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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생산자단체 중심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산지 기반 구축

1. 산지 공급사슬관리의 필요성

농축산물의 유통비용률(유통비용/최종가격)은 평균 40〜4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손실률이 높은 엽근채소류(무, 배추, 양파 등)의 유통비용
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배추 유통단계별 비용 및 가격

자료: KREI.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2012).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의 경로 과점으로 생산자단체에 의한 유통계열화
(12%)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물류효율성이 낮고 직거래(4%)는 초기단계로
유통 비중이 저조한 실정이다. 산지에서는 생산 규모의 영세성, 산지유통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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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화·전문화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출하단위로 물류의 비효율이 초래되
고 있다.
아울러 엽근채소류는 장기저장이 곤란한 특성이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선도와 품질이 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엽
근채소류의 안전성 및 가격에 대하여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엽근채소류
특성상 유통 과정 중 변질·부패·감모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품질관리를
위해 산지에서의 수확 후 관리 및 전처리(preprocessing) 과정이 필요하며, 선도
유지와 출하조절 및 안전성을 위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처럼 농산물 물류 효율화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이르기까지 유통
과정 중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늘 부딪히는 문제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생산자단체의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다. 영세한 개별농가의 물류 기능적 접근보다는 생산자 구성원들 간의 필요
한 경영·기술 노하우와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하나
의 기업처럼 프로세스 통합을 통해 농산물 공급망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 고객은 물론 식품제조업체 및 중간고객(대형유통업체, 외식업체, 식자
재업체, 집단급식소, 기타 도소매상)에게 품질(맛·당도·경도) 및 안전성을 보증
할 수 있는 농산물(right foods)을 필요한 양만큼(right quality)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right time)와 장소(right place)에 적절한 물류서비스(right impression)로
적합한 가격(right price)에 공급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고객 가치의 창출과 더불어 고객 니즈의 충족이라는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 노력하게 되면 고객만족의 증대로 농업인은 판로 확대 및 수익성의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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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물류효율화를 통한 가치 증대

엽근채소류의 상품 특성에 따라 공급사슬관리에 있어서 특히 신선도에 의해
상품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콜드체인 시스템 등 물류기능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필품으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저온저장을 통한 비축으로 농산물 수요를 연중 균
일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수확 후 관리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배추·무
등 엽근채류의 대부분은 부정형으로 표준규격화가 쉽지 않고 공산품에 비해
상품의 효율적인 수송에 불가결한 수송포장이 용이하지 않으며, 밀도(density)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저장성이 떨어진다. 또한 운송차량 및 창고
의 가용공간에 상품을 채울 수 있는 정도도 낮아 공산품에 비해 취급이 어려워
물류비가 많이 소요된다. 다시 말하자면 신선농산물, 특히 엽근채소류는 공산
품에 비해 품질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생
산단계에서 품질을 엄밀히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신선농산물 자체의 특성에 따른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로 인하여 공산품에 비
해 높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산지에서 농가 규모 영세성의 탈피, 공동·연계수
송 체계 등의 요구가 높으며, 산지 집하·출하를 통한 수송비 절감, 수확기 홍수
출하로 가격폭락을 예방할 수 있는 저장기능(APC)의 확충을 통한 수급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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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 및 분산출하, 수요예측과 정보공유 등의 유통·물류 문제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표준규격 포장 출
하의 확대,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 등 투자 확대도 필
요하다.

2. 주요 엽근채소류의 산지 유통현황 분석

2.1. 주요 엽근채소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활동
엽근채소류 생산자들의 주요 판매처는 산지유통인,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으로 나타났으며, 양파의 경우 저장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산지거래 가
격은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모두 2011년 대비 2012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엽근채소류 생산자단체의 산지활동을 살펴보면 주요 생산자단체의 형
태는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산물 구
매는 계약재배사업, 매취사업사업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매 후 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처는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대량수요처 등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은 출하 시 익일 정산하고 대형유통업체는 월 2회, 김치
공장은 2～3개월 후 정산하는 체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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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엽근채소류 생산자의 산지활동
구 분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판매처

지역농협, 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지역농협,
(저장업체), 직출하(도매
도매시장
도매시장 등
시장), 농가저장

판매처별
비율

산지유통인 비율이 매우 산지유통인 비율이 매우 산지유통인(저장업체)의
높음
높음
비율이 월등히 높음

산지거래
가격

2012년 기준 2011년
재배면적 감소로 2011년 재배면적 감소로 2011년
보다 재배면적이 감소
대비 2012년 가격이 대비 2012년 가격이
하여 포전가격이 약 2배
약 2배 상승
상승
상승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유통실태 자료 재정리.

표 1-2. 주요 엽근채소류 생산자단체의 산지활동
구 분

형태 및
역할

구매 및
정산방법

판매처 및
정산방법

가을배추

가을무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조합법인 등

-영농자재공급, 출하대행,

-영농자재공급, 출하대행,

계통출하 유도, 계약재배

계통출하 유도, 계약재배

사업 실시 등

사업 실시 등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
매취사업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
매취사업

-판매 후 정산(계약금 30%)

-판매 후 정산(계약금 30%)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김치가공업체, 대량수요처

김치가공업체, 대량수요처

-도매시장은 출하 시 익일

-도매시장은 출하 시 익일

정산, 김치가공업체는 2∼3

정산, 김치가공업체는 2∼3

개월 후 정산

개월 후 정산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유통실태 자료 재정리.

양파
-지역농협, 전문농협
-출하지도, 시장정보제공,
계통출하유도, 영농자재
공급, 영농비지원
-계약재배사업, 매취사업,
저장사업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대량수요처 등
-판매(포장)단위가 다양함
-도매시장 출하 시 당일·
익일 정산, 대형유통업체는
월 2회 정산

6

2.2. 주요 엽근채소류 산지유통인의 산지활동
주요 엽근채소류 산지유통인은 전문 산지유통인과 지역 산지유통인으로 이
루어져 있다. 농산물 구매형태는 포전매매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계약금
은 30% 내외를 지불하고 있다. 가격은 농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처는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대량수요처 등으로 산지유
통조직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주요 엽근채소류 산지유통인의 산지활동
구 분
형태

구매 및
정산방법

가을배추
전문 산지유통인, 지역 산지

가을무
전문 산지유통인, 지역 산지

유통인으로 구분

유통인으로 구분

-포전매매

-포전매매

-계약금 30% 지불, 출하

-계약금 30% 지불, 출하

전 잔금 완불

-가격은 농가와 협의

-수확, 선별, 포장, 상차

수확작업

-5톤 트럭 도급 이용

-수확, 선별, 포장, 상차

-1일 작업량: 2～3대/5톤 트럭

-5톤 트럭 도급 이용

-그물망포장: 도매시장, 대형

-1일 작업량: 2～3대/ 5톤

유통업체

운송

지역 내 상인, 전문 산지유통인
-포전매매: 계약서

전 잔금 완불

-가격은 농가와 협의

양파

트럭

작성 및 거래
-정전매매: 현금지급
후 인수
-가격은 농가와 협의
-수확, 건조, 선별,
포장, 상차
-1인 1일 작업량:
150～200평(포장
60～90망 정도)

-PVC상자: 가공업체
-적재량: 5톤(800～900망)

-적재량: 5톤(1,300～1,500단)

-파렛트 적재량: 약 80망

-파렛트 적재량: 10개

-적재량: 5톤(500～700망)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김치가공업체, 대량수요처
판매

-도매시장,

김치가공업체,

단체급식 등

대량수요처, 저장업체,
자체저장 등

-도매시장은 출하 시 익일

-도매시장은 출하 시 익일

-도매시장은 출하 시

정산, 김치가공업체는 2～3

정산, 김치가공업체는 2～3

익일 정산, 김치가공

개월 후 정산

개월 후 정산

업체는 2～3개월 후
정산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유통실태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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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엽근채소류 산지의 주요 출하처
가을무의 경우 산지 생산자의 주요 판매처는 산지유통인, 지역농협, 도매시
장 등으로 나타났다. 판매처별 비율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포전거래 활성화
로 산지유통 취급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표 1-4. 가을무 출하처 분석
단위: %

구 분

고창
2011

영암
2012

2011

당진
2012

2011

2012

산지유통인

65

85

65

65

65

65

(도매시장)

(59)

(75)

(60)

(73)

(21)

(70)

(대량수요처)

(6)

(10)

(10)

(12)

(10)

(10)

생산자단체

15

10

10

10

15

15

(대형유통업체)

(10)

(8)

(8)

(7)

(10)

(12)

(도매시장)

(5)

(2)

(1)

(3)

-

(3)

(대량수요처)

-

-

(1)

-

-

-

도매시장

20

5

20

5

59

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가을배추 생산자의 판매처는 산지유통인,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으로 나타
났다. 판매처별 비율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포전거래 활성화로 산지유통인의
취급비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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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가을배추 출하처 분석
단위: %

구 분

고창
2011

영암
2012

2011

당진
2012

2011

2012

산지유통인

60

87

61

85

40

85

(도매시장)

(55)

(75)

(56)

(75)

(32)

(75)

(대량수요처)

(5)

(12)

(5)

(10)

(5)

(10)

(소매상)

(-)

-

(-)

-

(3)

-

생산자단체

15

10

8

10

12

10

(도매시장)

(-)

(3)

(-)

(3)

(-)

(-)

(대형유통업체)

(11)

(5)

(8)

(7)

(11)

(8)

(대량수요처)

(4)

(2)

(-)

-

(1)

(2)

도매시장

25

3

31

5

48

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양파의 판매처는 주로 지역농협, 산지유통인(저장업체), 도매시장(직출하),
농가저장 등으로 조사되었다. 판매처별 비율은 산지 양파 가격 상승 등으로 인
해 산지유통인(저장업체 포함)을 통해 출하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
속되는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저장업체 및 산지유통인 등과 가격협상을 통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1-6. 양파 출하처 분석
단위: %

구 분
지역농협
산지유통인(저장업체)

무안
2011
2012
27
20

창녕
2011
2012
14
10

영천
2011
2012
3
3

68(40)

70(50)

70(53)

72(55)

64(12)

68(15)

직출하

2

5

7

7

26

20

농가저장

3

5

9

11

7

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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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요 엽근채소류 산지 물류비용
가을무 운송비는 산지에서 서울까지 5톤 트럭 기준으로 고창의 경우 58만원
에서 63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운송비는 대체적으
로 50만원 이상에서 7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표 1-7. 가을무 운송비(산지→서울)
단위: 원/5톤

구 분

고창

영암

당진

2011

520,000∼550,000

620,000∼650,000

450,000∼500,000

2012

580,000∼630,000

650,000∼670,000

500,0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가을무 산지유통인의 물류기기 사용료는 개당 파렛트는 도매시장 출하 시
개당 2,700원이며, 자부담은 1,350원으로 나타났다. 다단식 목재상자는 약 절반
가격인 1,380원이며, 자부담은 680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1-8. 가을무 물류기기 사용료
단위: 원/개

구 분
도매시장
유통업체

종류

비용(정부보조율)

자부담(VAT포함)

파렛트

2,700(60%)

1,350

다단식 목재상자

1,380(60%)

680

파렛트

2,550(50%)

1,530

다단식 목재상자

1,320(50%)

79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가을배추 운송비는 산지에서 서울까지 5톤 트럭 기준으로 고창의 경우 58만
원에서 63만원으로 나타났다. 운송비는 산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
으로 50만원 이상에서 7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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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가을배추 운송비(산지→서울)
단위: 원/5톤

구 분

고창

영암

당진

ʼ11

520,000∼570,000

650,000∼670,000

430,000∼450,000

ʼ12

580,000∼630,000

650,000∼670,000

500,0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가을배추 산지유통인의 물류기기 사용료는 개당 파렛트는 도매시장 출하 시
개당 2,700원이며, 자부담은 1,350원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상자는 개당 690원
이며, 자부담은 345원으로 나타났다.
표 1-10. 가을배추 물류기기 사용료
단위: 원/개

구 분

종류
파렛트

도매시장

유통업체

비용(정부보조율)

자부담(VAT포함)

2,700(60%)

1,350

690(60%)

345

다단식목재상자

1,380(60%)

680

파렛트

2,550(50%)

1,530

690(50%)

312

1,320(50%)

792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목재상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양파 운송비는 산지에서 서울까지 5톤 트럭 기준으로 고창의 경우 58만 원
에서 63만 원으로 나타났다. 무안 지역은 가변축 장착 5톤 트럭 운송(700망/20
㎏), 창녕과 영천은 기본적재(500망/20㎏)로 형태가 차이가 있었으나 산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50만 원 이상에서 70만 원 사이로 운송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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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양파 운송비(산지→서울)
단위: 원

구 분

고창

영암

당진

2011

520,000∼570,000

650,000∼670,000

430,000∼450,000

2012

580,000∼630,000

650,000∼670,000

500,0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2.5. 주요 엽근채소류 산지 유통경로
가을무는 포전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인에 출하하는 비중이 84%
로 나타났고 생산자가 도매상에 직접 출하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였다. 산지
유통인은 도매상에 대부분을 출하하고 대량수요처에 11%를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을무는 도매상의 비중이 매우 높은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 가을무 유통경로 분석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가을배추는 포전거래가 활발하며 산지유통인에 출하하는 비중이 86%로 나
타났고 생산자가 도매상에 직접 출하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였다. 산지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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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도매상에 대부분을 출하하고 대량수요처에 14%를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을배추 역시 도매상의 비중이 매우 높은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1-4. 가을배추 유통경로 분석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양파는 산지 가격 강세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산지유통인에 출하하는 비중
이 70%로 나타났고 생산자단체는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인은 저장
업체에 대부분을 출하하고 도매상에 20%을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양파는 저장업체를 중심으로 유통경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그림 1-5. 양파 유통경로 분석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2.6. 주요 엽근채소류 유통비용
배추는 농가수취율이 33.7%, 유통비용이 66.3%로 나타났고 양파는 농가수
취율 29.2%, 유통비용 70.8%로 조사되었다. 출하 단계별 유통비용을 살펴보면
배추의 경우 출하단계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소매단계
가 25.1%로 나타났다.
엽근채소류의 출하단계 산지 직접비용을 살펴보면 가을배추는 수확상차비
가 포기당 229.2원, 운송비가 241.7원으로 나타났고 가을무는 수확상차비가
461.5원, 운송비가 446.2원으로 수확상차 및 운송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유통비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유
류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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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엽근채소류별 유통비용
전체평균

구 분

무(원/단)

배추(원/포기)

양파(원/㎏)

농가수취율

33.7

36.3

29.2

유통비용

66.3

63.7

70.8

직접비
간접비
이 윤

30.8

28.7

28.8

12.9

12.6

10.9

22.6

22.4

31.1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27.5

21.6

24.6

13.7

13.9

17.4

25.1

28.2

28.8

1,171.9

2,157.8

497.9

유통비용액

-

-

1,206.4

소비자가격

3,486.0

5,949.6

1,704.3

비용별

단계별

농가수취가격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표 1-13. 엽근채소류별 산지의 직접비용
단위: 원/포기, 원/단, 원/㎏

구 분

출
하
단
계

ʼ11

ʼ12

증감액

비고

가
을
배
추

수확상차비

187.5

229.2

41.7

포장재비

53.3

53.3

-

운송비

216.7

241.7

25.0

유류대 인상

가
을
무

수확상차비

384.6

461.5

76.9

인건비 인상

포장재비

120.0

120.0

-

운송비

400.0

446.2

46.2

유류대 인상

수확상차비

117.5

137.5

20.0

인건비인상

포장재비

7.5

8.0

0.5

원자재 인상

수집·상차비

35.0

30.0

△5.0

-

운송비

41.7

55.5

13.3

유가인상

양
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분석.

인건비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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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엽근채소류 취급 산지 출하조직 조사 결과

3.1. 조사개요
생산자단체 중심 공급사슬관리(SCM)를 위한 산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출하의사결정 및 생산자단체와 도매시장, 직거래(대형마트 등)
등과의 협력 및 연계와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노지채소류를 주로 취급하는 8개의 산지출하조직을 대상으로 하
여 현지 방문 및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생산자단체의 공급사슬을 중심으로 물류현황, 정보현황, 자금흐
름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총 8개소의 조직을 조사
하였으며, 형태로는 영농조합법인 4곳, 지역농협 2곳, 농업회사법인 1곳, 기타
개인생산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14. 설문조사 대상 구분
구 분

빈 도

비 율(%)

영농조합법인

4

50.0%

지역농협

2

25.0%

농업회사법인

1

12.5%

기타

1

12.5%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산지출하조직은 노지채소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청
과류도 취급하고 있었다. 전년도 주요 취급 품목 중, 노지채소류의 물량 합계를
살펴보면 배추가 3만 톤(75.8%)으로 가장 많았고 무 7,000톤(17.7%), 양파
2,363톤(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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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주요 취급 품목별 물량 비중
단위: 톤, %

구 분

물 량

비 율

양파

2,363

6.0

마늘

200

0.5

무

7,000

17.7

배추

30,000

75.8

주: 2013년 물량 합계임.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전년도 주요 취급 품목 중, 노지채소류의 매출액 합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배추가 140억 원(71.3%)으로 가장 많았고 무 40억 원(20.4%)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 1-16. 주요 취급 품목별 매출액 비중
단위: 억 원, %

구 분

매출액

비 율

양파

11.3

5.8

마늘

5

2.5

무

40

20.4

배추

140

71.3

주: 2013년 매출액임.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3.2. 출하 의사결정 구조
생산자단체의 출하처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요
출하처는 농협유통,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품목별로 주요 출하처를 살펴보면 양파의 경우 도매시장(경매제)·직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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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출하하였고 마늘의 경우 도매시장(경매제), 무의 경우 농협유통·도매시장
(경매제)·대형유통업체·기타로 출하하였으며, 배추의 경우 농협유통·도매시장
(경매제)·대형유통업체·직거래·기타로 출하하였다.

표 1-17. 주요 출하처
구 분

농협
유통

도매시장
(경매제)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
(인터넷쇼핑 등)

기타

양파

-

1

-

-

2

1

마늘

-

1

-

-

-

-

무

1

1

-

1

-

1

배추

1

1

-

1

1

1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출하처별로 출하 시기와 물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사전 협의 후 출하 시
기와 출하 물량을 조절한다가 85.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출
하처 중에서 산지유통인과 대형유통업체가 사전 협의를 실시한다는 항목에 높
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도매시장(경매제)에 출하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 없이 조직 내에서
결정한다가 10%의 응답률로 나타났으며, 사전협의가 있지만 전적으로 판매 담
당자가 결정한다는 항목은 5%의 응답률을 보였다.
생산자단체와 출하처가 물량 출하 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
은 양자 간에 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해 출하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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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생산자단체의 출하 시기 및 물량 결정 방법
단위: 개소, %

도매
시장
(경매제)

도매
시장
(시장
도매인제)

대형
유통
업체

직거래
(인터넷
쇼핑 등)

산지
유통인

농협
유통

사전 협의 후 출하
시기와 출하물량
조절

4

3

3

1

4

2

17(85)

사전 협의가 있지만
전적으로 판매 담
당자가 결정

0

0

0

0

0

1

1(5)

사전 협의 없이
조직 내에서 결정

0

0

2

0

0

0

2(10)

사전 협의 없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0

0

0

0

0

0

0(0)

4(20)

3(15)

5(25)

1(5)

4(20)

3(15)

20(100)

구 분

합 계

합 계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3.3. 주요 출하처별 출하 관련 출하처와의 관계분석
생산자단체가 출하처에서 출하물량이나 출하시기에 관하여 조절할 것을 권
유받는 경우 권유하는 대로 출하 시기 및 출하 물량을 조절한다가 4명, 권유하
는 것을 다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참고한다가 4명이었다.
표 1-19.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절 권유 시 대응 방안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율

권유하는 대로 출하 시기 및 출하 물량을 조절

4

50.0

권유하는 것을 다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참고

4

50.0

신뢰성이 없어 거의 받아들이지 않음

0

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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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공급사정이 변동되어 도매시장 가격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현재 출
하처와 출하량, 출하 시기 등을 협의하여 조절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절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단골거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산지
조직과 출하처 간에 전화통화만으로 출하 시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대
상이 5명(62.5%)으로 가장 높았다.
협약이나 구두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응답이 1명(12.5%), 산지조직
이 스스로 물량이나 출하시기를 조절한다가 1명(12.5%), 주 출하처에서 해당품
목에 대한 전국적 수급상황을 수시로 산지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산지출하조직
스스로 조절하도록 유도한다가 1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0. 생산자단체와 출하처의 출하조절 방안
단위: 개소, %

구분

빈 도

비 율

오랜 기간 동안 단골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하처와
생산자단체 간의 전화통화만으로 가능함

5

62.5

협약이나 구두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1

12.5

서면계약으로 가능함

0

0.0

생산자단체 스스로 물량 및 출하시기 조절

1

12.5

주 출하처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전국적 수급상황을 수시로
생산자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산지출하조직 스스로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1

12.5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출하 시에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유통기관으로부터 획득하
는 가격, 물량 관련 정보가 5명(62.5%)으로 가장 높았고 단골거래 2명(25.0%),
출하 직전 출하처와 사전에 주고받는 유통정보 1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산지출하조직이 농산물 출하 시 외부로부터의 정보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출하조직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는 유통기관
에서 제공하는 물동량 현황 및 가격 동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골거래처인
도매시장, 농협유통, 대형유통업체로부터의 정보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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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출하 시 고려사항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유통기관으로부터 획득하는 가격, 물량 관련 정보

5

62.5

출하조직 내 출하 전문 담당자의 직접적인 판단

0

0.0

출하조직 회원들의 출하에 대한 협의

0

0.0

출하 직전 출하처와 사전에 주고받는 유통정보

1

12.5

단골거래

2

25.0

주: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법인은 해당 품목별 비중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단체가 현재 출하처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금결제의 신속 및 안
정성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명(37.5%)을 차지하였고 안정적인 가격 2명
(25.0%), 단골거래 2명(25.0%), 원하는 물량 출하가 1명(12.5%)을 차지하였다.
도매시장의 경우 익일 결제, 대형마트의 경우 보통 월 2회 결제를 하는 방식으
로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생산자단체가 출하처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요인은 대금결제와 출하량(재고관리와 연관됨)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22. 주요 출하처 선택 이유
단위: 개소, %

구 분
유통정보에 따라
수취가격 유리
원하는 물량 출하
중·하품 처리
출하비용 절감
대금결제 신속 및 안정성
안정적인 가격
사전계약
단골거래
교통편리
판매처 확대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빈 도

비 율
0
0
1
0
0
3
2
0
2
0
0

0.0
0.0
12.5
0.0
0.0
37.5
25.0
0.0
25.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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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처별 관계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교환이 38.1%로 가장 높은 응답률
을 나타내었다. 정보교환 중에서도 도매시장(경매제)과 산지유통인이 높은 응
답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협력과 협의는 각각 23.8%의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 출하처별 관
계 활동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제휴의 경우 14.3%의 응답률을 보였으
며, 제휴의 경우에도 출하처별 관계 활동이 도매시장(시장도매인제)을 제외하
고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23. 출하처와의 관계 활동
단위: 개소, %

구 분

산지
유통인

농협
유통

도매시장
(경매제)

도매시장
(시장
도매인제)
0

1

직거래
(인터넷
쇼핑 등)
2

6(14.3)

대형
유통
업체

합 계

제휴

1

1

1

협력

1

2

2

1

1

3

10(23.8)

협의

2

2

2

0

2

2

10(23.8)

정보교환

4

3

5

2

1

1

16(38.1)

8(19.1)

8(19.1)

10(23.8)

3(7.1)

5(11.9)

8(19)

42(100)

합 계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실제 산지 입장에서 가장 유용한 유통정보로는 전국 도매시장별 평균가격이
4명(50.0%)으로 가장 높았고 출하시기 및 출하물량 조절 정보가 2명(25.0%),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과 특별히 유용한 가격정보가 없다가 각각 1명
(12.5%)으로 나타났다.
산지가 필요로 하는 가격 및 출하물량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시장 홈페이지 등과 같은 유통기관을 통해 얻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에서 필요
로 하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가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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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산지에서 가장 유용한 유통정보
단위: 개소, %

구 분
단골거래처가 제공하는 거래처 가격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
전국 도매시장별 평균가격
출하시기 및 출하물량 조절 정보
특별히 유용한 가격정보가 없음

빈 도

비 율
0
1
4
2
1

0.0
12.5
50.0
25.0
12.5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산지와 출하처 간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성으로는 전화 및 팩스 3명(37.5%),
출하주문(발주) 시스템 3명(37.5%), 이메일 등 전자문서 1명(12.5%), 홈페이지
등이 1명(12.5%)으로 나타났다.

표 1-25. 산지와 출하처 간 유통정보시스템 구성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율

전화 및 팩스

3

37.5

이메일 등 전자문서

1

12.5

홈페이지 등

1

12.5

출하주문(발주) 시스템

3

37.5

기타

0

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산지출하조직이 요구하는 유통정보로는 3년 전, 전년, 전월, 전일 평균가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정보, 공판장 실시간 경매시세정보, 소비자의 기
호성 관련 정보, 시장흐름과 발 빠른 가격변동정보, 출하가격정보, 판매(수취)
가격, 출하량정보 등을 제시하였다.
주 출하처에서 산지출하조직에게 전달하는 정보로는 15일 전망, 1달 전망,
연내 전망, 이월 전망, 공판장 현재시세정보, 출하량, 수취가격 등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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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수급사정이 크게 변동되어 도매시장 가격 역시 심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현재 주 출하처의 수급상황과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출하 물량을
통한 수급조정, 비축 기능을 통한 수급조정, 저장, 수송연결, 공동선별, 공동계
산, 선별포장, 출하물량과 수취가격(정가수의매매 등) 협의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사슬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 공급사슬별 정보공유
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일시적 수급불균형에서 발생되는 단기적 가격 급변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지출하조직과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간에 정보공유
를 통한 공급 시기 및 물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급사슬 각
단계 간에 정확한 유통 및 가격정보의 교환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파악된다.
출하조직과 도매시장 간에 정확하고 적시성 높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출하조직이 개별정보를 바탕으로 출하시기
출하량 등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잘못된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해 소비지 유통정보와 산지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지정보 통합을 위해서 산지유통인의 조직화, 전국
화 등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산지 생산자조직의 물류기능
물류 관련 보유시설은 선별시설 7개, 포장시설 2개, 집하시설 3,966㎡, 저온저
장고 8,027㎡, 지게차 18대, 운송수단 9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생산자단체 중, 포장시설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 포장 효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포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는 산지 비용 증대(인건비,
시간, 포장재) 등의 이유로 인해 효율화된 포장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
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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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물류 관련 보유시설 합계
구 분
선별시설
포장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고
지게차
운송수단
가공시설

수 량
7
2
3,966 
8,027 
18
9
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산지출하처별로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어 규격화하기 쉬운 단위의 포장재(파
렛트 단위의 대규모 박스, 공판지 박스 등)를 쓰는 품목일수록 상하차 기계화
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하차 기계화율의 경우, 무와 배추는 100%, 양파는 70%
수준을 보였다.
품목별 수송차량을 살펴보면 생산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송차량의 종류
는 1～3톤, 3～5톤과 5～7톤 트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산지출하처
라는 특성상 5～7톤 트럭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하차량 종류를 살펴보면 양파의 경우 1톤 미만, 1～3톤, 5～7톤 차량을 이
용하여 출하하였고 무와 배추의 경우 3～5톤, 5～7톤, 7～11톤 각각 1대씩 사
용하여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포장비율은 양파, 무, 배추 모
두 100%로 나타났다.

표 1-27. 품목별 수송차량
단위: 대

구 분

1톤 미만

양파

1

1～3톤

3～5톤

2

5～7톤

7～11톤

1

무

1

1

1

배추

1

1

1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11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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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8. 품목별 포장 비율
단위: %

구 분

비 율

양파

100.0

무

100.0

배추

10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3.5. 출하처별 수행하고 있는 물류기능
출하처별 물류기능을 살펴보면 산지유통인의 경우 선별·포장, 저장, 수송 등
의 물류활동이 발생하고 농협유통은 수확 후 관리, 선별·포장, 저장, 수송 등
모든 물류활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출하처별로 살펴보면 물류기능의 차이가 다
소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9. 출하처별 수행하고 있는 물류기능
단위: 개소, %

구 분

산지
유통인

농협
유통

도매
시장
(경매제)

도매
시장
(시장도
매인제)

대형
유통
업체

직거래
(인터넷
쇼핑 등)

기타

합 계

수확
후
관리

0

2

1

0

1

2

1

7(15.6)

선별
포장

1

3

3

0

3

3

1

14(31.1)

저장

2

3

4

1

2

3

1

16(35.6)

수송

1

2

2

0

1

1

1

8(17.8)

합 계

4(9)

10(22)

10(22.2)

1(2.2)

7(15.6)

9(20)

4(8.9)

45(1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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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이나 가격조절을 위하여 출하처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저온저장고
를 응답한 응답자가 13명(28.3%)으로 가장 높았고 재선별시설과 재포장시설이
각각 11명(23.9%), 가공시설 6명(13.0%), 배송물류시설이 5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0. 수급 및 가격조절을 위해 출하처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단위: 명, %

구 분

저온
저장고

재선별
시설

재포장
시설

가공시설

배송물류
시설

합 계

양파

8

7

7

4

3

29(63.0)

무

3

3

3

1

1

11(23.9)

배추

2

1

1

1

1

6(13.0)

합 계

13(28.3)

11(23.9)

11(23.9)

6(13.0)

5(10.9)

46(100)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3.6. 산지출하처 포장
SCM 구축 및 물류개선을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포장의 규격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 농산품은 그 특성상 규격화된 포장재를 사용하기 힘들고 품목에 따라
포장 방법 등이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농산물 부류별 표준규격포장의 출하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004년
50.4%에서 2013년에는 84.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엽근
채류의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과일류 및 서류, 화훼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최근 규격포장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엽근채소류의 경우
표준포장출하율은 2004년 13.0%에서 2013년에는 79.8%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7
표 1-31. 농산물 부류별 표준규격포장 출하율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과일류
과채류
양념류
엽근채류
서 류
화훼류

50.4
87.5
60.9
19.0
13.0
51.9
64.6

54.5
85.7
56.8
24.1
17.1
75.4
68.1

69.3
97.0
73.7
28.7
64.0
90.4
73.8

73.6
98.5
78.4
26.6
74.1
95.4
82.9

75.7
95.4
72.7
29.4
78.3
96.7
85.0

76.5
94.1
68.8
38.6
78.9
93.7
88.2

76.8
96.8
74.4
55.9
76.8
93.7
84.9

77.2
97.2
75.4
70.0
63.6
96.6
87.5

80.5
97.5
80.1
70.0
73.5
97.1
88.2

84.5
97.2
85.2
71.3
79.8
98.4
91.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

주요 엽근채소류의 표준규격포장의 출하율을 살펴보면 무는 2004년 1.2%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97.4%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엽근
채소류의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은 최근 들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추는 2004년 0.9%에서 2013년에는 76.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2. 엽근채소류 표준규격포장 출하율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무
열 무
알타리무
배 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당 근
시금치
상 추
깻 잎
부 추
쑥 갓
미나리

1.2
10.7
0.0
0.9
30.2
27.7
52.6
33.5
74.4
81.2
32.1
58.9
30.8

14.5
67.5
0.0
2.8
40.1
10.8
52.0
29.2
70.6
64.4
18.3
54.9
18.9

67.3
31.0
0.0
55.3
48.8
94.4
89.6
65.2
87.0
72.0
21.7
72.9
61.6

81.2
41.1
0.0
69.0
41.3
98.0
87.9
54.4
93.5
78.8
40.2
78.7
56.1

89.4
34.1
0.0
72.4
45.7
97.4
79.8
52.5
95.3
70.1
51.6
85.3
45.8

90.3
28.7
0.0
67.4
50.4
92.7
60.5
58.4
82.8
62.5
61.7
89.0
51.5

86.6
25.0
0.0
71.2
43.1
88.5
76.4
55.1
85.9
71.9
50.3
92.6
52.6

97.1
38.8
0.0
42.1
43.4
20.1
96.9
83.1
97.6
85.7
16.2
96.9
40.2

97.5
47.1
0.2
73.5
56.6
57.8
97.7
72.2
96.4
83.0
34.5
99.4
49.7

97.4
38.2
2.4
76.0
62.2
70.0
98.1
66.3
94.5
83.2
34.8
98.8
47.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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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부류별 포장화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004년 85.4%에서 2013년
에는 93.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엽근채소류 포장화율
을 살펴보면 무는 2004년 14.8%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97.7%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추는 2004년 4.5%에서 2013년에는
100.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3. 엽근채소류 포장화율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배 추

4.5

10.6

55.6

100.0

100.0

100.0

100.0

99.7

100.0

100.0

얼갈이배추

74.3

59.9

72.8

68.2

76.7

90.7

84.3

90.2

85.2

84.2

양배추

70.9

76.9

98.6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

14.8

39.9

70.4

93.0

95.9

99.8

94.4

98.8

98.4

97.7

열 무

59.3

75.7

59.9

69.4

77.7

77.5

76.2

57.3

82.2

78.6

-

0.1

0.3

0.0

0.0

32.4

31.7

1.1

6.4

2.4

당 근

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금치

99.1

94.3

99.2

98.1

99.6

99.5

98.0

93.5

91.2

90.6

상추

100.0

100.0

100.0

100.0

100.0

99.8

99.2

100.0

100.0

100.0

깻 잎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부 추

88.7

83.7

97.1

96.2

98.5

92.5

74.2

41.5

59.7

44.3

쑥 갓

98.2

93.2

99.8

97.7

100.0

99.8

99.8

99.6

100.0

100.0

미나리

82.5

89.4

90.8

93.0

91.3

94.7

91.6

94.8

95.6

85.1

알타리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kamis.co.k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지출하처의 포장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산지에서 포장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응답한 정도가 7명(50.0%), 비용이 추가되
어 오히려 물류비용이 높아진다 4명(28.6%), 비용이 추가되어 산지에서 포장개
선이 어렵다 2명(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소비처별로 원하
는 크기나 양이 달라 포장이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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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4. 물류개선을 위한 산지 포장상태 개선의 문제점
구 분

품목1

품목2

품목3

합계

비용이 추가되어 산지에서 포장개선이 어렵다

2

0

0

2(14.3)

비용이 추가되어 오히려 물류비용이 높아진다

2

1

1

4(28.6)

포장이 개선되면 적재효율이 떨어진다

0

0

0

0(0)

포장비용이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 높다

0

0

0

0(0)

산지에서 포장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5

1

1

7(50)

기타

1

0

0

1(7)

10(74.4)

2(14.3)

2(14.3)

14(100)

합 계
자료: 자체 설문조사 결과.

4. 농산물 SCM 구축 관련 동향

4.1. SCM의 정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관리)은 일반적으로 재화와 정보
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경영활
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 개념을 통한 접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가치사슬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가치창출을 위한 활동들의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크게 핵심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의 가
치사슬은 전후방 기업의 가치사슬과 연계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가치를 전달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계과정을 가치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거래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의 내부기능
간 통합 차원을 넘어 공급업체 또는 고객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SCM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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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급속하게 진전된 세계화로 기업들의 경쟁
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개별기업 간의 경쟁에서 모든 연관 기업을 포함하는
공급망 대 공급망의 경쟁으로 확대는 SCM 관리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 및 구축되고 있다(조성제 2012).

4.2. 농산물 관련 SCM 연구 동향
2000년대 이후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SCM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05)는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SCM을 도입하
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농산물 유통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SCM의 도입방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프로세스별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박계찬(2007)은 농협이 농산물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
로 SCM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진국 사례를 통하여 우리 농업 분야에
SCM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김동환(2009)은 농산물은 유통구
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산지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SCM의 도입을 제안하였
다. 한관순(2010)은 신선농산물 물류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SCM적인 접근을 통한 물류구조의 전체적 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을 제안하였다. 조성제(2012)는 농식품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농가의 생산단계
부터 수출관련업자 및 최종소비자까지 단계별로 연계상황을 분석하고 효율적
인 SCM 구축을 위한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4.3. 농업 부문 SCM 구축의 의미와 효과
농산물은 다른 재화와는 달리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되
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생산량 수급변동이 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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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물류기능에 있어 생산물에 대한 규격화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물
류흐름상 존재하는 거래 참여자들이 영세한 경우 경쟁력 제고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물류기능 이외에 구조적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
는 SCM은 농식품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수 있어 매우 관심이 높은 상
태이다. 농식품 SCM은 최종 고객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면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적절한 수량의 제품이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간에 생산과 조달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해 농가단위의 생산자부터 물류업체 그리고 도소매업자와 최종소
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 부문에 SCM 구축을 하게 되면 내·외부 협업 효율 증가에 따른 비용절
감, 품질관리, 물류의 효율성(flexibility)을 제고하게 되어 획기적인 공급 및 조
달기간 단축과 더불어 계획 기간 단축으로 인한 시장선점 기회를 창출하고 이
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공급사슬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재
고를 감축(cost)할 수 있으며, 고객의 긴급한 오더 및 오더 변경에 대해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 생산 지원 및 고객에 대한 납기를 제때 맞출
수 있게 할 것이다.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공급사슬상 구성원들의 빠른 대응(speed)을 가능하게
하고 전사적 관리 및 공급사슬 전략 및 계획에 따른 신속하고 유동성 있는 영
업·생산·구매 전략 등의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SCM 구축에 따라 산지에서는 산지 DB 구축을 통하여 타 지역 생산자조직과
품목·출하시기·지역별로 생산과 공급현황 등 정보의 연계가 가능하게 되어 수
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물류
단계에서는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유통마진 축소와 과다
한 운송비, 운송비의 비효율 등 유통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된다. 소비지단계에서도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소비자의 수요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재고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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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CM 구축 효과

농식품 분야에 SCM을 도입하는 것은 구축기반이 충분히 구성되지 못한 우
리나라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자, 유통업자, 가
공업자 등을 일관적으로 연계한 SCM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산지
와 소비지 간에 원활한 농식품 정보가 교환되면서 수급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
으며 이는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안정 효과도 유발될 것이다. 또한 적정 규모의
농식품 재고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유통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 농식품 SCM 구축을 위한 유통단계별 과제를 도
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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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 SCM 기반 구축을 위한 산지 인프라 구축 방향

품질의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대량구매에 대한 소매업체의
요구와 함께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
및 공급사슬관리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처리, 저장 및 취급 장비의 효율성, 더 나은 저장
시설 및 중요 변수에 대한 숙련되고 훈련된 종사자에 의한 제어 등으로 일반적
으로 제품 손실(수확 후 손실)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업 및 식품업계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개발
되고 있는 물류의 개념은 식량 생산계획과 더불어 농경지와 농가, 다양한 수준
에서의 처리·가공 및 보관, 포장, 유통 등의 물리적 집합체로 요구되고 있다.
식품공급사슬에는 농민, 벤더·수집상, 도매업자, 운송 업체 등 많은 이해 관
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모든 단계에서, 생산의 정보 흐름과 관리는 공급사슬에
걸쳐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농가로부터 소비자
까지 상품의 흐름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각 프로세스의 제약요인과 관
련된 문제를 규명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7.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 상품, 자금의 흐름

특히 연약한 작물이 기계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 수확 후 심각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소농에서 상업농으로 전환하는 동안 포장설비의 부족과 저온
유통체계의 부족이 영세농의 물류 시스템 발전의 제약요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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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거래 및 상적 인프라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출하처와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생산자단체가 소매 및 도매업체와의 경쟁적 협업관계를 통해 비용 및 거래비
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협력적 파트너십은 공급사슬체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상호협조체계를 통한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
게 하며, 전략적 제휴는 신상품 개발 및 프로세스 혁신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표 1-35. 공급사슬관리의 전략적 제휴관계 형태
목 적

관계의 형태

결 과

비용 절감
↕
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향상

경쟁적 협업관계

비용의 감소, 거래비용의 감소

협력적 파트너십

문제점 해결, 일관성 유지, 상호 협조체제 구축

전략적 제휴

신상품 개발 지원, 프로세스 혁신지원

자료: Lan Stuart, F. & David M, McChrcheon(2000).

공급사슬관리상 파트너십의 특성을 살펴보면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출하처
와의 파트너십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미래지향성을 가진
관계로 미래 거래에 포커스를 두고 장기적 관계에 대한 높은 기대를 예상하게
한다. 상생과 위험 공유를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출하처와의 정보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채찍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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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6. 공급사슬관리의 파트너십 특성
파트너십 특성

주요 내용

미래지향성

미래 거래에 포커스를 둠. 장기적 관계에 대한 높은 기대, 지속적
인 서류상의 계약에 기반을 둔 선택

상생과 위험 공유

공급자와 구매자의 높은 충성도, 위험 공유, 협상에 의한 예외조항
에 대한 동의, 공급자와 구매자 간 어려운 문제 공동 해결, 상호지
원을 위한 노력

컴퓨터 연결

직접적 SCM을 통한 연결, 공급자와 구매자 간 시스템 호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과 계획수립에 있어 잦은 직접 대면, 문제에 대한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준

정보공유와 이해

구매자의 수요 예측, 기술적 정보의 상호교환, 공통의 위원회에서
핵심문제 처리 등

자료: Ellram, Hendrick(1995).

5.1.1. 산지의 전략적 조직화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확대와 품질차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전략적인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가 요구하는 품질 및
규격과 물량 및 상품구색에 대한 생산자조직 및 지역농협의 공급능력 및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물량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
록 생산자 및 상품공급체계의 전략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며, 생산자조직, 지역
농협, 농가의 전략적 조직화를 통해 하나의 계통으로 체계화하여 출하할 경우
규모의 경제성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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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외의 거래처 협력관계 개선을 통한 성공사례>

<그림> A 참외의 직거래 유통경로

○ 직거래 판로 개척을 통한 소득증대
- 140개 회원농가, 13개 작목반으로 참외 공동선별출하회를 구성, 엄격한 선별
기준을 적용해 거래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공급.

-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공동선별과 직거래 비중 높여 안정된 판로 확
보함.

(직거래 판매는 타 지역 참외보다 15%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농가수취 증대
에 기여)

-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지역 농협 공판장을 이용한 매취사업(30%) 활용함.
- 회원 개별 도매시장 출하 50%와 농협을 통한 직거래 비율을 50% 선으로 유
지해 가격하락 위험을 완화함.

- 거래처와 파종 전 출하 협약을 맺음. 산지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거래처
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소비자 맞춤형 제품 출하를 통한 판매 증대
- 다양한 포장규격을 구비해 상품성 제고.
- 소단위 포장을 선호하는 대도시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반영해 포장단위를 다
양화함.
자료: 농촌진흥청(2011). 왜 최고의 산지조직체인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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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생산자단체와 출하처와의 협력증대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예측 가능한 장기적 변동을 제외하고 나면 대개의 제품에 대한 최종소비자
의 수요는 그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변
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하류의 고객 주문 정보가 상류로 전달되면
서 정보가 왜곡되고 확대되는 현상인 채찍효과(Bullwhip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정보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농산물 시장정보 시스템은 농산물 소비특성뿐만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식품소비환경, 유통환경, 정책 및 제도적 환경, 글로벌 및 수출환경 변화를 예
측 및 분석하는 데 이용 가능하다.
미래사회는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정보의 중요성은 농산물의 산지
물류활동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생산자단체가
지속적인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와 월등한 수익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시장요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시장 지식은 고객의 욕구와 선호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소들의 분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단지 현재 표출된 고객들의 욕구
와 기호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며, 여기에는 고객의 현재 및 미래의
욕구뿐만 아니라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이 포함된다.
생산자단체도 소매 및 도매시장 요구의 예측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는 시장 지향적인 조직(market orientated organization)이 되어야 하며, 시
장 지향적인 조직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 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엽근채소류 시장과 관련이 있는 정보의 창출, 정
보의 공유, 전략적 이용 및 실행에 관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신상
품 개발, 판로 개척, 브랜드 가치 창출과 같은 전략 실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정보들을 산지조직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8

<실시간 시장정보와 공동선별에 따른 SCM 효과 사례>
(진주 D농협의 애호박 성공 사례)
○ 실시간 시장정보 획득으로 농가와 농협 간의 역할 분담 및 신뢰 확보
- 경남 진주지역은 온대성 기후와 지온으로 난방비 절감에 유리해 겨울철 애호박
촉성 재배의 최대 주산지임
- 1994년 첫 출하 당시 인지도가 낮고 품질 및 등급·선별 수준이 떨어져, 낮은
시장가격으로 출하하게 됨
- 농협 직원과 농업인으로 구성된 시장 주재원이 서울 가락 도매시장에 상주하
면서 저가 낙찰 및 유찰에 신속하게 대응
- 시장·농협·회원농가 간 소통의 틀이 형성되어 ʻ농협은 유통·판매관리ʼ, ʻ회원
농가는 생산관리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짐
- 농협과 회원농가 간에 신뢰감이 형성된 이후 농업자재 공동구매 사업, APC 등
공동 마케팅 지원, 공동브랜드 사업 등 농협 경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 공동선별장 운영과 시장 세분화
- 진주 D농협의 애호박은 두 가지 브랜드로 출하
- 기존 브랜드 애호박은 서울 가락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출하하고, 새로운 브랜드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계약 납품하는 시장 차별화 전략 추진
- APC 이용을 통해 농가의 선별 및 포장시간이 단축되어 고품질 애호박 생산을
위한 노동시간 투입이 가능해짐.
- 회원농가의 재배기술 및 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주기적 교육
실시
- 생산자재의 공동구매,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공동출하 및 정산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농가 소득 증대
- 공동선별 이후 상자(8kg) 단위 가격 1,500~1,700원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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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진주 D농협의 분산 출하 구조

○ 작목반 간의 경쟁을 통한 최고가격 실현
- 진주 D농협에는 ʻ공선출하회ʼ와 ʻ애호박 작목회ʼ로 구성
- 전국 최고의 애호박 작목반을 목표로 재배기술 공유, 등급 선별기준 준수, 품종
통일 등의 노력
- 작목반 회원농가 간의 자율적인 경쟁과 활발한 기술 교류를 통해 품질경쟁력
향상
자료: 농촌진흥청(2011). 왜 최고의 산지조직체인가 창간호.

5.2. 출하처와 생산자단체 간의 제휴 및 협력관계
5.2.1. 상시 공급체계의 정립 및 품질관리
대형유통업체 등 도매 및 소매유통업체들은 농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출하처들은 지속적이고 상시공급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조직과 지역농협 등은 물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지의 공동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공동출하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고급화됨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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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처의 우선적인 요구사항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PB(Private Brand) 상품을
농산물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
지 생산자와 함께 기획하고 관리하여 유통업체 자체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유통업체는 브랜드의 홍보나 마케팅을 담당하고 생산자
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생산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할
것이다.

5.2.2. 적극적 마케팅과 중하품의 처리 개선
출하처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특품 및 상품에 대한 공급과 동시에 하품에 대
한 공급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농산물의 포장 및 등급과 출하처별로 각각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특상품 및 중하품 등 등급별로 각각 다른 출하처를 확보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가공업체 또는 기타 대량수요처
등 지역 거점적인 수요처의 중하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된다.

5.2.3. 포장규격의 다양화
소비자의 포장에 대한 수요패턴은 세분화 및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
한 상품이라도 포장의 여하에 따라 구매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포장규격은 농
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이 있으므로 산지에서는 상품의 수요를 증대
시킬 수 있는 포장에 대한 조사 및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출하처와의 협
력관계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이 각각 선호하는 포장규격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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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류인프라 개선
주요 엽근채소류 출하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엽근 채소류의 출하단위를 규모화하여 파렛트 단위
로 포장 및 출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파렛트 단위로 출하하고 지게차,
컨베이어 등 물류장비 활용, 상·하차 및 하역기계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수송비,
하역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매시장의 대형화를 고려하
여 생산자단체의 규모화를 통한 물류활동의 효율화 및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생산자단체의 조직화는 공급사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제조
건이라 할 수 있다.

5.3.1. 출하규격 표준화
상차 및 하차, 운송비 절감을 위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유도 및 포장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엽근채소류 표준규격을 단위화물 적재시스템의 통칙(ULS)에
맞게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엽근채소류의 표준규격 공동출하 촉진을
통한 출하 규모화와 상·하차 작업의 표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파렛트 출하 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내 농산물 파렛트 단위거래 촉진 및
하역기계화를 위하여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물류기기 구입 지원,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체계 개선, 도매시장 농산물 물류기기 회수율 제고 등의 대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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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농산물 물류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자료: 한관순(2010) 자료를 보완함.

엽근채소류가 산지에서 생산되어 소비지로 출하되는 유통경로상의 주요한
활동으로는 운송과 보관(저장), 보조 내지 지원활동으로는 포장, 하역, 유통가
공 및 물류정보 등이 있다. 물류활동 가운데 산지 출하를 중심으로 한 운송, 농
산물 유통시설 운영(가동률), 포장·하역물류 효율화가 중점 요소이다. 산지의
물류활동은 수송을 위한 집하 및 출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파렛트 규격화 및
정보화 체계의 구축, 엽근채소류는 신선농산물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등 상품
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반 구축, 산지에서 전처리, 선별, 포장 등의
물류활동이 가능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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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7. 농산물 물류활동의 주요 기능
물류기능

산지 물류활동

소비지역·도시
말단배송

광역·거점 간 물류활동

수송

집하, 출하

화물트럭, 철도 등

차량 라우팅, 주정차

하역

적재, 하차

적재, 하차

배송(평면/수직 하역)

보관

제품창고
온도대별 물류창고(장·단기)
(CA저장/예냉 등: 장·단기)

유통
가공

선별, 분류,
표시 등

물류관리
정보

소규모 창고(단기)

박스포장, 반가공, 조합, 유통이력
포장, 포장표시제도 등

입출고 이력, 로트관리, 수발주/교통규제/배송
재배자, 품질, 수량, 가격,
온도관리, 품질 및 생산 루트/품질/수량/화물
출하처 등
운영관리 등
도착 상태 확인 등

자료: 한관순(2010).

5.3.2. 운송물류시스템 개선
기타 산업 및 기업에서도 제 3자 물류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
세이다. 전문 물류업자 활용을 통해 기업은 효율적인 물류 진행 및 물류 분야
에 대한 투자 및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경우, 운송, 저온창고시설, 차량 등 전반적인 물류
관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운영비, 투자비, 포장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
생한다. 물류 부문을 제3자 물류에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전문 물류업자를 활용함으로써 출하품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고 공차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송물류 효율성 제고 이외에도 거래처 고객관리, 판로개척, 운송 방면의 경쟁
력을 갖출 수 있어 화자와 생산자단체 간의 윈-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생산자의 물량을 집하하여 출하물량을 규모
화할 필요성이 있다. 규모화를 통해 대형트럭 활용 또는 아웃소싱 형태의 공동
수송을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수송 시스템 구축을 통
해 공차정보, 운송계획, 노선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생산
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사물류 또는 회사 물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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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제3자 물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물류효율화와 품질관리에 따른 SCM 효과 사례>
(무안 D농업회사법인의 양파 성공 사례)
○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확보
- 전국 최대 양파 생산지인 무안군에 위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을 적용해 양파, 마늘, 배추의 상품화 작업 실시
- GAP 시설을 통한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세척으로 진공 포장하는 등
품질관리를 생산·상품화·가공·출하 전 단계에 적용함

○ 물류효율과 신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
- 자체 저온저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파와 마늘을 저장한 후 겨울배추를
저장하고 비수기에는 저온저장 시설을 지역 내 따른 산지유통조직에 임대해
시설이용의 효율성 제고
- 적재 및 팰릿 단위 작업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 제고
- 원가 절감 및 품질 균등을 위한 양파 재배의 기계화 구축

<그림> 무안 D농업회사법인의 운영구조

○ 판매활성화를 통한 매취가격 증대
- 상품화와 마케팅에 집중함으로써 판매를 활성화하는 한편 판매가격 상승과
더불어 농가의 매취가격을 높이는 전략 추구
자료: 농촌진흥청(2011). 왜 최고의 산지조직체인가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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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온유통체계 구축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 패턴 변화로 신선하고 안전
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서는 생산 또는 수확 직후 품질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전
유통 과정을 제품의 선도유지에 적합한 온도로 관리하는 저온유통체계가 필요
하다.
그림 1-9. 엽근채소류 유통의 신선도 유지체계

자료: 한관순(2010).

저온유통체계는 산지뿐 아니라 소비지까지 기반 시설이 확충될 것을 요구하
므로 필수적인 기반 시설 없이 추진할 수 없다. 산지, 운송, 소비지를 연결하여
일관된 체계(chain) 구축이 중요하며, 유통주체별로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갖
추어진 후에는 일관된 저온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온유통이 단절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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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운송, 도매시장 단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저온유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 및 저온유통 기술교육 강화와
소비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저온유통
표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인지도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확대를 통한 공급사슬 활
성화가 필요하다.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공급사슬에 저온유통시스템
을 구축하여 상품의 변질 감소, 선도 유지 및 로스율 감소 등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의 저온저장고를 활용하여 출하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고
상품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산지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공급사슬 전체에 저온유통이 가능하도록 설
비 및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냉장시설 설치 및 활용을 통한 물류비용
증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데, 저온저장고 사용률을 높
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계절별 작물의 순환 보관 등)가 필요하며, 제3자
물류 등을 활용하여 초기투자비용의 감소 및 공차율을 낮추는 방법 등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0. 엽근채소류의 저온유통체계 모델

자료: 배상원(2007).

47

5.5. 불확실성의 감소
엽근채소류의 공급사슬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ʻ불확실성ʼ에 따른
문제로 불확실성에 따른 채찍효과가 생산자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엽근채소류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및 생산변동성이 높은 작목이다. 공급체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수요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재고 투자, 낮은 고객 서비스 수준, 판매
기회 손실, 잘못된 생산계획, 비효율적인 생산·배송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RFID를 기반으로 한 공급사슬관리 체
계 구축을 들 수 있다. RFID 기술은 농산물이 어디서 생산되었고 현재의 위치
는 어디이며 어떠한 이동 경로를 따라 수송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공
급체인상 적재적소에 적절한 양의 물품을 배치할 수 있는 끝과 다른 한쪽 끝을
잇는 정보의 가시성(end-to-end visibility)이 중요하므로 RFID 기술을 통해 빠른
재고관리와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된다. 공급사슬관리에
RFID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 장점들 중 가장 큰 장점은 전체
적인 가시성의 확보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RFID 도입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관
리함에 따라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엽근채소류 공급사슬관리에 있어
물류와 상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생산, 수확, 가공 및 유통단계의 상세 정보 수록 및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산지에서 식품가공업체, 식자재업체, 대
형유통업체, 대량 소비처와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다.

49

제

2

장

도매와 소매단계 농산물 공급사슬관리 구축 방안

1. 농산물 소매 환경의 변화 추이

1.1. 소비구조의 변화
1.1.1.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 확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식생활
의 외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 혹은 외식 형태로 유통한 것을 뜻하며, 식품가공, 외식 산업 등을 포괄하
는 푸드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지출에서 비가공식품의 지출비중은 2003년 6.8%에서
2011년 5.6%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데 반해 가공식품은 동기간 5.1%에서
5.3%로 소폭이나마 상승하였다. 반면 외식소비의 지출비중은 동기간 10.7%에
서 9.4%로 감소하였다.
외식소비가 가계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7.4%에서 2007년
48.9%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2011년에는 46.3%로 감소하였으나 외식비의 절대
적인 금액은 2003년 23만 원에서 2011년 29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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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계지출에서 식품비 지출 비중 추이(2003∼2011)

주 1) 식품비에서 주류와 담배는 제외.
2) 비가공식품에는 곡물, 채소, 과일, 신선어패류, 육류 포함, 화훼는 제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1.1.2. 식생활의 편의성 추구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정식
과 외식(food away from home)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
해 미리 조리한 식품을 소매점에서 구매해 집에서 먹는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
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짧은 조리 시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Home Meal Replacement: HMR)의 중
요성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HMR은 가정식을 대체하는 미리 조리된 식품을 소매점에서 사서 식탁에 그대
로 올려놓는 즉석 조리 식품을 뜻한다. 슈퍼마켓의 반찬, 델리 베이커리, 스낵,
샐러드 바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즉석밥까지도 개발되었다. 아울러 채소와
과일은 신선한 상태로 전달되는 신선편이 제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세척 고구마,
세척 무, 세척 당근 등 세척한 소포장 농산물의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51
소비자의 이러한 소비 구조 변화는 농산물과 식품의 구매 패턴에도 영향을
주어 구매 장소, 구매단위, 구매형태 등에서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에 따라 과거엔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쾌적한 쇼핑 환경과 다양한 상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 등으로 대형마
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생활의 간편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외식비 지출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식비 비중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경제가 저
성장 기조에 있어 앞으로 외식이 더욱 확대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따라
서 앞으로 외식의 성장 추세는 둔화되겠지만 여성 취업의 증가, 단신 가구 확
대 등으로 식품 소비의 간편화 지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3. 고품질 안전 농산물 소비 확대
소득 증대에 따라 소비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유전자 변형 농
산물의 유해성 논란, 식중독 발생, 광우병 확산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졌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 일반 농산물보다 1.5~3.5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2000년 1,500억 원에서 2011년에는 3조 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력추적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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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백억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20

유기농

25

24

35

41

58

66

72

103

무농약

92

132

150

184

280

324

392

560

저농약

202

185

180

171

148

141

－

－

전체

319

341

365

397

486

531

465

66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업전망.

1.1.4. 소비의 다양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저가격·저서비스를 추구하는 집단과 고가격·
고서비스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소비가 양극화되었다. 최근에는 과거의 획일적
소비 추세에서 벗어나 연령대별·계층별·라이프 스타일별로 소비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노인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실버푸드의 수요 확대와 10~20
대 연령층의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구매 패턴은 최근의 유통환경 변화에 있
어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5. 소포장품 소비 확대
핵가족화의 영향과 포장 자재 개선, 대형유통업체의 소포장 농산물 선호 등
의 요인으로 소포장 농산물의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핵가족의 비중은 1970년 71.5%에서 2010년 82.3%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가족구성원이 부부만 있는 경우는 1970년 5.4%에서
2010년 20.6%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소가족
에 대응한 소포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포장품은 기존 과일 중심으로
정착하던 것이 최근에는 채소 품목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소저감을 위한 과포장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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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농식품 분야에서의 포장
간소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2. 소매환경의 변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구도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신업태 출현으로
인해 그동안 재래시장, 슈퍼마켓, 백화점을 중심으로 형성해 온 산업구조가 재
편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IMF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가
치구매를 지향하는 소비 패턴이 형성됨에 따라 경제상황과 맞물려 우리 유통
업계는 할인점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Big3에 의한 과점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2-2.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단위: 조 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203.4

214.0

226.6

242.0

251.7

275.9

299.0

349.4

자료: 통계청.

2012년 국내 소매업 전체의 판매액은 349조 4,000억 원이며, 전년도 총 판매
액 299조 원에 비해 1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업태별로 판매액
을 분석해 보면, 2012년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대비 7.4%P 증가한 29조 1천억
원이며,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로 구성된 빅3의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2012년 대형마트의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20.7%P 신장한 44조 4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성장을 보인 것은 소비자들의 저가 지향 구매 패턴 정착, 대량구매 시스
템과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 등 규모의 경제 실현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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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신규 출점이 높은 매출 신장세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형, 중소소매점을 포함한 슈퍼마켓은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6.7%P 성
장하여 판매액이 34조 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
점이 증가하면서 슈퍼마켓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성장함에 따라 규모화를 바탕으로 산지와의 직거래 비
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영문(2011)의 조사에 의하면 A업체의 경우 직거래 비
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2.9% 수준에서 2010년에는 41.5%에 이르
고 있음이 조사로 확인되고 있다.
표 2-3. 국내 소매업태별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

구 분

2010

2011

2012

증가율

백화점

24.3

27.1

29.1

7.4

대형마트

33.7

36.8

44.4

20.7

수퍼마켓

23.8

25.4

34.0

33.9

7.3

8.7

10.9

25.3

155.5

166.9

195.2

17.0

31.1

34.3

35.8

4.4

275.9

299.0

349.4

16.9

편의점
전문상품소매점
무점포판매
합 계

주: 증가율은 2011년 대비 2012년의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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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대형유통업체의 직거래 비중 증가 추이
단위: %

자료: 우영문(2011).

2. 소매업태별 농산물 구매실태 및 거래 행위

2.1.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 실태
2.1.1. 대형유통업체 판매 및 구매 특성
가. 농산물 판매의 새로운 동향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는 최근 다양한 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몇 가
지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들의 전처리 및 소포장 농산물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근, 무, 고구마 등 세척 농산물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점포 내 전처리 및 소분포장 작업의 최소화
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척, 절단된 샐러드 등 신선편이 농산물의 판매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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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식품 안전성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특정지역과의 거
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 확대되었다.
셋째, FTA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입농산물의 판매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대
형마트 내 수입과일의 점유율은 2012년 기준으로 32%까지 확대되었다(이충모
외 2013).
넷째, 고품질 상품과 저품질 상품의 판매를 이원화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한 세일 상품 및 고품질 상품의 차별화를 두었으며, 백화점에서는 고품질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 유기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의 판매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는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저가의 기획상품 판매를 확대하였다.
다섯째, 신선식품 만족제를 도입하여 고객이 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 환불해주는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농산물 구매의 요소
농산물 판매의 새로운 변화 동향에 부응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은 농산물 구매
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품질의 향상과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일정 품질 이상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며,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증가시키고
상품 검사 기능도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의 잦은 변경이나 지나친 저가 위
주의 구매를 지양하며, 출하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공급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급자의 전문화, 규모화, 효율화로 구매하는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이 보장되며 비용 또한 절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쟁력 있는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직구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 업체들은 직영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하는 등 자체의 농산
물 수집 및 상품화 기능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산지유통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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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상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원가 인하까지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수입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직구입 체계를 확립
하고 있다.
여섯째,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
진함과 동시에 가격 인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형 포장 상품의 개발과 저가격의 PB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2.1.2.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체계
대형유통업체는 업태별로 상이한 구매체계를 가지고 있다. 백화점업계는 판
매되는 농산물의 100%를 본사에서 일괄구매하나 대형마트는 본사 일괄구매비
율이 농산물에서는 약 83.6%를 축산물에서는 약 85.9% 정도이다(농수산물유
통공사 2005). 대형마트 업체는 약 15% 정도를 개별 점포에서 구매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적으로 점포가 지역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요
구를 일부 수용하기 때문이다.
표 2-4. 농축산물 구입체계
단위: 개소, %

구 분
백화점
할인점
슈퍼체인
계

농산물
본사
30
(100.0)
214
(83.6)
39
(92.9)
283
(86.3)

지점
-

혼합

축산물
기타

42
(16.4)
3
(7.1)
45
(13.7)

-

소계
30

본사
22

(100.0) (100.0)

지점

혼합

기타

-

-

1

256

207

15

18

(100.0)

(85.9)

(6.2)

(7.5)

42

39

-

-

1

(100.0) (100.0)
328

268

15

18

(100.0)

(88.7)

(5.0)

(6.0)

소계
22
(100.0)
241

(0.4) (100.0)
39
(100.0)
302

(0.3) (100.0)

주: 수수료 매장은 제외하였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05).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출하조직의 농산물거래실태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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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현황
대형소매업체들은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관점에서 도매기능을
점차 내부화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대형소매업체
들은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조달하는 자체 도매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
러 체인화된 업체들은 물류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체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및 산지에서 구입된 농산물들을 물류센터에 집하하여 개별
점포로 분산시키고 있다.
대형업체들은 취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산지에서 차량단위로 구입 가능하
게 되어 산지 직구입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질 상품의 다량 확보 및
유통비용 절감 측면에서 산지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과물
의 경우도 대형마트의 산지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기능의 내부
화(통합)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5. 대형마트의 산지 직구입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99

2002

2003

2005

과일류

35.4

47.5

46.3

61.3

채소류

21.9

37.5

41.7

51.3

2011
92.8

주: 2011년 데이터는 홈플러스의 청과물 기준(이충모 외 2013).
자료: 김동환 외(1999); 김동환 외(2002); 농수산물유통공사(2003); 서성천·김병률(2005).

대형유통업체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산지직구입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산지에서의 구매금액이 클수록 구매 비용이 절감되고 차량단위 수송으
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체인들은 구입물량이 크기 때
문에 도매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산지 직구입을 통
해 구입처를 다변화함으로써 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
려 하고 있다.
대형소매업체의 산지직구입 경로는 산지수집상(46.8%), 농가직구입(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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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12.8%), 농협(8.5%), 작목반(2.1%), 공판장(2.1%), 계약재배(2.1%) 순
이며, 일부 업체들은 도매시장 내 중 도매인의 산지조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산지
직구입을 추진하기도 한다.
산지직구입 경로비율이 가장 높은 산지수집상은 업체가 요구하는 규격의 상
품을 기동력 있게 조달할 수 있으며 가격 등에서 협상의 여지가 큰 장점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농가로부터의 직구입은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 메리트가 있
으나 일정 규격의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생산
자조직과의 직거래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농협과의 거래
가 매우 미미하며, 리스크 부담의 문제, 농가의 계약의식 미비 등의 이유로 계
약재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가격은 주로 도매시장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대부분 도매시장 경락가격
에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
금결제는 업체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대체로 도매시장보다 늦는 편이다.
수확작업, 선별, 포장, 수송은 대부분 출하자가 담당하며, 가격도 도착가격
기준으로 설정된다. 산지직구입품에 대한 검품은 자체 물류센터 혹은 매장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하자품 발생 시에는 반송하거나 자체에서 처리한 후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산지에 대한 정보는 기존 거래처, 도매시장 중도매인, 유통업체 간 정보교환,
바이어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취득하며 행정계통이나 농협 등을 통하는 경우
는 극히 적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일반 바이어가 산지개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산지 전문 바이어를 둔 업체는 극히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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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식업체의 농산물 구매 실태
2.2.1. 외식업체 현황
전체 식품 소비지출 중 외식비 지출이 47%에 달해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외식
의 중요성이 매우 크나 외식업이 기업화되지 않아 관련 자료 부족으로 실태 파악
이 곤란하다. 대략적인 수치로 보자면, 외식산업의 총규모는 2012년 69조 8,000억
원이며, 세부 산업별로는 식당 76.4%, 주점 16.6%, 다과점 8.0%로 구성되어 있다.
외식산업은 사업체당 평균 2.7명이 종사하고, 매출액은 1억 2천만 원에 불과
하다. 국내 외식업체는 시장 규모 확대로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유입되었으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식업체
수는 2007년 57만 7,000개에서 2012년에는 62만 5,000개로 약 8.3% 증가했으
나 폐업률은 26.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외식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현재 완전경쟁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의 인구 1만 명당 외식업체 수는 543개로 미국의 83개에 비해 6.5배로 많은 것
에 비해 업체당 연간매출액은 미국업체 평균의 13.7%에 불과하다.
기업형 외식 시장의 전체 규모는 패밀리 레스토랑 2천억 원, 패스트푸드 1조
3천억 원으로 약 1조 5,000억 원이며, 소득수준 향상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TGIFridays, 푸드빌, 베니건스 등이 있으며, 패스트 푸드점은 롯데리아, 맥도날
드, BBQ, KFC 등이 있다.
단체급식 시장은 총 시장 규모 5조 4,000억 원이며, 주요 업체로는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시스템, 푸드머스 등이 있다.

2.2.2.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 실태
외식 및 식자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과는 달리 품질보다는 저가격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낮은 식단가, 소비자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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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별 능력 부족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육류, 쌀, 김치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 중이다.
외식 및 식자재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 특성은 센트럴키친 운영으로 맛을
통일시켜 식자재 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계절·메뉴별로 신규 식자재의 지속
적인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 식자재의 사용이 증대되며, 중앙집
중적인 구매와 업장의 직접구매가 조화를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업장에서의 노동력 절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산지에서 일정 부분
가공하는 전처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의
하면 원물 상태로 구입하는 비율이 43.7%인 데 반해 세척, 절단된 전처리가공
농산물의 구입비율이 56.3%로 높았다(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실
태조사, 2011). 아울러 온도 관리 측면에서는 상온유통 80.1%, 냉장유통
13.9%, 냉동유통 6.0%의 비율을 보였다.
외식업체가 구입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보면 국내산 79.4%, 수입산 20.6%
이며, 수입산의 원산지는 미국산 42.0%, 캐나다산 19.8%, 호주산 10.9%, 중국
산 7.8%였다. 그리고 외식업체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신
선도(50.7%)와 가격(37.0%) 순이었고 다음으로는 안전성 4.5%, 계절(제철) 식
재료 3.6%, 생산지 1.0%의 순이었다. 또한 식재료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도소
매업자를 통한 정보수집(47.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직접조
사(38.2%)이며, 신문방송 7.2%, 인터넷 3.0%의 비중을 보였다.
외식업체의 식재료 주요 구입처는 도매시장을 통해 구매한 물량이 33.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간도매·벤더업체 27.8%, 재래(소매)시장 25.1%, 농수
산물종합유통센터 7.6%, 산지직구매 2.6% 순이었다. 이 중 산지직구매 시 1회
성 수시매입 형태가 67.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직접생산 21.3%, 계약
거래 10.9%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지직구매 업체 중 계약거래·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1회성 수시매입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ʻ계약 및 직접생산할 만큼 대량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ʼ라는
의견이 75.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ʻ해당 농축수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음ʼ에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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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통시장의 농산물 구매실태
2.3.1.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의 일반적 의미는 근대적인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
에 개설된 시장으로 다수의 불특정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매장 또는 장터라고 할 수 있다. 대체
적으로 전통시장의 특성은 상업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다른 유통기구에 비해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
은 총 1,502개로 2012년 대비 9개 감소하였다. 2013년 기준 전통시장은 등록시
장이 764개(50.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인정시장 608개(40.5%), 무
등록시장이 130개(8.7%)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시장 크기별로 구분
하자면 전체 전통시장 중 소형시장은 999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
형시장은 22개, 중대형 시장은 34개이며, 중형시장은 447개이다.
표 2-6. 시장크기별 시장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3년
2012년
2010년

전 체

대형시장

중대형시장

중형시장

소형시장

시장 수

1,502

22

34

447

999

비 율

100.0

1.5

2.3

29.8

66.4

시장 수

1,511

18

35

453

1,005

비 율

100.0

1.2

2.3

30.0

66.5

시장 수

1,517

20

41

480

976

비 율

100.0

1.3

2.7

31.7

64.3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3). 2013년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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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장크기별 시장 현황
단위: %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3). 2013년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2013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수는 210,433개이며, 이 중 자기소유점
포의 비중은 25.0%로 2012년 대비 높아졌고, 임차점포 비율은 소폭(0.8p%) 하
락하였다. 전통시장 점포 중 전통 시장 내 영업 점포는 2010년 175,196개에서
2012년 179,736개로, 2013년에는 186,636개로 점차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전통시장 내 빈 점포율은 2013년 9.3%로 2012년 9.1%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전통시장의 총 상인 수는 약 351,240명으로 2012년 대비 2,906명
(0.8%)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중 종업원 수는 16,935명으로 2012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아울러 점포를 소유하고 상인은 2012년에 비해 1.5%p 증가하였고
시장 내 노점상인은 47,669명으로 총상인 수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2.2%p 감소하였다.
2013년 전통시장의 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는 3,388.8명으로 2012년 대비
20.0%가 증가함과 동시에 점포당 고객 수 또한 21.7명으로 2012년의 21.0명 대
비 0.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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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전통시장 일평균 고객 수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

2,684.1

2,824.4

3,388.8

20.0

점포당 일평균 고객 수

22.4

21.0

21.7

3.3

종사자당 일평균 고객 수

13.7

12.1

14.5

19.8

주: 전통시장 고객 수는 2010년, 2012년, 2013년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
하였음.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3).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2013년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은 20조 7,000억 원으로 2012년 매출액 21조
1,000억 원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지난 4개년을 통틀어 보았을 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8. 전통시장 연매출 추정규모
단위: 조 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25.5

23.8

23.5

23.5

24.0

22.1

21.1

20.7

-

-6.7

-1.3

-

-2.1

-7.9

-4.5

-1.9

전년 대비
증감률

주: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6, 2008, 2010, 2012, 2013년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
여 추정하였음.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3).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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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통시장 연매출 추정규모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3).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2.3.2. 전통시장의 농산물 취급실태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상품 구매처는 인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7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14.9%, 중간상인(벤더 등)으로부터 구매비율이 4.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거래 구입주체는 오랫동안 단골거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개별생산자, 친척, 산지유통인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전통시장 내 개별상인이 산지의 대규모 물류센터나 생산자단체의 대규
모 APC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구매처를 부류별로 보면 채소류와 과일류의 구매처 비율은 비슷한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은 채소류가 과일
류보다 높으며, 산지 직거래 구매비율은 과일류가 채소류보다 높게 나타났다.
채소류와 과일류의 구매처 비중에서의 차이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상품 및 물
류 특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소류의 경우 취급하는 품목 수가 많기
때문에 산지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여러 곳의 산지를 방문하는 데 따른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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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으로 도매시장 구입비율이 높다. 이에 비해 과일류의 경우 채소류에
비해 취급 품목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채소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지구입의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과일류의 중간상인 구
매비율은 채소류보다 낮다.

표 2-9. 전통시장 점포의 농산물 구매처 비중
단위: %

구 분

채소류

과일류

평 균

도매시장에서 구매

82.4

77.7

79.4

산지에서 구매

11.8

19.0

14.9

5.8

2.5

4.1

수입상에게 구매

-

0.4

0.8

대형마트에서 구매

-

-

-

기타

-

0.4

0.8

1,019

100.0

100.0

중간상인(산지유통인 등) 구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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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대상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에게 구입하는 비
율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매참가인으로서 도매시장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구입하는 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매시장에서의
구입 방법은 소매상인이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자
기 점포로 운송하는 방법이 8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포의 주문
에 의해서 중도매인이 직접 배송하는 방법은 16.2%로 나타나고 있다(표 2-10).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소매상의 주문을 받고 전통시장에 직접 배송하는 경우
공동배송이나 공동운송 형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
분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전통시장 상인 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부 중도매인의 경우 동일 전통시장 내 동일 품목은 소량으로
공동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점포 간 조달 및 배송물
류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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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전통시장 점포의 농산물 구매 시 도매시장 구매 방법
단위: %

구 분
도매시장에 가서 중도매인에게 직접 구매
도매시장에 가지 않고 중도매인이 배달
도매시장 매참인으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구매
합 계

비 중
83.0
16.2
0.8
100.0

주: 도매시장에서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405개 점포의 평균 비중임.
자료: 전창곤 외(2013).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통시장 상인이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소매상인이 산지에 가서 현
장 구매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산자가 상인의 발주에
의해 전통시장의 점포까지 배송하는 비율이 24.7%, 산지수집상에게 현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1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1. 전통시장 점포의 농산물 구매 시 산지 구매 형태
단위: %

구 분
산지에 가서 생산자(단체)에게 직접 구매
수주에 의해 생산자가 점포까지 배송
산지수집상에게 직접 구매
산지수집상이 점포까지 배송
산지수집상 외 산지중개인에게 직접 구매
기타
합 계

비 중
41.9
24.7
17.9
6.8
7.9
0.8
100.0

주: 산지에서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124개 점포의 평균 비중임.
자료: 전창곤 외(2013).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전체 거래량의 약 88%
가 국내산이며, 나머지 12% 정도가 수입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류별 국내산
비중은 채소류 91.7%, 과일류 85.6%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이 농산물 구매 시 조달물류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ʻ개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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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중심의 조달체계로 인한 높은 물류비ʼ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인의 조달물류 특성인 개별·소량·다빈도 물류의 비효율
성과 공동물류 미흡에 따른 비용의 증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으로 ʻ상품 조달에 많은 시간 소요ʼ라는 응답이 2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물류에서 구매자의 공동물류나 구매처의 배송물류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달 형태가 점포 상인이 직접 구매처에 가서 소량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ʻ다품목·소량·다빈도 구매 형태에 따른 물류비
용 증가ʼ가 16.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조달처인 ʻ도매시장과 산지의
배송물류 미흡ʼ이 12.3%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ʻ시장 내 공동저온저장시설
부재ʼ가 6.3%, ʻ협소한 점포면적ʼ 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인이 생각하는 조달물류의 문제점으로는 다품목·소량·개별물류와 구매처
의 배송물류 미흡에 따른 물류비 증대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전체의 61.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상품 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율이 32.1%로
전체 응답자의 93.4%가 개별물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전통시장 농산물 소매점포의 조달물류체계의 문제점은 개별 물
류에 의한 비용 증대, 조달시간의 장기화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시장 내 물류시설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표 2-12. 전통시장 점포의 농산물 상품 조달(구매) 시 문제점
단위: 개소, %

구 분
상품 조달(구매)에 많은 시간 소요
개별구매 중심의 조달체계로 높은 물류비
도매시장과 산지의 배송물류 연계 미흡
다품목 소량 다빈도 구매로 인한 높은 물류비
시장 내 공동 저온저장시설 부재
점포 내 저온저장시설 부재
협소한 점포 면적
없음
합 계

빈 도
123
178
59
81
30
8
1
480

비 중
25.6
32.1
12.3
16.9
6.3
1.7
0.2
100.0

자료: 전창곤 외(2013).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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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산물 점포 상인들이 생각하는 농산물의 효율적 조달 방안으로
는 ʻ시장 상인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산지와의 직거래 확대ʼ라고 응답한 비
율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의 핵심은 상인의 조직화 공동물류
실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ʻ시장상인의 조직화·공동화를 통한
공동구매·배송ʼ이 26.9%, ʻ시장상인조직의 공동물류센터 설립과 공동물류활동
수행ʼ 20.2%, ʻ상인조직을 통한 도매시장 공동구매ʼ 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결국 농산물 점포 상인 입장에서 효율적인 농산물 조달체계 확립 방안은
상인의 조직화와 공동물류시설을 통한 산지나 도매시장과의 공동구매로 나타
나고 있다.
표 2-13. 전통시장 점포의 효율적인 농산물 조달을 위한 방안
단위: 개소, %

구 분

빈 도

비 중

97

20.2

시장 상인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공동구매·배송

129

26.9

시장 장인의 조직화·규모화로 산지와 직거래로 구매

194

40.4

시장 상인의 조직화·규모화로 도매시장과 공동구매

59

12.3

1

0.2

480

100.0

시장상인조직의 공동물류센터를 설립으로 공동물류 수행

잘 모르겠음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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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소매업체의 도매시장 기능 평가
농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적인 현물시장 기능은 잘 수행하고 있으나 물류기
능, 품질유지기능, 소매상 지원기능 등 대규모 소매업체들이 요구하는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전통적인 기능인 수집·분산, 시장
정보, 가격형성, 상품구색, 주문처리, 대금정산 등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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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물류기능, 소매상 지원기능 등에서는 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평가하는 구입경로별 상대적 만족도는 산지직구입이 가
격 측면에서 유리하나 기타 항목에서는 도매시장 구입의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산지직구입의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가격 수준 및 가격 안정
성이며, 그 외 대부분의 항목은 도매시장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매시장 구입의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가격조정 가능성, 대금지불의
편의성, 품질 균질성, 상품구색의 풍부성, 물량의 풍부성, 행사 대응 능력, 구
매의 편리성, 구매 관련 비용의 저렴성, 반품의 용이성, 주문처리의 완전성,
주문처리의 신속성, 주문처리 변경의 용이성, 긴급주문 대응 능력, 배송관리,
직원들의 전문성 및 협조성, 불만처리 능력 등이다. 결국 대형유통업체 입장
에서는 도매시장 구입의 편리성, 상품구색, 주문 대응 등에서 우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반 수수료와 하역비 부담으로 가격이 높고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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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도매시장 기능에 대한 평가
기 능

평 가
○ 효율적이고 대체적인 유통경로가 발전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중요성이

수집·분산
기능

저하되나 대량 물량의 분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기능 수행
- 유기농산물과 같은 차별화된 상품의 수집, 분산 기능 취약
- 비규격품 및 하품의 처리 기능은 탁월
○ 도매시장의 비중 저하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가격형성 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나 경매에 따른 지나친 가격 등락이 문제로 대두됨

가격 형성
기능

- 앞으로 도매시장 경유 물량 저하되면 thin market의 문제 발생 가능
- 현재 특상품이 도매시장을 회피함에 따라 도매시장 가격이 특상품
가격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표준규격품 및 브랜드품의 저평가

상품구색
기능

○ 다른 어떤 경로보다도 상품구색 기능의 강점은 유지되며, 구색상품에

주문처리
기능

○ 긴급주문 및 행사대응, 주문 취소 및 변경 등 주문처리 기능의 장점은

대금정산
기능
시장정보
기능

있어서 도매시장의 중요성 유지
유지 전망
○ 대금정산의 안정성, 신속성 등에서는 장점을 보유
○ 대형유통업체 거래가 폐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도매시장의 공개적인
가격은 시장정보로서 중요성 유지
○ 높은 물류비, 하역체계의 불합리 등으로 물류개선 기능이 취약하고,

물류 기능

단시일 내에 해결될 전망 희박
- 물류비 효율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취약

대형유통업체 ○ 물류의 비효율성, 대형유통업체의 산지개발 강화로 대형유통업체
물류기지 기능
물류기지 기능은 취약
전자상거래
물류기지 기능
소매상
지원기능

○ B2C에 있어서 물류기지 기능을 도매시장이 수행할 수는 있으나
B2B의 경우 제도적으로 중도매인에게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
수행 한계
○ 도매시장은 단순한 상품판매 기능에 그치고 있어 소매상에 대한 경영지도
등 소매지원 기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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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도매시장과 산지구입 간의 만족도 비교(대형유통업체)
단위: %

구

분

도매시장 우위

동 률

산지 직구입 우위

가격 수준

23.8

9.5

66.7

가격안정성

33.3

4.8

61.9

가격조정 가능성

71.4

4.8

23.8

대금지불 조건

33.3

52.4

14.3

품질 수준

47.6

23.8

28.6

품질 균질성

76.2

9.5

14.3

100.0

0

0

물량의 풍부성

90.5

4.8

4.8

행사 대응능력

66.7

9.5

23.8

구매의 편리성

85.7

4.8

4.8

구매 관련 비용의 저렴성

47.6

9.5

42.9

반품의 용이성

71.4

28.6

-

배송시간의 신속성

47.6

9.5

42.9

주문처리의 완전성

66.7

9.5

23.8

주문처리의 신속성

85.7

9.5

4.8

주문처리 변경의 용이성

90.5

9.5

-

긴급주문 대응능력

95.2

4.8

-

배송관리

61.9

23.8

14.3

직원들의 전문성

66.7

14.3

19.0

직원들의 협조성

66.7

19.0

14.3

불만처리

76.2

19.0

4.8

종합적인 만족도

57.1

14.3

28.6

상품구색의 풍부성

주: 도매시장구입과 산지직구입을 병행하는 21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수치는 해당 구매처가 우수하다고 응답한 업체의 백분율임.
자료: 김동환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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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매업태별 도매시장 이용실태와 전망
업태별로 향후 도매시장 구입 의향을 보면, 대형유통업체와 외식·급식업체
의 경우 도매시장 구입을 유지 내지 감축하려는 비율이 높고 중소유통업체(전
통시장 점포 포함)는 도매시장 구입을 확대 내지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도매시장 이용이 업태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다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형
마트·대형단체급식업체와 같은 대형업체는 도매시장 이용을 감축시키려고 하
는데 반해, 중소유통업체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산지직구입의 경제성이 크기
않고 그에 따라 도매시장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2-16. 소매업체의 구매경로별 향후 구입 의향
업 태

대형
소매

중소
소매

외식
/급식

계

도매시장구입
산지직구입
품 목 (소비지중간상, 벤더 포함)
확대
유지
감축
확대 유지 감축
13
1
11
1
과일
92.9
7.1
91.7
8.3
%
12
2
10
2
채소
85.7
14.3
83.3
16.7
%
23
과일
100.0
%
1
20
채소
4.8
95.2
%
18
2
1
과일
100.0
66.7
33.3
%
19
2
2
채소
100.0
50.0
50.0
%
54
1
13
2
과일
98.2
1.8
86.7
13.3
%
1
51
2
12
4
0
채소
1.9
94.4
2.1
75.0
25.0
%

농협유통센터
확대 유지
1
4
20.0
80.0
1
3
25.0
75.0
2
- 100.0
2
- 100.0
1
6
14.3
85.7
1
5
16.7
83.3

감축
-

자료: 김동환(2010).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간 연계 강화 방안.”

도매시장 구입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도
매시장 구입의 항목별 만족도는 3.0～3.5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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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만처리, 소매상 지원의 항목이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중소유통업체
의 도매시장 구입의 만족도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가격 수준 및 안정성, 배송, 불만처리 등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외식·급식업체
의 만족도는 대형유통업체가 비슷한 수준이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소매업태별 도매시장 구입 시 항목별 만족도
단위: 점

구 분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외식/급식업체

가격 수준

3.3

2.9

3.3

가격의 안정성

3.4

2.8

3.5

대금 지불조건

3.4

3.0

3.3

품질 수준 및 균질성

3.4

3.2

3.1

상품 구색

3.3

3.7

3.3

물량의 풍부성

3.5

3.5

3.4

구매의 편리성

3.4

3.3

3.4

반품의 용이성

3.4

3.1

3.3

배송 서비스

3.2

2.7

3.3

직원 서비스

3.1

2.8

3.3

불만처리

2.9

2.9

3.2

정보 제공 등 소매상 지원

2.9

3.0

3.2

주문처리 능력

3.2

3.4

3.3

종합적인 만족도

3.3

3.2

3.5

주: Likert의 5점 척도로 평가되었음.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불만족).
자료: 김동환(2010).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간 연계 강화 방안.”

소매업체가 도매시장 구입 시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상품의 균질화 미흡과
속박이(19.7%), 저온저장고 부족(18.4%), 장소 협소로 물류미비(15.8%), 유통
비용 과다(11.8%), 가격안정성 미흡(11.8%) 등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다시 말
해 소비지 유통업체들은 도매시장 이용 시 상품의 품질 미흡과 시설 미비가 심
각한 문제점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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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별로 보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시설 부분의 문제점을 크게 지적하는 반면,
중소유통은 가격, 외식·급식업체는 품질 미흡을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외 문제점으로는 우천 시 비가림 시설 부족, 협소한
주차 공간, 경락가격의 불투명성, 특수작물의 관리와 취급 소홀, 최상급 상품
도매시장 이탈,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대도시 시장경유에 따른 가격상승 및 선
도저하 둥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소매업태별 도매시장 구입 시 문제점
단위; 개소, %

구 분

대형유통

중소유통

외식/급식

합 계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가격의 불안정성

-

-

6

23.1

3

11.5

9

11.8

유통비용 과다 발생

2

8.3

5

19.2

2

7.7

9

11.8

품질 균질화 미흡과 속박이

5

20.8

3

11.5

7

26.9

15

19.7

장소협소로 물류관리 곤란

4

16.7

4

15.4

4

15.4

12

15.8

저온저장고 부족

7

29.2

4

15.4

3

11.5

14

18.4

고품질 상품 구매 곤란

4

16.7

1

3.8

5

6.6

중도매인의 영세성

-

-

1

3.8

1

1.3

불공정행위와 시장질서 문란

-

-

1

3.8

4

15.4

5

6.6

경매에 따른 시간지체

1

4.2

-

-

-

-

1

1.3

전근대적 의식구조

-

-

-

-

-

-

0

0.0

EDI 등 정보 시스템 미흡

-

-

-

-

-

-

0

0.0

기타

1

4.2

3

11.5

1

3.8

5

6.6

합 계

24 100.0

26 100.0

26 100.0

76 100.0

주: 복수응답 비중임.
자료: 김동환(2010).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간 연계 강화 방안.”

도매시장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장면적 확대로 물류효율화
(26.1%), 저온저장고 확충 등 시설 개선(21.7%), 품질관리 시스템 확립(13.0%),
소분 포장 등 상품화시설 확충(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큰
차가 없으며, 공통적으로 시설개선과 품질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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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해 거래제도 개선, 시장질서 확립과 같은 제도개선사항은 소매업체
의 이해에 크게 관계가 없어서인지 별로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표 2-19.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단위: 개소, %

구 분

대형유통

중소유통

외식/급식

합 계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경매제에서 도매상제로 전환

-

-

-

하역기계화

-

-

-

품질관리 시스템 확립

4

14.8

-

-

5

시장면적 확대로 물류효율화

6

22.2

10

27.8

저온저장고 등 시설확충

6

22.2

11

고품질 상품취급

3

11.1

중도매인의 규모화, 법인화

-

시장질서와 공정거래 확립

3

3.3

5

5.4

17.2

12

13.0

8

27.6

24

26.1

30.6

3

10.3

20

21.7

-

-

-

-

4

4.3

-

-

-

-

-

2

2.2

-

-

2

5.6

2

6.9

5

5.4

소분 및 상품화시설 확충

3

11.1

3

8.3

-

-

10

10.9

종사자 의식개혁과 교육

-

-

2

5.6

2

6.9

4

4.3

EDI 등 정보 시스템

-

-

-

-

-

-

-

기타

2

7.4

-

-

-

3

3.3

합 계

27 100.0

-

3

10.3

-

36 100.0

-

29 100.0

92 100.0

주: 복수응답.
자료: 김동환(2010).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간 연계 강화 방안.”

도매시장 시설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배송장 확보, 저온저장고 확
충, 소분 및 가공시설 등이며, 지게차 공간 확보 등도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
다. 반면, 구매업체 사무실, 휴게 공간, 중도매인 점포 확장 등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기타 도매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주차시설 부족, 공
기오염, 일반소비자의 시장 출입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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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도매시장 시설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
단위: 개소, %

구 분

대형

중소

외식/급식

합 계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빈 도 비 중

저온저장고 확충

8

29.6

6

21.4

6

20.0

20

23.5

소분 및 가공 시설 확충

9

33.3

7

25.0

3

10.0

19

22.4

배송장 확보

3

11.1

8

28.6

11

36.7

22

25.9

지게차 공간 확보

4

14.8

2

7.1

4

13.3

10

11.8

구매업체 사무실 공간확보

1

3.7

-

-

-

-

1

1.2

구매업체 휴게공간 확보

-

-

-

-

-

-

-

-

경매장 확장

1

3.7

-

-

4

13.3

5

5.9

중도매인 점포 확장

-

-

-

-

-

-

-

-

기타

1

3.7

5

17.9

2

6.7

8

9.4

합 계

27 100.0

28 100.0

30 100.0

85 100.0

주: 복수 응답.
자료: 김동환(2010).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간 연계 강화 방안.”

3. 도매시장과 소매업체 간 SCM 구축 방안

3.1. SCM의 농산물 적용가능성
3.1.1. SCM의 개요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체인 관리)은 고객서비스 수준을 만족
시키면서 시스템 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이 적절한 수량으
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
자, 제조업자, 창고·보관업자, 소매상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이용되는 일
련의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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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판매 예측, 구매, 제조나 생산, 재고관리, 주문관
리, 물류, 유통, 고객만족과 같이 조직의 통합된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개선시
키는 방법 및 시스템을 말한다.
새로운 시장 환경은 공급사슬전체관점에서의 통합된 정보를 통해 구성요소
간의 역할 규정과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SCM
(Supply Chain Management)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쉽게 말하면 SCM은 유통경로상에 있는 다른 기업 간에 정보 교환을 수단
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통효율성을 높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핵
심적인 성공요인은 참여 기업 간 신뢰구축과 양질의 데이터 공유라고 말할 수
있다.
SCM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VMI(Vendor Managed
Inventory)는 유통업체가 POS 정보를 생산업체에 제공하여 생산업체가 재고
관리를 대행해주는 방식이며, CM(Category Management)은 유통업체가 취급
하는 특정 상품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매업체뿐 아니라 공급업체, 물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주, 재고, 진열, 판촉 등에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
을 모색하는 기법이다. 다음으로 CMI(Co-Managed Inventory)는 유통업체와 공
급업체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가 재고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재고
관리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관리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
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각자 맡아서 효과적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며,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은 공급체인에 있
는 여러 기업들 및 구성원들이 함께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생
산을 계획하며 재고를 보충해나가면서 공급체인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법
이다.
SCM의 성공조건은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하며, 유통업체
에서 공급업체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목표의 달성 여부가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타 부서 간 커뮤니케이
션에 의한 협조 체계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적 요소와 조직 구조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Scholz and Hin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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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에서는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이라는 개념으로 1990년
대 초반부터 SCM이 도입되었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 유통에서는 생산자 및
출하조직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은 형태의 SCM 시스템을 도입하기
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유통업체와 개
별 출하조직 간의 SCM보다는 산업 전체 차원에서 생산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SCM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리산업의 경우 generic promotion을 담당하는 Cherry Marketing Institute, 수
출시장을 개척하는 조직인 US Tart Cherry Export Council,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think tank 집단인 U.S.
Tart Cherry Industry Strategy Planning Alliance 등에서 산업 전반의 발전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농산물은 상품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 정보교
환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업체별로 고유한 농산물 코드(PLU,
Price Look Up)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계 전체에 표준화된 상품코드가 사용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에서는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 협력구축이 미약하여 낭비요소가 많으며, SCM 도입
을 통해 유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1.2. SCM의 효과
가. 재고감소
SCM의 기본사상은 공급사슬 전체를 보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재고관
리 측면에서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공급사슬
내에서 원자재 및 제품의 흐름이 적정 수준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
는 각 업체들이 공급사슬 내의 자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절되고 독립적인 것
으로 생각하여 각각 자기의 계획에 따라 상품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에 필요
한 안전재고를 확보하던 것을, 자사의 부분을 연결된 공급사슬의 일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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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함으로써 재고 수준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자사에
안전재고가 없더라도 필요한 때에 틀림없이 필요한 상품이 필요한 만큼 필요
한 곳에 공급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욱 확고해진다.

나. 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업무처리 시간 단축
SCM은 공급사슬 내 모든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통합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SCM 운영을 할 경우 업무절차 및 처리시간은 공급
사슬 내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간결하며 짧다. 그 이유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업무절
차를 수립한 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사슬 내 다른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
아 사후에 업무절차를 수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무처리의 지연
은 곧바로 납기에 대한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며, SCM 운영으로 인한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은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게 된다.

다. 안정된 공급
SCM을 운영함으로써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로서 우호적인 제휴관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로 인
해 구매자는 좋은 구매가격으로 더욱 좋은 품질의 필요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자 또한 장기적인 구매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벌일 수
있으며, 생산원가를 절감하면서 공급 상품의 수급조절을 개선하고 더 좋은 가
격으로 공급하면서도 사업수익성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결과적으
로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ʻ윈-윈 전략ʼ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자금흐름 개선
자사가 보유하는 재고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재고 상품을 구매하
기 위한 자금과 재고유지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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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익증가
SCM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호혜적인 가격 적용은 직접적
으로 원가에 반영되어 가격경쟁력과 이익에 직접 기여하게 되고 재고 감소와
사무 혁신에 의한 비용 절감은 회사의 이익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

3.1.3. 농업분야에서 SCM의 필요성
가.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지, 즉 농촌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지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 장거리 수송이 불가피하고 물류비가 높은 문제점이 있다.

나. 물동량의 변화
농산물은 계절별로 물동량의 변동이 심한 특성이 있어 물류비 증가 요인이
된다.

다. 농산물의 다품종 소량화
농산물 물동량은 다품종·소량화되고 있으며, 고객들의 요구는 점점 까다로
워져 상품의 종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 경험적인 정보만으로 수요 변화를 추정하여 작물을 생산하고 있어 수급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3.1.4. SCM의 농업 적용 시의 기대 효과
가. 농산물 생산단계의 효과
농산물 SCM시스템은 농산물의 산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다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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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단체와 조합 등과의 정보 연계를 가능케 하여 다른 지역의 품목·출하시
기·지역·주 생산단지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 생산량과 지역·
예상출하 시장별 공급 구조 및 수입 현황 분석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농업인이 선택한 농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과잉 생산과 생산 부족에 대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줄일 수 있다.

나. 농산물의 물류 유통단계의 효과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과다한 유통마진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업인까지 그 부담이 전달되므로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그 비용을 최
소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운송비 과다·물류거점의 전략적 선정 비효율·비규격
화에 대한 운송의 비효율 등 물류·유통에서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SCM을 도입
해 신속한 운송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선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농산물의 소비지/구매 단계의 효과
SCM의 개념은 공급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걸쳐 있는 공급 사슬을 관리
하여 물류, 정보, 현금의 흐름을 제어하며, 이를 이용해 물류비용 절감, 신속한
소비자 수요에 대한 반응, 재고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3.2. 도매시장에서의 SCM 도입 방안
3.2.1. 소매업체들이 보는 도매시장의 문제점
도매시장은 전통적인 기능인 수집·분산, 시장정보, 가격형성, 상품구색, 주문
처리, 대금정산 등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매업체가 요구하는
물류기능, 상품성 유지 기능, 가격 안정 기능, 소매상 지원 기능 등이 극히 취약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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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사 결과, 소매업체가 도매시장 구입 시 느끼는 문제점은 상품의 균질
화 미흡과 속박이, 저온저장고 및 소포장 시설 부족과 장소 협소로 배송 등 물
류관리 미흡, 수수료, 하역료 등 유통비용 과다, 가격변동이 심하여 가격안정성
이 미흡한 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설 부분의 문제점을 크게 지적하는 반면, 중
소유통업체는 높은 가격, 외식·급식업체는 품질 미흡을 도매시장의 가장 심각
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3.2.2. 도매시장에서의 SCM 도입 기본 방향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SCM은 소비지유통업체와 산지조직 간에 정보교환 등
을 통해 상품흐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경매제를 근간으로 하는 도매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도매시장 거래는 불특정 다수 간
의 1회성 거래를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거래관계를 요구하는 SCM 시
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
도매시장에 SCM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상대매매 혹은 수의매매를 전제로 대
형유통업체와 중도매인 간 혹은 도매시장법인 간 장기 거래 관계가 확립되고
중도매인 혹은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를 연결하는 매개
체로서 SCM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매시장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 분야에 SCM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먼저 농산물 상품 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농림수
산물 표준코드를 제정, 보급하고 있으나 사용업체의 전산 시스템, 업무처리 등
실정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것과 더불어 표준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 기존 사용코드의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프로그램 개발비용 때문에 표
준코드 사용을 기피하며, 코드의 자릿수가 18자리로 한국표준상품코드인
KAN(Korea Article Number)코드 13자리와의 정합성이 없다. 따라서 유통업체,
출하조직,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가칭)농산물SCM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농산물 코드 표준화는 물론 SCM 추진에 따른 제도적 애로 사항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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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 내에 SC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이 중
심이 되어 중도매인, 산지출하처를 정보네트워크로 묶어 EDI 등 정보기술 도
입 기반을 구축하고, 경락가격은 물론 품목별 상세 소비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구축된 정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도매인, 산지출하처 간 B2B 전자상거래를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지유통업체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산지부터 소비지 판매
점까지 SCM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표준상품코드를 활용하여 유통업체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POS 정보
를 제공하면 VMI, CMI, CM, CPFR 등의 선진 재고관리 기법과 효율적인 물량
공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결품 및 과다 재고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매시장에 SCM이 도입되면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그 결과 소매업체와 도매시장 간 연계성을 높이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림 2-5. 농산물 유통의 SCM 개념도

3.2.3. SCM 도입을 위한 도매시장 운영 개선 방안
소매업체의 도매시장 이용 실태 조사에서 분석되었듯이 소매기구들과 도매
시장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제도 개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시장
면적 확대, 저온저장고, 소분포장 등의 물류시설 확충, 품질관리 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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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화 및 유통비용 절감, 소매지원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

가. 거래제도 개선
도매시장 이용자와 중도매인 간 정기적 전속거래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는 원산지와 식품안전성이 정확히 확인된 농산물의 거래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수의매매 혹은 상대매매의 확대가 필요가 있다.
수의(상대)매매는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정가수의매매 혹은 시장도매인제도
에 의해 도입될 수 있으나 SCM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지출하처와
중도매인이 직접 연결되는 시장도매인제도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산
지출하처는 일정한 시장도매인에게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1회성 경매거래 시 발생하는 기회주의적
(opportunistic)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단골 산지에서 조
달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급하는 상품의 신뢰성을 높여 거래
를 촉진시키게 된다. 시장도매인제도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일본, 대만을 제외
한 전 세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상(시장도매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전속적
인 거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등 거래효율성을 높임과 동
시에 대량 출하체제를 유도함으로써 물류체계 합리화와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도매인이 전속 출하처로부터 농산물을 조달하게 되면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산지에 파렛트 출하 등을 통한 물류합리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물류체계가 효율화될 것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한 장기적·전속적 거래관계의 확립은 유통업체 입장
에서 보면 물량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신속한 배송을 도모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SCM 시스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
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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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매시장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매상들은 시장이 협소하여 물류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배송장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도매
시장의 공간 확보로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공간이 협소한 도
매시장은 시장 이전 등을 통한 물리적 공간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시장 이전
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 건물의 재건축, 주차장 건물 신축 등을 통해 공간을 확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를 단속하거나 차량 5부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차량의 시장 내 진
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소매상의 배송
공간을 확실히 확보해주어야 할 것이다.
저온저장고, 소분 포장·가공시설을 도매시장 내에 건립하여 농산물의 품질
유지와 상품성 향상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저온저장고와 소분 포장시설은
개별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별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시장 공동으로 건립
하고 공동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에서는 저온저장고, 소분 포장, 가공시설이 필수적으
로 도입되어야 하며, 적정 규모는 소매업체의 수요 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해
야 할 것이다.

다. 도매시장 내 검품(inspection)제도 도입
유통업체가 도매시장 구입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중 중요한 것은 품질이 균
일하지 않고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은 기존 잔류농약
검사와 더불어 표시된 등급에 대한 검품(inspection)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
다. 검품이란 포장 외부에 표시된 중량, 수량 크기 등의 국가표준 규격 및 등급
이 실제와 일치하는가를 검사하는 제도로 속박이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농무부)가 도매시장 및 산지에서 검품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업계에서 요청 시 검품을 하고 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한다.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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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에 실제 검품과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검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6개 도매시장에 164명의 검품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내 검품 과정은 도매상이 검품을 요청하면, 업체에서 샘플을 중앙검품센터로 운
송하고 검품관이 샘플을 검품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도매시장 내 검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
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가 표준규격과 등급을 설정하므로 검품 및 인
증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품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에서 인증한 상품에
대해서만 국가표준 규격과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에 대해
서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한다.

라. 가격 안정화
소매업체들의 큰 불만사항 중 하나가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이 지나치게 변동
된다는 것으로 경락가격의 변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
매시장 가격 변동을 완화시키는 좋은 방법은 시장도매인제도를 확대하여 중간
상인들이 가격변동을 흡수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 시장도매인제도가 경매제에
비해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도 있다
(건국대학교 2013).
현행 경매제하에서도 정가·수의매매의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의 가격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내 저온저장고를 확충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완충재고(buffer stock) 보유 기능을 강화시키고 출하손실보전 기금을 적립하여
과다 상승 및 과다 하락 시에 보전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매
시장법인의 완충재고 보유 기능이란 물량이 과다하게 출하되는 경우 물량을
일시 저장한 후 물량 과소 시 방출하는 기능으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
는 것이다. 시장 내 저온저장고가 확대되면 중도매인의 완충재고 보유기능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약거래제 등을 통해 출하물량을 분산함으로써 대
량 출하에 따른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출하물량 과다 시 표준규격품 우선 경매
로 표준규격품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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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역비 절감으로 유통비용 절감
타 경로 출하에 비해 도매시장 출하 시 비용 부담으로 인식되는 하역비 절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 하역비를 절감하기 위
해서는 하역 기계화를 촉진하여 하역비를 절감시켜야 하나 하역기계화 대책은
산지에서 도매시장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매시
장에 지게차에 의한 하역기계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공
동선별·공동계산 체계가 확립되어 파렛트에 의한 출하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출하체계가 확립되어야 도매시장
의 변화를 강력히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의 규
모화와 더불어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의 확산이 요구된다.
도매시장에서는 경매장에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하역기계화에 의해 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하역노조의 전업대책을 수립해야 한
다. 특히 현재 하역노조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하역 독점권을 개선하여 전문하
역회사를 설립하거나 도매시장법인의 직원화를 통한 하역체계 개선이 필요하
다(한국농업경영포럼 2013). 아울러 도매시장 내에서 파렛트 단위로 물동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규모화도 필요하다.

바. 중도매인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촉진시키고 물류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량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도매인을 규모화시켜야 한다. 2012년 현재
중도매인은 연간 거래액 5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2.2%로 영업 규모가
영세하다. 따라서 중도매인을 규모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도매인 간 양수도를 허
용하여 인수, 합병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규모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금액 상향조정, 법인화 유도 등도
필요하며, 불법 전대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능력 없는 중도매인의 퇴출을 강
력히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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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매상 지원 활동 강화
도매시장과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외식·급식 업체가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매상지원(retail support) 기능
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이 제공할 수 있는
소매상 지원 서비스로는 농산물 관리 요령, 수급상황 및 가격 전망, 메뉴 제안,
마케팅전략 수립, 상권 분석 등이 있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의 주요 고객인
전통시장, 중소유통, 중소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객인 소매업체
들의 영업기반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협력
을 통한 소매상 지원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소매업체의 과일과 채
소의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소매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도 필요하다.
최근 도매시장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전통시장 점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어 도매시장 차원에서 농산물 공급 시스템을 효율화시켜 그들의 경쟁력
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이 느끼는 농산물 구매의 문제점은 점포별
개별 구매로 인한 소규모 구매와 이에 따른 물류비 과다 등이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통시장 점포를 몇 개씩 묶은 공동배송 시스템 등
을 구축하여 물류비 등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통시장 점포와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축제 행사 등
을 개최하여 판매 확대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

아. 마케팅 강화
도매시장의 주요 고객인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외식·급식업별로 차별
화된 마케팅을 수행하고, 거래처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공동으로
판촉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품위에 대한 농산물 공급기능을 강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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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에 의한 전자수·발주 시스템을 도입하며, 중소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배
송장 확충 등으로 현장판매 기능을 강화시킴과 더불어 외식·급식업체에 대해
서는 배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법인 직원에 대한 마케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유통 및 외식·급식업체에 고객카드제를 도입으로 고정 고객화를
도모하고 고객들에게 소식지 등을 보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도입해야 한다.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를 도입하여 경영 합리화를 기함
과 동시에 고객관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객관리를 체계화시켜 고객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객 DB
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영업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CRM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치 있는 고객을 파악, 획득 및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이며, CRM의 구현은 대고객 관련 활동들과 관련된 조직,
업무 프로세스 및 IT 인프라를 고객 위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CRM의 목적은 고객의 확보에서부터 시작하는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장기적으
로 유지하고 고객만족을 통해 고객충성도(Loyalty)를 이끌어냄으로써 고객의 수
익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CRM은 고객의 특성과 구매 이력 데이터
를 기초로 해서 우수한 고객을 파악하여 획득하고(Customer Acquisition) 그들을
유지시키며(Customer Retention), 우량 고객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경영기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RM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매출
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시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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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물분리유통 운영 현황과 시사점

1. 일본의 농산물 거래방법 운영 실태와 성과

1.1. 도매시장의 실질 경유율 유지와 그 원인
일본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채소 및 과일 모두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
본 도매시장에서 경유율 하락문제를 바라볼 때 채소는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
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과일도 수입이 본
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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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채소의 시장경유율과 시장경유량 추이(3개년 이동평균)

그림 3-2. 과일의 시장경유율과 시장경유량 추이(3개년 이동평균)

2005년 기준 채소와 과일의 총 유통량 중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23%와 약 46%이다. 도매시장 경유율은 국내 총유통량(국내생산량+수입량
수출량)에서 도매시장으로 유통된 양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신선채소와
과일만을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본 도매시장의 취급량은 가공품을 제외
한 모든 채소와 과일이 도매시장으로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채소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77%, 과일은 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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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매시장 경유율이 2008년 기준으로 채소 73.8%, 과일이 45.7%임을 고
려하면 실제 도매시장유통이 가능한 신선채소 및 과일 중 도매시장을 유통하
는 비중은 채소가 약 90%대, 과일이 약 80%대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일본 내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급품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림 3-3. 총 채소유통량 중 가공품의 비율 추이

그림 3-4. 총 과일유통량 중 가공품의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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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매·입찰 감소와 수의매매의 확대
이처럼 도매시장이 여전히 신선채소 및 과일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
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도매시장의 기능(구색기능, 위험부담기능, 수급조
정기능 등)을 강화하면서 도매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온 경매·입찰원칙을 폐지하
고 수의매매를 통해 도매시장 거래의 유연성을 부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일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와 소비지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유도 도매시장을 통한 수급조정 기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1.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1991 1994 1997
58.2
50.6
청과물 평균 62.2
64.9
60.5
52.6
채 소
59.9
56.9
48.8
과 일

2000
34.3
35.3
33.7

2003
26.5
26.2
27.7

2005 2006 2008 2009
24.9
21.6
18.7 17.7
24.1
20.6
17.3 16.7
26.4
23.8
21.4 19.8

2012
12.6
10.6
16.8

표 3-2. 일본 지방도매시장의 경매·입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청과물 평균
채 소
과 일

1991 1994 1997 2000 2003 2004
66.7 59.2 52.2 47.9 42.1 41.5
70.3 61.9 54.6 50.8 44.5 43.6
61.2 54.8 47.8 43.0 37.5 37.6

2005
37.7
39.5
34.3

2008
33.2
34.2
31.3

2009
30.5
31.2
29.0

2011
29.6
29.7
29.2

일본은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도매시장법을 개정하여 거래와 관
련된 상당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오던 거래원칙
에 정가·수의매매를 편입시켰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방법도 매수집하를 전
면 허용하였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제3자
판매와 직접집하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여 효율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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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매·입찰과 수의매매의 일반적인 업무추진 절차
경매·입찰은 거래 전날부터 당일 사이에 입하된 물품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
에서 거래가 실시되며, 수량과 가격은 낙찰된 시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선취
거래를 할 경우, 물량 인도시간에는 제약이 없으나, 가격은 경매 이후에 결정
된다.
한편 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과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자) 간의 개별적
거래로, 교섭조건에 따라 거래수량·가격은 사전에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거래당일에 최종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경매·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
매·입찰의 경우 상품이 도매시장에 반입되고 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물류가 곤란하다. 이에 반해 정가·수
의매매(특히 예약 정가·수의매매)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물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맞춤형 물류가 가능해진다.
그림 3-5. 경매·입찰 시의 업무내용과 진행 절차

오후～심야

경매시작

품목별 경매시간

상품 도착

상품 사전점검

경매·입찰거래

전국 산지에서 출하
출하된 상품을 등급
별로 경매장에 진열

구매자는 상품의 품
질 및 산지 등을 확
인하고 구매예정상품
및 가격을 검토

경매장에서 각각 구
매자가 검토한 가격
과 수량이 낙찰시점
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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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수의매매 시의 업무내용과 진행 절차

③

②

1주일 전에 개략적인 도
중 구매수량을 정하고 매
소
도 거래전날 확정발주
시
매 ○○산지상품을 언제
④
장
얼마나 필요한지 희 매
수탁(매수)판매
점 망사항을 전달
법
현재까지의
실적과
인 전날 경매가격, 시황
출하계획에
근거한
등을 감안하여 가격 인

결정

산
지
농
협
등

출하

①사전협의, 현지방문 등

그림 3-7. 경매·입찰거래와 수의거래 시의 일반적인 거래가능 시간

24:00

04:00

10:00

경매·입찰

15:00

거래시간 제약 없음

1.4. 경매·입찰과 수의매매 간의 성과 비교
경매·입찰과 수의매매의 가격에 대한 사례를 보면, 경매·입찰가격과 수의매
매가격은 거의 연동하는 추세로 어느 쪽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경매·입찰이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반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
의매매가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특수한 품
목으로 공급량이 적은 경우나 단가가 높은 상품에는 대부분 경매를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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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령 고급 멜론, 고급 포도, 망고 등과 같이 평균 단가가 높은 상품)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됨에 따라 ①경매에 의한 가격진폭을 완화하고, ②도
매시장이 산지와 소비지 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유통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 특히 유통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상물분리이기도 하다.
경매·입찰은 다수의 구매자가 경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정가·수의매
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1대 1로 교섭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경매·입찰은 수급
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고 거래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이에 반해 정
가·수의매매는 거래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편 경매거래는 특정주체 간의 판매와 구매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
구매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응이 곤란하다. 따라서 출하자는 도
매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다음 출하를 조정하기 때문에 수급
실세를 고려한 출하조정에는 일정한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하며, 이러한 시
간차에 따른 ｢수량불일치 문제｣와 ｢상품화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량불일치 문제는 계획적 구매를 하는 소매점 등의 구매량에 맞추어 출하량
조정이 곤란하여 공급의 과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화
되고 이것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한편 상품화불일치 문제는 각각의 수요
처가 원하는 상품 형태를 산지와 연계시키지 못함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비용
을 증가시키게 된다.
일본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되면서 중도매인이 파악한 실수요자의 사
전 상품화 요구를 바탕으로 산지에 실수요자별 상품화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사전에 상품화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생략하여 도매시
장기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왔다. 가령 예약적인 거래를 통해 사전에 수
량 및 상품화불일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인 상품 품질관리 이외에도
포장비용이나 운송비용 등을 절감시켰다. 또한 사전에 수량과 상품화를 조정하
여 유통단계에서의 재포장비용을 절감하거나, 정확한 수량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직송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과 선도유지라는 효과를 추구하지 못하는
문제 등도 상당부분 해결하였다. 특히 정가·수의매매 중에서도 현물이 도매시
장에 반입되기 이전에 거래를 종료시키는 예약정가·수의매매가 상물분리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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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본의 예약정가·수의매매의 추진방법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
다. 가령 과잉공급으로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경우,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활용
하여 과잉출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실행하는 경
우가 있다. 가령 특정산지에서 작황이 좋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시장가
격이 폭락하게 된다. 가령 평년도 A산지의 양상추 1일 출하량은 1,000상자(16입
200상자, 24입 800상자)가 반입되었을 때 가격은 각각 1,500엔과 2,000엔이다.
그러나 날씨가 좋아 1주일 후에는 1일 출하량이 2,000상자(16입 1,000상자, 24입
1,000상자)로 늘어날 경우, 가격은 각각 800엔과 1,500엔으로 폭락할 것으로 예
상되면, 경매사는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일정 수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령 경매사는 특정 대형 소매점에 현재 1,500엔인 16
개 들이 양상추 판매가격을 1,000엔으로 제시하고 세일행사를 제안하면, 1주일
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상추는 24개들이 양상추 1,000상자만 남게 되고 가격
은 개략 1,800엔 정도에 형성되게 되어 시장가격 폭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매사의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공급량 증감에 따른 가격등락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급량 증
감에 따른 가격등락의 예측정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별로 과거 거
래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급량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계측하여 영업현장에 제공
하는 정보업무가 중요하다.
이러한 효과를 실현하는 예약정가·수의매매가 물류 단위 측면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상물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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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약정가·수의매매의 특징과 유형
1.5.1. 예약 정가·수의매매의 도입배경
예약정가·수의매매는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자와 미리 예
약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수탁·매수한 상품을 그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계
속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령 소매점으로부터 판매계획이 결정되어 중
도매인의 구매예정량을 판매 1주일 이전에 확정하고 산지에는 1주일 전에 다
음 주의 요일별 출하물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이
주도하여 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약속을 사전에 해놓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슈퍼마켓이 진출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매시
장이 대형소매점 등의 계획판매·계획구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
매 당일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가·수의매매가 아닌 사전 조정적인 예약 정
가·수의매매가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예약정가·수의매매를 실행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고객 중에 대형소매점
이 있고 동시에 조직화·규모화된 산지로부터 출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일본
의 경우 예약정가·수의매매를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추진
할 수 없는 도매시장법인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약정가·수의매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계획판매를 실시하는 대형
소매점이 도매시장 등에 상품 확보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일 경
매에만 의존하게 되면 도매시장은 가격하락이나 잔품을 각오해야 하고 출하자
도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 소매점 입장에서는 상품 확보를 최우선하게 되면
최고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결국 구매가격은 급등하게 된다.
상품 확보와 낮은 구매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써 예약정
가·수의매매가 착안된 것이다. 산지의 경우도 규모화된 농협이나 농업생산법
인이 판매가격 안정과 사전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예
약정가·수의매매 방식을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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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정가·수의매매가 현물 수의매매나 경매와 다른 점은 거래과정에 생산
자,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양측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수의
매매와 경매는 현물이 도매시장에 입하된 상황에서 실시되며 산지로부터 거래
가격결정에 대한 권한을 도매시장 법인에게 위임한 것이 되지만, 예약정가·수
의매매의 경우 현물이 인도되기 이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하지만 출하자와 구
매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는 해당 거래에 따른 상품의 출하를 완전히 보증
할 수 없다.
예약정가·수의매매는 일종의 도매시장을 활용한 산지·소비지 직거래라고 할
수 있으나(산지와 소비지가 얼굴이 보이는 관계가 형성되고 필요에 따라 물류
직송도 가능) 일반적으로 도매시장법인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알게 된 산
지가 소비지와 도매시장을 배제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예
약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는 하나의 걸림돌이다.
도매시장을 이용한 직거래이든 장외 직거래이든 산지 입장에서는 각종 변수
(날씨 변화 등)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 사전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일본의 경우 산지는 총 출하 수
량의 30% 정도만을 사전에 거래(예약정가·수의매매 또는 소매점 등과의 직거
래)하고, 나머지 70%는 출하 당일에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약정가·수의매매는 예약의 시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물
거래 2～1주일 전에 거래내용을 예약하는 ① 단기형 예약정가·수의매매와 1주
일 내지 수개월 전에 거래내용을 예약하는 ② 장기형 예약정가·수의매매로 구
분할 수 있다.

1.5.2. 단기형 예약정가·수의매매
단기형 예약정가·수의매매는 ① 수량만 확정하고 가격결정방법을 약속하여
두는 경우, ② 수량을 확정하고 가격은 일정 범위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경우,
③ 가격을 확정하고 수량은 일정범위 내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분
된다. 일본의 경우 ②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량만 확정하고 가격결정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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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시장가격 연동방식, 기준 시장가격에 가격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 등
다양하다.
수량만을 확정하는 경우에 대해 산지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데 대한 불안
감이 남지만 소매점의 직접대응에 따른 수급조정 곤란(특정 등급만이 거래되
어 나머지 상품판매가 곤란), 규격변동, 반품대응 등의 문제에서 도매시장의 기
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담당하는 것
이다. 일본은 수량만 확정하는 경우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두약속
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수량만을 확정하는 경우의 가격은 거래당일 시장가격
을 기준으로 사후에 결정되지만 도매시장법인의 적정가격 실현에 대한 기대감
이 강하다.
지속적으로 수량을 예약하는 데 따른 부담에 비해 가격적인 이점을 발견하
지 못하면 거래가 지속되지 못하지만 소매점 또한 수량예약과 저가격구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매시장법
인은 비용절감으로 산지와 소비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가령 산지의 규격간소화
및 벌크출하를 통한 비용절감이나, 소매점이 요구하는 소포장화를 유도하고 이
를 가격에 반영한다거나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 이외의 산지 수취가격을 높이는 방식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수량만 확정하고 가격은 일정범위에서 재조정하는 거래는, 계약가격을 시장가
격의 변동에 맞추어 상하 20% 정도의 폭을 두고 대응한다.
한편 가격을 확정하고 수량을 변동시키는 방식은 예약정가·수의매매보다는
예약정가매매에 따른 주문방식이다.

1.5.3. 장기형 예약정가·수의매매
장기형 예약정가·수의매매는 연간 내지는 월단위의 장기적인 가격을 생산자
에게 보증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중도매인·소매점 등)의 주문을 받아 중
계하는 방식으로 ① 도매시장 법인이 산지로부터 위탁받아 구매자에게 판매하
는 소위 산지·소비지 중계방식과 ② 도매시장법인이 산지로부터 매수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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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 경우로 매수판매방식으로 구분된다.
장기형 예약정가·수의매매는 산지입장에서는 판매처와 장기간에 걸쳐 가격
이 안정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부담주체가 다
르다.
산지·소비지 중계방식은 특정 산지·중도매인 사이에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를
주선하는 방식이며, 도매시장법인은 국내외 산지로부터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고려한 적정가격 등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한다.
특히 예약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중도매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의 장기 예측이 정확하지 않
으면 거래가 지속되기 곤란하다.
또한 예약수량과 실제 거래수량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대체산지 확보나 대체판로 확보를 통해 보완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매수판매방식이 산지에 가격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지만 가격예
측이 빗나갈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매수판매방
식은 교섭력이 강한 대형 소매점 등과의 거래에서는 발생한 위험을 모두 도매
시장 법인이 부담할 수 있다.

1.5.4.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한 상물분리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산지-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실수요자｣ 간의 거
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종종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상물분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동경도 내에 있는 A도매시장법인이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상
물분리유통을 추진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도매시장법인은 아오
모리현(青森県) 내의 농협에서 출하하는 사과를 후쿠오카현(福岡県) 내의 소매
점에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때 상류의 흐름은 ｢아오
모리현 내 농협 → A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A도매시장법인 주거래 중도매
인) → 후쿠오카현 내 소매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물류의 흐름은 ｢아오모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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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농협 → 후쿠오카현 내 소매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유통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A도매시장법인의 서류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오모리
현 내의 농협이 송품장과 함께 운송한 사과가 후쿠오카현 내 소매점의 배송센
터에 입하되면, 소매점의 배송센터에서 송품장과 현물을 확인한 후 이상이 발견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송품장을 팩스로 A도매시장법인에 보내고 A도매시장법인
은 이로써 입하 처리하는 방식이다. 송품장과 실제 소매점 배송센터에 입하된
사과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도매시장에 반입된 경우와 동일한 처리방식을 택
하기 때문에 개설자 등이 행정감사 등에서도 잘 적발해내지 못할 정도이다.

2. 상물분리유통의 개념과 도입배경

2.1. 상물분리유통의 개념
본래 도매시장은 현물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그것을 보고 품질을 평가하고
수급실세를 반영한 가격을 발견하는 구조이다. 그것은 상류(商流)와 물류(物
流)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류와 물류가 일치하는 유통이다. 상류와 물류가 일
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가 선행하고 그 뒤에 상류가 형성된다. 따라서 물
류는 언제나 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이것이 물류 측면에서 다
양한 불일치 문제를 야기시켜 유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
다. 일반적으로 대형소매점 등과 산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거래는 상류가 선
행하고(거래가 완료된 상태), 이에 근거하여 물류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의
물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사전에 약속된 계획적인 물류이다. 이 때문에
물류 측면에서 다양한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서 물류보다 상류를 선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경매·입찰거래로는
불가능하고 시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정가·수의거래를 통해 실현이 가능
하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체인슈퍼마켓이 등장하면서, 정가·수의매매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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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계획적인 물류 형태가 늘어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계획적인 물류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상류와 물
류가 일치되는 타입이다. 여기에서 물류는 ｢산지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실수요자｣이며, 상류도 ｢산지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실수요자｣로
동일하다. 다만 물류보다 상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만 기존의 경매·
입찰거래와 반대이다. 둘째는 상류와 물류가 분리되는 타입이다. 여기에서 물
류는 ｢산지 ⇒ 도매시장 밖에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루어지며, 상류는 ｢산지
⇒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 ⇒ 실수요자｣로 이루어진다. 현물이 도매시장에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상류와 물류가 분리되기 시
작한 것은 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말하는 상물분리의 개념은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상
류를 물류보다 선행시킴으로써 사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약속에 근거한
계획적인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류와 물류가 일치
하지 않는 유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거래원칙에 추가된 1999년과 2004년의 법 개정
을 계기로 상물분리가 법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법 개
정 이전까지는 상물분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도매시장에서 상물분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게 된 배경에는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면서 ① 현물을 보지 않
고 거래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과 ② 도매시장 경유율 하락으
로 도매시장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신선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산지의 분산과 계절성이 큰 일본에서는 도매
시장유통 시스템의 우위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다. 도매시장에서 나타나는 상물분리는 지금까지 위법한 유통방식이었
으나 실제로는 도매시장이 주도하여 상품 자체는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배송되고, 거래(상류)는 도매시장이 관여하는 방
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도매시장법인은 전화나 팩스 등으로 상물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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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고 있었으며, 이때 전자적인 방식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
에는 정가수의매매 자체가 예외적인 거래방식이고 상물분리는 기본적으로 위
법한 유통이었기에 각종 행정감사 등에서 상물분리행위가 발각되는 날이면 다
양한 제제조치가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상물분리의 확대가 곤
란해 보였다. 이 시대의 상물분리유통은 대부분이 예약정가·수의매매를 전재
로 한 상물분리였다.
1991년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도매시장의 취급량도 감소세로 전환
되었고 이때부터 도매시장은 장기간의 불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1999년과 2004년에 도매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도매
시장의 공공적인 성격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방법에 한하여 상물분리
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전자상거래는 매우 엄격한
개념을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를 실현하는 데
는 다양한 제약이 뒤따랐다. 즉 특정 산지와 실수요자 간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개적이고 다수의 구매자에게 입하정보를 제시하여 경쟁 상태를 유지하
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
특히 공설중앙도매시장에서는 차별적인 거래의 금지 등과 같이 도매시장거래
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도매시장의 개설취지에서 보면 전자상거래를 확대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하였다. 특히 개설자에 따라서는 공평성을 확
보한다는 관점에서 그 거래에 참가하는 산지정보를 적극적으로 구매자에게 제
시하여 차별적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한 곳도 있어 전자
상거래 자체의 활용성이 더욱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한 상물분리는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를 주도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도매
시장 법인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여, 중도매인이 최종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경
로가 된다. 그러나 현물이 산지에서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운반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현물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도매인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중도매인의 상당 부분은 상물분리 확대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상물분리를 협의하는 시장거래위원회에서 중
도매인의 반대로 상물분리 도입이 무산된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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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물분리를 둘러싼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상물분리가 좀처럼
확산되지 못했고 일본 정부는 그 원인을 과도한 전자상거래의 기준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인정범위를 기존의 컴퓨터를 활용
한 전자상거래에서 이메일로 주고받는 거래까지도 전자상거래로 인정하는 방
식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물분리는 크게 ① 법에서 규정한 전자상
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방식과 ②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상물분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②의 경우는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고 물류는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거래방식은 사실상 비공개상의 구두계약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문제점
을 안고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는 물류의 효율성을 통
해 산지와 소비지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논리이다. 공정성·투명성 문제
와 효율성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기에서는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상물분
리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상물분리유통에 대한 참여주체 및 참여주체별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상물분리유통을 추진한 사례를 분석하여 상물분리시스템을 도입한 경
제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일본이 상물분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인
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2. 상물분리 시스템의 도입배경
일본의 도매시장거래는 도매시장에서 현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을 경매
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원칙이었다. 즉 1923년 제정된 중앙도매
시장법에서 경매원칙이 설정되어 이후 48년간 유지되어 왔다. 이 시기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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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채소·과일가게가 매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그날그날 필요한 상품을 구
매해 가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대형 슈퍼마켓 등
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대형 슈퍼마켓 등은 다수의 체인점포가 필요한
농산물을 일괄 구매하여 각 점포에 배송하는 통합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
작하였으며, 구매의 계획성을 중시하면서 도매시장의 경매거래가 거래의 경직
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
고 1971년에 도매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경매·입찰 및 위탁집하원칙이 정해졌고
동시에 정가·수의매매, 매수집하, 견본거래 등의 규정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밖에 있는 물품에 대한 거래행위가
금지(법 제39조)되어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개설자가 지정한 장소(장외지정 보
관장소) 및 도매시장 법인이 신청하여 개설자가 승인한 개설구역 내의 장소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 반입하지 않고도 도매거래가 가능(법 제39조
제1호 및 제2호)토록 하였으나 상물일치원칙은 견지되고 있었다.

2.2.1. 표준화의 진전
이처럼 도매시장에서 상물일치의 원칙이 견지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규격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일부러 도매시장에 상품을 반입하지 않더라
도 주문규격이 확실하면 해당 규격의 상품을 주문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면서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격
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는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지 않고 도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2. 유통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
일본이 상물분리거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상물분리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의 절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채소 및
과일가격은 미국의 3배 정도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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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유통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미국보다 생산자가격과 유통비용 모
두 3배 정도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입가격도 3배 정도에 이른다. 광
활한 미국 유통에 비해 지리적으로 협소한 일본에서의 유통에서 왜 유통비용
이 3배가 되는지 일반 국민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고 이것이 중심적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유통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소매가격에 차지하는 농가의 수취가격은 35～40% 수준이다.
농가가 생산비를 들여 수개월 동안 생산한 농산물이 슈퍼마켓 등에서 하루 동
안에 움직이는 마진(약 25%)의 두 배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성에서는 2006년 4월에 작성한 유통비용 절감 액션플랜
을 통해, 식료품의 공급비용을 20% 삭감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생
산자는 물론 유통 관계자의 노력까지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선식료품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시장에 대
해서는 유통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여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물일치규제”를 완화하여 상당한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물분리거래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2.2.3. 산지 및 소매점의 규모화 진전
일반적으로 일본의 신선식료품 유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농협이나 어협의 합병 등으로 인한 산지 출하 규모의 대형화와 상품규격의 정
착 등으로 인해 현물을 보지 않고도 “어떤 산지의”, “어떤 상품”이라는 규격상
품이 어떤 것인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일본의 총합 농협 수는 1990년
3,591개소에서 2011년 723개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대형화된 산지는 다양한
상품개발의 노력과 더불어 생산원가를 비탕으로 한 가격형성에 대한 발언력을
강화하여 보다 높은 판매가격을 실현할 목적으로 출하처를 선별하여 거점화를
시키는 경향에 있어 결과적으로 대도시권 등의 대규모 거점시장에 대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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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중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보다 높은 가격형성과
대금결제의 안전성, 재무상황, 판매체계, 인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거래처 도
매시장 법인을 선별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생산량에 대해서는 농업생산량
은 농업 취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경작면적의 축소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신선식료품에 차지하는 수입농산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을 업무·가공용이 주류를 차지하여 주로 상사가 취급한다는
점에서 시장 외 유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소매 부문에 있어서는 채소·과일가게 등과 같은 신선식료품 관련 전문
점이 점차 감소하고 대형소매점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대형소매점이
신선식료품의 판매점유율을 60～70%까지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형소매점은 대형거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게 되었으며, 경매
거래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불만이 많았고 정가·수의매매가 확대됨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상물일치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나 대형소매점과의 직접거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야기되고 있는 도매시장 결제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문제
점 때문에 좀처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불만이 있어도 도매시장을 좀처럼
벗어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대형 소매점이 아직 도매시장을 신선
식료품의 주요한 조달처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각종 신선식료품, 특히
청과물만 보더라도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품목은 140품목을 넘어선다고 이야
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품목을 하나하나 조달하려고 하면 상당한 숫자의 산지
출하단체와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생산물의 경우 계절에 따
라 산지나 품목이 이동하고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대체 산지를 확보하는 등의 문제는 전문적인 도매시장 법인에
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도매시장에는 다양한 청
과물이 모여들며 이에 부수적인 형태로 정보도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도매시
장을 활용하여 조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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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생산자 단체도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형 소매점
은 특정 규격만의 상품을 요구하여 오지만 생산되는 신선식료품에는 다양한
규격이 있으며, 특정 규격만을 요구받아도 나머지 상품을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뭐든 처리해 주는 도매시장 법인에 출하하고 있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형 소매점이 산지에 직거래를 요청하여도, 대금결제의 안정성,
유사시 대응의 용이성, 판매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도매시장을 이용한 직거래
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매시장에서의 상물분리거래는 어떤 측면에서는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물류상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상류상의 장점을 철저하게 활용하는 도매시장기
능의 선택적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2.2.4. 도매시장 거래형태의 변화
도매시장법이 개정되는 1971년의 도매시장 기능은 출하자가 출하한 물품을
아침에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가 현물을 확인하면서 경매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산지출하자에 의한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한
가격요청이나 대형마트 등의 사전주문과 산지와의 출하조정 등을 통해 가격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매를 멀리하는 경향이 급속히 강화되었으며, 도매시장 변화
의 커다란 단편이 되고 있다. 현재는 경매가 불과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정가·수의매매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앞서 현물을 보지 않고 거래하
는 상물분리유통의 기반을 조성하여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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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물분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3.1. 상물분리유통관련 제도 개요
일본정부는 도매시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밖에 있는 물품의
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상물일치 원칙). 그러나 도매시장 주변도로
의 혼잡문제나 시장 자체의 공간 부족 문제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일
정한 규격성이 있는 신선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으로 모든 물품을 반
입하여 거래를 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법
제 39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효율적인 매매거래를 위해 필요하고 시장거래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물일치 원칙의 예외를 두어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내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서도 도매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이 중 1999년과 2004년의 법 개정을 통해 ①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 또
는 매매참가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한 물품으로 개설구역 내의 지정
보관장소에 있는 것을 도매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 법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거래방법 및 기타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매하는 경우로 개설자가 시
장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 거래를 위해 필요하고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상물일치원칙의 예외조치로서 상물분리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표 3-3. 일본 도매시장법 상의 상물분리 관련 규정

도매시장법(1971년 법 제35호)
제 39 조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제15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도매업무를 시장 내에 있는 신선 식료품 등 이외의
신선식료품 등의 도매 업무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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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① 당해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개설지역 내에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장소 (농
림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부대신이 당해 개설 지역 주변 지역의 일정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위치를 포함한다)에 있는 신선 식료품 등을
도매할 때.
② 개설자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중앙도매시장에 관련된 개설지구 내에서 도매업자가 신청한
장소에 있는 신선식료품 등의 도매를 할 때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거래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신
선식료품 등을 도매하는 것에 대해 해당 중앙도매시장의 효율적인 매매
거래를 위해 필요하며,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도매시장법시행규칙(1971년 농림성령제52호)
제26조 법 제39조 제2호의 농림수산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매업자는 그 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도매업무를 시장에
있는 신선식료품 등 이외의 신선식료품 등(법 제39조 제1호에 게재된 위
치에 있는 것을 제외)의 도매를 당해 허가에 관한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개
설지역 내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제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 해당 신선식료품 등의 품목, 수량 및 해당 신선식료품 등이 있는 장소
의 소재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호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으로 할 것.
2-1.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장소가 해당 중앙도매시장 개설지역 내의 장소일 것.
2-2. 도매업자가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자와의 사이에서 미리 체결한 계
약에 따라 확보한 신선식료품 등의 도매를 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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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개설자가 업무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도매업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거래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신선식료품 등의 도매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선식료품 등의 품목, 거래방법 해당 거래방법에 의한 도매수량 제
한 및 도매 실시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장의 시장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 호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으로
할것
4-1. 해당 신청에 관한 신선식료품 등이 다음 각 항에 제시하는 것에 한정되
어 있을 것
(1) 고구마, 감자, 호박, 당근, 우엉, 토란, 참마, 양파, 콩나물, 무순, 나메
코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등 야채 가공품
(2) 감귤류, 사과, 감, 밤,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 및 냉동 과실과 과일가공품
중략(中略)
(7) 일정한 규격이 있어 현물을 보지 않아도 적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것
((1)에서 (6)까지 열거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
또는 중앙도매시장의 시장마다 해당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공급사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규정이 정하는 것
중략(中略)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아무리 효율적인 유통이 기대된다고 하여
도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물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는 질서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정성과 효율성 간의 조정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우선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1년 농림수산성 총합식료국장은 전국의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상물분리거래에 관한 적절한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 통보하였다. 농림수산성
이 개설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크게 장외 지정 보관 장소를 활용한 상물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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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
시하였으며, 상물분리유통을 추진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3.1.1. 장외지정 보관장소를 활용한 상물분리 시의 유의사항
상물분리거래에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신청하는 장소(장외 지정 보관 장소)에
있는 물품을 거래할 때 도매시장 법인이 신청하는 장소는 반드시 도매시장법인
이나 그 직접 판매처인 중도매인·매매참가자가 보유하는 시설일 필요는 없고
중도매인의 판매처인 소매업자의 점포를 당해 신청 장소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물분리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자와 미리
체결한 계약에 의해 물품을 도매(예약정가·수의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 정
가·수의매매에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1.2.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 시의 유의사항
농림수산성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설자가 업무규정에서 시장별로 전자상거래의 대상물품을 정하는 경
우(성령 제26조 제4호 관련) 규격성이 떨어지는 신선식료품 등이나 실제 물품
을 시장에 반입하지 않으면 정확한 상품평가가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자
상거래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상거래
를 통해서도 상품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의 이해를 구하면서 가능한 대상물품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법 제37조의 규정(제3자 판매금지 및 직접집하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매의 대상은 그 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
가자로 한정되며, 이 외의 자에 대해서는 도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
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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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매시장 법인은 그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에 참가하는 모든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자에 대해 당해 거래의 접수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지하여 당해 거래에서 거래조건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
록 하였다.
넷째, 도매시장 법인은 전자상거래 이외의 거래의 경우와 같이 전자상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판매원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전자상거래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자에 대해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품목의 입하량이 극
단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승인신청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수량상
한을 낮추는 등 미리 적절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3.1.3.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물분리유통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유의사항
도매시장 법인이 전자상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을 적
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도 전자상거래를 승인하는 요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때 개설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적정한 사고처리 방법이 마
련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법인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개설자에 의한 사고 물품 검사에 관한 물품의 확인방법이다. 개설자가
사고 물품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고 물품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인도 장소가 원격지에 있는 등의 이유로 당해
물품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
하는 등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설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고처리 요령을 정해두
도록 하였다.
둘째, 사고발생 시의 처리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즉 도매시장 법인이 개설자가 전자상거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고처리 방법으로 ① 물품의 검사, ② 이상 발견 시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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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③ 개설자에 대한 사고검사의 신청, ④ 검사 이후의 사고에 관한 도매대
금의 변경 등 4가지 참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물품의 검사”는 전자상거래에서 물품이 도매시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산지
로부터 직접 실수요자에게 출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포함하여
물품의 검사절차에 대해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둘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통보”는 도매시장 법인 이외의
자가 검수한 결과 물품의 이상(전자상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도매된 물품과 사
전에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제공된 등·계급, 상품 모양, 중량 등의 거래정보와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품이 섞여 있어 선별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것, 운송 도중 물품이 손상된 것 등이 “이상이 있는 물
품”에 상당한다고 보고 있다) 등을 발견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통보절
차에 대해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이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설자에 대한 사고검사 의뢰”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매
시장 법인은 도매 상대방을 명확히 정해두고 사고 물품과 함께 검사 접수 시간
까지 개설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은 당해 물품의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
진제출(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을 통해 사고 물품 첨부를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전자
적 기록매체에는 “이메일”도 포함시켰다. 2012년 일본 농림수산성은 각 개설
자에 대해 이메일에 의한 거래도 전자거래로 허용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
화하는 내용을 별도 통보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 이후의 사고에 관한 도매대금의 변경 등”은 전자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은 개설자의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도
매의 상대방인 매수인과 책임분담을 협의하여 도매대금을 변경하고 동시에 위
탁품일 경우에는 개설자가 교부하는 사고품 증명서를 출하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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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함
께 책임분담을 협의하고 도매대금의 변경 또는 물품의 교환 등을 실시함과 더
불어 출하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교부하는 사고품 증명서
를 출하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3.2. 상물분리 확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
농림수산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0개소의 중앙도매시장에서 약
3억 9,000만 엔의 보조금을 사용하여 생산에서 소매업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
를 활용한 직접물류(상물분리직접유통)를 통해 거래업무나 도매시장 내의 소
분·반송업무 등에 관련된 경비절감효과를 실증하여 전자상거래 도입촉진을 목
적으로 하는 ｢상물분리직접유통성과중시사업｣(이하 ｢전자상거래실증모델사업｣
이라고 함)을 실시하였다.
당해 사업은 농림수산성은 전자상거래실증모델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상물
분리 직접유통 성과중시사업 실시요령｣(2006년 4월 3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농림수산성이 제시한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 전국의
중앙도매시장수를 2006년 40%에서 2010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것이며, 둘
째, 중앙도매시장 관계자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에서 선정된 모델지구에서 전
자상거래 실증모델 사업 시작 이후 2년 이내에 전자상거래를 경유한 신선식료
품 등의 취급수량 비율을 10%에서 25%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
도매시장이 도매시장법인의 1인당 취급수량 및 취급금액에 대해 전년대비 신
장률을 매년 과거 5년간의 평균 신장률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도 목표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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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물불리 확산 정책에 대한 평가
｢상물분리 직접유통 성과중시｣ 사업에 참여한 10개 중앙도매시장의 전자상
거래추진사례에 대해 일본 총무성 행정평가국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당
초에 제시한 목표달성이 곤란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2009년 10월 1일 기준 사업 참여 10개 중앙도매시장(중앙
도매시장전체의 13.2%) 이외의 시장에서 새롭게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사례가 발
견되기는 하였지만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는 중앙도매시장수를 5년 이내(2010년)
에 전 중앙도매시장의 40～50%로 확대한다는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는 점이다.

표 3-4.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중앙도매시장 수
단위: 개소

구 분
전자상거래 도입시장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3

4

3

0

0

10

두 번째 이유는 사업 참여 10개 중앙도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거
래비율은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시장조차도 8.8%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등 사업
시작 이후 전자상거래의 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당초의 정책목표
에 턱없이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 현장에서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표 3-5. 상물분리 직접유통 성과중시 사업 참여 사례별 전자상거래 비율
단위: %

2006년

2007년

2008년

추진사례

A

B

C

D

E

F

G

H

I

J

비 율

3.4

0.5

0.0001

8.8

1.1

7.1

0.14

1.7

0.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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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유는 사업에 참여한 10개 중앙도매시장 중에는 전자상거래의 효
과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확대할 유
인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한편 전자상거래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도매시장 종사자들은 다음
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의 품목을 확대하는 경우 각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등에 기
초하여 시장 관계자 이해조정의 장인 시장거래위원회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것이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데 장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설명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물분리 추진 시 중도매인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상물분리의 확대로 인한 중도매인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가지는 중도
매인이 시장거래위원회에서 상물분리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실증모델 사업에서 활용한 시스템에서는 대상으로 한 품
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송비나 각종 비용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으
나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실증모델에서 활용
한 시스템의 확장성과 범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는 점이다.
총부성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를 도입
하려고 할 때 다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비용부담 문
제이고, 둘째는 도매시장 관계자 간의 합의도출이 곤란하다는 문제, 셋째는 번
거로운 행정절차의 문제, 그리고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시장 관계자의 인
식이 낮다는 점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수산성에서는 기존의 모델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전자상거래 시
스템을 활용하여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문자정보나 이메일을 통한 방식도 전
자상거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시스템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실제 화훼 분야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용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성은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방식이라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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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한편 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등을 매매참가자로 등록시켜 도매시장 법인이
거래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줄 것
을 개설자에게 주문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대상품목 확대와 일정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주문하였
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물분리 거래는 기존의 도매시장 거래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농림수산성의 기존 입장은 여
전히 유지하고 있다.

4. 일본의 상물분리유통의 추진 사례

4.1. 상물분리유통의 일반적 추진 방식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물분리의 유형은 크게 ① 장외지정 보관장소를
활용한 상물분리와 ②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 그리고 ③ 예약정가·수
의매매를 활용한 상물분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은
장외 지정보관 장소(개설자나 법인에 의해 확보된 장소로 도매시장의 매장과
유사한 범주에 포함), 중도매인이 확보하고 있는 전용 물류시설, 소매점 등 실
수요자가 확보하고 있는 전용 물류시설 또는 각 점포 중 어느 한 곳으로 배송
된다. 다만 상물분리유통은 거래방법이 기본적으로 경매·입찰방식이 아닌 정
가·수의매매방식을 전제로 한다.
도매시장법 제39주에서 규정한 상물분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 개설자가 장
외 지정보관 장소로 지정한 곳에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 법
인이 사전에 신청 하여 허가를 득한 곳에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③ 전자
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이다.
특히 ①과 ②의 방식은 도매시장 공간이 부족해진 경우에 개설자가 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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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외부에 시설을 확보하여 장외지정장소로 지정하는 경우(①)와 도매시장 법
인이 도매시장 외부에 시설을 확보하여 개설자로부터 장외지정장소로 허가를
받은 경우(②)가 있다.
가령 동경도 오타도매시장의 동경청과가 도매시장 외부에 물류창고를 임대
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동경청과는 도매시장의 공간 부족으로 산지
로부터 출하된 농산물의 하역 공간이 부족해지자 오타(大田)도매시장과 약
500m 떨어진 도매시장 외에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장외 지정보관 장소에 보관된 농산물 거래가 완료되면 장외 지정보관 장소
에서 중도매인이 지정한 장외 물류시설로 반송되거나(상물분리), 도매시장 내
의 중도매인 점포로 반입되는 경우(상물일치)가 일반적이다. 다만 장외지정장
소에서 도매시장 내의 중도매인 점포로 운반하는 책임은 동경청과에 있으며,
도매시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도매시장 외부에 있는 중도매인의 거래처 등으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동경청과가 배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장외
지정보관 장소는 도매시장의 시설 협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하물량의 증감 여부를 고려하여 장외 지정보관 장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상물분리를 전제로 ｢단일품목 대량유통(출하단계)｣
과 ｢다품목 소량유통(분산단계)｣를 조절하여 효과적인 물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장외 중계물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때 현재 시
점에서 장외 중계물류 시설은 도매시장 법인이 확보한 시설이나 중도매인이
확보한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거래규모가 큰 중도매인의
대부분은 도매시장 외에 자사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곳 물류센터에서
일부 상품에 대한 상물분리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의 중도매인
기능은 주로 소분·배송기능이다.
일본 정부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0개소의 중앙도매시장에서 전
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을 통해 그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실험적
사업은 대부분이 산지에서 수요자에게로 물류가 직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산지에서 배송된 물류가 장외 중계물류시설을 거쳐 수요자에게 직접 배송된
사례는 삿포로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장외 지정보관 장소로 활용

122
하던 시설을 중계물류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한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

표 3-6. 상물분리직접유통성과중시사업(전자상거래도입추진검토사업) 참여 사례
연 도

06

07

08

제안단체

주요내용

대상품목

삿포로시(札幌市)청과
상물분리사업협의회

청과물의 장외물류 효율화

청과(바나나)

동북지구수산물상물분리
직접유통성과중시사업도입
협의회

동북유통가상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상물분리 실험

수산물

화훼상물분리직접유통협의회

오타시장의 상물분리 실험

화훼(호접란)

오사카시(大阪市)동부시장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청과물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수입 청과물

히메지시(姫路市)상물분리
시스템추진협의회

IT를 이용한 상물분리 시스템
구축

수산물

요코하마청과물(横浜青果
物)상물분리직접유통협의회

청과물상물분리 실험

양파, 감자

치바시(千葉市)중앙시장청과
상물분리사업협의회

청과물 상물분리·전자상거래
시스템화

양배추,
감자, 당근

아오모리시(青森市)중앙시장
청과상물분리추진협의회

청과물 상물분리 추진

당근, 무,
우엉

고베시(神戸市)동부시장
화훼부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

화훼부의 전자상거래 추진

화훼

토시마(豊島)시장청과물유통
효율화협의회

청과물 유통효율화

무, 감자

지금까지 일본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물분리거래의 모델사업 및 현장사례
를 통해 전자거래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① 규격이 일정한 가공·업무용 상품, ② 동일산지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출하되는 상품, ③ 저장성이 높은 상품, ④ 거래 단위가 큰 상품, ⑤ 희소상품,
⑥ 선도관리가 중요한 상품 등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다
지 효과가 기대되지 못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① 출하규격이 세분화
되어 있는 상품, ② 선도관리에 따라 품질격차가 큰 상품, ③ 소매점 납품용
상품, ④ 통상적인 경매·수의거래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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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의 상물분리유통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이 상물분리유통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근 대형할인점의 청과물판매 점유율이 높아지고 동시에 배송센터에 일괄 납
품하는 대형배송이 증가되면서 상물분리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정비된 것
처럼 보이지만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류 형태에는 변화가 없고 품질이 비교
적 안정된 품목이라 해도 일단 혼잡한 도매시장에 반입되고 중도매인 점포를
통해 각각 분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물류 형태를 나타내는 이유는
첫째, 산지가 출하하려는 출하량과 수요자가 구매하려는 구매량이 일치하지 않
기 때문이며, 둘째, 도매시장에 외에 있는 물품의 품질과 수량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장외 중계물류시설 설치와
거래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중도매인과 공유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통방식은 대형 소매점에 공급되는 대량의 상품을 장외에 설치된 중계 물
류시설(도매시장 법인이 장외 지정보관 장소로 활용하던 장소)에 집하하여 전
자거래시스템상에서 거래된 결과에 따라 직접 대형 소매점 배송센터로 배송하
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물류중계기능과 동등한 기능
을 유지하면서 도매시장 내의 혼잡도를 개선하고 하역 등과 같은 물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분산시간 단축이나 분산횟수가 감소되며, 콜드체인
시스템의 확충 등으로 상품 손상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일관된 물류관리의 바
탕인 이력추적관리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본 사업에는 바나나 가공출하업자(스미쇼 후르츠)와 도매시장 법인(마루카
삿포로청과와 삿포로 호쿠렌청과)과 중도매인, 그리고 소매점이 거래자로 참여
하고 관련 물류업자에는 마루카 삿포로청과(주)의 자회사인 삿포로창고(주)와
JFE엔지니어링이 참여하였다.

124
그림 3-8. 삿포로 중앙도매시장의 상물분리 사업체계

장외 중계 물류시설에 집하되는 상품정보는 출하자에 의한 출하정보 입력뿐
만 아니라 장외 중계 물류시설에서의 상품 검품정보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모
두 기록되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매매참가자는 상품과 떨어진
장소에 있더라도 그 품질과 양에 대해 즉시성이 있는 충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과정에는 대형마트의 배송센터 등 배송장소가
지정되어 그 지시에 따라 직접 배송이 이루어진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잔품이 발생한 경우, 종래에는 잔품을 도매시장에서 거래
하기 위해 장외 중계소에서 시장으로 다시 반입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매
시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거래하는 통상적인 유통방식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장외 중계 물류시설을 경유하여 직접 납품하는 패턴
의 성공 여부는 전자상거래의 계약 성사율을 좌우하게 된다.
삿뽀로 중앙도매시장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에서는, 장외중계
물류시설을 복수로 설치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물류의 최적화를 위해 상품마다
장외 중계물류시설에서 배분하고 그것을 통합하여 상물분리로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확장모델도 구축하였다.
실증실험에서는 장외 중계 물류시설로 이미 도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
와 바나나 가공후숙시설을 활용하였다. 원래부터 이 창고와 바나나 후숙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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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에게 장외 지정보관 장소로 지정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나 거래정보부족
등의 문제로 상물분리유통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상물분리를 도입하기 이전 산지에서의 농산물 반입은 모두 도매시장으로 반
입하여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에 판매되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바
나나는 수입 후에 숙성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장외의 바나나 후숙시설
에 반입하여 가공과정을 거친 이후에 도매시장에 반입되었다.
중도매인 중에는 소매점의 배송센터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업자도 있으나 산
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것은 아니고 도매시장을 거쳐 배송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때의 장외창고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하는 일시적인
보관 장소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을 실행하고 난 뒤에는 물류체계가 바뀌
었다. 시장 내의 혼잡을 피하고 효율적인 물류를 구축하기 위해 소매점의 배송
센터에 납품하게 되는 상품은 일단 장외창고에 집하하고 동시에 상품의 상세
한 정보를 시스템에 기록하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한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상품을 전달해야 하는 장소가 통지되고 이에 근거하
여 지정된 장소로 상품을 직접 배송하게 된다. 바나나에 대해서도 바나나 후숙
시설이 장외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점을 살려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직접 배
송을 실현하였다.
장외창고에 보관된 상품 또는 후숙 시설에 있는 바나나 중에서 거래계약의
결과 직접 배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분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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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상물분리유통 참여자별 업무담당 내용
업무명
매입
제안물품
등록
발주
수주
발주확인

업무의 개요
① 업체, 상사에서 연락 받은 상품 품목ㆍ입고 수량
을 등록(재고관리)
② 매입한 상품의 단가/금액을 등록
① 매입한 물품에 근거하여 제안물품에 관한 판매
수량, 단가의 설정
① 상기의 제안물품을 확인 후, 주문 입력
① TEL / FAX에 의한 주문입력
② 과거의 실적에 근거한 판매제안
① 자신이 발주한 내용 또는 제안된 주문확인입력
① 관동권에 있는 창고에서 삿포로로 수송 지시

담 당
마루카삿포로청과(주)
스미쇼후르츠㈜
마루카삿포로청과(주)
참가 구매자
(중도매인 등)
마루카삿포로청과(주)
참가 구매자

• 수주를 집계하여 수송하는 상품품목과
발송

각 수량의 설정 / 등록

마루카삿포로청과(주)

• 수송원이 되는 창고의 설정(상품의 준비)
입고
숙성가공
출하ㆍ
납품
매출 통지

• 수송을 위탁하는 운송회사 및 내용의 설정
① 관동에서 수송되어 온 상품의 수탁과 그 실적 등록 마루카삿포로창고(주)
① 출하일 및 지정된 숙성정도에 맞춘 숙성가공
마루카삿포로창고(주)
① 수주에 따른 납품ㆍ출하 및 그 실적 등록

마루카삿포로창고(주)

① 출하실적에 근거한 매출등록

마루카삿포로창고(주)

그림 3-9. 삿포로 중앙도매시장의 상물분리 유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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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 관련 주요 시스템 기능
유통단계

대상시스템
출하안내 시스템

산지-도매시장
집하검품 시스템
장외창고
상품안내 시스템

수·발주 시스템
도매법인-중도매인
(매참인)
분배발송지시
시스템
거래결과
전송시스템
도매법인-개설자

거래상황
확인시스템

시스템 내용

기능명칭
부두입고 입력
산지에서 장외창고 또는 바나나
부두발송지시 입력
가공공장에 출하할 예정정보
전표·발송지시 안내
등을 제공
부두 재고조회
창고입고 입력
장외창고, 바나나 가공공장에
상품이 도착하였을 때 필요하면
전표·가공 지시서
상태를 입력
장외창고에 있는 상품의
상세정보 제공
창고재고 조회
바나나 후숙시설에 있는 가공
중또는 완료된 상품정보 제공
발주정보 입력
구매자 주문확인
장외창고 및 후숙시설의 상품에
납품 추가변경 입력
대한 수발주 실시(인도장소 지정)
제안상품 표시
전표·발주상황표
전표·납품지시서
거래결과를 받아 장외창고 및
바나나 후숙시설에 분배·
전표·출하예정표
발송지시
출하실적 입력
구매 입력
기존의 거래관리시스템에
매출 입력
접속하여 거래결과 전송
구매/매출데이터
작성 및 송신
전자상거래에서 취급하는 물품 매출 조회
및 거래상황 확인
구매 조회

본 실험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에서 얻어진 효과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유통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점이다. 도매시장처럼 혼잡하지 않은 장외
중계소에 상품을 반입함으로써 산지의 출하운송비용(하역 대기시간, 하역하는
시간)이 약 10% 절감되었다. 이와 같은 비용절감효과는 2008년 도쿄도 중앙도
매시장 토시마시장(豊島市場)에서 가고시마현(鹿児島県)과 홋카이도(北海道)산
무를 대상으로 가공업자와 실시한 모델실증 실험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실증
실험 결과 무 1kg당 산지비용은 55.1엔에서 27.8엔으로 감소하였으며, 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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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용은 10.3엔에서 8.9엔 감소하였다. 또한 가공업자비용은 4.54엔에서 4.44
엔으로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물분리유통이 비용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실증시험을 통해 확인 된
것이다.
둘째, 바나나 가공장의 가공공정 관리의 전자화를 통해, 공정관리·출하관리
에 필요한 업무비용이 약 10% 절감되었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정보를 확충함으로써, 상담계약까지의 다양한
업무가 개선(계약결정의 신속화)되어 상담계약까지의 업무를 약 30% 절감하
였다.
넷째, 장외 중계소에서 소매점(대형 소매점) 대응상품만을 집중적으로 분산
시켜 기존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 2단계 물류를 단순화시켜 분산에 소요되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운송비도 약 10% 절감되었다.
콜드체인이 완비된 장외 중계소에서 단시간에 분산하여 직접 납품함으로써
상품 로스율도 약 50% 절감되었다.
이상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반복되는 설
명이지만 장외 지정보관 장소를 활용한 상물분리거래는 도매시장의 혼잡도를
회피하거나 도매시장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은 산지에서 수요
처로의 직접배송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여 출발한 것이 일반적
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장외 지정보관 장소가 “장외 중계물류
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러한 중계 물류시설이 설치
된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굳이 제시하자면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
인이 확보한 장외물류시설이 “장외 중계물류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물분리유통보다 “예약상대매매
(예약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상물분리유통을 추진
하는 위법적인 경우가 더 많다. 예약상대매매에서는 산지의 집하장에 상품이
보관된 상태에서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와 현물이 반입되기 위해 길게는 수
개월 전부터 최소 2～3일 이전에 거래가 완료되며, 이때의 거래는 대부분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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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계약이다. 일본의 도매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예약상대매매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설자에게 사전에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서면계약
서를 작성하여 개설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구두계약을 통
해 현물수의매매로 서류상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약상대매매에 대한 통계수치도 실제비중보다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
처럼 최소한 현물이 인도되기 2～3일 전에 거래처가 확정되기 때문에 산지에
서 중도매인이나 소매점 등의 물류센터에 직접 배송하는 경우가 효과적인 경
우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상류와 물류가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이 처리하는 소위 “가공의
거래”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중도매인
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대금결제가 보통 3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공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현
실이다.
이 경우 거래는 “산지-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실수요자”의 경로를 취하지
만 물류는 “산지-중도매인-실수요자, 또는 산지-실수요자”인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러한 상물분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산지
에서 출하한 송품장(통상 도매시장이 아닌 직접 배송된 중도매인이나 소매점
의 물류센터로 상품과 함께 송품장이 전달됨)을 도매시장 법인이 적시에 확보
하지 못하여 실제 출하수량과 거래수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송품장에 기재된
상품과 실제 출하된 상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동경의 D청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산지에서 소매점 배송센터로 보내진 송품장을 당일 팩스 등을 통해 D청과
가 접수하여 입하처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매원표를 발행한다. 물론 소매점
등의 물류센터에서 D청과에 송품장을 발송하기 이전에 송품장 정보와 입고된
상품 간의 일치하지 않는 점은 없는지 확인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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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의 기대 효과
일본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유통을 실험하고 상물분리거래
의 효과에 대해 네 가지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도매시장의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즉 도매시장에 일
단 반입하여 하역하고 판매·배송과정을 거쳐 다시 상차와 반출과정을 거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고 유통경로를 단축시킨 만큼 유통비용이 감소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더라도 소형 상품을 하
나하나 배송하게 되면 비용절감은커녕 오히려 물류비용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
성이 크다. 도매시장의 특색은 구매자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여 한 번에 반출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개별 상품을 하나씩 생산자가
배송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트럭 한 대분을 한 실수요자
에게 직접 배송하는 대형 유통이 실현된다면 최대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
다. 따라서 상물분리거래는 감귤, 사과, 양파, 감자, 무, 양배추, 배추 등과 같은
대량 거래상품이면서 하나의 산지에서 비교적 장기간 출하할 수 있는 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소매업자는 그 기
능의 상당부분을 중도매인에게 맡기고 있으나 스스로 농산물을 조달하려고 할
때 소매점 직원이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상품을 조달해야 한다. 상물분리거래
에서는 컴퓨터로 발주처리를 실시하게 되면 일부러 도매시장을 방문하지 않더
라도 자사의 상품센터에 상품이 도착하기 때문에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물분리거래에서는 산지에서 실수요자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유통시간이 단축되고 나아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품위하락 등의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다. 특히 여름철 엽채류 등은 현재의 도매시장에서는
저온유통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질 저하가 상당부분 발생하지만 이
것을 산지에서 예냉을 거쳐 저온차량으로 실수요자에게 바로 운송하게 되면
최대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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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한 바나나에 대한 상물분리추진결과 상품 로스율이 50% 이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물분리가 단순히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물류 전
반에서 직간접적인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기
도 하다.
셋째, 상물분리거래를 통해 거래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물분리유통
은 정보거래시스템과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수요처를 발굴하고 확정하는
것은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중요한 기능이다. 상물분리가 거래처를 확대
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물분리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이 최종수요자에게 상품정
보를 제공하여 주문을 받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종수요자가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최종수요자(소매점이나 업무용 실수요자)가 매
참인 자격으로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나 중도매인
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최종수요자는 도매시장을 방문
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상물분리에 있어서는 최종수요자는 도매시장을 방문하
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제공되는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주문을 하는 시장구매시
스템을 계통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매시장의
거래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신규수요를 발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지
직거래라고 하는 콘셉트만으로도 일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나 생산자·산
지의 부담도 크며 판매처도 지역 내에 한정되어 대량거래를 확대하는 것은 곤
란하다. 그러한 점에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이점이 있다. 도매시
장이 상물분리를 추진하면 도매시장의 장점은 더욱 커진다. 지금까지 견본거래
나 카탈로그 거래 등과 같은 상품정보 거래는 규격성이 있는 상품에 한정되어
왔다. 따라서 규격성이 낮은 신선식품은 견본 거래나 카탈로그 거래 등이 곤란
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도매시장에 현물반입을 의무화하는 상물일치
원칙을 종래의 도매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거래, 사이버거래
등이 급속한 보급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와 안전 시스템이 발달하여 상물분
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하여 왔다. 산지의 출하가 대형화되어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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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선별이 엄격해지면서 규격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
해 하나하나 현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상물
분리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상물분리 방법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도매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최종 수요
자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산지 모두의 입장에서 판매
량 확대와 가격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도매시장거래에 적
극적이었던 생산자·산지 관계자에 대해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이점을 재확인시
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도매시장 경유율
은 아직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도매시장 경유율이 하락하는 추세
자체를 부정하기는 곤란하다. 그 커다란 이유가 종래 현물을 진열하고 도매시
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물분리의 도입
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생산자·산지를 유치하는 계기로 이어진
다면 도매시장의 취급량 증가와 도매시장 경유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이다. 도매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도매시장 방문객을 늘
려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 기본적인 유통을 보완하는 형태로 상물분리거래도 확대한다는 사고가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실시한 “상물분리직접유통성과 중시사업”의 공모요
령에서는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이 참여하여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상품에만 상물분리거래를 실시하는 경우 중도매인에게 의존하
여 오던 물류기능을 소매점 자신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 소매업자
는 매참인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계열업자가 매참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직접 도매시장 법인과 상물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적어도 중도매인의 수수료
를 10～12%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상물분리거래를 추진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중도매인에게는 다양한 소분, 상품화, 섬세한 소매점 지원, 배송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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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무엇보다 위험부담기능이 있다. 현재 소매점도 이
기능을 인정하여 상당수의 소매점이 중도매인을 활용하여 신선식료품을 조달
하고 있다. 이때 다양한 상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전문 중도매인을 활용하지
않으면 구색을 갖추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4.3. 상물분리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상물분리 직접유통 성과중시 사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도출한 “상물분리
유통의 활성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상물분리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상물분리에 관한
업무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상물분리에 관한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는 각 개설자의 업무규정이 있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물분리에 관해서는 취
급물품이 도매시장에 반입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물이 도매시장의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이 상하거나 수량·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개설자가 검사하고 증명하는 절차가 곤란하다. 이 점을 어떻
게 극복하고 원활하게 운용할 것인가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물분리를 활성화
시키는 규정상의 과제가 된다. 가령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상물분리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3-9.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의 상물분리 관련 규정

(도매시장 외에 있는 물품에 대한 도매의 제한)
제66조 도매업자는 시장의 도매 업무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 내에 있는 물품
이외의 물품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을 통해 농림수산대신이 지
정한 장소를 포함)에 있는 물품의 도매를 하려고 할 때(｢지정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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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9조 2의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승인받은 물품
을 개설구역 내의 당해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된 신청을 통해 인도장소로 되
어 있는 장소에서 인도를 하려고 할 때(｢예약정가·수의거래｣와 ｢시간 전 거래｣)
③ 도매법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거래방법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거래방법을 통해 다음에 제시하는 품품을 거래하려는 경우로, 지사
가 미리 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장에서 효율적인 매매거래를
위해 필요하고, 또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3-1 도매시장법 시행규칙(1971년 농림수산성령 제52호) 제26조 제1항 제4호
(1)에서 (6)에 제시한 물품
3-2 일정규격을 가지기 때문에 현물을 보지 않고서도 적정한 거래가 가능한
물품(3-1에 제시한 품목은 제외)으로,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에서 통일적
으로 또는 시장별로 당해 시장에 대한 공급 사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
는 것으로, 지사가 별도로 정한 물품
(중략)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상물분리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도매업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승인신청서를 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해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6 지사는 전항의 신청(상물분리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당해 신청에 관련된
거래가 다음에 제시하는 용건을 충족시켰다고 인정된 때는 이것을 승인하도
록 한다.
① 당해 거래에 참가하는 기회가 당해 시장의 중도매인 및 매참인에 주어질 것
② 당해 거래에 관한 정보로써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이 제공되는 것이 확실할 것
2-1 당해 거래에 관련된 물품의 인도 연월일, 상품명, 출하자 이름 또는 명
칭, 도매수량, 등·계급, 상품형태, 중량 기타 공정한 가격형성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지사가 별도로 정한 것
2-2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
호) 제19조의 8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통해 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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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제시한 사항 중 지사가 정하는 것
③ 당해 거래물품의 인도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확실할 것
④ 당해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이 적정하게 정해져 있을 것
⑤ 지사에 의한 당해 거래내용의 회람이 가능한 것일 것
제70조 판매전 위탁물품의 수량통지 및 위탁물품의 검수
도매업자는 위탁물품을 수령하였을 때는, 위탁자에 대해 곧바로 그 물품의
종류, 수량, 등급, 품질 및 수령일시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도매업자는 위탁물품(제6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도매하는 물품 중
당해 시장 외에서 인도하는 위탁물품(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위탁물품｣이라고 함)의 수령에 있어서는 검수를 확실하게 실시하여, 위탁물
품의 종류, 수량, 등급, 품질,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이상이 인정될 때는 규
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사의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전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수령의 통지서 또는 판매원표에 부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위탁물
품의 수령에 출하자가 입회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위탁물품의 수령에 있어서는 도매업자는 위탁자로부터 당
해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 중 도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검수를 행하도록
위탁을 받은 자가 검수를 확실하게 실시하여, 위탁물품의 종류, 수량, 등급, 품
질,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이상을 인정한 때는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사
의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수령의 통지서 또는 판매
원표를 부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도매업자는 위탁물품의 이상에 대해서는 출하자가 입회하여 허락을 받은 경
우를 제외하고, 전 2항의 검사를 받아, 그 증명을 받지 않으면 위탁자에 대항
할 수 없다.
다만 동경도가 조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검수 규정은 전자상
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에 관련된 위탁물품에 관해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상거
래를 활용한 상물분리의 거래물품이 도매법인에 의한 매수집하인 경우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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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상물분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매수 집하된 상품
이라도 위탁 집하된 상품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
견도 있다.
또한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조례 제70조 제3항에 있는 바와 같이 ｢도매업자
또는 위탁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인도받는 자 중 도매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검수하도록 위탁을 받은 자｣, 즉 상물분리물품 구매자 측의 담당자가 검수하게
된다. 원래 매수자가 당해 물품을 검수하는 것은 구매한 자로써 당연한 행위이
고 그것을 태만하면 나중에 이상이 발견되어도 클레임을 제시할 수 없으나 제3
자 증명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 미묘한 부분이다. 그러나 상물분리물품이
기 때문에 도중 도매시장의 누군가가 검수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검수 위탁자가 위탁물품의 종류, 수량, 품질, 원
산지의 표시 등에 대해 이상을 발견했을 때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사(개
설자)의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수령의 통지서 또는
판매원표에 부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사를 위탁받은
매입자 측의 담당자가 현물을 도매시장에 가지고 가서 개설자(지사)로부터 검
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상물분리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과제는 불량품이나 클레
임 처리에 대한 매뉴얼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상물분리 상품이 매입자에 도
달했을 때는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나 수량 부족, 상처 등 실제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고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두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량이나 상자 등의 외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규격 차이 등에 대해서는 상품
을 운반해 온 운전기사가 입회인이 되어 확인할 수 있으나 상자를 열어보고 처
음 알 수 있는 불량품 등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고품에 대한 처리도 문제이다. 도매업자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집하한
상품이라면 출하자의 양해를 얻어 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조치를 중계자인 도
매시장법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수집하품인 경우에는 가격교섭 상대
는 도매시장법인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매시장법인 담당자가 구매자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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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찾아가서 사고품을 처리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면
에서 오히려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신뢰관계하에서 사진 등을 통한 전자적
결제방법도 개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실증사업에서는 상호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전화 등으로 해결이 가능
하였다. 그러나 실험단계가 아닌 현장에서 상물분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
는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과 매
뉴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의식적으로 축적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물분리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과제는 품질관리 및 품
질유지이다. 상물분리 상품은 생산지에서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수송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선도나 품질보존을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시스템이
다. 다만 청과물이면 산지에서 정확히 예냉처리하여 수송과정에서 냉장차량을
사용하는 등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상품이 전달될 수 있
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상물분리 상품은 출하자가 명확
해지기 때문에 그 정보가 확실하게 최종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근거하여 산지표시, 그리고 생산정보나 유통과정의 품
질관리정보(온도, 유통경로, 시간 등) 등의 이력추적정보가 불특정 다수가 참가
하는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상품보다도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상물분리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네 번째 과제는 대금결제기능의
유지·확충을 위한 철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상물분리유통에서
대금결제는 상류가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금결제방법과
바뀌지 않는다. 출하자 입장에서는 종래와 같이 신속하고 확실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도 종래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
려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은 최초의 상담과 대금결제로 출하자 측과 최종수요
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 상품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불일치가
일어나기 쉽다. 도매시장 법인의 담당자는 자주 출하자와 구매자를 방문하여
현물을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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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분리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섯 번째 과제는 다양한 상품을
발굴하고 그것을 중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매시장에 현물이 반입되
는 경우에는 소매점 등이 현장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을 발견한다. 그러나 상물
분리에서 산지는 소매점 등과 같은 최종수요자를 모르고 최종수요자는 정확한
산지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쌍방과 연결되는 도매시장이
상품을 소개하고 정확한 상품을 제안하는 조정자 기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현물 거래와 함께 도매시장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더 확충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물분리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섯 번째 과제는 중도매인의 역
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다. 상물분리 거래에서는 현물이 도매시장을 경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중도매인의 기능인 현물을 보고 품질을 평가하는 기
능, 분류조정기능, 배달기능 등은 발휘할 기회가 없어진다. 따라서 상물분리거
래에서 중도매인은 존재 가치가 희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품의 발
견·소개기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사용자에게 세밀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중도매인의 존재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도매인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금결제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에서 상물분리·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일부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
에 종래와 같이 현물취급 부분은 상당부분 남게 된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을 유지함과 더불어, 납품 등으로 방문하는 소매점 등 실수요자에게 상물
분리 상품을 소개하거나 상행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영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물분리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곱 번째 과제는 거래단위와 대
상물품별 최적의 비용절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물분리의 상품거래 단위
로 트럭 1대, 컨테이너 1대분이 가장 수송효율이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채소 등 몇 가지 사례에서 실시한 철제 컨테이너 운송방식이 매
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그만큼의 거래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향으로 수
송하는 화물을 혼합 적재하거나 도중에 중계물류시설을 마련하고 혼합 적재하
여 최종 실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비용절감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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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경매·입찰원칙의 거래제도에서는 현물을 눈앞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 기본이
다. 따라서 상류와 물류는 반드시 일치된다. 즉 경매·입찰원칙과 상물일치원칙
은 상호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일본의 경우 정가·수의매매 비중이
90%에 육박하면서 굳이 눈앞에 상품을 두고 거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상품은 도매시장에 입하되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거래는 도매시장에 반입되기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가 70% 가까이에 이
른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가·수의매매가 일반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농산물 유통 형태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 경매·입찰거래하에서의 상류
와 물류는 ｢선(先)물류·후(後)거래(상류)｣의 형태를 나타내어 거래자가 결정되
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가 선행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구매자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모두 도
매시장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정가·수의매매하에서의 상류와 물
류는 ｢선(先)거래·후(後)물류｣의 형태를 나타내어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구매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물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류와 물류가
분리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다. 일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물분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물분리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형태이고 실제로는 법적인 규정이 정비되
지 않은 형태의 다양한 상물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이러한 경매·입찰거래가 붕괴되면서 상류와 물류
가 일치되지 않는 상물분리거래가 일부 예약상대매매(예약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농안법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가 거래원칙에 추
가되면서 거래방법이 완전히 자율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향
후 상류와 물류가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상물분리가 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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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사회학적으로 상물분리가 다양한 면에서 매우 유효한 유통수단이
라는 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물분리가 잘 진전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둘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농안법의 법체계가 일본의 도매시장법체계
와 매우 유사하며, 그러한 법체계 속에서 허용되는 상물분리도 매우 유사하게
운영되기 때문에다. 따라서 실제 상물분리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본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상물분리를 통해 의미 있는 유통을 실현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상물분리가 잘 진전되지 않는 최대의 이유는 결국 정부의 제도적
인 규제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도매시장은 개설자가 존재하며, 개설자에
게는 도매시장이 공급하게 되는 공급구역을 개설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며, 공급
구역은 당연히 해당 개설자(지자체)의 행정구역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
라서 공급구역(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으로 농산물이 직접 출하되는 것은 표
면상 지자체의 세금이 투입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무시하는 유통이 된다. 이것
이 각각의 개설자가 상물분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도매시장법상 모든 상물분리는 개설구역 내
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도매시장을 재건
축할 때 자금부담은 국고 지원(30%), 국고 융자(40%), 지자체 자부담(30%)으
로 되어 있다.
둘째, ｢단일 품목 대량출하｣와 ｢다품목 소량분산｣이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상 산지에서 소매점 등으로 직접 배송하여 물류효율을 실현할 수 있는 경
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배송단위가 대형소매점 대응을 위해 커졌다고는 하나
대형소매점이 구매하는 단위가 산지에서 출하하는 물량 단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물량의 불일치), 배송차량의 운송 효율상, 소비지 근처에서 복수
의 산지 물건을 혼합하여 적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장소가
도매시장이든, 도매시장 밖이든 산지에서 소매점 등으로 배송되는 도중에 다양
한 품목을 배송처별로 소분하여 배송할 수 있는 중계물류시설이 필요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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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중계물류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이러
한 복수의 산지 물건이 혼합 적재되는 장소로 도매시장이 중심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물품이 장외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려 해도 품질과 물량에 대한 정보
(거래정보)가 부족하여 적시에 수급을 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정보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으로 도매시장
외 중계물류시설에 집하되는 물품의 품질과 물량정보를 거래 당사자인 중도매
인이나 매매참가인과 공유하면서 거래하는 활동으로 제3자(개설자 등)에 의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보의 활용방식이 필요해지게
된다.
넷째, 중도매인의 강한 반발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물류면에서의 중도매인
역할이 매우 적은 거래로 인해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의 영역을 침범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도매인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중도매인의 위험부담기
능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위험부담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중도매인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상물분리를 추진함에 있어 중도
매인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며, 일본에서 필요성이 높아지
는 중계물류시설에서의 중도매인의 역할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다섯째,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상물분리를 인정하
였지만 ｢개설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전자상거래를 채용해야 한다는
점｣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유통효율화를 위한 상물분리의 추진이 상당부
분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상물분리유
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규모 도매시장 법인에서조차 1% 정도라고 이야기되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민간연구소가 농협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물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비율은 5～10%로 나타난다. 결국 도매시장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물분리는 1%이지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물분리는 5～
10%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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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규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 유통의 효율성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물분리를 인정함으로 인해 “허위 상장”의 가
능성을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물거래를 원칙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3자가 담보하는 경우에 대
해서만 상물분리를 허용한다는 기본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현장 사업자의 자율
적인 판단에 의해 상물분리유통이 실현될 가능성과 그 영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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