이 유통 방식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수요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커는 넓은 농 의 밭에서 농  시장에서 혹은 

심지어 집단 농산물 시장에서 직  리카를 구입한 후,다시 소비시장의 

리카 도매상을 찾는다.앞의 로커 주도의 리카 유통 형식에 비해서,도

매상에게 탁받은 지 로커 혹은 리인이 구입하는 형식이 더욱 보편

이다.앞 뒤 두 종류의 형식은 기본 으로 리카 시장의 공 과 수요 상황

의 향을 받는데,공 이 수요보다 많을 때 하 의 도매상은 유리한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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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고, 자 종류의 상황이 비교  많지만,아닐 때는 도매상의 “ 탁-

리인”의 상황이 더 많다.

그 다음,합작사 주도 방식이다. 재 합작사는 국의 많은 농 에서 부단히 

발 하고  있으며,농가들에게 리카 재배의 기술 지도를 해주고,어떤 곳은 

회원 농가에게 통일된 종묘,비료,농약 등 생산 자료를 제공한다.한편 다수 

채소 합작사는 회원 채소 제품의 매를 책임진다.이러한 방식에서 농가는 

탁인과 비슷한 치이고,합작사는 그의 리인이 된다. 한 거래 액의 비

에 따라 농가에게 이윤을 되돌려 다.회원 농가는 합작사의 리카의 주요 

공 처이고, 매지역의 도매시장과 마트는 합작 주요 수요자로 합작사는 계약 

형식을 통해 마트 배송 센터를 통해서 마트에 리카를 제공하며,계약을 근

거로 리카 매 수입을 가져가고 마트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합작

사는 한 직  산지에 리카를 구입하러 온 도매상과 거래하기도 하고,

방이 당시의 시장 시세의 구입 가격에 따라 일 일 거래를 진행한다.

세 번째,“농가+회사”의 경  방식이다.구체 으로 두 가지 형식이 있다.한 

종류는 형 인 약 농업 형식으로,농가는 리카 생산을 책임지고,회사

는 농가의 리카 생산을 해 통일된 규범 표 을 제정해주고 농가에게 종

묘,비료,농약  기술지도 등을 제공하며, 리카가 생산 된 후의 시장 가격

을 기 으로 회사가 농가에게 제공한 물자를 환산한 비용을 공제한 후 리

카를 구입한다.다른 방식은 회사와 농가가 토지 운용 계약을 체결하고,직  

농가의 밭을 도맡아 지 토지 운용 가격에 따라 농가에게 을 지불하고 계

약 기간 내에 토지의 사용권은 회사 소유로 회사는 기지를 설립해 리카의 

“재배-수확-포장-매”의 생산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다.

국 리카 유통 방식의 추세는 운송 거리의 장거리화이다. 리카가 

신선함을 유지 하는 시간은 최고 7일까지다.도로 운송이 상 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약 10년 ),농산품 련 운송 정책이 제한 이었던 을 더하

면, 리카는 장거리 운송에 합하지 않았다.하지만 국의 고속도로와 철

로 운송 능력이 발 함에 따라 재 리카는 신선함 유지 기간 동안 국 

내의 어떤 두 개의 성 간의 운송 거래를 할 수 있다.가령 이  해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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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는 내몽고,산서 등 화북지역으로 매되어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동

북 3성으로는 더욱 매되는 경우가 드물었다.하지만 재는 상황이 완 히 

달라졌다.해남에서 30만 톤의 리카를 북경 시장으로 운송해 가는데 단 47

시간이 걸릴 뿐이며,북경 도매시장에서 흑룡강으로 가는데  13시간이 소요

되고,선별 작업,하역 작업 등 다른 단계에 필요한 시간 10시간을 더해도 해남

에서 최종 소비 지역까지 가는 유통시간은 총 합해서 3일 정도 걸리기에 신선

도 유지 기간의 반 (4일)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매되는 것이다. 국 고속도

로 운송과 기타 운송 방식은 발 을 거듭했고,거기에 국의 제 3자 물류의 

속한 발 과 그 역할이 더욱 뚜렷해져서 리카는 유통 거리 방면에서의 

능력은 한 단계 발  되어 리카 유통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더 높은 효

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농가가 직  생산하고 직  매하는 방식은 차 

어지고 있다.국가 정책이 고무되고 각 부문의 노력이 더해져,합작사, 로

커 등 농  경제 주체가 차 커지고 있다.“농가+회사”의 경  방식이 비교  

좋은 성과를 거두며 농산품 유통 에서 하는 역할이 차 커지고 생산자와 소

비자(매 지역 수요자)를 이어주는 요한 교량 역할을 하면서 농  농산품 

유통방식을 다양하게 했고,이 의 근교 재래시장만을 상으로 농가가 직  

생산하고 직  매하는 유통 방식은 어들었다.

3. 리카 유통 방식 분석

수 을 로 선택해서 리카 유통방식을 분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

다.첫째는 수 시의 리카 재배는 표성이 있다.수 시의 리카 재배

면 은 5만 묘가 넘고,단 생산량은 1만 근을 넘으며 국 평균 단 생산량보

다 약 4800근 많아, 리카 재배에 있어서 비교  큰 우 를 차지한다.둘째

로 수 시는 채소 집산의 형 인 곳이다. 리카는 형 인 계 성 채소

인데,수 시는 국의 가장 크고 형 인 채소 집산지로 아시아가 주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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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 물류원이다.물류원은 재 채소 도매를 주로 하는데,곡식,과일,농

자재,종자 등 다양한 종류의 농부산품의 매하고 있으며,최근 몇 년은 곧 

우수한 품질의 농산품의 직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한 극 으로 새로운 거

래 방식을 도입하고,채소의“단지화,생산 기지화,고 화”를 이끌고 있으며,

채소의 생산,공 , 매로 이어지는  산업 체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이 의 

두 가지 을 토 로,본 연구는 수 시를 로 선정하여 리카의 성수기인 

11월에서 그 이듬해 3월까지의 시장에 나온 리카를 상으로 리카의 

유통 방식이 일정한 표  의미가 있다고 단했다.아래는 산지 단계와 소비 

시장 단계,두 가지 방면에서 리카의 성 외 유통 방식에 해서 얘기해 보

고자 한다.

3.1. 리카  주요 생산  내 통 방식 분

그림 33.수 시 리카 산동성 내 유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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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산지 단계

수 시 리카 성 내 유통은 생산자인 재배 농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78%를 차지하고,단지 기지 생산이 22%를 차지한다.재배 농가가 생산한 

리카는 도매상,개인 소비자,합작사,물류원 내의 상인 이 게 네 가지 매 

경로가 있다.도매상은 수 시 리카 성 내 유통  재배 농가의 가장 주요

한 매 상으로,시장의 약 62%를 차지한다.도매상은 지에서 온 도매상과 

외지(수 시 이외의)에서 온 도매상으로 나 는데,각각 시장 도매상의 30%와 

70%정도를 차지한다.수 시 지의 도매상은 농  로커, 리카 재배 

업자가 맡고 있으며,그들은 지 리카 생산 상황에 해 잘 아는 유리함

을 극 활용해 리카를 구입하고,성 내의 다른 시의 리카 소비 시장

에 연락해 매 지역의 도매 시장에 운송해 도매를 진행시키고, 지의 도매상

은 모두 고정 인 성 내 리카 소비지의 도매 시장에 리카를 제공한다.

산동성에서 가장 먼 수 시 리카의 소비 시장은 하택시이고,두 도시의 거

리는 약 400km로 가장 느렸을 때도 5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그 기 때문에 

성 내 각 시의 채소 도매상은 수 에서 직  리카를 구입하고, 탁 로

커나 리인 등을 고용하지 않는다.외지에서 온 도매상은 주로 시외 도매 시

장의 리카 도매상,외지 리카 재배 업자와 리인 등으로,그  

자가  다수를 차지한다(외지 도매상의 80%). 리카 재배 농가는 근교의 

재래시장을 선택해 리카를 인근의 주민에게 팔수도 있는데,소  말하는 

자가 생산,자가 매 방식으로,이러한 방식은 비교  간단하고 매 범 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수 시 물류원이 무 막 해서,어느 정도 지 채소 

합작사의 발 을 해했을 수도 있다.그 기 때문에 합작사가 유통 주체로서 

수 시 성 내 유통 에 맡는 역할은 비교  작고,합작사를 통해 유통되는 

리카는 시장의 6%정도 밖에 안 된다.합작사와 농가의 계는 일반 인 합

작사와 회원 계와 같고,농가는 리카 재배를 담당하며,합작사는 기술 지

도와 일정한 물자를 지원해주고 매도 도맡아 한다.합작사의 주된 매 상

은 도매상과 마트를 포함하고 재는 자가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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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마트 연결”방식의 도입과 농  합작 경제 조직의 발 에 따라 후자의 

시장 유가 더 커지는 추세이다.마을의 소규모 시장에 비해서 물류원은 더 

많은 구매자가 있고,재배 업자는 더 높은 가격을 얻기 해 종종 리카

를 등 을 나 고 분류해서 물류원에서 매하기도 한다.하지만 그 비율은 

3%정도로 미미하다.단지 기지 생산은 기본 으로 부 물류원을 통해 매되

는데 물류원을 통해 매되는 리카는 시장의 25%를 차지한다.물류원 내

의 리카는 부분(시장의 23%를 차지하는)도매상이 구입하고, 은 양이 

마트 배송 센터를 통해 마트로 들어간다.

3.1.2.도매 단계

산지 단계를 거쳐서 각 매 시장의 도매상은 약 시장의 89%를 차지하는 

리카를 구입할 수 있고,주요 매 상은 네 개가 있는데,소매상,마트,개

인소비자,집단소비자이다.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는 체 거래의 인 

양을 차지하고, 매 지역 도매 시장 내에서 이루어진다.일반 으로 가격이 

당한 사람을 선택하고,고정된 업무 왕래는 비교  어지고 있다.固定的业务

往来较 비교  큰 도매상 역시 마트에 물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카

를 매하는데 구체 으로는 마트 배송 센터를 통해 매 계약을 체결하고,품

질과 표 에 따라 산지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리카를 제

공한다.북경의 각 채소 도매시장에서 개인소비자가 리카를 사는 상도 

있고 주로 도매시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모터 삼륜차 혹은 

버스나 기 자 거를 타고 와서 리카를 포함한 각종 채소를 구입해 간다.

개인소비자와 유사하게 식당 주,기  식당 등 집단 소비자도 종종 미니버스,

모토 삼륜차를 타고 도매시장에서 각종 채소를 구입하고,구매양이 개인소비자

에 비해 좀 더 크다.도매시장 내의 거래는 체로 맨투맨 거래이며,신발지(新

发地)채소 도매시장은 비교  잘 갖춘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도매 시장 내

에 운송 차량(50원/1회), 형 냉동고(부패가 쉬운 채소,주로 여름용), 자 거

래 정보 작업  등이 있다.조사에 따르면 리카는 부패하기 쉬운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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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어 특히 여름 손해율이 겨울에 비해 2배 정도 높아,도매 단계의 가격은 

계 성이 더해져 하계에 동계보다 좀 더 비싸진다.

3.1.3.소매 단계

리카의 소매 주체는 소매상과 마트를 포함하고 있는데,소매상이 리

카를 구입하는 방식은 비교  단일하다.도매시장에서 매 상이 주로 개인

소비자와 집단소비자이고,마트는 물건 확보하는 경로가 비교  많은데 물류

원,도매상,합작사 등이다.주요 매 상 역시 개인과 집단소비자이다.소매

상은 도매시장에서 리카를 구입해 그날 아침 시장이나  녁 시장에서 

매하고,남은 상품은 일반 으로 집이나 혹은 간이 창고에 보 했다가 이튿날 

계속해서 매한다.농산물시장에 비해 마트의 환경이 더 좋고,제공하는 상품

의 품질이 더 높아 가격 역시 조  더 높다.소비자가 마트와 농산물시장의 선

택 기 은 거리,가격,구매 환경,품질 등을 고려하고 자신의 수요 방면에서는 

가정의 수입 상황,편리한 교통편이 있는가,가족 구성원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종합해서 말한다면 수 시 리카의 성 내 유통 방식 ,재배 농가와 단

지 기지는 주요 생산주체이고,산지 단계의 유통주체는 도매상,합작사,물류원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도매상,마트,소매상은 소비 지역의 시장의 유통 주

체이다.최종 으로 개인소비자와 집단소비자가 각 단계에서 구입하고 소비하

는 리카는 각각 시장의 89%와 11%를 차지한다.

3.2.  리카 주요 생산  외(북경 지) 통 방식 분

성 내 유통 방식과 약간 다른 것이,수 시 리카 성 외 유통 방식  합

작 조직의 역할이 로커와 리인으로 체되어 각 주체가 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율 역시 변화가 있다.구체 으로는 그림 8-3에서 알 수 있다.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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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성 외 유통 방식에 해 서술한 후,본 연구는 유통 비용에 해 분석을 

진행하 다.

그림 34.수 시 리카 성 외(북경까지)유통 방식

3.2.1.북경 소비 시장까지의 수 시 리카 유통 방식

※ 리카 유통의 산지 단계

북경 소비시장까지 가는 수 시의 리카  재배 농가가 생산한 것이 76%

를 차지하고,단지 기지에서 생산한 것은 유율이 어 약 24%를 차지한다.

재배농가가 생산한 리카의 주된 매 상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뉜다.하

나는 재배 농가가 리카를 도매상에게 매하는 것이다:수  리카 산

지 농가와 북경 신발지(新发地)도매 시장 리카 도매상을 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농가가 수확한 리카가 그 당일 마을의 채

소 시장에서 매되고,혹은 도매상이 직  와서 구입 정보를 알아보고 가격에 

해 상 한 후,수확,선별,무게 측정, 재(산지에서 구입용의 소형 차량으

로,소비 시장까지 가는 형 차량이 아님)를 거치는데, 리카 도매상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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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3~5명으로,1~2명은 산지에서 문 으로 구입을 담당하고 리카

가 산지에서 소비 지역까지의 운송은 어떤 도매상이 직  하기도 하지만,어떤 

경우는 제3방 물류에 맡기기도 해서 각각 50%정도 차지한다는 것이다.  하

나는 로커와 리인이 농가가 리카를 매하는 주된 상인 것이다.

로커와 리인은 일반 으로 지에 익숙한 리카 재배 문 업자,마을의 

간부,상인 등이 맡는데,양자는 주로 매니 가 수요가 있는 도매상과 “ 탁-

리”의 계가 없고, 리인은 도매상의 탁을 받은 지인이거나 혹은 외지 

상인으로 수 에서 매 구입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별된다.그 기 때문에 

로커는 농가에서 리카를 구입한 후 시장에서 자유로이 가격이 당한 집

에 살 수 있지만, 리인은 도매상에 한 책임이 있어 반드시 도매상이 수락 

가능한 가격 범 에서 일정한 구입량을 채워야 한다.수  리카 시장에서 

로커가 농가에서 구입한 리카는 40%를 차지하고,26%는 직  도매상에 

연락해 매하고,14%는 물류원을 통해서 외지 도매상에 매한다. 리인이 

농가에서 구입하는 리카는 시장의 24%를 차지하고, 부 북경의 도매상에

게 매한다.단지 기지는 리카 생산주체로서 주로 “회사+농가”의 경  방

식을 선택하여 회사가 농가에게 종묘,비료,농약과 기술 등을 제공하고 농가는 

리카를 돌보는 것을 담당한다.주로 형 하우스 투자 건설,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재배하고,비료를 뿌리고,물을 주는 등의 일을 하고, 리카가 

수확 후,회사는 시장 가격에서 회사가 제공한 각종 물자의 환산된 비용을 공

제한 후의 비용으로 리카를 구입한다.회사는 주로 물류원을 통해서 

리카를 마트 혹은 북경 소비 시장의 도매상에게 유통시킨다.종합 으로 북경

으로 가는 수 시의 리카의 생산 주체는 재배 농가와 단지 기지를 포함하

고,주로 유통 주체는 로커, 리인,회사,물류원이다.

※ 리카 유통의 소비시장 단계

소비시장 단계는 도매 단계와 소매 단계로 나뉜다.도매 단계에서 북경 소비 

시장의 리카가 각각의 형 도매시장에서 온다.북경시의 비교  큰 

리카 도매시장은 신발지(新发地)도매시장, 양로 도매시장,성북회용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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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팔리교 도매시장,수톤 도매시장 등이 있고,그  북경 풍태구(북경시의 

구 에 하나)신발지(新发地)채소 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되는 리카는 북

경시 리카 시장의 70%를 차지한다.북경시 도매시장의 리카 도매상은 

98%가 외지 상인이고,북경 신발지(新发地)도매시장을 로 들면,상주하는 

리카 도매상은 총 13개,그  산동,하남은 각각 4개,하북,안휘는 각각 

2개,북경 근교는 1개다.앞서 말한 리카 산지 단계처럼 도매시장 도매상의 

리카는 주로 리카 재배농가, 리인, 로커와 물류원 4곳에서 오고,

그 매 상 역시 소매상,마트,개인소비자와 집단소비자를 포함한다.이 외에 

리카 도매시장 내에는 2  도매상이 존재하는데 체(일류)도매상 리

카 거래의 30%를 차지하고, 체로는 고정 인 고객을 상으로 한다.개인소

비자와 집단소비자가 도매상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  어 각각 2%

와 4%이다,주로 맨투맨 거래를 진행하고,신발지(新发地)의 리카 도매 

문 구역의 도매상은 어도 6근 이상이 되어야 매를 한다.도매상은 도매시

장 조직 아래,마트 배송센터와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마트의 고정된 리카 

공  매 계를 형성하고 있다.도매상의 주요 매 상은 소매상으로 시장 

거래의 68%차지하고 그  28%는 고정된 고객이며,72%는 비고정 고객 간의 

거래이다.소매 단계에서 리카 소매주체는 소매상과 마트가 있다. 리

카 소매상은 도매상이 물건을 확보한 후 바로 도매시장에 들어가 리카를 

구입하고,그날 아침 시장에서 운송하여 농산물 시장에서 여한 가 에서 

매를 진행한다. 리카 소매상의 구입 근원지는 비교  단일해서,결국은 

도매시장이다. 매 상 역시 개인소비자를 주로 하고 집단소비자가 소매상

으로부터 구입하는 리카는 극소수의 부분을 차지한다.26%의 리카는 

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달되고,개인소비자 역시 마트 내 리카의 주된 

구매자이다. 체 으로 봤을 때,개인소비자와 집단소비자가 리카 소비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88%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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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북경 소비 시장까지 가는 수 시 리카의 유통비용 분석

수 시 리카 재배의 계 성을 고려하고,하계와 동계의 재배원가와 생산

량의 차이가 비교  크다는 것과 매 가격에 있어서도 비교  큰 변화가 있다

는 을 고려했을 때,본 연구는 수 시 성수기(2011년 11월~2012년 3월)에 생

산된 리카를 선정하여 북경 소비시장까지 가는 유통 비용을 분석하고,주

로 각 유통주체의 원가과 이윤 그리고 리카 소매가격의 구성에 해 분석

했다.그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7.생산자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이 윤 매출가격

1.29 2.22 3.51

생산자 원가.수 시 리카는 주로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2011년 이 지역의 

리카 총 생산 원가는 1.29원/근으로 국 리카 평균 생산원가(0.78원/근)의 

1.65배이다.2011년 로커, 리인 혹은 도매상이 밭에서 혹은 마을 시장에서 구입

한 리카의 가격은 3.51원/근 정도로 체 총 생산원가를 빼고 나면 생산자는 

리카 한 근 당 2.22원의 이윤을 얻는다.

표 28. 로커(행인)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인건비 운 송 손 비 기 타 이윤 매출가격

3.51
0.05 0.08 0.02 0.04

0.12 3.82
0.19

로커 원가  이윤. 로커와 리인은 생산자와 소비지역 도매시장의 도

매상을 연결해주는 요 주체로,밭 혹은 재래시장에서 3.51원/근의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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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를 구입한다. 로커의 유통원가는 총 0.19원/근이고,고용비,운송비,

소모비 등을 포함하여 각각 0.05원/근,0.08원/근 그리고 0.02원/근이며,이 외

에 로커는 리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숙식과 교통비,담배,물 등을 구입

하는 비용,통신 등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평균 리카 한 근 당 0.04원

을 사용한다.최종 으로 로커는 3.51원/근의 가격으로 구입한 리카를 

도매상 혹은 다른 수요자에게 매할 수 있어,0.12원/근의 이윤을 얻는다.

표 29.도매상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고용비 입 비 운송비 손비 포장 기타 이윤 매출가격

3.82
0.08 0.02 0.1 0.02 0.03 0.13

0.26 4.56
0.48

도매상원가  이윤. 리카가 수 시에서 북경 소비시장으로 운송된 후,

주로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 단계로 들어서거나 혹은 직  소비자가 도매 시장

에서 리카를 구입하거나 한다.도매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유통원가는 고용

비 0.08원/근,도매시장 진입비용 0.02원/근,산지에서 북경 도매시장으로 오는 

운송비 0.1원/근,발생하는 손비가 0.02원/근,운송되고 도매시장에 들어온 후 

거치는 간단한 포장비용이 0.03원/근,업무 연락,숙식비 등 기타 비용이 0.13

원/근이고,도매상이 유통 과정에 사용하는 원가는 총 0.48원/근이다.도매시장

에서 도매상은 3.82원/근으로 리카를 구입하고,각종 원가를 제한 후 도매

상은 0.26원/근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표 30.소매상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가 운송비 손비 기타 이윤 매출가격

4.56
0.04 0.06 0.02 0.11

0.16 4.95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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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상원가  이윤.소매상은 4.56원/근의 가격으로 도매시장에서 리카

를 구입하고, 터카 혹은 자가 차량으로 농산물 시장 가 로 운송한 후,물

건을 진열하고 매를 한다.소매상의 유통원가는 주로 농산물시장의 가 비

용 0.04원/근,0.06원/근의 운송비,0.02원/근의 손비를 포함한다.이 외에도 비

닐 지,교통비, 기·수도세, 생비용,공동 출자 비용,통신비 등의 기타 비

용을 총 합치면 0.11원/근이다.최종 으로 소매상은 4.94원/근의 가격으로 

리카를 소비자에게 매하고 각종 원가를 빼고 나면 0.23원/근의 이윤을 얻

을 수 있다.

표 31. 리카 각 유통 주체 원가 이윤
단 :원/근

유통주체 매입가격 유통원가a 매출가격 이윤
유통원가/
총원가

이윤/
총이윤

생산자 1.29 - 3.51 2.22 - 80.43

로커 3.51 0.19 3.82 0.12 21.11 4.35

도매상 3.82 0.48 4.56 0.26 53.33 9.42

소매상 4.56 0.23 4.95 0.16 25.56 5.80

합 계 - 0.9 - 2.76 100 100

a:각 주체의 순증가 원가;a:即所在主体的净增加成本

각 주체 원가  이윤.표8-6에서 알 수 있듯이,수 시 리카의 총 생산

원가는 1.29원/근으로,북경 소비시장까지 유통되는데 드는 유통원가는 0.9원/

근,각 유통주체(생산주체를 포함)의 이윤은 2.76원/근이다.수 시 리카 

농가 형식의 생산원가는 1.29원/근이고,생산자는 농  재래시장 혹은 물류원

에서 리카를 3.51원/근의 가격에 매하여 근 당 1.22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총 이윤의 80.43%를 차지한다. 로커가 3.51원/근의 가격으로 리카

를 구입한 후 새로이 붙는 유통원가는 0.19원/근이고,3.82원/근의 가격으로 

리카를 매해 얻는 이윤은 0.12원/근이다. 로커의 새로 증가한 유통원가

와 이윤은 각 총 유통원가와 이윤의 21.11%와 4.35%를 차지한다. 리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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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에서의 제1유통주체로서 도매상의 새로 증가한 유통원가는 0.48원/근

이고,총 유통원가인 0.9원/근의 53.33%를 차지하고 이윤은 0.26원/근으로 총 

이윤의 9.42%를 차지한다.소매상은 4.56원/근의 가격으로 리카를 구입하

고,그 유통비용은 0.23원/근으로써 4.95원/근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매하여 

그 에서 0.16원/근의 이윤을 얻는다.소매상의 새로 증가한 유통원가는 총 원

가의 25.56%를 차지하고,그 이윤은 총 이윤의 5.8%를 차지한다.

표 32.수 시 리카 성외 유통(북경까지)가격 구성
단 :원/근,%

가 격
4.95
(100)b

생산자원가 1.29(26.06) 1.29 （26.06） 2a

유통원가
0.9
(18.18)

로커 0.19 （3.84） 6

도매상 0.48 （9.70） 3

소매상 0.23 （4.65） 5

이 윤
2.76
(55.76)

생산자 2.22 （44.85） 1

로커 0.12 （2.42） 8

도매상 0.26 （5.25） 4

소매상 0.16 （3.23） 7

a: 유율 비  크기 순으로 배열;b: 호 안 가격의 비

a:该列为按占比大 排序;b:括号内为占价格的比重

그림 35. 리카 가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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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원가

로커원가

도매상원가

소매상원가

생산자이윤

로커이윤

도매상이윤

소매상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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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소비시장에서의 가격 형성.북경 소비시장까지 유통되는 수 시 리

카 가격의 구성표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리카의 최종 가격은 4.95원

/근으로 생산자이윤은 2.22원/근이고,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이  44.85%로 제

일 크다.각 주체의 유통원가는 0.9원/근으로 가격에서 18.18%를 차지한다.각 

주체의 총 이윤은 2.76원으로,가격에서 55.76%를 차지한다.각각 주체의 원가

와 이윤에서 봤을 때 생산자이윤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은 여 히 크다.그 

다음은 생산자원가와 도매상의 유통이윤이 각각 가격의 26.06%,9.7%를 차지

한다.다음으로 도매상 이윤과 소매상 유통원가가 가격에서 각각 5.25%와 

4.65% 차지하고 로커의 유통원가가 가격에서 3.84%를 차지한다.마지막으

로 소매상과 로커의 이윤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은데 각각 

3.23%와 2.42%이다.

표 33.각 주체 가격의 주요 역할

단 :원/근,%

주 체 원 가 이 윤 원가+이윤 （원가+이윤）/가격

생산자 1.29 2.22 3.51 70.91%

로커 0.19 0.12 0.31 6.26%

도매상 0.48 0.26 0.74 14.95%

소매상 0.23 0.16 0.39 7.88%

그림 36.각 주체의 가격에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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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원가이윤

소매상원가이윤



162

생산자원가와 이윤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각 주체의 원가와 이윤에서 

봤을 때 생산자원가와 이윤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이 제일 컸고,가격의 

71%를 차지했다.도매상원가와 이윤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이 그 다음으로 

14.95% 다.소매상과 로커의 원가와 이윤이 제일 었는데,각자의 원가와 

이윤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8%와 6.26% 다.수 시에서 북경 소비

시장으로 유통되는 리카의 가격 에 생산자의 향이 가장 크고,그 다음

으로는 도매상이며, 로커와 소매상의 향은 제일 었다.

종합하면 만약 소비자가 구입하는 리카의 가격을 낮추고자 할 때 우선 

반드시 생산 주체에서부터 손을 써야하고, 리카 생산에 필요한 생산 자원 

원가를 낮추는 것이 근본지책 일 것이다.생산자에 한 생산보조  늘리고,기

술지도  공   수요 련 정보를 달하는 것이 요하다.그 다음으로는 

농산품 유통체계와 방식을 새로이 하여,“직거래”의 농산품 유통방식을 장려해 

농산품 유통의 조직화 정도를 높이고,농산품 용두 기업, 문 회 그리고 합

작 조직 등을 육성해야 한다.수 시 농산품의 직거래 방식과 비교  높은 농

산품 유통 조직화 정도는 다른 지역이 배우고 참고할만하다.세번째로는 농산

품 유통 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를 들어 리카를 포함한 신선한 농

산품  녹색 통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속을 간편화 하고 안 하고 빠르

게 운송 통로 정책을 말한다)를 실시한 품종을 확 하고,농산품 유통주체에 

한 인도와 자  지원을 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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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딸기 유통실태

1. 국의 딸기 생산 황

1980년  이 에는 경제 체제와 국가 정책의 향을 받아 국의 딸기 재배

는 면 이 고,생산량도 매우 었다.1985년 국 재배면 은 략 3.3천 헥

타르 던 것이 1995년에는 3만6천 헥타르로 증가했고,2000년에는 66.7천 헥

타르까지 달했으며,그동안 하북,요녕,산동이 곧 국에서 가장 큰 딸기 생

산 지역이었다.1985년 이후, 국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속도록 늘어나 

딸기 산업이 큰 활기를 띠었고,2010년에는 국 딸기 재배면 이 91.2천 헥타

르,생산량이 233만 톤에 이르 다.재배면 과 생산량은 모두 1985년과 비교

했을 때 재배면 (당시 3.3천 헥타르)은 28배 정도,생산량(당시 약 5만 톤)은 

47배 정도 다.2000년 에는 국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이 비교  어

서 수치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001년~2010년 사이의 국의 딸

기 생산 황에 집 해서 다룰 것이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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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 딸  재배면 과 생산량

표 34.2001～2010년 국 딸기 재배면 ,생산량,단 생산량 증가율

단 :천 헥타르,만 톤,kg/묘,%

연 도 면 면 증가율 생산량 생산증가율 단 생산량
단 생산량
증가율

2001 50.3 - 107.61 - 1426.24 -

2002 66.4 32.01 139.4 29.54 1399.60 -1.87

2003 76.9 15.81 169.8 21.81 1472.04 5.18

2004 82.9 7.80 185.9 9.48 1494.97 1.56

2005 84.2 1.57 195.7 5.27 1549.49 3.65

2006 79.3 -5.82 187.4 -4.24 1575.45 1.68

2007 79.4 0.13 187.2 -0.11 1571.79 -0.23

2008 83.3 4.91 200.0 6.86 1600.96 1.86

2009 90.1 8.16 220.6 10.28 1632.26 1.95

2010 91.2 1.22 233.0 5.62 1703.22 4.35

자료출처:《 국농업통계연감》,《 국농 통계연감》

그림 37.2001～2010년 국 딸기 재배면 ,생산량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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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과 그림 9-1에서 나타내듯이,2001년 국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각 50.3천 헥타르와 107.61만 톤이었고,단 생산량은 1426.24kg/묘이다.

2002년에는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 모두 크게 증가하여,각각 그  해보다 

16.1천 헥타르가 증가했고,31.8만 톤이 증가했으며,그 증가율은 각각 32.01%

와 29.54%에 달했다.2003년~2005년에는 국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이 모

두 지속 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재배면 의 증가율은 1.57%~15.81%로 상이했

고,생산량 증가율은 5%~30% 사이 다.2005년에는 국 딸기 재배면 은 

84.2천 헥타르로 증가했고 딸기 생산량도 195.7만 톤으로 증가했다.2006년 국

가가 농업세 면제 정책을 실시한 것에 힘입어 농부들은 더 극 으로 곡식 농

사를 지었고,더불어 2005년 국 딸기 시장이 좋지 않아 딸기 생산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던 향을 받아 2006년에는 농가들이 딸기를 재배하고자 하는 의

욕이 크게 떨어져,결과 으로 그 해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 모두 크게 떨어

졌다.재배면 은 5천 헥타르 가까이 어들었으며 생산량은 8만 톤이 넘게 감

소하여,2005년과 비교 했을 때 각각 5.8%와 4.2%의 하락률을 보 다.2007년

에는 국 딸기 재배면 이 비록 소폭 증가했지만 여 히 생산량은 하락세

고,2007년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각 79.4천 헥타르와 187.2만 톤이었다.

사람들의 생활수 이 높아지면서 채소와 과일 시장의 발 을 이끌었고,특히,

딸기와 블루베리와 같은 품질이 좋은 장과에 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2006년,2007년 딸기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던 것과 맞물려,

2008년에는 국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 모두 증가하여 증가율은 각각 5%,

7%를 보 다.2009년과 2010년에는 국 딸기 생산 황은 연이어 증가 추세

를 보이며 2010년에는 국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각 91.2천 헥타르

와 233만 톤에 달했고,단 생산량 역시 2002년의 1426kg/묘에서 1703kg/묘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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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별 딸  재배면 과 생산량

표 35.2002～2010년 동··서부 재배면 과 생산량 국 비 비율

단 :%

연 도
동부면
비율

부면
비율

서부면
비율

동부생산량
비율

부생산량
비율

서부생산량
비율

2002 65.81 22.74 11.45 78.12 15.06 6.81

2003 65.93 23.02 11.05 76.44 16.08 7.48

2004 68.76 17.97 13.27 78.81 13.13 8.07

2005 66.98 19.48 13.54 78.18 13.23 8.58

2006 63.56 21.19 15.26 76.89 14.03 9.07

2007 60.96 23.93 15.11 75.64 14.85 9.51

2008 59.42 25.21 15.37 71.61 18.91 9.48

2009 54.61 29.08 16.32 67.86 21.80 10.34

2010 58.55 27.08 14.36 69.57 23.43 7.00

자료출처: 국 딸기 데이터는 《 국농업통계연감》,《 국농 통계연감》에서 각 성의 

데이터는 지방 통계 연감에서 발췌

그림 38.2002～2010년 동··서부 딸기 재배면 과 국 비 생산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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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역을 동부, 부,서부로 나  것을 참고하는 동시에,각 지역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의 실제 황을 고려했을 때, 국을 동부, 부,서부로 나

다.参 按照经济划分的东部,中部,西部的方法，并 虑各区域草莓栽培面

积和产量的实际情况， 中国划分为东部,中部,西部，동부 지역은 북경,천

진,하북,요녕,상해,강소, 강,복건,산동, 동,해남 11개 성(시)이 포함;

부 지역은 산서,길림,흑룡강,안휘,강서,하남,호북,호남 8개 성을 포함;

서부지역은 내몽고, 서,충칭,사천,귀주,운남,티벳,섬서,감숙,청해, 하,

신강 등 12개 성(시,자치구)을 포함한다.이것을 토 로,해당 연도의《 국농

통계연감》,《 국농업통계연감》,그리고 해당 지역의 통계연감을 살펴보

아 딸기와 련된 수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2002년~2010년도 동· ·서부지역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이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을 그림,표로 정리해 얻었

는데,그 구체 인 것으로 나타낸 것이 표 9-2,그림 9-2이다. 체 으로 봤을 

때,2002년부터 2010년에 동부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이 비교  큰 비 을 차

지하고 있지만,그 비 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부지역은 비 이 조 은 상승

했고,서부는 소폭 상승한 후에 안정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002년에 동부

지역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각 국의 65.81%와 78.12%를 차지했고,

부지역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각 국의 22.74%와 15.06%를 차지

했다.2007년까지 동부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와 

2.5% 지만 부 딸기 재배면 이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1.2%증가했고,

동시에 서부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이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3.7%

와 2.7%증가했다.2010년 동부, 부,서부 딸기 재배면 이 국에서 차지하

는 비 은 58.55%,27.08%,14.36%로 바 었는데,이는 2002년과 비교했을 때 

-7.26%,4.34%,2.92% 변화한 것이고;동· ·서부 지역의 생산량 비  역시 

69.57%,23.43%,7%로 변동이 있었다,각각 2002년과 비교했을 때 -8.55%,

8.37%,0.18% 변화했다.

동· ·서부지역 단 생산량 황.동· ·서부지역 딸기 단 생산량은 2002

년에서 2010년 사이에 동부 지역이 가장 높아 국 평균에 약 200~300kg/묘로 

앞서고,동부지역의 단 생산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지역의 

딸기 단 생산량은 국 평균 수 보다 낮지만,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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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후와 지리  한계,연구개발 기술이 비교  낙후했다는  때문에 서부 

지역의 단 생산량은 가장 낮다.2002년,약 833kg/묘로 동부 지역 딸기 단 생

산량의 50%밖에 안 되며, 국의 60%이다.2009년까지 서부 지역 딸기 단 생

산량은 1034kg/묘로 증가했고, 국 평균 수 과 약 600kg/묘 차이이며,동부지

역 단 생산량에는 약 1000kg/묘 차이이다.

표 36.2002～2010년 동· ·서부 단 생산량 변화

단 :kg/묘

연 도 동부단 생산량 부단 생산량 서부단 생산량 국단 생산량

2002 1661.33 927.15 833.33 1399.60

2003 1706.77 1028.25 996.08 1472.04

2004 1713.45 1091.72 909.09 1494.97

2005 1808.51 1052.85 982.46 1549.49

2006 1906.08 1043.65 936.64 1575.45

2007 1950.41 975.44 988.89 1571.79

2008 1929.28 1200.58 988.17 1600.96

2009 2028.46 1223.92 1034.01 1632.26

2010 2023.72 1473.68 829.52 1703.22

자료출처:각 지역 통계 연감 정리

그림 39.2002～2010년 동· ·서부 단 생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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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省)별 딸  재배면 과 생산량

표 37.주요 성(省)별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

단 :천 헥타르,%

2002년 2006년 2010년

성 생산량
국 비
비

성 생산량
국 비
비

성 생산량
국 비
비

하북 11.6 17.47 하북 14.9 18.79 산동 14.8 16.23

산동 10 15.06 산동 11.8 14.88 하북 12.0 13.16

강소 7.4 11.14 요녕 8.3 10.47 요녕 11.4 12.50

요녕 7.1 10.69 강소 8.2 10.34 안휘 10.9 11.95

안휘 4.4 6.63 안휘 6.2 7.82 강소 8.3 9.10

강 4.1 6.17 사처 4.5 5.67 사천 4.8 5.26

사천 3.5 5.27 강 4.4 5.55 하남 4.8 5.26

호남 3.1 4.67 하남 3.7 4.67 흑룡강 3.7 4.06

하남 3 4.52 호남 3.1 3.91 강 3.7 4.06

상해 2.7 4.07 내몽고 1.7 2.14 호남 2.8 3.07

합계 56.9 85.69 합계 66.8 84.24 합계 77.2 84.65

국 66.4 100 국 79.3 100 국 91.2 100

자료출처:각 지역 통계연감;2006년，섬서성 딸기 면 과 내몽고 자치구 딸기 면  

등,1.7천 헥타르,본 표에 내몽고만 표시.

표 9-4는 2002년,2006년,2010년 3개 년도의 국 딸기 재배면  10 에 드

는 성을 나타낸 것이다.재배면 으로 봤을 때, 국 딸기는 체로 하북,산동,

요녕,안휘,강소 등 5개 성에 분포되어 있다.2002년 하북,산동,강소,요녕,

안휘의 딸기 재배 면 은 각각 국의 17.47%,15.06%,11.14%,10.69%,

6.63%이며, 강,사천,호남,하남,상해 등 5개 성은 각각 국 딸기 재배면

의 4%~6.2%로 상이했다.2006년 하북,산동,요녕 등 10개 딸기 주요 생산 성

의 딸기 재배면 은 모두 합쳐서 66.8천 헥타르에 달해, 국 딸기 총 재배면

인 79.3천 헥타르의 84.24%를 차지했다.2010년,산동,하북,요녕,안휘 4개 

성의 딸기 재배면 은 모두 10000헥타르를 넘어섰고,각각 14.8천 헥타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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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헥타르,11.4천 헥타르,10.9천 헥타르 다.강소,사천 등 기타 6개 성의 재

배면 은 3.07~9.1천 헥타르로 상이 했으며,10개 딸기 주요 생산 지역의 딸기 

재배면 의 합계는 77.2천 헥타르에 달했고, 략 국 딸기 총 생산량인 91.2

천 헥타르의 85%를 차지했다.

표 38.주요 성의 딸기 생산량
단 :만 톤,%

2002年 2006年 2010年

성 생산량
국 비
비

성 생산량
국 비
비

성 생산량
국 비
비

하북 35.00 25.11 하북 47.00 25.08% 산동 49.00 21.03%

산동 26.10 18.72 산동 38.00 20.28% 요녕 39.50 16.95%

요녕 20.40 14.63 요녕 25.90 13.82% 하북 38.20 16.39%

강소 12.00 8.61 강소 18.50 9.87% 안휘 24.40 10.47%

강 9.40 6.74% 안휘 11.90 6.35% 강소 20.60 8.84%

안휘 7.10 5.09% 강 9.80 5.23% 하남 12.70 5.45%

사천 5.70 4.09% 사천 7.20 3.84% 흑룡강 11.20 4.81%

상해 4.80 3.44% 하남 6.80 3.63% 강 8.70 3.73%

하남 4.50 3.23% 내몽고 2.40 1.28% 사천 7.30 3.13%

호북 3.30 2.37% 상해 2.30 1.23% 섬서 3.20 1.37%

합계 128.30 92.04% 합계 169.80 90.61% 합계 214.80 92.19%

국 139.4 100.00% 국 187.4 100.00% 국 233.0 100.00%

자료출처:각 지역 통계 연감;2006년，섬서성 딸기 생산량과 상해시 딸기 생산량 등,

2.3만 톤,본 표에는 상해만 표시

표 9-5에서 볼 수 있듯이,딸기 생산 황으로 봤을 때 국의 딸기는 체로 

하북,산동,요녕,강소,안휘, 강에 분포되어 있다.2002년 국 딸기 생산량 

5 에 드는 성은 하북,산동,요녕,강소, 강이고 딸기 생산량은 각각 35만 

톤,26만 톤,20.4만 톤,12만 톤,9.4만 톤이며 각각 국의 그 해의 딸기 총 

생산량인 139.4만 톤의 25.11%,18.72%,14.63%,8.61%,6.74%를 차지했다.5

개 성의 딸기 총 생산량을 합치면 약 74%이다.2006년 국 딸기 생산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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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드는 성은:하북,산동,요녕,강소,안휘, 강,사천,하남,내몽고와 상해

이다.그  상  5개 성의 생산량은 10만 톤을 돌 ,딸기의 총 생산량 합이 

141.3만 톤으로 국의 187.4만 톤의 75.4%를 차지하 으며,나머지 5개 성의 

비율은 15.2%이다.2010년 흑룡강,섬서는 내몽고,상해를 르고 딸기 생산량 

10 에 드는 성이 되었으며,10개 성의 생산량 합계는 214.8만 톤으로 국 딸

기 총 생산량의 233만 톤의 92.2%를 차지하 고,그  상  5개 성의 합계 

생산량은 171.7만 톤으로 73.7%를 차지했다.

주요 생산 성의 황을 통해 재배면 에서든 생산량에서든 산동,하북,요녕,

강소,사천, 강,안휘 등 성은 국의 주요 딸기 생산 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주요 성의 주요 생산 시()는 산동의 연태,하북의 만성,요녕의 단동,강소

의 구용,사천의 유, 강의 건덕과 제기,안휘의 장풍이다.이외에도 흑룡강,

섬서,내몽고는  발 해가는 국의 딸기 요 생산 지역이 되었다.

1.4. 근 국 딸  생산  특징

최근 몇 년간, 국 딸기 생산은 두 가지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것은 

상 으로 생산량이 동부는 하락 추세이고, 부는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과 

북경 등 도시 근교의 딸기 산업이 속도록 발 하고 있다는 이다.

생산량이 동부는 하락 추세이고, 부는 상승 추세를 보인다.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동· ·서부지역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을 분석했을 때,동부지

역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차 하락하고 있다.2002년에 동부 딸기 재배

면 과 생산량은 각각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65.81%와 78.12% 지만,

2009년에는 그 각각의 비율이 54.61%와 67.86%로 하락해,각각 11%와 10.3%

가 하락했다.비록 2010년 동부지역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그  해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모두 2002년과 비교했을 

때 7.3%와 8.6%하락했다. 부지역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상승 추세로,

2002년 부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국에서 22.74%와 15.06%차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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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010년에는 각각 27.08%와 23.43%로 상승하여 각각 4.3%와 8.4%증가했다.

도시 근교의 딸기 산업이 속도록 발 한다. 국 국내에서 재배된 딸기

는 용도에 따라 선식(날로 먹는 것)과 가공 두 종류로 나 다,그  자가 

인 비 을 차지하는데,그 이유는 선식딸기는 장과 유통단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보호지(비닐하우스 내부의 땅 같은 곳)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거의 부분 생산지역이나 그 주변 도시에서 신선할 때 팔리

고 신선할 때 섭취된다.반면에 노지(비닐하우스가 아닌 밖에 노출된 땅)에서 

자란 딸기와 은 일부의 보호지 딸기는 냉동되어 수출되거나 다른 제품으로 

가공된다.사람들의 생활수 이 높아지면서,북경,상해 등 도시의 주민들의 

딸기 등 장과류 과일에 한 수요가 커졌고 한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동시

에 오락과 에 한 욕구 역시 증가했다.이 두 가지 을 종합했을 때,딸

기가 체로 보호지에서 유통되고 소비된다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우

수한 품질과 신선함,그리고 오락과 으로서의 딸기(산업)에 한 열망이 

커진 향으로 북경은 외곽 주변의 농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비교  규모가 큰 

근교 딸기 생산지를 만들게 되었고,단체로 쉬고, 하고,놀 수 있는 딸기 

체험 농장을 발 하게 되었던 것이다.북경 창평 딸기 산업의 발  역시 이러

한 방식으로 이익을 본 이스이다.북경 근교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의 증

가 속도 역시 빠르다:2002년에는 북경시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각 100

헥타르와 1000톤이었지만,2010년에는 북경시의 딸기 재배면 과 생산량은 각

각 500헥타르와 7000톤으로 증가하여,2002년의 5배,7배가 되었다.비록 상해 

딸기 생산량은 하락하긴 했지만, 재 상해 근교의 생태 딸기 기지의 수와 재

배면 은 각각 5년 의 11배 이상,8배 이상이며,생태,  딸기 체험 농장

은 소비자의 큰 사랑을 받아 5월 상순에 딸기가 시장에 출시 될 때쯤이면 부

분의 딸기 농원은 을 서야 하고,사 약을 해야 딸기 농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가령 상해 청포,  딸기 생산 기지와 포동지역의 가장 유명한 딸기 농

원(소장생태 딸기 생산 기지)는 80여개의 헛간棚이 있고,하루 평균 딸기 생산

량이 1000kg을 넘는데도 여 히 공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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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딸기 유통 방식에 한 총론

2.1. 국 행 딸  통 방식

국이 재 하고 있는 딸기 유통 방식은 그림 9-4와 같이,생산자와 도매상

(는 최종소매상)을 연결하는 유통 주체의 조직화 수 에 따라 네 종류로 분

류 할 수 있다.농가가 직  생산 직  매하는 방식, 리인(로커, 업상)

주도 방식,합작사 주도 방식,가공기업 주도 방식이 있다.

그림 40. 국 행 딸기 유통 방식

2.1.1.농가 직  생산· 매 방식

재 국 딸기 재배는 여 히 농가 재배를 주로 하고,소비는 선식을 주로 

한다.하지만 개별 가정의 인 ,물  자원의 한계와 개별 가정을 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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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주체 덕에 딸기 소비(유통)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더구나 딸기는 형

으로 쉽게 썩는 농산품이기 때문에 많은 딸기 농가에 딸기 냉동 기술이 퍼지지 

못한 재 딸기는 장시간,장거리 운송에 합하지 않다,그 기 때문에 딸기 

보호지 주변의 도시들을 심으로 하는 시장은 개별 생산자들의 주된 매 범

이고,농가들은 딸기를 채취한 후 거의 어떤 처리도 거치지 않은 채 즉시 상

자(혹은 채취에 사용한 바구니)에 담아 길가나,향 이나 에 있는 재래시장

에서 매한다.일부 농가는 채취한 신선한 딸기를 생산지의 도매 시장으로 옮

겨 놓거나,재래시장까지 직  와서 물건을 사가는 매 지역의 도매상들에게 

매한다.

2.1.2. 로커, 업상, 리인 주도 방식

로커, 업상, 리인은 재 국 딸기 유통에서 가장 요한 매개자이다.

그들은 딸기를 생산자에서부터 소비 시장의 수요자인 도매상에게 유통하는 

요한 일을 한다. 로커는 체로 해당 지역의 재배 문 호이거나 소상인 

혹은 마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맡는다. 업상은 해당 지역의 상인일 수도 있

고,외지의 상인일 수도 있다. 리인은 체로 외지 상인이 맡아,주로 도매상

이나 하 기업 수요자의 탁을 받는다.딸기를 구매하기 에 미리 탁-리

의 계를 형성하여 리인으로써의 여러 권리를 리고,계약을 이행할 의무

를 지니며,딸기를 구매한 후에는 규정된 제품 품질 요구,교환 방식에 따라 교

역을 완수한다. 로커, 업상, 리인의 공통 은 해당 지역의 딸기 생산의 

략 인 상황을 숙지하고,딸기의 출시 시기,재배 품종,주요 도매 시장, 규

모 재배업자의 상황 등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상과 로커는 농가에

서 딸기를 구매한 후에, 매 지역의 도매상인에게 팔 뿐만 아니라,딸기 가공 

기업과도 일정한 교역 계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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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작사 주도 방식

국가가 제정한 농  합작 경제 조직 우  정책과 농산품 유통의 필요에 따라 

국 농  경제 합작사는 빠르게 발 해,여러 종류(매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 방면에서)의 합작사 에 한 종류로 딸기 합작사(혹은 문 회)역시 

발 하고 있다. 재 각 지역의 딸기 합작사 형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하나는 

농가와 계약을 맺어 합자사가 묘목,비료,농약 등 물자와 기술 등의 지원을 제

공하며 딸기의 구입과 매를 책임지고,농가는 딸기를 재배하는 일만 담당하

는 형식이다.  다른 딸기 합작사는 첫 번째 종류의 합작사가 책임지기로 하

는 물질  기술  지원과 매 담당 외에,합작사가 재배,가공 등을 통해 산업 

단계를 늘려 나가는 동시에 과학연구소와 기 의 도움 아래 우수 품질 배양,

냉동 기술 도입,등 딸기 기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다.동강시 딸기 문 회,

양령 딸기 문 회와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재 국의 딸기 합작사는 

체로 첫 번째 형식이 주를 이루고,두 번째 형식은 다.합작사는 회원제를 도

입하여 딸기 재배 생산기지를 만들어 극 으로 사회의 인 자본을 흡수,일

련의 법규 로세스를 차용해 화된 딸기 시범 생산기지를 만들고,표

이고 과학 인 재배와 리를 이루어 내는 동시에 국가 는 기 의 제품 인증

에 참여하고 있다.이 외에도 합작사는 구입 혹은 재배한 딸기의 주요 매 

상을 도매 시장,마트 그리고 가공 기업을 보는 동시에 도시 근교의 딸기 합작

사는 딸기 농장을 만들어 신선한 딸기 채취,주말  등으로 빠르게 발 하

고 있다.

2.1.4.가공기업 주도 방식

가공기업 주도의 딸기 유통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선식딸기 유통과 

가공 딸기 유통이다.가공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식 딸기 유통에 한 지분이 

다.딸기 생산기지나 합작사 는 다른 간 매개자는 구입한 딸기를 등 을 

나 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간이 가공 처리(딸기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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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택이 나게 한다)를 하고,포장을 하고,선물 상자를 장식을 하여 주로 

형 체인  마트나 집단 소비자를 상으로 매한다.가공 기업이 주도하는 딸

기 유통 방식은 주로 가공용 딸기의 유통을 말하는데 구체 으로 가공 기업이 

농가와의 약을 통해 주문하거나 직  자기의 딸기 생산기지를 만들거나,딸

기 매개자와 합작사를 통해 농가의 B  상품이나 작은 상품을 구입해 기업의 

딸기 제품의 생산 원료로 사용한다.이리(伊利),멍니우(蒙牛)등이 내몽고,흑

룡강 지역에서 만든 요구르트에 들어가는 딸기 생산기지가 그 이다.

이 외에도, 재 국 딸기 수출은 주로 가공 기업이 하고 있는데,이 역시 

가공 기업이 주도하는 유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국 딸기  딸기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 이 다. 국의 세  통계에 따르면 2004년에 국의 

냉동 딸기 수출은 13.1만 톤으로 수출 과일 품종의 6.8% 고, 국 그 해 딸기 

생산량의 7%정도로 수출 총 매출액은 10230달러 다.비록 최근에 냉동 딸

기 수출의 인 양이 늘어나고 있지만,여 히 상 으로 비 이 은 것

은 변하지 않고 있다.딸기 수출 방식이 다양하지 않은데,수출 기업이 딸기 재

배 기지를 건설하거나 혹은 딸기를 구입하여 냉동 가공과 포장 처리를 거쳐 주

로 유럽 연맹,일본,미국 그리고 한국 등으로 수출 된다.

2.2. 국 딸  통  추

2.2.1.딸기 공 의 계 성 감소

딸기는 계 성이 비교  강한 과일 품종에 속한다.2000년 이 에 국 딸기 

재배는 부분 노지방식을 취해 품종도 고,출시 시기도 5월 상순에서 6월 

로 집 되어 있었다.하지만 딸기에 한 수요가 1년 내내 있게 되고,비성수

기 때의 딸기 가격이 등하자 딸기 생산자들은 극 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선진 재배기술과 설비의 활용을 진하고,자주 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

나 외국에서 딸기 품종을 들여오기도 하면서, 국의 노지 주로 하나의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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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생산하던 국면을 새로이 바꾸게 되었다. 재 국 딸기는 햇빛 온실 

진 재배,이른 에는 · 형 비닐하우스로 반(半)진 재배하는 방식,그리고 

노지 재배 이 게 세 종류의 형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그 비율은 각각 30%,

50%,20%이다.남쪽 지역은 반(半)진 재배를 주로 하고,북쪽 지역은 세 종

류의 방식이 모두 병행 되어 발 하고 있다.간단하게는 비닐막 덮개,작은 비

닐하우스, 형 비닐하우스, 형 비닐하우스에서 크게는 속 재료로 만든 비

닐하우스, 나무 혹은 철강으로 만든 일  온실 등이 있다.남쪽 지역은 형 

비닐하우스와 소형, 형이 주를 이루고,북방 지역은 일  온실과 형, 형 

비닐하우스가 주를 이룬다.이 외에도 국은 일  온실과 비닐 형 하우스에

서 비교  빈번하게 응용되는 기술로는 양 수정,지벨랠린(gibberellin)분사,

개 설비를 설치하고 화 과 하는 것이 있다.비료 설비,블라인드는 일

부 지역의 일  온실 재배에서도 어느 정도 쓰이고 있다.토양 없이 딸기를 재

배하는 것은 국에서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어 생산되는 것이 극히 다.다

양한 재배방식의 조합과 다양한 품종이 리 퍼져 신선한 딸기가 시장에 나오

는 시기를 연장시켰고,딸기의 신선한 과육의 공  기간 역시 북쪽은 10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남쪽은 11월에서 그 다음해 5월까지로 반년 정도 늘어나게 

되었다.딸기가 다 익는 시기와 가격의 차이가 큰 을 활용해 장거리 매도 

가능하게 되어,가령 사천의 유 딸기는 항공 운송을 통해 국 각지로 팔려

나간다.

2.2.2.유통 경로 단축 

국의 딸기 재배방식과 딸기를 선식(날로 먹는 것)소비 하는 습 의 향

과 선식 딸기는 보 과 운송에 합하지 않다는 특징 때문에 딸기 유통은 여

히 딸기의 보호지 주변의 도시들을 주로 하는데,이는 부정 인 두 가지 결과

를 낳았다.하나는 거리가 먼 소비 시장의 딸기 수요는 효과 으로 충족되지 

못했다는 으로,소량의 딸기가 북경,상해, 주 등 도시의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이 비교  높아지고,신선도와 맛에 있어서도 향을 받게 된다.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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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딸기의 생산 주체가 “매매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개별 재

배보호지나 개인 농가의 딸기는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비교  짧고,보호지의 

소비 시장은 제한 이기 때문에 딸기 매매 가격이 낮아지고,딸기가 뭉개지거

나 부패하는 상도 나타나고 있다.그 기 때문에 재 존재하는 딸기를 직  

생산하고 매하는 형식, 간 매개자,합작사 그리고 가공 기업이 주도하는 딸

기 유통 경로는 여 히 긴 편으로,딸기를 더 효과 으로 더 많은 더 먼 거리의 

소비 시장까지 유통하지 못하고 있다.앞으로, 도시의 딸기 수요가 늘어나고,

국 국내 항공사의 물류업이 발 하면 비용은 크게 낮아져서 생산자에서 항

공 운송을 통해 직  매 시장으로 유통되면 소비자 수 에 도달하는 경로가 

큰 폭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재 사천 유는 유 국제공항의 유리함

에 힘입어 이미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유의 딸기는 농장에서 따서 

나온 후 포장(주로 림 방지 버블과 종이 상자)을 거쳐 항공사로 북경 등 소비 

시장으로 운송 되는 데 가장 빠른 경우 10시간  미만이 소요된다.

3.딸기 유통 경로 방식의 형   분석

동항시는 요동 반도 동쪽에 치해 남쪽으로는 황해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

로는 압록강과 마주보고 강과 바다 넘어 한반도와 바라보고 있어 지리  치

가 특수한 연강,연해,연변 지역으로, 국의 해안선 상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이다.우리 연구가 동항시를 딸기 유통 경로 방식의 형 인 로 삼

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동항시는 100년 가까이 되는 딸기 재배의 역사를 가졌고,생산 방식에 있어

서 일  온실 생산,냉비닐하우스 생산,노지 생산 등을 사용하고 있다.지난 

1990년  이후로 딸기는 동항시 농업 발 의 주요 상품으로 빠르게 발 했고,

재배면 은 1991년 1.1만 묘에서 2009는 11.4만 묘로 늘었는데(바닥면  12만 

묘),그  일  온실은 5.1만 묘,이른  비닐하우스는 3.3만 묘,노지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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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이다.총 생산량은 21.89만 톤으로 평균 묘당 생산되는 딸기는 2335kg이며,

총 생산액은 83523만원으로 평균 묘당 생산액은 8910원이다.2012년 10월까지 

동항시의 딸기 재배면 은 15.5만 묘에 달하고,생산량은 35만 톤을 넘어섰으

며,생산액은 30억 원을 기록했다.총 생산량,총 생산액과 단 생산량은 신기

록을 갱신했고, 국의 1 가 되었다. 재 동항은 5만이 넘는 농가들이 딸기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100여 개가 넘는 무역 기업,농가 문 합작 단체가 딸

기 생산,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딸기 산업은 이미 동항시 농  경제의 

지주 산업 에 하나가 되었다.생산 규모에서나 기술 수 에서나 이미 모두 

국에서 선두에 치하고 있다.농업부가 최 로 “ 구 우수 품질 딸기 생산 

기지”로 이름을 수여했고,첫 번째로 지리표지를 얻은 특히 우수한 품질의 딸

기 생산 지역이다.동항의 딸기는 여러 번 국제 농업 박람회에서 수상했고,

국 우수 품질 과일 회에서 메달을 따거나 명품 상품 이름을 수여 받았다.

그 에 홍안(红颜)과 역을녀(枥乙女)품종은 “ 화명과”의 이름을 수여받았

다.2011년 4월 동항시는 성공 으로 국의 제 6회 딸기 문화제를 개최해,이 

딸기 문화제에서 동항시는 성 정부로부터  성 딸기 의 “일 일업(한 에 

한 업종)”이라는 시범  명  칭호를 받았다. 국 원 학회 딸기 분회는 동항

시에 해 “ 국딸기의 첫 번째 ”이라는 평가를 했다.우수 품질 딸기 선발 

회의 10개 상 에 동항시는 무려 8개를 수상했다.2012년 2월 북경에서 열

린 제 7회 세계 딸기 회에서 동항 딸기는  3개 항목의 메달과 은메달 

하나를 받았다.2012년 6월 26일 북경에서 열린 “2012 국 농업 랜드 발  

설명회”에서 “동항딸기”는  상을 받았다. 국 우수 품질 농산품 개발 서비

스 회, 국 녹색 식품 회 등 7개의 우수 농업연합의 연구를 통해 100  

국 농산품 지역 공동 랜드 선정에서 동항 딸기는 100  에 20 에 들어 

딸기 단품으로는 국에서 1등을 했고,“2011가장 향력 있는 국 농산품 

지역 공동 랜드”칭호를 수여 받았다.이외에도 동항시는 《ISPM국제 식물 

검역 작업 표 》과 딸기 수입국의 표 과 요구에 따라 딸기 수출 시범 구역을 

제정하여 수출 딸기의 재배와 생산 표 을 만들고,시내의 모든 딸기 수출 기

업은 이 표 을 따라 모두 ISO9001시스템 인증과 HACCP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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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동항시는 국가  수출 딸기 품질 안  시범 구역이 되었다.딸기는 국

내 시장과 홍콩·마카오 등에서 잘 팔릴 뿐 아니라,멀리는 일본,한국,미국,

동,러시아,유럽 등 국가와 지역에까지 매가 되었다.딸기의 발 과 국제  

향력이 차 거치자,국내 과학 기구와 학교의 환 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일본,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문 학자의 길도 받아 여러 번 요

녕성 딸기 연구원,동항시 딸기 연구원(국 최고  딸기 연구원)그리고 동

항시 딸기 재배기지 등으로 가서 연구를 하기도 했다.

3.1. 동항시 딸   내 통 방식

그림 41.동항 딸기 성내 유통 방식

재 동항시는 매년 35만 톤의 딸기를 생산하여 그  80%이상(온실과  

비닐하우스 재배)이 시장에 팔리고, 부분 동북 지역과 다른 도시로 나간다.

동항 딸기의 성 내 유통 경로는 체로 농가가 생산과 매를 직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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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 주도 방식,합작사 주도 방식,가공 기업 주도 방식 등이 있다.그  

농가가 생산  매를 직  하는 방식과 로커 주도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합작사와 가공기업은 동항 딸기 성 내 유통 방식에서 보조 인 역할을 하며,

가공 기업 유통을 거친 딸기  부분은 가공용 딸기이다.동항 딸기의 성 내 

유통 최종 소매 구조에서 업상과 마트는 가장 요한 소매 주체인데 업상

이 주고,마트 소매는 보조 이다.구체 인 는 아래와 같다.

3.1.1.동항 딸기 농가 직 생산  매 방식

농가는 20여 년의 발 을 거쳐,동항시 딸기는 그 의 단일한 노지 재배에

서 노지,  비닐하우스 재배,온실 딸기 등으로 발 해 왔다,규모가 커지고 

생산기지를 통해 재배 역시 어느 정도 수 까지 발 했지만,여 히 가정 농가

의 생산이 부분이기 때문에,동항 딸기의 “직  생산 직  매”경로가 성 

내 유통의 필수로 자리 잡은 것은 필연 인 것이라 할 수 있다.요녕성 내 유통

되는 동항 딸기 에 농가와 기지에서 생산된 딸기는 각각 76%와 24%를 차지

한다,동항시 농업 인구는 45만 명인데 그  5.4만 명의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

고,매 묘 당 노동력을 1.5인 정도 필요로 하며,시 체 딸기 생산이 1년 동안 

농  노동력 18만 명을 소화한다.비록 딸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와 노동

력 수가 비교  크긴 하지만 신선한 딸기는 빨리 부패하고 장이 쉽지 않다는 

특징 때문에 농가 생산의 딸기는 여 히 소도시 주민을 소비 시장으로 하고 있

다.농가는 딸기를 채취한 후 큰 종이 상자 포장을 거쳐,안에는 고정 쿠션을 

넣거나 딸기 잎을 깔아 딸기가 리지 않도록 하고 도로 ,향·진 농산물 시

장,동항시 칠방 농산품 도매 시장 등에서 자리를 깔고 직  소비자에게 매

하거나,개인 소비자가 딸기 농장에 들어가 재미로 딸기를 따며 소비하기도 한

다.농가가 직  소비자에게 매하는 딸기는 시장의 29%를 차지한다.향·진 

선식 딸기 시장(보살묘 진,의권진,고산진 재래시장 같은),동항시 칠방 농산품 

도매 시장에서 농가는 딸기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딸기 매 업상에게 매

하기도 하고,이러한 경로는 시장의 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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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동항 딸기의 로커 주도방식

재 동항시에는 략 2800명의 딸기 로커가 있고, 로커는 동항시가 농

가로부터 딸기를 구입하는 가장 요한 유통주체 에 하나다.딸기 로커는 

일반 으로 지의 딸기 문 농가,소상인(과일 업상)등이 맡는데,동항 

딸기 유통 시스템에서 가장 활발하고, 로커는 농가 밭,진(향)재래시장에서 

농가로부터 딸기를 구입한다. 로커가 구입한 딸기는 주로 농업용 3륜 기계,

창하 미니버스 经纪人收购的交通运输工具多为农用机械三轮、昌河面包车等

등으로 운송된다. 로커와 농가의 교역은 일반 으로 맨투맨 교역으로 구두로 

가격을 정하고,무게를 재고, 액을 지불하고,차에 실으면 된다.그러나 일부

가 선택한 방식은 딸기 채취하기 에(체로 채취 1~2개월 에), 로커와 

딸기 재배농가가 의를 맺고 미리 30%의 계약 을 지불하고,딸기를 수확하

고 나면, 약한 로 딸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로커는 딸기를 구입한 후

에,그날 혹은 이튿날 동항시의 농산품 도매 시장으로 운반하여, 지 도매 시

장의 업상에게 주로 매하는데 이는 시장의 28%를 차지하며,그 후에 업

상은 지의 하 기업 수요자(개인 소비자,단체 소비자,마트)등에 매한다.

은 부분(시장의 4%를 차지하는)은 로커가 가공기업과 연계하여 딸기 교역 

가격을 정하고,가공 기업에까지 운송하여,시내의 딸기 가공 기업에 매해 가

공 기업의 선별,  등  작업을 거치고(딸기 가공 제품을 만들고),포장하여 

그 다음 단계로 유통되기도 한다.

3.1.3.동항 딸기 합작사 주도방식

동항시 딸기 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동항시는 최소 4개의 딸기 문 회

를 설립해 1000가구가 넘는 딸기 재배농가가 딸기 문 회에 가입했고,시 

체에 300여개의 농  경제 합작사가 있으며, 부분은 구입, 매의 능력과 

경험이 있다.동항시 딸기 문 회와 농  경제 합작사는 생산 부문에서 딸

기 재배농가에게 기술 지도를 해주고,딸기가 시장에 나온 후에는 시장 가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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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은 가격으로 합작사가 제공한 각 항목의 물자 지원 원가를 탕감한 후의 

가격으로 농가로부터 딸기를 구입한다.그리고 농산물 시장의 매를 통해 

업상에게 매하고,마트 배송 센터를 통해 마트에 매하고, 계있거나 혹은 

고정된 고객 계를 통해 가공 기업에 매하는데 세 개의 유통 방식은 각각 

시장에서 8%,6%,3%를 차지한다.

3.1.4.동항 딸기 가공기업 주도방식

동항시 농  경제 합작사와 딸기 문 회는 딸기 재배부문에 있어서 농가

에게 지도를 할 뿐만 아니라 회원,비회원 농가로부터 딸기를 구입하고,회원 

농가와 가공 기업의 약을 통해 기지를 건설해 “농가+합작사+가공기업”의 체

제를 완성했다. 재 동항시에는 각종 딸기 가공 기업이 50여 가구가 있는데,

그  가공되는 딸기는 체로 노지 재배한 것과,농가와 기지에서 수확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B  상품이거나,작은 과일로 매년 가공  사용되는 

딸기는 약 5만 톤이다.동항시 딸기 가공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딸기 최상

품 선물 세트,딸기 통조림,딸기 ,딸기 주스와 냉동 딸기 등으로,그  냉동 

딸기는 주로 수출되어 유럽,미국,일본 등의 국가와 지역으로 간다.“농가+합

작사+가공기업”이 기지를 건설하는 방법은 마을(는 향·진)합작사가 회원 농

가의 허락을 받아,회원 농가를 표해 가공 기업과 약을 맺는다,합작사는 

가공기업이 요구한 재배표 에 맞추어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도록 지도하고,우

수한 품종의 묘목을 제공하고, 해 농약,비료 등을 제공한다.딸기 수확 후에 

합작사는 가공기업에게 매하는 것을 담한다.가공기업이 기지를 건설하는 

 다른 방식은 합작사나 문 회 등 다른 매개자를 거치지 않고,가공기업

과 농가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공기업이 농가에게 일정한 묘목,비료,농

약 등 물자와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농가는 딸기 재배를 담당하고,딸기가 시

장에 나온 후에 가공 기업은 계약한 가격으로(원칙은 일반 으로 시장가격보

다 낮지 않게,혹은 시장가격보다 높게 조정한다)각 항목 비용을 제한 가격으

로 딸기 구입을 담당한다.매년 5월 상순 딸기가 차 익은 후,소비자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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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원에 들어와 딸기를 따는 것은 일종의 유행이 되었고,그리고 직  통화해 

채취하는 것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 을 차지한다.

3.2. 동항시 딸   외(북경 지) 통 방식

3.2.1.동항시 성 외(북경까지)유통 방식

그림 42.동항딸기 성외 유통 방식

동항 딸기 산지는 북경 소비 시장까지 약 750km이다.비행기로 약 1시간이

면 도착하고,고속철도로 3시간 정도 소요되며,기차는 6시간,버스 운송도 아

침에 출발하면 녁에는 도착한다.거리가 비교  짧아 다양한 운송 방식으로 

딸기를 운송할 수 있어 동항 딸기가 북경에 들어가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은 

북경 소비 시장이 주요 공 지가 된 매우 요한 요인이다.북경시로 유통되는 

동항시 딸기  76%는 개인 농가에서 재배 생산한 것이고,24%는 딸기 재배기

지에서 생산한 것으로, 리인, 로커,합작사,가공 기업,도매상,마트,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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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 유통 주체들을 통한다.최종 으로 집단 소비자와 개인 소비자가 구입하

고 소비하는 딸기 비율은 각각 88%,12%이다.구체 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 산지단계

북경 소비 시장에 유통되는 76%의 동항 딸기는 개별 농가가 생산한 것이고 

나머지는 “농가+합작사+기지”혹은 “농가+가공기업”의 생산 방식으로 재배한 

것이다.농가가 생산한 딸기는 주로 도매상(8%), 리인(25%), 로커(32%),

합작사(11%)에게 매된다. 매 지역의 시장의 수요보다는 로커와 합작사

가 더 심을 쏟는 것은 생산지 딸기 공 의 상황이다(시장에서 그들은 딸기 

구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들은 농가로부터 딸기를 구입하고 

시장에서 딸기를 매하지만,딸기 유통의 다음 단계는 심 두지 않는다(성 

내 유통이든 성 외 유통이든).그 기 때문에 농가와 로커,합작사의 교역은 

성 내인가,성 외인가로 유통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그래서 동항 딸기의 성 외

(북경까지)유통 방식 에서 농가가 딸기를 로커,합작사에게 매하는 단계

는 동항 딸기 성 내 유통 경로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여기서는 농가와 리

인,도매상의 교역 상황에 해서만 소개하겠다. 리인은 북경 도매시장 도매

상의 탁을 받아, 지 과일 업상 는 동항시 딸기 구입을 탁받은 외지 

업상이 맡는다. 리인은 동항 농산품 시장 혹은 밭 혹은 향·진 농산물 시장

에서 농가로부터 딸기를 구입하여 도매상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도매상에게 

물건을 주고,일정한 비용으로 보상을 받는다. 리상과 탁인은 주로 화,

컴퓨터 등 통신 설비로 업무를 연락하고,도로를 주된 운송 방식으로 삼으며,

항공물류 운수는 보조 으로 사용한다.북경 시장의 도매상은 로커, 리인,

합작사를 통해 딸기를 확보하기도 하지만,일부는 동항시 생산지에 직  들어

가 딸기를 구입하기도 한다,이러한 도매상은 체로 2명 이상이 업하여,각

기 임무를 나 고 북경 소비시장과 동항 생산지를 나 어 담한다.동항 생산

지의 사람은 딸기 구입과 물건을 보내는 일을 책임지고,다른 동업인은 북경 

소비 시장에서 물건을 받아 딸기를 매하는 것을 맡는다.이러한 도매상 역시 

도로를 주로 사용하고,항공 운송은 보조 으로 활용한다, 한 계 과 지역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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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구입 장소를 변경한다.농가와 도매상

이 직  교역하는 비율은 시장의 8%정도 차지한다.딸기가 동항에서 북경 시

장으로 운송 되어 오는 동안의 보 과 신선함 유지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딸기를 구입한 후 기본 으로 딸기 용 수확 상자를 사용해,상자 바닥에는 

얇은 스폰지를 깔고,상자 안의 과일을 쌓을 때는 2층을 넘게 쌓지 않아 뭉개지

는 것을 방지한다.에어 포장(냉장한 상태에서 내부 환경의 온도,습도,산소 

등의 조건을 통제해 과일이 호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닐막 포장을 활용

하고,운송 에는 간혹 온 속 냉동을 하기도 하고 보온차와 냉동차를 사

용한다.

가공기업과 농가나 합작사 계약 체결은 우수한 딸기 묘목,비료,농약들 물자

와 기술을 지원하고 농가는 딸기 재배를 책임지며,딸기가 익어서 채취한 후 

가공기업이나 합작사는 딸기 구매를 책임진다.성 밖(북경까지)유통 방식 ,

가공기업이 북경 소비 시장까지 딸기 등  구별,사  내동 처리와 정교한 포

장,최종 포장 매 형식으로 북경 소비 시장의 도매상이나 마트로 운송하는 

것은 항공,고속도로 운송이 각 50%정도 차지한다.

※ 도매단계

북경 도매시장의 도매상들은 동항의 로커, 리인,합작사,가공기업,농가

로부터 딸기를 구입하는 비율이 약 90%정도이다,그  도매 상은 주로 소

매상(시장의 53%),그 다음은 개인소비자,마트와 집단소비자이다.북경의 비

교  큰 도매시장,가령 신발지(新发地)도매시장, 수 지 도매시장 등에는 

과일 거래장가 있고,5월~7월에는 문 으로 딸기 교역구가 설치되고, 온 

냉장고,드라이아이스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도매상은 도매시장의 딸기 

교역구 내에서 딸기를 매하고,도매시장은 각종 소비자(소매상,소비자 등 하

 딸기 수요자를 포함한다)에게 개방 해주어,신발지(新发地)도매시장 내 딸

기는 10근에서부터 매가 시작된다.소매상,개인소비자,집단소비자는 도매 

시장에서 딸기의 질,가격 등을 보고 도매상과 거래를 시작하면 된다.소매상,

개인소비자는 미니버스나 동 삼륜차 등을 타고 와서 도매 시장에서 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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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고,딸기 운송 장비도 비교  허름하여, 체로 림 방지용의 버블 상자

나,덮개를 우는 정도이다.집단소비자는 주로 품질이 좋은 선물 상자를 구매

하거나,신선하고,크기가 크고,반짝이는 딸기를 구입한다.도매상은 마트 배

송 센터를 통해 마트에 딸기를 제공하고,이런 경로는 시장의 약 9%를 차지한

다.도매 단계는 마트와의 거래 외에도 주로 맨투맨 거래를 하는데,고정 고객

이 기 때문이다.

※ 소매단계

소매상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는 딸기는 시장의 53%를 차지한다,북경

의 각 농산물 시장은 딸기 소매상의 주요 매 지역이다.소매상은 새벽에 도

매시장에서 딸기를 구입해서,농산물 시장으로 운송해 가거나 수 에 담아 길

가에서 매한다.농산물 시장의 소매상은 고정된 매자리가 있고,일반 으

로 그들은 여러 종류의 과일을 다루며,그  몇 개의 과일 품종이 주된 업 

상이다.딸기는 계 성이 비교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딸기가 왕성한 계

에만 딸기 매를 주로 하고,비수기에는 딸기를 소량 매한다.과일 매  

형식의 소매상은 더욱 계 에 향을 많이 받고,투자 규모도 더 으며,일반

으로 외지 상주 상인으로 그들은 계  과일 주로 매한다.이러한 형태의 

소상인은 주로 딸기가 제철일 때 나타나,7월 이후에는 앵두,소귀 열매,포도 

등을 매해 생계를 이어간다.반면에 동항 딸기는 주로 겨울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과일 매  형식의 소매상이 동항 딸기를 매 하는 비율은 지만,

여 히 동항 딸기는 북경 소비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매 주체이다.딸기

의 신선도,품질 등에 한 요구 때문에 집단소비자는 기본 으로 소매상에서 

딸기를 사지 않아,소매상의 주된 매 상은 개인소비자이다.마트는 북경 시

장에서 요한 소비 주체로 시장의 16%를 차지한다.마트는 배송 센터를 통해 

산지의 가공기업,도매상으로부터 딸기를 확보하고,농산품 구역에서 딸기를 

매한다.마트가 구입한 딸기는 림 방지 버블 상자에 담겨 와서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진행 한 후에 라스틱 통이나 구멍 뚫은 랩에 쌓여,무게를 단 

후 라벨에 가격,산지 등 정보를 붙인다.마트의 매 상은 주로 개인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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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집단소비자도 마트에서 딸기를 구입하기도 한다.

3.2.2.동항시 딸기 성 외(북경까지)유통 비용 분석

동항시 딸기 재배방식은 온실 딸기,  비닐하우스와 노지 재배 세 종류인

데,재배방식이 각 딸기가 시장에 나가는 시기와 생산 원가를 결정하고, 매 

가격에도 향을 미친다.따라서 서로 다른 생산방식 원가에 가격도 다르다는 

을 고려하여,본 연구는 동항시의 온실 재배와  비닐하우스 재배 딸기

(동항시 딸기 재배면 의 80%를 차지한다)를 로 들어,생산 단계,도매 단계,

소매 단계 등 각 유통 주체의 자본이윤에 해 분석하고,북경 소비 시장에서

의 딸기 소매가의 구성에 해 결론 내리려 한다.

※ 각 유통 주체 원가 이윤 분석

표 39.생산자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이윤 매출가격

3.2 3.5 6.7

동항시 온실 딸기와  비닐하우스 딸기의 생산 원가는 3.2원/근이며,동항

시 딸기 연구소와 련 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동항시 딸기는 형 으로 생산

량이 높은 것에 속해 온실 딸기의 투입 비 산출 비율은 약 1:2.1이고,  

비닐하우스의 투입 비 산출 비율은 1:2.2이다.2011년 겨울에 동항 딸기의 시

장 구입 가격은 6.7원/근이고 딸기 생산자는 3.5원/근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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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개인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고용비 운송 포장 기타 이윤 매출가격

6.7
0.16 0.14 0.31 0.19

1 8.5
0.8

간 매개자는 주로 로커, 리인과 합작사를 말한다.그들은 생산자로부

터 6.7원/근의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하고, 매지의 도매상에게 매하는데 그 

가격은 8.5원/근이다.매개자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운송을 담당하는 인력 

고용,딸기 포장비용(0.16원/근),운송비용(0.14원/근),딸기 구입,보 에 필요

한 버블 상자와 덮개비용(0.31원/근),그 외에 숙박에 드는 기본 인 비용,손비 

등으로 약 0.19원/근이 지출되어 최종 으로 딸기 매개자는 1근에 1원의 이윤

을 얻는다.

표 41.도매상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고용비 포장 운송 입장비 기타 이윤 매출가격

8.5
0.21 0.47 0.15 0.23 0.14

1.5 11.2
1.2

도매상은 산지(매개자로부터)로부터 8.5원/근의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해,기

사 월 , 리인 고용비,장사를 할 고용인,그리고 화물 운반 등 인력 월 에 

0.21원/근을 소비하고,각종 포장(신선함 유지용 드라이아이스,보온 스펀지 

등)에 0.47원/근의 비용을 지불하고,운송비용 0.15원/근,거래액 2%를 내는 시

장 입  비용은 0.23원/근,숙식,통신비,손비 등의 비용으로 0.14원/근을 낸다.

그 기 때문에 도매상의 각 항목 원가는 9.7원/근이다(구입 원가 8.5원/근에서 

새로 붙은 유통 원가 1.2원/근을 더해야 한다).하지만 2011년 겨울에 동항 딸

기가 북경 각 주요 도매 시장에서 매된 가격은 11.2원/근으로 도매상은 1.5원

/근의 이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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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소매상 원가 이윤
단 :원/근

매입원가 摊位费 포장 운송 숙식 기타 이윤 매출가격

11.2 0.09 0.22 0.12 0.1 0.27 1.1 13.1

소매상은 도매시장에서 11.2원/근의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하여 농산물시장

에서 매를 하려면 매  비용 0.09원/근을 지불해야 하고,각 딸기 포장비용

으로 0.22원/근,운송비용 0.12원/근을 지출하고,북경 딸기 소매 시장은 주로 

외지 상주 상인이기 때문에 숙식비용으로 0.1원/근이 필요하다.이 외에도 소매

상은 손비를 떠맡아야 하고,업무 연락에 필요한 통신비용,시장 리비,수도

세, 기세 등 각종 다른 비용 때문에 새로 유통원가 0.8원/근을 더해야 한다.

소비자가 소매상으로부터 딸기를 구입하는 가격은 13.1원으로,소매상의 총 원

가 12원/근(11.2원/근+0.8원/근)을 빼면 소매상이 얻는 이윤은 1근에 1.1원이다.

표 43.동항 딸기 각 유통 주체 원가 이윤

단 :원/근,%

유통주체 매입가격 유통원가a 매출가격 이윤
유통원가/
총원가

이윤/
총이윤

생산자 3.2 - 6.7 3.5 - 49.30

개자 6.7 0.8 8.5 1 28.57 14.08

도매상 8.5 1.2 11.2 1.5 42.86 21.13

소매상 11.2 0.8 13.1 1.1 28.57 15.49

합 계 - 2.8 - 7.1 100 100

a:소재하는 주체의 순증가 원가

북경 소비시장으로 유통되는 동항 딸기 유통방식 에 각 주체의 총 이윤은 

7.1원/근이고 생산자의 재배원가는 3.2원/근,각 유통 주체들의 총 유통원가는 

2.8원/근이다.생산자의 원가는 3.2원/근으로 6.7원/근의 가격으로 딸기를 매

하면 3.5원/근의 이윤을 얻을 수 있고,각 주체의 총 이윤의 반에 이른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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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차례로 도매상 이윤,소매상이윤과 매개자이윤은 각각 1.5원/근,1.1원/

근,1원/근으로,각 주체의 총 이윤인 7.1원/근의 21.13%,15.49%,14.08%를 차

지한다.유통원가 부문에서 도매상의 유통 원가는 1.2원/근이고,유통주체 총 이

윤인 2.8원/근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커,42.86%를 차지한다.매개자와 소

매상의 유통 원가는 1.5원/근으로 같으며,총 유통원가는 28.57%를 차지한다.

※ 가격구성분석

표 44.동항딸기성회유통(북경까지)가격 구성
단 :원/근,%

가격
13.1
（100)b

생산자원가 3.2(24.43) 3.2 （24.43） 2a

유통원가
2.8
(21.37)

개인 0.8 （6.11） 7

도매상 1.2 （9.16） 4

소매상 0.8 （6.11） 7

이 윤
7.1
(54.2)

생산자 3.5 （26.72） 1

개인 1 （7.63） 6

도매상 1.5 （11.45） 3

소매상 1.1 （8.40） 5

a:소매상 원가와 개인 상등;b: 호 안에 가격 비

각 유통원가와 이윤을 정리한 표는 9-11이다.표에서 알 수 있듯이,생산자의 

이윤은 3.5원/근이고,가격에서 차지하는 비 이 가장 커 26.72%이다.그 다음

은 생산자원가,도매상이윤과 도매상원가가 각각 딸기 매가격 13.1원/근의 

24.43%,11.45%,9.16%를 차지했고,그리고 소매상이윤과 매개자이윤이 각각 

가격의 8.4%와 7.63%를 차지했다.소매상 유통원가와 매개자 유통원가는 같

고,각기 딸기 매가격의 6.1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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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동항 딸기 가격 구성

3.2, 24.4%

0.8, 6.1%

1.2, 

9.2%

0.8, 6.1%

3.5, 26.7%

1, 7.6%

1.5, 

11.5%

1.1, 

8.4% 생산자원가

중개인원가

도매상원가

소매상원가

생산자이윤

로커이윤

도매상이윤

소매상이윤

표 45.각 주체 딸기 가격 구성
단 :원/근,%

주 체 원 가 이 윤 원가+이윤 （원가+이윤）/가격

생산자 3.2 3.5 6.7 51.15

개인 0.8 1 1.8 13.74

도매상 1.2 1.5 2.7 20.61

소매상 0.8 1.1 1.9 14.50

그림 44.각 주체 가격 비 원가·이윤 비

6.7, 51.1%

1.8, 

13.7%

2.7, 

20.6%

1.9, 

14.5% 생산자원가이윤

중개인원가이윤

도매상원가이윤

소매상원가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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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2와 그림 9-8에서 알 수 있듯이,생산자원가와 이윤이 가격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51.15%로 동항 딸기가 북경 시장에서 매되는 소매가격에 제일 

큰 향을 미쳤고,그 다음은 순차 으로 도매상,소매상 그리고 매개자의 비용

이 가격의 20.61%,14.5% 그리고 13.7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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