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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마늘과 양파는 배추, 무와 함께 물가안정 5대 채소로 지정되는 등 생산
자 소득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중요한 품목이지만 기상 변화에 따라 생
산량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확 후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징이 있기 때
문에 저장량 파악 및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수급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 수급안정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수, 저장량, 입고시기, 출고량, 출고시기, 저장 품목 등의 실태 분석 이후에
저장 및 방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마늘과 양파의 저장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급
안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양념채소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저장업체의
저장 행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민간 저장업체의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저온저장고는 3,500여 개로, 그중 마늘은 490여 개, 양파는 800여
개이며, 마늘은 전남 44%, 경남 22%, 경북 16%, 양파는 전남 34%, 경북과
경남이 각각 28%여서 주산지에 주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안정체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저장업체가 파트너
로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과 저장창고
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정부에서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농산물냉장협회 등 민간협
회 관계자, 마늘과 양파 생산자조직, aT, 농협중앙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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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필수 농산물이며, 배추, 무와 함께 물가안정
5대 채소로 지정되는 등 생산자 소득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중요한

품목임. 그러나 양념채소는 기상 변화에 따라 생산량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확 후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장량 파악
및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수급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함.
○ 따라서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저장시설의 수, 저장량, 입고시기, 출

고량, 출고시기, 저장 품목 등의 실태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저
장 및 방출량을 조절하여 효과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마늘·양파 생산량 대비 저장비율>

주: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 이 연구는 양념채소의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인 마늘과 양파의

저장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양념채소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저장업체의 저장 행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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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민간 저장업체가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음.

연구 방법
○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수 및 위치 파악을 위해 정부지원 APC, 농협산지

유통센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도청, 주산지별 민간 저온저장시설
현황과 농산물냉장협회, 냉장관리자협회, 품목별 가공협회의 업체 현황
자료, 한국전력을 통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현
황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aT 산지유통종합평가 자료를 활용하였음.
○ 양념채소 저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원활

한 조사를 위해 중앙정부 및 시·도, aT, 농협중앙회, 농산물냉장협회 등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주산지 저장업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주산지에 위
치한 대학(전남-전남대, 경북-영남대, 경남-경상대)에 조사를 의뢰하였음.
○ 양념채소 저장량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은 KREI 농업관측본부의 월별

저장업체 원자료를 이용한 저장업체 재고량 및 시장출고량에 따른 가
격신축성계수를 활용하여 수확기 생산량, 가격, 수입량 등 수급 시나리
오별 저장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양념채소 저장업체 현황 분석
○ 양념채소 저장업체 운영 현황 분석 결과, 국내 저온저장고는 약 3,500

여 곳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농협, 개인 저장업체, 영농조합법인, 유
통회사, 개인 농가 등이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저온저장고 수는 전남이 690여 곳, 경남이 830여 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과 경남은 200평 이상이 많아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440여 곳이었으나 50평 내외인 곳이 많아 상대
적으로 규모가 작고, 주로 사과, 배, 고구마 등의 비중이 높았음.
○ 국내 저온저장고 3,500여 곳 중 마늘은 약 490개 업체로 전체의 14%,

양파는 800여 곳으로 23%를 차지하였음. 마늘과 양파 저온저장고는
주산지인 경남, 경북, 전남에 많았으며, 마늘은 전남 44%, 경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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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6%로 세 지역이 전체의 80%를 넘었으며, 양파는 전남 34%, 경북과
경남이 각각 28%로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시도별 저온저장고 수>

<마늘·양파 시도별 저온저장고 수>

주: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마늘가공협회, 농업기술센터, 도청, aT, 한국전력 지역본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 마늘·양파 저장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가격 등락에 의한 경제적 위험

부담 증가가 25.5%로 가장 높았고, 저온저장창고와 시설의 노후화
16.6%, 수매자금 부담 12.0%,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11.8%로 나타났음.
<저장업체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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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채소 저장량 파악을 위해 법제화를 할 경우, 찬성하는 비중(51.4%)

이 반대하는 비중(24.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협이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장량 정보 제공 시 전체의 29.7% 중 저장시설 건설(보완)자금(45.8%)

이나, 원물 수매자금 지원(23.7%), 출하장려금 지원(22.0%) 등의 인센
티브가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사됨.
<저장정보 제공 법제화 및 선호하는 인센티브>

양념채소 저장량 추정 및 출하패턴 분석
○ 마늘과 양파 연간 저장량은 저장출하기 도매시장 반입량과 저장·가공

업체의 도매시장 출하 비중, 저장출하기 감모율(부패율)을 감안하여 도
출할 경우, 마늘의 연간 저장량은 91천~110천 톤, 양파는 614천~667천
톤으로 추정되어, KREI 농업관측본부에서 발표하였던 기존 추정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마늘·양파 저장량 비교>

vii
○ 마늘 출고는 9∼10월 18%, 11∼12월 28%, 익년 1∼2월 15%, 3∼4월
20%이며, 저장물량과 햇마늘이 같이 소비되는 5월 이후에는 19%이며,

김장철인 11∼12월과 학교 개학 및 행락철인 3∼4월의 마늘 출하 비중
이 높았음. 양파는 8~9월 13%, 12월에는 1월부터 저장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출고 비중이 17%로 가장 높고, 4월 이후에는 8%로 나타났음.
<마늘·양파 출하 패턴>

양념채소 저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마늘의 공급 여건이 10%, 20%, 30%,
40% 하락하면 저장량은 -34.7∼-44.4% 변화하고, 단경기 가격변화율은
-2.3%∼12.8%, 저장출하기는 -2.5%∼14.2%으로 나타났음. 단경기 방

출량 변화율은 -32.7%∼-42.9인 반면,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화율은
-37.5%∼-46.4%이며, 수확기 가격은 -3.0%∼16.7% 변화하고, 수확기

수요량은 -4.1%∼-18.7%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됨.
○ 양파의 경우, 공급 여건이 10%, 20%, 30%, 40% 감소하면 저장량은
-9.5∼-15.9% 변화하고, 단경기 가격변화율은 4.3%∼30.9%, 저장출하

기는 4.1%∼29.3%인 것으로 나타났음. 단경기 양파 방출량 변화율은
-11.3%∼-19.8%인 반면,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화율은 -8.0%∼-12.8%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기 가격은 6.8%∼48.1% 증가하고, 수확기
수요량은 가격상승에 따라 -4.0%∼-16.0% 변화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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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여건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 및 저장량 변화>

<마늘>

<양파>

시사점 및 결론
○ 양념채소의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4가지 기본 방향

을 설정하고, 6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 수급안정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장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의 협조를 통해 기초자료인 저장시설 현황이 파악되어야함.
○ 유통 및 저장 주체인 마늘가공협회, 농산물냉장협회 등 민간협회를 통

한 입·출고량을 파악하고, 민간 협회에 역할을 부여하여 수급정책 파트
너로서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민간 저장협회 회원사가 저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장려

금 지원과 저장창고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장정보 제공 의무화의 입법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기본권 제한, 헌법상 원칙 위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는 보다 정확한 저장정보 생성 및 적절한 수급 대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ix
<양념채소 수급안정 체계>

○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의 수급안정 방안은 관측 고도화이며, 정보의 정

확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기존의 조사 표본을 주산지와 비주산지로 확
대해야 하며, 마늘은 깐마늘 가공업체로 확대하고 양파는 조사 업체의
인근 업체를 확인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확한 저장량 정보에 따른 적절한 수급정책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

며, 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 저장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이
에 따라 민간단체를 수급정책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함.
○ 수급 여건에 따른 재고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당해연도 생산량과

이월 재고량도 파악하여 생산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량을 기준으로 정
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법제화하는 방
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장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시설낙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낙

후로 인해 불필요한 저장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 현대화가 아
닌 저장량, 입고 및 출고시기, 출고량 등에 대한 정보를 ICT를 이용하
여 제공하도록 사업을 해야 함.

x

향후 연구 과제
○ 향후 연구에서는 저장량 파악을 위해 ICT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실

증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ICT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괄적인 내
용만 언급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 현실 적용 가
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저장업체들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역선택 방지를 위한 방안도 심층

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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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nalysis of the Storage Condition of
Condiment Vegetables and Plans for Building an
Efficient System for Stable Demand and Supply:
Focusing on Garlic and Onions
Background
Vegetables used as spices (condiment vegetables) including garlic and
onions are essential agricultural products. They are items important for
ensuring farmer’s income and stabilizing prices. Condiment vegetables vary
significantly with weather changes in terms of production and prices
thereof, are harvested and then stored for later distribu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lan stable demand and supply by checking the volume of
stored vegetables and controlling the time of marketing.
Therefore, up-to-date data are required about the number of storage
facilities, volume of stored vegetables, time of storage, marketed volume,
time of marketing, and stored items to stabilize demand and supply of
condiment vegetables. It is thus necessary to control the volume of storage
and marketing on the basis of the data to establish a strategy effective for
stable demand and supply.
This study first suggests a plan for survey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orage of garlic and onions as essential data for establishing a demand and
supply policy of condiment vegetables to build an efficient system for
stable demand supply. Next,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torage and issues of storage companies following changing conditions of
demand and supply of condiment vegetables to seek a plan encouraging the
private storag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of stabilizing demand
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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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Current data were collected on APC, Nonghyup, aT,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in each city, private cold storage facilities operated by
provincial offices and major production sites, current data on the Cold
Storage Associ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Cold Storage Managers
Association, and Association of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for each
item, and current data on cold storage facil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s
using electricity for farming through KEPCO.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amine current storage of
condiment vegetables. For efficient examination of storage companies
based on major production sites, universities based on the sites were
commissioned with the examination.
An analysis was made of the effect of changes in stored condiment
vegetables by using the coefficient of price flexibility based on the original
monthly data on storage companies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Outlook of KREI for the total stock and the marketed volume
of storage companies. This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storage for each demand and supply scenario, for example, the production
in the harvesting season, prices and imports.

Implication and Conclusion
The analysis of current operation of condiment vegetable storage
companies shows that there are about 3,500 refrigerators for cold storage
in Korea, and about 490 companies are engaged in storing garlic
accounting for 14% of all cold storage companies, and 800 companies in
storing onions accounting for 23%. Most of refrigerators for cold storage
of onions (90%) and garlic (over 80%) are located in Gyeongnam,
Gyeongbuk and Jeonnam, major production sites thereof.
For garlic storage companies, 52.4% of them market pre-peeled garlic,
and 33.4% thereof sell the peeled garlic to processing companies. This
implies that marketed peeled garlic accounts for 85.8% of all of the garlic
storage companies, whereas most onions are sold as raw onions without
processing, and 55.4% of stored onions are marketed in the wholesa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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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difficulties of garlic and onion storage companies include
economic risks behind dropping and rising prices accounting for 25.5%
which is the highest, aging cold storehouses and facilities accounting for
16.6%, payment for purchasing products accounting for 12.0%, and too
much competition among rival companies accounting for 11.8%.
For the question of legislation to check the volume of stored condiment
vegetables, it is shown that pros (51.4%) were more than cons (24.5%),
and Nonghyup was the most positive supporter.
For the ques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volume of storage,
29.7% of respondents said they would provide information, provided that
incentives are provided including subsidies for constructing (complementary)
storage facilities (45.8%), the fund for purchasing original products (23.7%)
and marketing stored products (22.0%).
For the annually stored garlic and onions, it was shown that the annually
stored garlic is estimated 97k to 110k tons, and the annually stored onions
614k to 667k tons in consideration of the volume sold in the wholesale
markets at the time of marketing for storage, the marketed volume in the
wholesale markets by storage and processing companies and spoilage rates
at the time of marketing stored vegetables. The figures are similar to the
estimates announced before by KREI.
In consideration of import volume and TRQ, if the garlic supply
conditions drop by 10%, 20%, 30% and 40%, the volume of storage
reduces by –34.7 to –44.4%. It was shown that price changes in the
off-crop season were –2.3% to 12.8%, and –2.5% to 14.2% in the season
of marketing stored garlic. For onions, if the supplied volume drops by
10%, 20%, 30%, and 40%, the stored volume drops between –9.5 to –
15.9%; the price changes in the off-crop season are shown between 4.3%
to 30.9%; and those in the marketing season for storage were shown
between 4.1% to 29.3%.
This study sets up four essential directions for constructing an efficient
system for stable demand and supply of condiment vegetables, and
suggests six projects for constructing the system for stable demand and
supp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current storage companies and conduct
integrated managemen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 of policy for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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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and supply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l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the private associations a role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for stable demand and supply as demand
and supply policy partners, for example, distributors and storage service
providers including the Garlic Processing Association and the Agricultural
Cold Storage Associ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lan for providing incentives, for example,
giving a subsidy for assisting marketing garlic in the wholesale market, and
modernizing facilities of cold storehouses in order to allow members of the
private storage associations to provide storag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is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 of storage
information.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review limitations on
fundamental rights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
For accurate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samples for survey to the major production sites and non-major
production sites. It is also necessary to include peeled garlic processing
companies for garlic, and to devise a method for examining neighboring
companies close to the surveyed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have data on the production in the year of interest and
the stock carry-over to promote the policy based on the whole volume of
supply including the production by effectively managing the stock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demand and suppl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for legislation to avoid reverse selection of provided
information.
For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storage companies, the greatest
concern was about aging facilities. Because aging facilities need extra costs
unnecessary for storage,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project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ored volume, time of purchasing and marketing
products, and marketed volume by using ICT.
In the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about
constructing a system for using ICT in order to check the volume of
storage. Although this study just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constructing the ICT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actually
applicable, including an analysis of economic efficiency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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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the system. Moreover, an in-depth analysis is also required
for studying how to prevent reverse selec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d
by storage companies.
Researchers: Kim Seongwoo, Song Seonghwan, Lee Hyungyong,
Han Eunsu, Kim Seoyoung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swootamu@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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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국민 식생활의 필수 농산물이며, 정부에
서도 배추, 무와 함께 5대 채소로 지정하여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소비지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양념채소는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생산량 및 가격 변동이 심하여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 하락 및 상승에 따
라 시장격리, 비축 및 방출, TRQ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념채소는 산지에서 수확 후 곧바로 소비지 시장에 출하되기도 하나,
주로 수확기 이후 이듬해 햇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
징이 있기 때문에 저장 및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수
급안정에 기여한다.
따라서 양념채소를 저장하여 유통하는 저장 및 가공업체는 이익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당해 연도의 품목별 전체 저장량을 파악해야 하고,
정부는 양념채소의 수급정책을 위해 수확기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유통기
간(10개월)의 물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결국 양념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당해 연도 저장량이 어느 정도인
지와 매월 출고량과 잔여량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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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0년대부터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생산자 단
체를 중심으로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관련품목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선별기 및 저온저장고)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념채소 저장시설 중 정부가 지원하고 농협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당해 연도 생산량에 따라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지
원을 바탕으로 수매 및 저장창고 입·출고시기를 조절하여 수급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념채소 저장시설은 정부지원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
와 민간 저장업체의 개별사업이 많아 양념채소 저장시설이 전국에 몇 개가
있고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양념채소 품목별 저장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정
보(저장품목, 저장량, 운영주체 등)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저장시설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양념채소 저장과 관련
된 정확한 실태 파악 미흡은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
의 안정적 경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양념채소 저장업체는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생산량이 과잉 또는 과소일
때보다는 평년 생산량을 유지할 때 입고량과 저장량, 저장출하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양념채소의 당해 연도 생산량이 과잉일 경우 시장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
에 저장업체의 입고가격은 낮아지나,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가격 약세가 저
장가능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저장
업체의 입고비용, 저장비용, 물류비 등 손익분기가격이 넘어야 시장 출하
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고시기에 따라서 시장가격이 더 하락하여 손실이 크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념채소의 당해 연도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시장가격 상승과 저장출하
기 시장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저장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입고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저장업체는 입고가격 및 저장비용, 적정 이윤 등을 고
려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에 출고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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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해당품목 생산량 감소로 시장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였으나, 저장
업체가 출하를 더욱 늦춰 시장가격이 더 상승하면 수급안정 정책이 효과적
이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
정부는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를
통하여 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협 등의 민간 저장업체를 활용하고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양념채소 저장업체는 정부지원을 받은 주산지 농협의 저
장창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민간 저장시설이 많고, 이들의 규모
및 시설이 열악하며, 서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저장 및 방출사업을 하고 있
어 이들 모두가 정부의 수급정책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도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하여 민간 저장업체의 역할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저장 및 방출 과정에서 민간 저장업체를 수급안정 대책의
주체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념채소 저장시설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현황 및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수급안정 대책 수
립이 어려우며, 이는 해당품목의 생산량이 과잉 또는 과소일 때 시장가격
을 하락 또는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양념채소 수급안정 사업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주산
지 위주로 배치된 양념채소 저장시설의 수, 저장량, 입고시기, 출고량, 출
고시기, 저장 품목 등의 실태 자료가 우선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이
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정부가 저장 및 방출량을 조절하
여 효과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양념채소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인 마늘과 양파
의 저장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으로 우선, 마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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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저장업체의 운영 현황 및 저장량 등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마늘, 양파 저장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마늘, 양파 저장
업체의 행위 등 경제적 분석과 저장업체 심층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수
급안정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양념채소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저장업체의 저장 행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민간 저장업체의 수급안정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시설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조명기 외(2003)는 저온저장시설의 지역별 분포, 운영주체, 시설규모, 취
급품목, 처리능력, 처리물량 등 이용실태와 활용측면 등 문제점을 분석하
고 산지유통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저온저장시설의
운영 및 이용실태 분석을 위하여 전국 161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평균 가동률은 50.5%로 조사되었으며, 시설
보완 및 규모화, 현대화, 저장품목의 다양화 및 사업 다각화 등을 저온저장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광우(2015)는 전국의 산지유통센터 667개소 중 정부지원 농업법인의
산지유통센터 155개의 조사자료(aT)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경영 현황 분석,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정책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의
난립과 원물확보 경쟁, 가동률 하락, 영세성 및 산지 조직화 미흡, 시설 노
후화, 전문성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산지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운영활성화, 마케팅 능력 향상, 전처리시설 및 물류
혁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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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별 혹은 품목별 운영, 유통 실태 분석
김태후 외(2009)는 경북과 충북지역 사과특화사업단 참여 농가 62명 중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42명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을 위하여 저장 농가의 실제매출과 저장비용을 분석하였으며,
저온저장고의 평당 고정비용 계산을 위하여 자본회수계수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사과 저온저장고는 수익성이 있으며, 이용효율성 및 수익성 제고
를 위하여 재배규모에 맞는 저장고 규모의 선택, 저장 물량의 확보, 출하시
기 조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효백(2014)은 함양지역 양파 재배농가의 생산형태 및 판매 실태를 분
석하고 지역적 특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함
양군 양파농가 137호를 조사하여 생산형태, 판매실태, 수확 후 저장 형태
를 분석하였다. 함양군 내 저장비율은 생산량의 14% 수준으로 저장출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온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연중 출하
방식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권용덕(2007)은 경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체 37개
에 대해 개황·지원수혜 현황·원료조달 상태·판매 실태·공동선별 및 공동계
산·정보화 현황·인력활용 현황·공동이용체계·손익 현황 및 부실 원인·산지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으며, 경영주체의 마케팅 능력 부족,
공동계산제의 소극적 참여, 인력의 전문성 부족, 원료조달 등 문제점을 지
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용선 외(2013)는 고추, 마늘의 유통 실태 및 소비자 구입패턴을 파악
하기 위하여 고춧가루 가공업체 5개소, 고추 종합처리장 7개소, 고추 중도
매인 9명, 깐마늘 업체 5개소, 마늘 중도매인 9명, 고추 수입업체 43개소,
마늘 수입업체 3개소 등을 조사하였으며, 최근 고추와 마늘의 1차 가공제
품의 소비 확대에 따른 대응과 국내산의 안전성 및 품질 신뢰도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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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부 비축사업 규모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유병서(2000)는 고추, 마늘, 양파의 1980～1998년의 생산량을 추정하였
으며, 추세선에서 벗어난 과부족 물량을 수입 또는 저장 필요물량으로 간
주하고, 가격신축성을 계측하여 가격 상승률 또는 하락률의 목표치를 5%로
할 경우 초과물량을 추정하여 저장필요량을 계측하였다.
최병옥 외(2011)는 양념채소류 정부 비축사업의 수급 및 가격안정 효과
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축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정 비축물량 산정,
비축사업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생산자 소득 및 소비지 물가안정
달성을 위한 양념채소류 비축규모는 고추의 경우 국내소비량의 5.5%, 마
늘 4.5%, 양파 2.6% 등 적정 비축규모를 제시하였으며, 기상변화 등 급격
한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시장가격 안정화 목표에 따른 비축규
모를 추정하였다.
강태훈(2006)은 1978년부터 실시된 고추, 마늘, 양파 비축사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 및 정부잉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하여 분석하
였으며, 비축사업이 소비자잉여는 증가시키나, 생산자잉여를 감소시켰으
며,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이 더 커서 사회후생을 증가시켰다고 분석하였다.
김라이(2015)는 마늘 중기선행관측모형을 추정하여 정부의 마늘 수급
조절정책 효과의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된 모형과 시나리오 분
석을 통해 정부의 마늘 비축물량 방출은 약 3개월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
으나, 저장업체의 출하 조절로 시장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격안정 효과가 없었음을 분석하였다.

2.4.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APC, 농협, 민간 저온저장고 등 전체 마늘,
양파 산지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저온저장 시설의 시설배치 현황, 처리 능력,
경영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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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온저장 실태 파악 및 조사체계 확립을 통한 양념채소류 등의
농산물 저장량 조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고 각 시설의 지역별, 운
영주체별 저온저장고 운영 형태 및 특징을 규명하였다.
또한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저장업체의 행태와 저장량을 분석하여 저장
업체의 정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참여 및 역할 부여 방안을 모색하고 수
급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념채소의 수급체계, 양
념채소 저장실태 및 저장량 추정, 양념채소 저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양념채소의 효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양념채소의 수급체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요
및 공급체계, 저장 및 유통체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저장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황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저장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국내와 미국의 저장유통 사례를 분석하여
저장 방법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양념채소 저장업체의 운영 현황 및 저장 실태를 파악
하였다. 특히 주산지 저장업체를 심층조사하여 저장업체 수, 시설별 운영
품목, 저장가능 물량 등 운영 현황 및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였으며, 저장업체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양념채소 저장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하여 양념채소 저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품목별 수급여건과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에 따른 저장업체의 입·출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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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양념채소의 효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
였다. 양념채소의 효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로드
맵을 제시하였으며, 핵심과제로는 저온저장 실태 및 조사체계 확립을 통한
저장량 조사시스템 구축, ICT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저장량 파악 방
안, 마늘·양파 수급여건과 유통 특징에 따른 효과적인 수급안정 방안, 민간
저장업체의 수급안정정책 참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양념채소의 효율적인 수급안
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2. 연구 범위와 방법
3.2.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양념채소류 중 수확기 이후 저장 출하량이 많은 마늘,
양파 2개 품목으로 한정하였으며, 민간 저장업체 저장량은 aT나 정부에서
수급용으로 조절하고 있는 일부 농협물량을 제외한 모든 저장량을 대상으
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민간 저장업체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주산지
별 저온저장시설의 배치 현황, 저장 가능물량 등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저장업체의 재고량 조사시스템, ICT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저장업체의 수
급안정사업 참여를 통한 수급안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3.2.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저온저
장고 개수 및 위치 파악을 위해 정부지원 APC, 농협산지유통센터, 주산지
별 민간 저온저장시설 현황과 농산물냉장협회, 냉장관리자협회, 품목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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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협회 업체 현황을 수집하였고, aT 산지유통종합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념채소 유통경로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및 aT 품목별 유통실태를 분
석하였으며, 국내 마늘과 양파 재고관리 실태, 미국의 양파 재고관리 실태
등 국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양념채소 저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원활
한 조사 환경을 마련하고자 중앙정부 및 시·도, aT, 농협중앙회, 농산물냉
장협회 등 협조를 요청하였고, 효율적인 주산지 저장업체 조사를 위해 주
산지(전남-전남대, 경북-영남대, 경남-경상대)에 위치한 대학에 조사를 의
뢰하였다.
양념채소 저장량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업관측본부의 월
별 저장업체 원자료를 이용한 저장업체 재고량 및 시장출고량에 따른 가격
신축성계수1를 활용하여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수확기 생산량, 가격,
수입량 등 수급 시나리오별 저장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양념채소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양념채소 저장실태 문제점 및 효율적 조사방안, ICT 및 유관기
관과 협업을 통한 저장량 파악 방안, 양념채소 저장량의 수급조절 기능 제
고 방안, 저온저장 실태 및 조사체계 확립을 통한 재고량 조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농업관측본부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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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연구 추진체계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양념채소 수급체계

이 장에서는 양념채소의 수급체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수급체계
는 수요체계와 공급체계로, 양념채소의 품목별 수요량 및 공급량의 연도별
과부족과 가격 변화를 파악하였다. 특히 공급체계 중 양념채소 수급 안정
정책을 위해 저장체계를 파악하고 저장량과 입고가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을 통해 중요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양념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
책적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효과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1. 양념채소 수요체계

우리나라의 마늘 총소비량은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2000년대 초반 42만
톤에서 2010년대 39만 톤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며, 마늘 1인당 소비량 역시
2000년대 초반 약 8kg에서 최근 약 7kg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산 마늘 생산이 감소하여 1인당 마늘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6.2kg이었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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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마늘 소비 동향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마늘 가공품 소비 증가로 가공용 출하가 많은 난지형 대서종 수요가 증
가하였다. 난지형 대서종의 경우 다른 품종보다 덜 맵고, 가공단계에서의
높은 가공 수율, 외식 소비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난지형
대서종 수요 증가로 재배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대마늘 출하가 많은 한지형 마늘과 난지형 남도종 재배면적은 감소하였다
<표 2-1>.
<표 2-1> 마늘 품종별 추정 재배면적
단위: ha
구분
한지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438

5,384

4,808

5,537

6,289

6,185

5,282

4,759

난지형 남도

17,160

15,413

12,808

12,731

14,796

14,651

12,463

9,288

난지형 대서

5,818

5,526

4,798

5,767

7,193

8,516

7,317

6,591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6. 8. 9.); KREI 농업관측본부.

마늘 가정소비의 경우, 탈피를 하지 않은 통(피)마늘 소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최근 가공품 소비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소비자의
65%가 통마늘, 주대마늘 형태로 구입하고 있으며, 35%는 다진마늘, 깐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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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가공품을 구입하고 있다. 2007년 62.3%였던 통마늘과 주대마늘 구입
비중은 2015년 59.4%로 감소한 반면, 동기간 가공품 소비 비중은 37.7%에서
40.5%까지 증가하였다.

마늘 가공품 중 깐마늘 소비 비중은 2007년 29.8%에서 2015년 19.0%로
감소한 반면, 다진마늘은 7.9%에서 21.5%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식 소비,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다진마늘 구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2-2>.
<그림 2-2> 형태별 마늘 소비 비중 추이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한국의 양파 총소비량은 육류소비 증가, 건강식품으로서의 선호도 증가
등으로 2000년 초반에는 100만 톤 미만이었으나, 2007년 이후 100만 톤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61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양파 1인당 소비량 역시 2000년대 초반 약 18kg에서 2014년 약 32kg까지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산 양파 생산이 감
소하여 1인당 양파 소비량은 25kg이었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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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양파 소비 동향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양파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성 등의 이유 때문에 국내산 양파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다. KREI 농업관측본부에서 실시한 가구 소비자 조사
결과, 중국산 양파 가격이 국산의 70% 정도일 때, 전체 소비자 중 11%는
중국산 양파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양파 가격이 국산의
50% 정도일 경우 전체 소비자의 33%, 30% 정도일 경우에는 42%가 중국산

양파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양파 가격이 아
무리 저렴해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중은 전체 소비자의 58%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2-2>와 같이 2015년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중국산 등의 양파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4년보다 중국산 양파의 구매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KREI에서 실시한(2015년 10∼11월) 2015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소비
자들이 2010년에 45%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21%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양파의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수입 양파의 구매의향이 현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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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가격 수준에 따른 중국산 양파 구입 의향
단위: %
구분

국내산 대비 가격 수준(누적 비중)
70% 수준

50% 수준

30% 수준

중국산
구매 안 함

합계

2014

7.1

25.1

34.4

65.6

100.0

2015

10.6

33.2

41.9

58.1

100.0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2. 양념채소 공급체계

2.1. 양념채소 생산 및 수입체계
마늘 재배면적은 높은 생산비 부담,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1990년대
40,000ha, 2000년대 32,000ha, 2010년대 25,000ha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양파 재배면적은 소비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
20,000ha를 상회하고 있다<그림 2-4>.
<그림 2-4> 마늘·양파 생산 동향

마늘

양파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6. 8. 9.).

마늘 평균 생산량은 33만 톤, 양파는 130만 톤 내외이고, 전남, 경북, 경
남지역의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마늘 생산량은 전남이 28%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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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남 25%, 경북 18%, 제주 13%, 충남 9% 순으로 전남·경남·경북 생산
량이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5>.
<그림 2-5> 마늘·양파 도별 생산 비중

마늘

양파

주: 2011∼2015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비중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6. 8. 9.).

양파는 최대 주산지역인 전남지역의 생산량이 절반에 가까우며, 경남
26%, 경북 13%로 세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마늘보다 상대적으로 생산 집중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마늘·양파 주산시·군은 전남·경북·경남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주산
시·군 재배면적이 전체 면적의 65～7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마늘 수입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6만 톤
내외가 수입되고 있다. 2015년과 같이 국내산 마늘의 수급이 불안정할 경
우 수입량은 7만 톤 이상으로 증가하였다<표 2-3>.
양파는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입량이 적어 공급량에서 국
내산 양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00년 이후 국내산 양파 공급량은 재
배면적 증가로 100만 톤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2014년 양파 공급량은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인 158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자급률
도 100% 이상이었다. 반면, 2015년에는 국내산 양파 공급량이 크게 부족
하여 수입이 21만 톤까지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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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마늘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공급량
전년 이월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481

418

362

386

389

437

425

345

-

-

-

-

28

8

생산량

474

375

272

295

339

412

354

266

수입량

26

43

90

92

50

54

51

74

수출량

7

0.3

0.2

0.6

0.8

15.0

1.0

-

-

-

28

98.5

89.8

75.1

76.3

87.2

94.2

기말 재고
자급률

3.0

1.0

0.1

0.1

0.3

8

3

83.3

77.1

주: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는 신선마늘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6. 8. 9.); 관세청(www.customs.go.kr: 2016. 9. 8.).

<표 2-4> 양파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공급량
전년 이월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94

1,049

1,455

1,523

1,308

1,323

1,581

1,349

42

44

60

31

51

59

-

-

생산량

868

1,023

1,412

1,520

1,196

1,294

1,590

1,094

수입량

26

47

49

20

84

60

24

211

수출량
기말 재고
자급률

0

4

1

1

1

24

0

-

0

21

44

60

31

51

59

14

97.1

97.6

97.0

99.8

91.4

97.8

100.6

81.1

주: 건조, 냉동, 초산조제 양파 수출입량은 신선·냉장 양파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6. 8. 9.); 관세청(www.customs.go.kr: 2016. 9. 8.).

2.2. 양념채소 저장·유통체계
2.2.1. 양념채소 저장체계
마늘 저장은 난지형 마늘, 양파는 중만생종 위주로 저장되고 있다. 마늘 저
장은 수확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지며, 9월 중순부터 익년 6월까지는
저온저장된 물량이 출하·가공되고 있다. 양파 저장은 수확기인 5월부터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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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주로 이루어지며, 8월부터 익년 4월까지 신선양파로 출하되고 있다.
KREI 농업관측본부의 마늘·양파 저장량 추정치를 살펴보면, 양파 저온

저장량은 생산량과 저온저장고가 늘어 증가 추세이며, 마늘 저온저장량은
양파와 달리 생산량이 점차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다. 마늘 저장량이
증가한 것은 깐마늘이나 다진마늘 등의 가공품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파 저장량은 <그림 2-6>과 같이 2002년 42만 5천 톤에서 2015년 55만
6천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던 2014년

에는 77만 1천 톤까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늘은 2002년 8만 6천 톤
에서 2014년 10만 5천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이 많았던 2013년에는
약 13만 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늘 전체 생산량 대비 저장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1% 수준이며,
난지형 마늘 생산량 대비 36%이다. 양파 저장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9%
이며, 중만생종 생산량의 54%가 저장되고 있다.
<그림 2-6> 저온저장량 추정치
마늘

양파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양파는 생산량 증가와 함께 입고량도 증가하여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대비
입고율은 55%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그림 2-7>. 반면, 마늘은 생산량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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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패턴 변화로 입고량이 증가하여 마늘 생산
량 대비 입고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늘 생산량 대비 입고율
은 2000년대 초반 20% 수준에서 최근 30%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2-7> 마늘·양파 생산량 대비 입고율

주: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마늘과 양파의 경우 당해 연도 생산량과 입고량 수준에 따라 저장출하기
가격 패턴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파는 입고율에 따라 이듬해 조
생종 양파 재배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늘의 경우 입고가 완료되면 저장·가공비 등의 상승으로 저장마늘 원물
가격도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마늘 입고율과 도매가
격 간 관계를 살펴볼 때, 마늘 입고율에 따라 가격 상승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5>와 같이 마늘의 경우 입고율이 높을수록 저장출하
기인 9월～익년 4월 도매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아 가격 상승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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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마늘 생산량과 저장량과의 관계
단위: 원/kg, %
구분

평균 도매가격
(9월∼익년 4월)

가격 상승률

생산량 대비 입고율이 높을 때

3,084

1.3

생산량 대비 입고율이 낮을 때

2,571

2.3

평균

3,000

1.6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과 저장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통해 저장업체의
입고수준과 저장출하기 가격 패턴을 분석한 결과<표 2-6>, 2015년과 같이
생산량 감소폭보다 저장량 감소폭이 적거나, 2013년과 같이 생산량 증가폭
보다 저장량 증가폭이 큰 시기에는 생산량 대비 입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저장업체의 저장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당해
년 생산량 대비 저장량이 많아 입고수준이 증가하였다. 반면, 2014년과 같
이 생산량 증가폭보다 저장량 증가폭이 적은 시기에는 저장업체의 입고수
준이 감소하였다. 저장업체의 저장출하기 가격 기대심리가 낮아 당해년 생
산량 대비 저장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입고수준이 감소하였다.
<표 2-6> 연도별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과 입고량 증감률 비교
단위: %
생산량 감소율 > 입고량 감소율
생산량 증가율 < 입고량 증가율

생산량 증가율 > 입고량 증가율

연산

생산량
감소(증가)율

입고량
감소(증가)율

연산

생산량
증가율

입고량
증가율

2003

-23.6

-8.9

2004

27.4

13.7

2006

-12.9

-1.0

2005

11.1

8.6

2008

-9.0

-2.6

2007

34.4

10.3

2011

6.3

28.4

2009

31.4

13.8

2013

13.9

16.6

2014

20.0

16.4

2015

-33.4

-27.8

평균

-9.8

0.8

-

-

-

평균

24.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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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생산량 증감 수준과 비교하여 저장량이 더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의
9월∼익년 3월 기간 도매가격을 비교한 결과<표 2-7>, 입고 수준이 높은

경우 9∼12월 가격 상승폭은 높게 나타난 반면, 익년 1∼3월 가격 상승폭은
낮게 나타났다.
저장업체의 양파 입고율이 높은 경우, 입고 후 저장비용과 감모비용 등
으로 가격이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저장업체의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 도매가격이 최소 손
익분기 가격 이상에 형성되지 않으면 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
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입고율이 높은 경우에는 9∼12월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입고율이 낮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지 않아 저장업체의 출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파 입고율이 높음에도 익년 1∼3월 가격 상승폭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저장업체의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출하물량이 출하 막바지인 익년 1
∼3월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장업체의 가격 기대심리는 3월부터

출하가 가능한 조생종 햇양파 계약재배 증가로 이어져 재배면적 증가에 따
른 생산량 증가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입고율이 낮은 경우에는 익년 1∼3월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저장업체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 저장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
되는 9월부터 출하가 꾸준히 이루어진 데다, 조생종 햇양파에 대한 계약재배
의향도 낮아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양파 입고율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률,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 증감률
단위: 원/kg, %
구분

평균 도매가격
(9월∼익년 3월)

가격 평균 상승률
9∼12월

익년 1∼3월

조생종 양파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대비 저장량 증가

994

3.4

-4.7

25.0

생산량 대비 저장량 감소

575

-0.1

13.1

-10.7

평균

784

1.7

4.2

7.1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http://www.garak.co.kr: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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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과 입고가격의 관계 사례>
2011년산 마늘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7% 많았으나, 마늘의 평균 입

고가격은 kg당 3,500원으로 전년보다 12% 높았고, 양파 생산량은 6%
많았으나, 평균 입고가격 또한 kg당 550원으로 전년보다 11% 높았다.
2011년산 입고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비용과 저장비용을 감안한 마

늘·양파의 손익분기가격은 kg당 각각 4,500원, 750원이었어야 하나, 마
늘과 양파의 2011년산 실제 연평균 가격은 각각 kg당 3,880원, 670원
으로 유통비용과 저장비용을 맞추지 못하고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2012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많았으나, 제주 A농협의 수

매가격은 kg당 3,200원으로 전년(3,030원)보다 높았다. 생산량이 증가
한 만큼 수매가격은 하락되어야 하나,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도 수매
가격은 오히려 높았다. 양파는 더 심각하여 2012년산 양파 생산량이 전
년보다 21% 적고 작황이 나빴으나, 수매가격이 생산량 감소분보다 더
높았다.

2.2.2. 양념채소 유통체계
마늘 생산 이후 저장된 마늘은 대부분 마늘 가공업체를 거쳐 유통되고
있으며, 저장마늘의 경우 통(피)마늘 형태로 유통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
이다. 가공된 마늘은 각 납품업체와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되고, 도매시장
으로 출하된 깐마늘의 경우 소포장되어 소매상,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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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난지형 마늘의 유통체계

주: (사)한국마늘가공협회와의 인터뷰를 도식화하였음.

마늘은 대부분 통마늘을 깐마늘로 가공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깐마늘 가
공업체는 대부분 (사)한국마늘가공협회 소속이다. (사)한국마늘가공협회 회
원사는 60여 개 업체이고, 회원사가 아닌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100여 개의
가공업체가 있다. 마늘 가공업체의 경우 가공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식자재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가공하고 있다.
마늘 가공업체의 경우 연간 취급량의 50～70% 정도만 수확기에 입고하
고, 나머지 물량은 농협이나 일반 저장업체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위험 분산, 자금력 부족 등으로 취급량의 100%를
초기에 입고하는 가공업체는 많지 않다. 규모가 큰 가공업체의 경우 연간
3,000～4,000톤을 취급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1,200톤 내외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 전체 가공업체가 취급하는 물량은 난지형 마늘 유통량(종
구, 감모 제외)의 절반에 달하는 12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한국마늘가공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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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양파의 유통체계

주: (사)한국농산물농산물냉장협회와의 인터뷰를 도식화하였음.

양파는 3∼5월 조생종이 생산되고, 5∼6월 중만생종이 생산된다. 조생종
은 저장성이 약해 수확 이후 바로 출하된다. 조생종 주산지인 제주와 전남
무안지역은 망작업 형태로 양파를 주로 출하하며, 전남 고흥(거금도)는 잎
양파 형태로 양파를 출하한다. 잎양파가 도매시장에 출하될 경우 지방 도
매시장 중심으로 출하가 이루어진다.
중만생종 양파는 5월부터 수확되어 전체 생산량의 53%는 출하되지 않고
저온저장고에 저장된다<그림 2-9>. 저온저장고 입고작업은 6∼7월에 이루
어지며, 저장주체는 민간저장업체, 농협, 생산농가 등이다. 중생종은 만생
종보다 저장성이 떨어져 입고 이후 2∼3개월 이내 출하되는 비중이 높다.
반면, 만생종은 8월부터 출하가 시작되어 익년 3∼4월까지 출하된다. 최근
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저장기술이 발달하여 4월까지 출하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마늘과 양파의 원물 구입처 및 출하처를 살펴보면<그림 2-10>, 생산된
마늘·양파는 지역농협 계약재배·수매, 산지공판장, 산지유통인, 저장·가공
업체 등에 출하되고, 농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출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도 있다. 지역농협, 전문농협 등의 생산자단체는 파종기 전후로 수매물량
을 계약하고 수확 후 6～7월에 수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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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은 지역 내 상인과 전문 산지유통인으로 구분되는데, 지역 내
상인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거나 지역농산물을 수집하여 시장 출하를 병
행하고 있다. 전문 산지유통인은 저온창고나 깐마늘공장을 보유·확보하여
물량을 수집하고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등에 판매하고 있다.
마늘 가공업체는 저온창고와 깐마늘 공장을 겸영하거나, 깐마늘 공장만
을 운영하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aT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깐마늘
가공업체가 약 200개소 이상이나 경쟁 과다로 50% 정도만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가공업체의 경우 연간 2,400톤 이상(8～10톤/일) 가
공하며, 보통 업체는 연간 1,200톤 이상(4～5톤/일), 소형 업체는 연간 900톤
수준(3톤/일)에서 가공하고 있다(aT 2015, 품목별 유통 실태).
마늘 산지공판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협 공판장이다. 산지공판장은 전
남 고흥, 경남 창녕, 남해, 합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창녕, 남해, 합천 공
판장에서는 주대를 제거한 망마늘 위주, 고흥은 주대마늘 위주로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장·가공업체의 마늘·양파 원물 구입처는 계약재배 및 포전거래, 직접
수매, 산지공판장,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
는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농협의 경우 거의 대부분 원물을 계약
재배를 통해 구입(수매)하고 있다.
마늘은 수확기 농협 혹은 농협 계통출하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고, 양파는 산지유통인이나 저장업체 출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저장된 마
늘의 경우 대부분 가공업체를 거쳐 도매시장과 납품업체 등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가공 비중이 낮은 양파는 원물 형태로 도매시장 위주로 출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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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마늘·양파 원물 구입처 및 출하처

자료: KREI 저장업체 조사.

2.2.3. 국내 저장유통 사례
가. 서남부채소농협(양파)

양파 최대주산지인 전남의 서남부채소농협 조사 결과, 농협은 생산농가
로부터 10월에 계약재배 신청을 받아 정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1월
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생산농가
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포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수확시기(4∼6월)까지
문자발송,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생산관리를 한다.
4월부터 조생종 양파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조생종 양파는 바로 시장에 출하된다. 5월에 수확되는 중생종 양파도 저장
비중보다 시장에 출하되는 비중이 높다. 조생종과 중생종은 만생종보다 저
장성이 약해 바로 시장에 출하되는 비중이 높다. 6월부터 수확되는 만생종
은 저장성이 좋아 정식수매가 이루어지며, 6∼7월에 저온저장고 입고작업
이 이루어진다.
저장된 만생종 양파는 8월부터 출고가 시작되며, 출고는 농협 자체의 월별
출고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나, 감모 발생 정도, 시세 변동에 따라 월별 출고
량이 달라질 수 있다. 당해년 양파 생산량 증가로 입고량이 많거나, 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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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많을 경우에는 초기 출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출고계획은 농협
의 판매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루어진다. 저장양파 출고는 익년
3∼4월에 대부분 마무리된다. 주요 출하처는 가락시장, 수도권 도매시장 등

에서 60% 이상 출하하며, 나머지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다<그림 2-11>.
<그림 2-11> 양파 수매 및 입출고 시기(서남부채소농협)

주: 지역농협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도식화하였음.

나. 신미네유통사업단(양파)

신미네유통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의 양파 수매 및 입출고시기를 조사한
결과, 신미네유통사업단은 생산농가로부터 7월에 계약재배 신청을 받아 육
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8월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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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면 생산농가가 신청한 면적에 대한 종자를 우선적으로 공
급한다. 11월 정식이 완료되면 포전을 확인하고 수확시기(4∼6월)까지 문
자발송,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생산관리를 한다<그림 2-12>.
<그림 2-12> 양파 수매 및 입출고 시기(신미네유통사업단)

주: 신미네유통사업단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도식화하였음.

4월부터 조생종 양파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조생종 양파는 바로 시장에 출하된다. 5월에 수확되는 중생종 양파도 저장
보다 시장에 출하되는 비중이 높다. 6월부터 수확되는 만생종은 저장성이
좋아 정식수매가 이루어지며, 6월 상순에 수매를 시작하여 하순에 대부분
마무리된다.
저장된 만생종 양파는 8월부터 출고가 시작되며 신미네유통사업단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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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출고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월별 출고량은 홈플러스, 지방 도매시장
등의 고정 출하처가 있어 큰 차이가 없으며, 일부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
에는 도매시장 출하비중이 높아진다. 저장양파 출고는 익년 3∼4월에 대부
분 마무리하며, 주 출하처는 지방 도매시장이 60%, 나머지 40%는 대형유
통업체이다.
다. 이방농협(난지형 대서마늘)

난지형 대서마늘 최대 주산지인 창녕지역 저장업체 중에서 이방농협의
마늘 수매 및 입출고시기를 조사하였다. 이방농협은 마늘을 파종(10월)한
후에 계약재배 신청 농가의 포전을 확인하고 11월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전체 계약재배 단가의 40% 수준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마늘의 경우 수확 전 봄철 기상여건과 재배관리가 마늘 작황과 저장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이방농협은 계약물량에 대한 재배 기술 지도·교육을 수
확 전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방농협의 계약재배 규모는 과거에는 1,500톤 내외였으나, 생산농가들
의 공판장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800톤 규모까지 감소하였다. 이방농협의
마늘 입고량 대부분은 저장 및 가공업체에 판매되고 있으며, 저장량은 주
로 11월 말에서 12월 초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익년 2월 말까지 출고가 이
루어진다.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시기를 제외하고 농협 저장량은 감모 등
품위 저하 문제 때문에 3월 전에 출고를 마무리하고 있다.
라. 농업회사법인 ㈜우진(난지형 대서마늘)

경북의 난지형 대서마늘 주산지인 영천지역 마늘 가공업체의 저장 및 가
공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진농산의 연간 마늘 저장규모는 2,000～
2,500톤 규모이며, 대부분 난지형 대서종을 취급하고 있다. ㈜우진농산은

전체 저장량의 10% 내외를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90%는
생산농가, 농협, 산지유통인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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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농산의 마늘 계약재배는 10월 난지형 대서마늘 파종과 함께 계약

재배 신청 및 계약서 작성을 수행하고, 계약 시기에 계약단가의 20～30%
를 계약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진농산은 7월 10일경 계약재배 물량 수매와 함께 입고를 시작하며,

영천과 창녕지역의 농협 수매시기보다 계약재배 물량 수매를 일찍 시작한다.
수매시기부터 저온저장창고 입고를 시작하여 8월 말～9월 초에 출고를 시
작하며, 일반적으로 익년 6월 중순까지 출고를 마무리한다. ㈜우진농산은
가저장물량을 활용하는 비중이 적어 출고시기가 다른 업체들(평균 9월 10
일)보다 다소 빠른 편이다.
㈜우진농산은 저장량의 90%를 자체 가공용(깐마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0%는 식가공업체 및 대량수요처 등으로 통마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가공된 깐마늘은 대부분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다.
마. 농업회사법인 ㈜영성(난지형 대서마늘)

창녕의 마늘 가공업체인 ㈜영성은 연간 3,000～4,000톤의 대서종 마늘을
저장·가공하고 있다. 영성농산이 저장하는 물량 중에서 생산농가와의 계약
재배 물량이 30～3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농협과 공
판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영성농산은 마늘 종자를 계약금 대신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재배 생산농가들 중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농가가 있을 경우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제공하기도 한다.
㈜영성의 마늘 저온저장창고 입고는 7월부터 이루어지며, 농가 계약재배

물량 수매는 농협 수매시기와 비슷한 7월 20일 전후부터이다. 영성농산의
경우 가저장량 활용 비중이 높아 본격적인 저장량 출고는 9월 25일 전후부
터 이루어지고 있다. 영성농산의 마늘 출고 마무리 시기는 난지형 대서종
햇마늘이 출하되기 직전인 6월 말이다.
㈜영성의 마늘 저장량은 100% 자체 가공용으로 사용되며, 가공된 깐마늘

출하처는 도매시장 50%, 군납 등 대량수요처 25%, 대형유통업체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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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마늘 수매 및 입출고 시기

주: 창녕 이방농협, ㈜우진농산, ㈜영성농산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도식화하였음.

2.2.4. 미국 양파 저장유통 사례
미국 양파의 생산에서 저장까지의 단계를 살펴보면<그림 2-14>, 파종
및 정식된 양파는 5∼6개월의 생육기간을 거쳐 수확작업을 진행한다. 수확
작업 시 우선 땅속에서 양파를 들어 올려 포전에서 건조작업을 한 후에 본
격적으로 수확작업을 진행한다. 저장양파는 장기간 저장을 위해 건조작업
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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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미국 양파 생산단계
기계수확

파종 및 정식 단계

생육 마무리 단계

Lifting 작업

건조작업

자료: NOA(http://www.onions-usa.org/: 2016. 8. 22.).

미국의 저장양파는 대부분 기계로 수확하는 반면, 저장되지 않는 양파는 수작
업으로 수확한다. 수확된 양파의 상하차 작업도 대부분 기계로 이루어진다. 국내의
경우, 양파 수확 및 상하차 작업에 대한 기계화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상하차 작업이 완료된 양파는 선별작업을 통해 망 또는 박스 형태로 포
장되어 판매된다. 저장되는 양파의 경우<그림 2-15>, 양파를 저장용기에
담지 않고 양파 자체를 그대로 쌓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Bulk storage),
(나무)상자 등의 저장용기에 담아 저장하는(Bin storage) 방식이 있다<그림
2-16,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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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장양파의 재고관리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저장 시설 내의
기후 조건을 제어하는 센서(sensor) 시스템, 환기, 통풍, 히터, 증발기, 가습,
저장용기 등이다. 센서(sensor) 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저장된 양파에 온
도 센서를 설치하여 양파 자체의 온도를 체크하며, 저장 시설의 공기 흡입
구 근처에 기상 관측 센서를 부착하여 온도, 습도 등을 체크하는 등 다양
한 센서를 통해 저장 시설의 기후조건을 제어하고 있다. 기타 구성요소를
통해서도 양파의 건조 상태, 감모 발생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2-15> 미국 양파 저장단계

자료: NOA(http://www.onions-usa.org/: 2016. 8. 22.).

34 양념채소 수급체계
<그림 2-16> 미국 저장양파의 재고관리 시스템(Bulk storage)

자료: MECHANIZATION(www.onion-potatoes.com: 2016. 8. 22.).

<그림 2-17> 미국 저장양파의 재고관리 시스템(Bin storage)

자료: MECHANIZATION(www.onion-potatoes.com: 201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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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념채소 수급정책

3.1. 관측을 통한 사전적 대응
농업관측은 농업인과 유통인에게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유
통, 해외동향 등의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줌으로써 재배면적 조정,
출하계획 수립 등 농업경영 및 영농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999년 6개의 채소 품목 관측을 시작
으로 2016년 현재 35개(채소 10, 과일 6, 과채 7, 곡물 2, 국제곡물 4, 축산
6) 품목에 대한 관측이 실시되고 있다.

3.1.1. 양념채소 관측체계
가. 생산량 관측체계

농업관측 조사는 크게 표본농가와 모니터 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본농가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마늘·양파 97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매월 전
화조사를 실시하며, 모니터는 마늘 27명, 양파 25명을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배면적 관측을 위하여 마늘·양파 파종 및 정식 전 2～3개월(전년 7월)
전부터 재배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재배의향 증감률을 조사하고,
육묘현황 및 종자판매량, 재배면적 반응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년 및 평년 대비 추정 재배면적을 발표한다. 재배의향 조사 이후 지속적으
로 파종·정식 상황을 고려하여 추정 재배면적을 발표한다.
마늘·양파 파종·정식 이후 수확기까지 기상여건에 따른 생육상황 조사를
매월 실시하며, 익년 2～3월부터 단위당 수확량 증감률, 기상요인을 반영
한 단수예측모형 등을 고려하여 단위당 수확량 추정치를 발표한다. 추정
재배면적 또는 재배면적 발표와 함께 단위당 수확량을 추정하여, 익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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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추정 생산량을 발표하며, 최종적으로 통계청 생산량 발표(7월) 시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량을 확정하게 된다.
나. 저장량 관측체계

마늘·양파 수확 후 120여 개의 표본 저장업체를 대상으로 입고시기, 입
고량, 입고가격 등의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저장출하기에는 출고량, 출고가
격, 감모율 등을 조사하여 마늘·양파 재고량을 추정한다.
표본 저장업체 조사결과를 통해 재고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하고
전년 기준 재고량과 비교하여, 금년 재고량을 추정하여 발표한다. 표본 저
장업체 조사는 조사표본의 대표성 문제, 비표본오차 발생 등의 우려가 있
으므로 경제적 변수를 활용한 재고량 추정함수를 추정하여 보완하고 있다.

3.1.2. 양념채소 재고량 추정함수
마늘·양파 재고량은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농업관측본부의 표본 저장
업체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재고량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월간 재고량 변
동을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해 김인석 외(2013)의 건고추 마늘 중기선행
관측 모형 개발과 농업관측본부의 양념채소 입고량 및 재고량 추정함수
를 활용하여 월별 재고량을 추정하고 있다.
가. 중기선행관측모형
1) 마늘

모형에서 활용한 마늘 월별 재고량은 농업관측본부 월보자료에 기초하여
도출하였다. 마늘 월 재고량 자료는 6월에서 11월, 그리고 2월에서 4월의
자료가 존재하지만, 이 자료 또한 모든 연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2월, 1월, 5월, 그리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연산의 6월～11월, 2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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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가락시장 반입량을 활용하여 만든 일관된 공식을 적용하여 도출하
였다. 연산 연도의 시작인 6월은 1～4%, 마지막인 5월은 10～19%의 감모
율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월별 재고량을 조정하였다.
월별 마늘 재고량은 연 생산량과 전월의 재고물량, 마늘 실질도매가격으
로 추정하였다. 연 생산량의 경우 오직 6월 재고량에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6월 마늘 재고량은 식(1)과 같이 연 생산량( )과 실질 도
매가격(  )의 함수로, 7월～익년 5월 마늘 재고량은 식(2)와 같이 전월의
재고물량(    )과 실질 도매가격(  )의 함수로 추정하였다.
(1)      
(2)  ∼     ∼   ∼  

추정 결과, <표 2-8>과 같이 전월 재고량이 전년 대비 많이 남아있으면
당월 재고량도 전년 대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 도매가
격이 상승할 경우, 당월 재고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매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저장업체의 저장 의향이 감소하여 시장에 출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하지만 6월, 7월, 9월, 11월을 제외
한 월에서 실질도매가격을 활용한 추정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2

김인석 외. 2013. 건고추 마늘 중기선행관측 모형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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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마늘 재고함수 추정 결과
구분

마늘 재고함수 추정 결과

6월

        

  =0.86

7월

        

  =0.82

8월

       

  =0.85

9월

        

  =0.99

10월

       

  =0.94

11월

        

  =0.82

12월

       

  =0.74

1월

     

  =0.98

2월

       

  =0.94

3월

     

  =0.81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양파

양파 월별 재고량 함수는 8월～익년 3월까지다. 이는 중만생종 양파 수
확 후 저장 물량이 확정되는 시기부터 조생종 양파가 수확되어 출하되는
시기이다.
월별 양파 재고량은 실질 도매시장 가격, 전월 월말 재고량 그리고 연
생산량의 함수로 추정하였다. 8월 양파 재고량은 식(3)과 같이 연 생산량
( )의 함수로, 9월～익년 3월의 양파 재고량은 식(4)와 같이 전월의 재고

물량(    )과 실질도매가격(  )의 함수로 추정하였다.
(3)     
(4)  ∼     ∼   ∼  

추정 결과, <표 2-9>와 같이 8월 말 재고량의 경우 오직 연 생산량과 추
세 변수만이 경제학적,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추정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당해 생산량이 증가하면 8월 재고량 즉, 당해 입고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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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익년 3월 재고량 추정 결과, 마늘과 마찬가지로 전월 재고량이 전

년 대비 많이 남아있으면 당월 재고량도 전년 대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 도매시장 가격은 재고량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하지만 10월, 1월을 제외한 월에서 실질도매가격을 활용한
추정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2-9> 양파 재고함수 추정 결과
구분

양파 재고함수 추정 결과

8월

        

  =0.91

9월

       

  =0.98

10월

      

  =0.94

11월

       

  =0.97

12월

       

  =0.99

1월

       

  =0.99

2월

       

  =0.95

3월

       

  =0.9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나. 양념채소 입고량 및 재고량 추정함수

양념채소 입고량 및 재고량 추정함수에서는 기대가격, 감모율 등 저장업
체의 출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재고
량을 추정하였다.
중기선행관측모형에서는 출고량에 감모율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추정
하였으나, 재고량 추정함수에서는 임의적으로 감모율을 적용하지 않고 농
업관측본부에서 조사한 감모율 수치를 활용하여 재고량을 추정하고자 하
였다. 선형-선형 모형으로 추정한 중기선행관측모형과는 달리 월말 재고량
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대수-대수 모형
으로 추정하였다.
마늘은 6～7월에 수확이 이루어지고 8월에 당해 전체 입고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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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6월에 월말 재고량을 추정하기 위해
당해 생산량을 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확기인 6, 7월은
추정하지 않았고 8월부터 익년 3월까지 재고함수를 추정하였다.
1) 마늘

모형에서 활용한 마늘 입고량과 출고량, 감모율은 2005～2016년 농업관
측본부 추정치이며, 월말 재고량은 입고량과 출고량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하였다. 마늘 월별 도매가격은 난지형 마늘의 전국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
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월별 마늘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
하여 모형에 활용하였다.
마늘 저장은 수확기인 6～8월에 이루어지며 9월 중순부터 익년 6월까지는
저장물량이 유통된다. 당해 입고량은 8월 말에 결정되며, 매월 출고가 이
루어지고 월말 재고량이 결정된다.
8월은 마늘의 저온저장고 총입고량이 결정되므로 이 시기의 입고량을

추정하였다. 입고량을 설명하는 변수로 입고가격을 활용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해의 총입고량(  )은 전년 총입고량(    ),
기대가격(    ), 당해 마늘 생산량(  )의 함수로 추정하였으며 기대가격으
로는 전년 저장출하기 가격을 활용하였다.
(5)            
9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본격적으로 저장물량이 출하되는 시기로 매월

재고량을 추정하였다. t월의 월말 재고량(  )은 t월 난지형마늘 실질도매가
격(  )과 t월 감모율(  )의 함수로 추정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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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입고량(8월) 추정 결과, <표 2-10>과 같이 당해 생산량의 증가와
기대가격의 상승은 당해 입고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고량에
대한 전기 입고량의 탄성치는 0.56, 기대가격의 탄성치는 0.87, 생산량의
탄성치는 1.19로 입고량은 전기 입고량과 기대가격보다는 생산량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마늘 입고량 추정 결과
구분

전기 입고량

기대가격

생산량

L-M test



8월

0.561494
(2.861665)

0.871983
(2.842213)

1.188103
(4.093307)

0.90

0.78

주: ( )는 t-value.

9월～익년 3월의 마늘 월말 재고량 추정 결과<표 2-11>, 난지형마늘 실

질도매가격의 상승과 감모율의 증가는 월말 재고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평균적으로 88%의 설명력을 보였다.
9월 말 재고량에 대한 실질도매가격의 탄성치는 -0.92, 감모율의 탄성치는
-0.36으로 9월 말 재고량은 감모율보다 실질도매가격의 변화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0월～익년 3월 재고량 추정에서도 재고량에 대한
실질도매가격의 탄성치가 감모율의 탄성치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저장기간 동안 마늘 재고량은 감모율보다 실질도매가격의 변화에 더 의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년 1～3월 실질도매가격의 탄성치는 평균 -1.72로 9～12월의 평균 탄
성치 -1.3보다 크다. 저장 기간이 오래될수록 재고량은 실질도매가격의 변
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모율의 탄성치는 9월 -0.35
에서 익년 2월 -0.82로 점점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고량은 감모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년 3월의 실질도매가격의 탄성치는 -1.94, 감모율의 탄성치는 -0.63으
로 저장기간 중 3월의 재고량이 실질도매가격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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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마늘 월별 재고함수 탄력성
구분

실질도매가격

감모율

L-M test



9월

-0.924391
(-6.439128)

-0.35595
(5.759719)

0.07

0.89

10월

-1.444396
(-5.743152)

-0.52928
(-5.300024)

0.73

0.88

11월

-1.367098
(-5.135159)

-0.72931
(-4.706529)

0.59

0.85

12월

-1.466457
(-6.133600)

-0.76522
(-5.047335)

0.57

0.88

1월

-1.539268
(-6.708666)

-0.91993
(-5.860817)

0.65

0.90

2월

-1.66625
(-7.368092)

-0.818004
(-5.708160)

0.08

0.92

3월

-1.944140
(-4.181746)

-0.632042
(-2.848988)

0.66

0.84

주: ( )는 t-value.

2) 양파

모형에서 활용한 양파 입고량과 출고량은 2002～2016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이며, 월말 재고량은 입고량과 출고량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감모율은 2005～2016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다. 양파 월별 도매가격은 서
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양파 상품 kg당 평균가격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월별 양파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모형에 활용하였다.
양파 수확은 조생종 출하로 3월부터 이루어지며 중만생종은 6월경에 수
확이 마무리되어 6～7월에 저장이 이루어진다. 8월이 되면 당해 총입고량
이 결정되며 9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매월 출고가 이루어진다.
양파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입고량도 증가하므로 입고량을 설명하는 변수로
생산량을 반영하였다. 양파의 저온저장량은 생산량과 저장시설 증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추세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평년에 비해 입고량이 크게 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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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2014년을 더미변수로 반영하였다.

기대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 저장출하기 가격을 설명변수로 활용하
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입고량을 결정하는데 기대가
격보다는 당해 생산량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해의 총입고량(  )은 당해 양파 생산량( )과 추세(trend)의 함
수로 추정하였다.
(7)     
9∼12월까지는 본격적으로 저장물량이 출하되는 시기로 월말 재고량을

추정하였다. 양파가 입고된 이후에는 저장성이 약한 중생종이 조기 출하되
기 때문에 저장성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감모율을 설명변수로 반영하였다.
9～12월의 월말 재고량(  )은 t월 양파 실질도매가격(  )과 t월 감모율
(  ), 추세(trend)의 함수로 추정하였다.
(8)  ∼     ∼   ∼  

이듬해 1～3월에는 3월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조생종 양파의 생산량에
따라 재고량이 조정될 것으로 가정하여 이 시기의 월말 재고량은 당월 실질
도매가격(  )과 조생양파 생산량( ), 추세(trend)의 함수로 추정하였다.
(9)  ∼     ∼   

양파 입고량(8월) 추정 결과, <표 2-12>와 같이 입고량에 대한 생산량의
탄성치는 0.35로 당해 생산량의 증가는 입고량의 증가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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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양파 입고량 추정 결과
구분

생산량

trend

L-M test



8월

0.351336
(2.961489)

0.140679
(3.289493)

0.57

0.95

주: ( )는 t-value.

양파 월말 재고량 추정 결과, <표 2-13>과 같이 양파 실질도매가격이 상
승할수록 월말재고량은 감소하고, 감모율이 증가할수록 월말 재고량은 감
소하였다.
9월 말 재고량에 대한 실질도매가격의 탄성치는 -0.64, 감모율의 탄성치는
-0.063으로 9월 재고량은 실질도매가격의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2월에도 9월과 마찬가지로 재고량은 감모율보다
실질도매가격 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양파 9∼12월 월별 재고함수 탄력성
구분

실질도매가격

감모율

L-M test



9월

-0.638525
(-3.122250)

-0.063353
(-0.837560)

0.62

0.84

10월

-0.620443
(-2.629902)

-0.045929
(-0.342972)

0.80

0.80

11월

-0.699916
(-4.158384)

-0.116373
(-1.155796)

0.66

0.87

12월

-0.689739
(-2.366580)

-0.138690
(-0.800857)

0.01

0.66

주: ( )는 t-value.

익년 1～3월 재고량 추정에도 감모율을 설명변수로 활용해보았지만 유
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대안으로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와 근접한 시
기인 1～3월에는 조생종 양파 생산량을 설명변수로 반영하였다.
실질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조생종 양파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될 경우,
익년 1～3월의 재고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월 재고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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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종 생산량의 탄성치는 <표 2-14>에서 -0.42, -0.50, -2.88로 점점 커지
는데 이는 조생종 양파 출하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조생종 양파 생산량 전망
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14> 양파 1∼3월 월별 재고함수 탄력성
구분

실질도매가격

조생양파 생산량

L-M test

구분

1월

-0.536211
(-1.924200)

-0.418944
(-2.182007)

0.35

0.82

2월

-0.630646
(-1.863068)

-0.504168
(-1.73514)

0.68

0.82

3월

-0.699311
(-0.987970)

-2.877279
(-4.057054)

0.07

0.80

주: ( )는 t-value.

다. 오차율 분석

중기선행관측모형과 양념채소 재고량 추정함수의 월별 재고량 추정치의
오차율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활용하였다. 재고량 추정에 사용된 자료가 약 10년으로 짧아 최근 3개년
추정 결과의 오차율을 분석하였다. 중기선행관측모형과 양념채소 재고량
추정함수의 재고량 추정치의 오차율을 분석하여 낮은 오차율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마늘의 경우, 8∼10월의 오차율은 1%대로 낮게 나타났으나, 11월에는
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장 초기보다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차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별 재고량 추정치의 평균 오차율은 2.6%로
분석되었다<표 2-15>.
<표 2-15> 마늘 재고량 추정치 오차율
단위: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평균

1.8

1.2

1.6

4.3

2.0

2.6

4.0

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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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의 경우, <표 2-16>과 같이 8월 입고량 모형의 오차율은 2%로 분석
되어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재고량 모형의 경우, 마늘 모형
과는 달리 1월과 2월의 오차율이 1%대로 낮게 분석되었으며, 8∼12월 오
차율도 2∼4%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3월의 오차율이 높게 나타나 가격,
감모율 외에 3월 재고량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변수가 요구된다. 양파 재고
량 추정치의 평균 오차율은 3.7%로 분석되었다.
<표 2-16> 양파 재고량 추정치 오차율
단위: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평균

2.1

4.3

3.6

3.4

3.1

0.6

1.7

10.9

3.7

3.2. 수급정책조절위원회 설치 및 수급조절 정책
3.2.1.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정부는 품목별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수급상황을 사전조정하기 위하여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수급조
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업계, 학계, 정부 등 20명을
위원으로 하며, 3월, 6월, 9월에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사유발생 시 임시회
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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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급조절 매뉴얼
수급조절위원회는 품목별 연간 수급전망, 과부족량 및 가격전망 등의 분
석을 실시하고,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등락폭이 클 경우 수급조절 매뉴얼을
기준으로 위기단계를 판단하게 된다. 품목별 수급조절 매뉴얼은 ｢가격안정대｣
및 위기단계의 구간별 범위기준을 설정하되, 위기단계에 따라 추진할 품목별
정책수단(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8> 농산물 수급조절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개정).

마늘, 양파도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별 수급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파는 2015년 12월 기준가격이 변경되었으며<표 2-17>, 마늘의 경우
2016년 8월 통마늘 기준에서 깐마늘로 매뉴얼 기준이 변경되었다<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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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기준가격
단위: 원/kg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심각

1,525

1,399

1,012

1,034

1,107

1,124

1,133

1,220

1,298

1,409

1,621

1,798

경계

1,363

1,250

907

956

1,035

1,045

1,055

1,114

1,166

1,240

1,382

1,501

주의

1,201

1,010

801

877

962

967

976

1,009

1,035

1,072

1,142

1,204

중앙

1,039

771

696

799

889

889

898

903

930

957

984

1,011

주의

883

655

591

721

816

811

820

824

849

873

898

923

경계

727

539

487

559

622

622

629

632

651

670

689

708

심각

406

331

331

380

423

423

427

430

443

455

468

481

주: 가락시장 상품 경락 평균가격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개정).

<표 2-18> 마늘 수급조절 매뉴얼 기준가격
단위: 원/kg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심각

6,686

6,974

7,320

7,366

7,424

7,420

7,364

7,353

7,407

7,522

7,632

7,737

경계

6,097

6,385

6,731

6,777

6,835

6,831

6,775

6,764

6,818

6,933

7,043

7,148

주의

5,508

5,796

6,142

6,188

6,246

6,242

6,186

6,175

6,229

6,344

6,454

6,559

안정

4,919

5,207

5,553

5,599

5,657

5,653

5,597

5,586

5,640

5,755

5,865

5,970

주의

3,984

4,217

4,498

4,535

4,583

4,579

4,534

4,525

4,568

4,662

4,750

4,836

경계

3,050

3,228

3,443

3,471

3,508

3,505

3,470

3,463

3,497

3,568

3,636

3,701

심각

2,673

2,673

2,673

2,673

2,701

2,699

2,673

2,673

2,699

2,754

2,806

2,857

주: KAMIS 깐마늘 상품 도매가격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개정).

3.2.3.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매뉴얼에는 생육기 또는 출하기의 위기상황별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
으며, 가격상승 시 <표 2-19>와 같이 계약재배 물량 방출 확대, 비축물량
시장공급,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증량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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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가격상승 시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단계
주의

주요 조치사항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 시장접근물량 조기도입 및 증량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 생육촉진, 생산확대 기술 지원(농진청)
◦ 병해충 방제대책 수립․실행(농진청)

생육기

경계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 방안 검토(농협)
◦ 수입국 도입여건 및 수입동향 파악(aT)

심각
주의

◦ 할당관세 운용방안 검토(농식품부)
◦ 필요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aT)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및 증량 방침 결정(농식품부)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 수매규격 다양화(필요 시 하품 인수) (농협)

출하기

경계

◦ 계약재배 수매물량 시장출하(농협)
◦ 의무수입 물량 조기 도입 및 증량 시행(aT, 정부방침 집행)
◦ 비축물량 방출확대(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할당관세 운용 방침 결정 및 시행(농식품부)
◦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할인판매 추진(aT, 농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개정).

가격하락 시에는 <표 2-20>과 같이 계약 및 비축물량 방출 억제, 저급품
출하 억제 유통협약, 저장·가공용 수매 활성화,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시장
출하 중지,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등 공급 축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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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가격하락 시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단계
주의

주요 조치사항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생육기

경계

◦ 계약재배 수매 확대(농협)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수출국 수출여건 파악(aT)

심각
주의

◦ 조생종 일부 산지폐기 검토(농협)
◦ 의무수입물량 수입 및 방출시기 연기(aT)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 소비촉진 홍보(지자체, 농협, aT)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 물량 중 저급품 출하억제(농협)
◦ 조생양파 일부 시장격리 유통협약 검토 또는 시행(농협)

경계

◦ 의무수입물량의 도입시기 연기(aT)
◦ 비축물량의 시장방출 축소(aT)

출하기

◦ 수출여건 파악 및 수출 인센티브 지원 확대(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의 취약계층 무상기증 검토(aT, 농협)
◦ 정부 비축물량 방출중단(aT)
심각

◦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의 취약계층 무상기증 추진(aT, 농협)
◦ 계약재배 최저가격에 의한 수매·비축(aT)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개정).

3.2.4. 수급안정 대책 주요 추진사항 및 효과분석
양파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2014년산 저장양파 공급과잉으
로 2015년 2월 저장양파 약 9,300톤에 대해 시장격리를 추진하였다. 시장
격리된 저장양파는 4월 이후 방출을 추진하였다.
저장양파 시장격리 추진으로 3월 가락시장 출하량은 감소하였다. 시장격
리 추진 이전에는 평년 대비 출하량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추진 이후에는 5% 증가에 불과하였다. 시장격리 추진으로 출하량을 11%
감소시켰다. 3월 양파 가격도 2014년산 저장양파 출하량이 많아 하락세가
예상되었으나, 시장격리 추진으로 예상가격(460원)보다 약 240원 상승(52%

양념채소 수급체계

51

상승)한 정책 추진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4월 가락시장 출하량은 2014년산 저장양파의 시장방출로 증가하
였다. 4월 조생종 양파의 주 출하지역인 제주에서 잦은 비로 출하가 지연
되면서 시장방출 추진 이전에는 출하량이 평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추진 이후에는 32% 증가하였다. 시장방출로 출하량을 43%
증가시켰다. 4월 가격도 시장격리물량 방출로 예상가격(1,250원)보다 약
460원 하락(37% 하락)한 정책 추진 효과가 나타났다<표 2-21>.
<표 2-21> 정책 추진에 따른 3∼4월 출하량 및 가격 변화(가락시장 기준)
정책추진

평년 대비 출하량 증감률
추진 전(A)

추진 후(B)

출하량
증감분
(C=B-A)

추진 전

도매가격(원/kg)
추진 후

3월

시장격리

15.4%

4.7%

-10.7%

460

699

4월

시장방출

-11.2%

32.3%

43.4%

1,250

790

정책효과
가격 240원 상승
(52% 상승)
가격 460원 하락
(37% 하락)

주 1) 도매가격은 신축성계수(-2.6)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2) 시장격리물량에 부패율(17.9%)을 감안할 경우, 4월 시장방출물량은 7,620톤으로 추정됨.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3.2.5. 수급조절 정책의 한계점
정부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급조절 매뉴얼을 기준으로 수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급 대책이 실제 시장가격이 매뉴얼상 위기단계에 진입한 뒤에 이루어지
고 있어, 시장상황과 수급 대책 간의 시차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분
석을 통하여 사전에 위기단계 진입이 예상될 시 그에 대응되는 수급 대책
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월 양파 가격은 주의단계
이나, 당해년 양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경계 및 심각단계로 진입이 예
상될 경우, 현행 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수급 대책을 실시하여 향후의 수급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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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장업체의 현황 및 실
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양념채소 실태를 위해 수집 가능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양념채소 운영현황 자료를 확보하였고, 심층 면접조
사를 통해 저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제 저장량을 추정하였
으며, 향후 농업관측본부에서 저장업체 저장량 조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였다. 또한 향후 양념채소 수급정책을 위한 민간 저장업체의 참여 확대 방
안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양념채소 저장 실태

1.1. 양념채소 저장업체 현황
양념채소 저장업체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저장창고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양념채소를 포함한 농산물을 취급하는 저온저장
고 현황 자료는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마늘가공협회, 각 시·군 농업기
술센터 및 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전력 지역본부 등을 통
해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저온저장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내의 저온저장고는
3,500여 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500여 곳의 저온저장고는 농협,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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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업체, 영농조합법인, 유통회사, 개인 농가 등이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 저온저장고 수는 <표 3-1>에서 전남이 690여 곳, 경남이 830여
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과 경남은 200평 이상인 저온저장고가 많아 규
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남 다음으로 저온저장고 수
는 경기가 440여 곳으로 많았는데, 경기는 50평 내외인 저온저장고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과,
배, 고구마 등의 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시·도별 농산물 저온저장고 현황
저온
저장고 수
(개)

저온저장고 규모별 비중(%)
50평 미만

50평 이상∼
100평 미만

100평 이상∼
200평 미만

200평 이상

계

강원

166

27.1

33.1

22.3

17.5

100.0

경기

435

53.1

20.7

12.2

14.0

100.0

경남

832

28.7

21.5

19.1

30.6

100.0

경북

331

5.1

12.4

23.9

58.6

100.0

전남

687

15.9

23.6

22.9

37.7

100.0

전북

269

32.0

22.7

26.8

18.6

100.0

제주

145

10.3

28.3

28.3

33.1

100.0

충남

349

22.6

28.4

27.8

21.2

100.0

충북

254

33.1

42.5

13.8

10.6

100.0

전체

3,468

26.1

24.1

21.0

28.7

100.0

주: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마늘가공협회, 농업기술센터, 도청, aT, 한국전력 지역본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국내 저온저장고 규모를 50평 미만, 50평 이상~100평 미만, 100평 이상~
200평 미만, 200평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저온저장고 규모

가 200평 이상인 저온저장고는 전체의 약 29%이며, 50평 미만은 26%로
나타났다. 마늘과 양파 주산지인 경남과 전남은 저온저장고 수가 많고, 200평
이상인 저온저장고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저장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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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평 이상인 업체 비중이 50% 이상으로 규모가 큰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충남, 전북은 200평 이상인 업체 비중이 20%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저온저장고 3,500여 곳 중에서 마늘을 저장하는 저온저장고 수는
약 490개 업체로 전체 저온저장고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파는 800
여 곳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마늘과 양파 연간 저장량의 경우
양파 저장량이 마늘의 6∼7배 수준이기 때문에 마늘보다 양파를 저장하는
저온저장고 수가 많았다. 마늘보다 양파의 저온저장고 수와 저장주체가 많
기 때문에 저장출하기 수급조절에 있어 마늘보다 양파가 상대적으로 어려
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늘과 양파를 취급하는 지역농협은 100여 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마늘
을 저장하는 전체 저장업체 수의 20%, 양파는 13%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
가 마늘과 양파에 대해 수매·비축 등의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활용
가능한 농협의 저온저장고는 전체의 2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과 양파 저온저장고가 많은 지역은 주산지인 경남, 경북, 전남인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마늘과 양파 생산 비중이 높은 지역에 저온저장
고가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한편, 전북,
충청지역 등에서도 마늘과 양파 신규 재배가 늘어나면서 저온저장고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늘 저장업체들의 지역별 비중은 전남 44%, 경남 22%, 경북 16%로 세
지역의 비중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양파는 전남이 34%, 경북과
경남이 각각 28%씩으로, 주산지 세 지역의 비중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장출하시기에 마늘·양파 수급 조절 및 관리
가 필요할 경우 주산지인 전남, 경북, 경남 세 지역의 저장업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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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마늘·양파 시·도별 저온저장고 수
마늘
업체 수(개)

비중(%)

3

강원

양파
업체 수(개)

0.6

비중(%)

4

0.5

경기

12

2.4

13

1.6

경남

106

21.5

221

27.6

경북

77

15.6

224

28.0

전남

216

43.8

270

33.7

전북

17

3.4

34

4.2

제주

19

3.9

15

1.9

충남

30

6.1

17

2.1

충북

13

2.6

3

0.4

전체

493

100.0

801

100.0

주: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마늘가공협회, 농업기술센터, 도청, aT, 한국전력 지역본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표 3-3> 마늘·양파 저온저장고 규모별 비중
단위: %
마늘
50평
미만

양파

50~100평 100~200평 200평
미만
미만
이상
33.3

66.7

계

50평
미만

100.0

25.0

50~100평 100~200평 200평
미만
미만
이상
0.0

25.0

50.0

계

강원

0.0

0.0

100.0

경기

0.0

16.7

16.7

66.7

100.0

7.7

7.7

30.8

53.8

100.0

경남

6.6

6.6

18.9

67.9

100.0

9.0

7.7

24.4

58.8

100.0

경북

1.3

7.8

16.9

74.0

100.0

1.3

12.1

23.7

62.9

100.0

전남

11.6

12.5

19.0

56.9

100.0

10.4

10.7

19.3

59.6

100.0

전북

5.9

47.1

17.6

29.4

100.0

14.7

23.5

17.6

44.1

100.0

제주

0.0

15.8

5.3

78.9

100.0

0.0

13.3

20.0

66.7

100.0

충남

3.3

16.7

36.7

43.3

100.0

5.9

29.4

64.7

0.0

100.0

충북

23.1

30.8

15.4

30.8

100.0

66.7

0.0

33.3

0.0

100.0

전체

7.7

12.6

19.1

60.6

100.0

7.6

11.1

23.1

58.2

100.0

주: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마늘가공협회, 농업기술센터, 도청, aT, 한국전력 지역본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마늘과 양파 저온저장고 규모는 <표 3-3>에서 200평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과 양파는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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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생산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가 저장하기보다 산지유통인, 농협 등에서
많은 양의 마늘과 양파를 저장하는 비중이 높아 업체 규모도 큰 편이다.
생산농가의 경우, 재배규모가 커 생산량이 많은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저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군별로 저온저장고가 많은 지역은 경남 창녕군과 전남 무안군인데,
두 지역은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많은 주산지임과 동시에 저장도 많이 하는
지역이다. 전남 무안군의 저온저장고 수는 190여 곳으로 이 중 150여 곳은
마늘과 양파를 저장하는 업체이다<표 3-4>. 경남 창녕의 저장업체 수는 120여
곳으로 양파를 저장하는 업체가 110여 곳, 마늘 60여 곳이다<표 3-5>.
무안의 저장업체 규모별 비중은 200평 이상인 업체 비중이 50% 이상,
창녕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녕은 200평 이상, 300평 이
상인 업체 비중이 각각 2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무안과 창녕에서는 마늘과 양파를 저장하는 비중이 높으며, 마늘과 양파
를 저장하지 않거나, 출하가 완료될 경우에는 배추, 무 등의 엽근채소류와
단감 등의 과일류를 단기간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전남 무안지역 마늘·양파 저장업체 수, 규모별 비중
저장업체 규모별 비중(%)

업체 수
(개)

50평
미만

50~100평
미만

100~200평 200~300평 300~400평 400~500평 500~600평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600평
이상

전체

193

11.9

15.0

18.7

10.9

13.0

9.8

7.8

13.0

마늘

150

14.7

13.3

16.0

10.0

14.0

10.7

8.7

12.7

양파

157

14.0

13.4

16.6

9.6

12.7

10.2

8.9

14.6

주: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자료이며, 전체에는 마늘, 양파를 같이 저장하는 업체 포함.

<표 3-5> 경남 창녕지역 마늘·양파 저장업체 수, 규모별 비중
업체 수
(개)
전체

저장업체 규모별 비중(%)
50평
미만

50~100평
미만

100~200평 200~300평 300~400평 400~500평 500~600평 600평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121

5.0

8.3

17.4

24.8

20.7

12.4

5.0

6.6

마늘

56

1.8

3.6

14.3

28.6

21.4

12.5

8.9

8.9

양파

109

3.7

3.7

18.3

25.7

22.0

13.8

5.5

7.3

주: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자료이며, 전체에는 마늘, 양파를 같이 저장하는 업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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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전력 지역본부를 통해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농작물 저온보
관시설 현황자료를 파악하였다.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농사용전
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와 수
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농사용 육묘(育苗),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다.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현황조사 결과, <표 3-6>과
같이 경남지역 18개 시·군에서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는 개인 및 저장업체
개소 수는 9,000여 곳으로 파악되었다. 한 업체 또는 개인이 저온보관시설
을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한 업체 또는 개인의 농사용전력 사
용 대수는 2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사용전력을 통해 저온보
관시설 현황을 파악할 경우, 실제 저장업체 수보다 많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3-6> 경남 창녕지역 마늘·양파 저온저장고 수(농사용전력 기준)
단위: 개소
시·군

농사용전력 사용 저온보관시설

저장업체 수

창원시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양산시
김해시
18개 시·군

833
238
850
266
556
227
962
154
144
1,062
95
241
833
191
1,103
304
381
555
8,995

64
12
44
33
90
13
33
30
30
40
22
121
60
36
34
46
9
48
765

자료: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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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념채소류 저장업체 심층조사 결과
1.2.1. 일반현황
마늘·양파 주산지인 전남, 경북, 경남 세 지역의 650여 개 마늘·양파 저
장업체를 대상으로 저장업체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207개 업체만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된 207개 마늘·양파 저장
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그림 3-1>에서 전남 21.7%(45개소), 경북 33.8%
(70개소), 경남 44.4%(92개소)로 경남이 가장 많았다. 전남은 마늘·양파 저

장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장 실태 조사에 대한 거부감 등으
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장업체들의 운영주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7>에서 농협이 30.0%,
개인 또는 법인업체들이 70.0%로 나타났다. 전남은 농협 비중이 44.4%로
경북(18.6%), 경남(3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협의 조사 비중이 컸다.
<그림 3-1> 저장업체 지역별·유형별 분포
지역

유형

<표 3-7> 지역별 저장업체 운영주체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비중

전남

경북

경남

전남

경북

경남

농협

20

13

29

44.4

18.6

31.5

개인·법인

25

57

63

55.6

81.4

68.5

전체

45

70

92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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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저장업체 조사 결과, 조사된 저장업체가 저장 가능한 총물량은
1,600～1,700톤이고, 평균 평수는 400평으로 상대적으로 대규모 업체들이

조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별 평균 저장 가능량은 전남이 2,100톤, 경북 1,980톤, 경남 1,240톤이고,
저온시설 평균 평수는 전남이 620평, 경북이 490평, 경남이 280평으로 조
사되어 평균적인 저장규모는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조사업체 중에서 경남이 200평 미만의 업체 비중이 37.0%로 다

른 지역보다 많았으며, 전남은 200평 이상의 업체 비중이 88.9%로 경북
(67.1%)과 경남(63.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8> 지역별·운영주체별 저장업체 평균 규모
단위: 톤, 평, 년, 일
개소

비중

구분

전남
(n=45)

경북
(n=70)

경남
(n=92)

전체
(n=207)

농협
(n=62)

개인·법인
(n=145)

전체
(n=207)

저장 가능량

2,089

1,978

1,243

1,676

1,334

1,821

1,676

총평수

622

491

280

425

406

434

425

2001.6

2000.2

2000.0

2000.4

2001.9

1999.7

2000.4

평당 저장량

3.96

4.03

5.40

4.63

4.32

4.76

4.63

연 가동 일수

275

274

274

274

260

280

274

건설연도

<그림 3-2> 저장업체 지역별·운영주체별 건설연도
지역별

운영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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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업체 건설연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2000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양파 저장업체의 저장시설 건설연도는 1990년대가 42.0%, 2000년대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많은 저장업체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지역별로 전남은 1980년대 이전에 건설된 업체(13.3%)가 경북과 경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2010년대에 건설된 전남의 업체 비중
이 28.9%로 역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전남의 저장창고 건설연
도는 업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저장량은 평균 4.6톤으로 나타났으며, 저온저장시설은 연간 가동
일수는 평균 274일이며, 평당 저장량은 전남이 3.96톤으로 일부 시설이 낙
후된 업체들이 있어 경북(4.03톤)과 경남(5.40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연간 가동일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협이 260일인
반면 다른 사업체는 280일로 농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저장업체의 규모는 <표 3-9>에서 전남은 600평 이상이 35.6%로 가
장 많고, 경북과 경남은 100∼200평이 각각 18.6%, 27.2%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전남에 규모가 큰 저장업체가 많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농협은 200∼300평이 27.4%로 가장 많고, 개인·
법인은 100∼200평이 20.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100∼200평의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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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저장업체 지역별·운영주체별 규모
단위: %
지역별

구분

전남

50평 미만

2.2

경북

운영주체별
경남

4.3

전체

3.3

농협

3.4

3.2

개인·법인
3.4

전체
3.4

50~100평 미만

4.4

10.0

6.5

7.2

3.2

9.0

7.2

100~200평 미만

4.4

18.6

27.2

19.3

16.1

20.7

19.3

200~300평 미만

15.6

17.1

20.7

18.4

27.4

14.5

18.4

300~400평 미만

8.9

10.0

19.6

14.0

12.9

14.5

14.0

400~500평 미만

20.0

11.4

9.8

12.6

17.7

10.3

12.6

500~600평 미만

8.9

10.0

3.3

6.8

4.8

7.6

6.8

600평 이상

35.6

18.6

9.8

18.4

14.5

20.0

18.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사업체 중에서 기존에 정부 보조를 받은 경험이 없는 업체가 41.8%이고,
보조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저장시설과 설비자금에 대한 보
조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표 3-10> 정부 보조 경험(중복응답)
단위: 개소, %
구분

정부 보조
없음

저장시설
보조

설비자금
지원

시설자금
지원

수매자금
융자

빈도

102

88

27

15

9

3

244

비중

41.8

36.1

11.1

6.1

3.7

1.2

100.0

기타

전체

1.2.2. 양념채소류 저장 및 유통 실태
마늘·양파 저장업체 조사 결과, <그림 3-3>에서 마늘을 저장하는 업체는
24.4%, 양파를 저장하는 업체는 56.6%로 나타나 양파를 저장하는 업체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늘과 양파를 둘 다 저장하는 업체는 19.0%이다.

양념채소 저장 실태 및 저장량 추정

63

<그림 3-3> 저장업체의 저장 품목

저장업체를 대상으로 마늘과 양파를 해마다 저장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림 3-4>와 같이 마늘은 94.3%, 양파는 96.7%를 지속적으로 저장
하고 있었다. 조사된 207개 저장업체는 마늘·양파를 전문적으로 저장하는
업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4> 마늘·양파 해마다 저장하는지 여부
마늘

양파

조사된 저장업체의 마늘 평균 저장량은 약 800톤이고, 양파는 약 1,3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업체의 마늘과 양파의 연간 저장량 가운데 약 70%
가 자체적으로 저장하며, 나머지 30%는 임대로 타인의 물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평균 저장량은 저장시설의 규모가 큰 전
남이 마늘과 양파 모두 경북과 경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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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저장업체 마늘·양파 저장량 지역별 현황
단위: 톤
마늘

구분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양파

자가

임대

전체

자가

임대

전체

합계

10,957

3,500

14,457

46,820

24,280

71,100

평균

783

500

904

1,510

1,619

1,922

합계

21,060

8,165

29,225

52,410

11,571

63,981

평균

638

510

835

1,248

463

1,391

합계

17,527

9,759

27,286

40,741

28,172

68,913

평균

531

514

718

691

640

971

합계

49,544

21,424

70,968

139,971

64,023

203,994

평균

619

510

797

1,060

762

1,325

운영주체별로 마늘의 자가저장량은 <표 3-12>와 같이 농협이 평균 670톤
내외로 개인 혹은 법인 사업체(약 600톤)보다 많았고, 양파 역시 자가저장
량이 1,200톤으로 개인·법인 사업체 1,000톤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12> 저장업체 마늘·양파 저장량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톤
마늘

구분

양파

자가

임대

전체

자가

임대

전체

합계

13,957

5,429

19,386

45,106

12,262

57,368

평균

665

452

808

1,219

721

1,304

개인·

합계

35,587

15,995

51,582

94,865

51,761

146,626

법인

평균

603

533

794

999

773

1,333

합계

49,544

21,424

70,968

139,971

64,023

203,994

평균

619

510

797

1,060

762

1,325

농협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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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마늘·양파 저장업체 지역별 원물 구입처 비중
단위: 톤
구분

마늘
전남

경북

양파
경남

전체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직접 생산

0.0

2.8

0.9

1.5

4.6

4.2

9.3

6.1

농가 계약재배/수매

68.3

43.1

51.6

51.5

68.0

63.5

68.9

67.0

산지유통인

6.4

17.0

6.5

10.8

7.0

15.7

10.3

10.7

다른 저장업체

6.6

1.4

4.9

3.8

0.8

0.9

1.4

1.1

산지공판장

0.0

9.5

13.5

9.1

0.0

4.4

3.2

2.4

농협

11.6

24.7

22.6

21.2

8.0

10.1

6.9

8.3

기타
계

7.0

1.5

0.0

2.1

11.4

1.3

0.0

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저장업체의 저장출하기의 통(피)마늘 주요 출하처는 <표 3-14>와 같이
깐마늘 등의 가공업체이며, 자체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비중이 52.4%로 가장
많았다. 보통 가공업체는 원물 구입 자금이 부족하여 업체의 연간 가공량의
일부만 저장하며 추후에 마늘 구입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 저장업체에서 가공업체로 출하되는 비중이 33.4%로 결국 가
공업체의 자체 가공량과 함께 가공업체를 거쳐 시장으로 유통되는 마늘 비
중은 85.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저장된 통(피)마늘이 도매시장으로 유통
되는 비중은 2.7%에 불과하고, 가공된 깐마늘의 절반 이상이 도매시장으
로 출하되어 결국 마늘 도매시장은 깐마늘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농협이 보유한 통(피)마늘은 깐마늘 등의 가공
공장을 보유한 농협이 자체 가공(34.4%)하거나, 다른 가공업체로 출하
(43.5%)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협을 제외한 개인·법인 가공업체

들이 자체 가공용으로 보유한 마늘 비중(59.2%)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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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마늘 저장업체 지역별 출하처 비중
단위: %
구분

통마늘

깐마늘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자체 가공

51.6

50.4

55.0

52.4

3.5

2.8

14.4

6.7

가공공장

27.9

34.9

34.8

33.4

0.0

7.6

1.1

4.2

대량수요처

2.3

4.9

2.7

3.5

1.8

16.8

9.5

11.8

도매시장

3.2

2.5

2.8

2.7

67.1

46.7

50.4

51.4

대형유통업체·마트

6.0

3.4

1.1

3.1

23.7

16.0

7.7

14.6

소매상

6.5

2.0

3.6

3.5

1.8

9.9

13.8

9.8

기타

2.5

1.9

0.0

1.3

2.2

0.2

3.1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대량수요처는 식가공업체, 김치업체, 급식업체 등임.

개인·법인 마늘 가공업체의 경우 깐마늘의 55.3%를 도매시장으로 출하
하고 있으며, 농협은 도매시장보다 대형유통업체나 대형마트 등으로 출하
하는 비중이 높았다<표 3-15>.
<표 3-15> 마늘 저장업체 운영주체별 출하처 비중
단위: %
구분

통마늘

깐마늘

농협

개인·법인

전체

농협

자체 가공

34.4

59.2

52.4

15.4

개인·법인
5.3

전체
6.7

가공공장

43.5

29.6

33.4

0.0

4.9

4.2

대량수요처

7.7

1.9

3.5

16.5

11.0

11.8

도매시장

1.3

3.3

2.7

27.7

55.3

51.4

대형유통업체·마트

0.8

4.0

3.1

31.9

11.8

14.6

소매상

7.6

2.0

3.5

8.5

10.0

9.8

기타

4.7

0.0

1.3

0.0

1.7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주: 대량수요처는 식가공업체, 김치업체, 급식업체 등임.

양파는 마늘과 달리 가공하는 비중(자체가공 1.3%, 가공공장 5.7%)이
적고 대부분 원물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저장물량의 55.4%가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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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하되고 있다. 세 지역 가운데 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62.1%)이다<표 3-16>.
대형유통업체나 대형마트는 농협 출하를 중심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
으며, 소매상 출하 비중도 11.3%로 나타났다. 소매상의 경우 소형마트가
증가하면서 최근 소매상으로의 양파 계약 출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 양파 저장업체 지역별·운영주체별 출하처 비중
단위: %
구분

지역별
전남

경북

자체 가공

0.3

0.0

운영주체별
경남
3.7

전체
1.3

농협

개인·법인

1.1

1.4

전체
1.3

가공공장

3.5

11.4

2.6

5.7

1.9

7.1

5.7

대량수요처

7.4

8.7

6.5

7.5

6.1

8.0

7.5

도매시장

62.1

46.0

57.1

55.4

43.2

60.1

55.4

대형유통업체·마트

12.8

18.8

17.7

16.4

25.6

12.8

16.4

소매상

9.2

13.3

11.8

11.3

14.9

9.9

11.3

기타
계

4.7

1.8

0.6

2.4

7.1

0.6

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3. 저장업체 애로사항
마늘·양파 저장업체의 저온저장시설과 저장업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은
<표 3-17>과 같이 저장품목의 가격 등락에 의한 경제적 위험부담이 25.5%

로 가장 높았고, 저온저장창고와 시설의 노후화(16.6%) 문제나 수매자금에
대한 부담(12.0%), 업체 간 과다경쟁(11.8%)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주체별로 농협은 저장품목 가격 등락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37.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늘과 양파 계약재배나 수매 등과 관련
한 의사결정(수매가격 및 수매량 결정 등)이 일반 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매자금 부족과 관련해서는 농협보다는 개인 혹은 법인업체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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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 간 과다경쟁의 경우에도 농협보다 일반사업체
들이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저장업체 건설연도가 오래된 업체들이 많았던 전남과 경남
의 경우 시설 및 설비 노후화와 관련한 의견이 각각 22.5%, 19.5%로 경북
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한 문제가 35.3%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수매자금에 대한 부담은 낮았던(4.7%) 반면,
경북은 수매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사 저장업체가 전남은 농협 비중이 높았던 반면, 경북은 개인·법인업체 비
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표 3-17> 저온저장시설 및 저장업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저장시설 규모가 작음

지역별

운영주체별

전남

경북

경남

전체

농협

개인법인

전체

8.8

4.9

8.7

7.4

10.2

6.3

7.4

수매자금 부족

4.7

17.3

10.8

12.0

1.5

16.0

12.0

시설 및 설비 노후화

22.5

9.6

19.5

16.6

21.3

14.7

16.6

수입 확대로 인한 소득 감소

4.1

14.0

10.8

10.8

8.5

11.6

10.8

과다경쟁으로 인한 소득 감소

7.5

14.0

11.6

11.8

5.1

14.4

11.8

저장량 정보의 불확실성

1.6

8.2

4.9

5.5

6.2

5.2

5.5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부담 증가

35.3

22.6

24.1

25.5

37.4

20.9

25.5

정부 수급정책 적절성 미흡

13.4

8.5

9.3

9.8

9.8

9.7

9.8

기타

2.2

0.8

0.3

0.8

0.0

1.1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순위, 2순위, 3순위의 가중평균값임.

만약 정부가 마늘·양파 등 주요 채소류 저장량 파악을 위해 법제화를 하
고 저장량 정보를 저장업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에 부정적인 업체보다
긍정적인 저장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저장량 법제화
및 저장량 정보 제공에 대해 찬성하는 업체가 51.4%로 반대하는 업체
(24.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의 경우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양념채소 저장 실태 및 저장량 추정

69

반대 의견이 36.4%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운영주체별 특
징은 농협 33.9%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림 3-5> 정부의 저장량 법제화 및 저장량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지역별

운영주체별

저장량 정보 제공 시 저장업체의 52.0%가 인센티브에 상관없이 제공하고,
인센티브에 상관없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업체가 18.3%로 나타났다.
<그림 3-6>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저장량 정보 제공 의향
지역별

운영주체별

저장량 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는 <표 3-18>에서 저장시설 건설
(보완)자금에 대한 지원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물 수매자금

혹은 출하장려금 지원이 각각 23.7%, 22.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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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저장량 정보 제공 시 선호하는 인센티브
단위: %
구분
저장시설 건설(보완)자금 지원

지역별
전남

경북

운영주체별
경남

전체

농협

개인법인

전체

66.7

28.0

57.1

45.8

50.0

44.7

45.8

원물 수매자금 지원

0.0

32.0

21.4

23.7

16.7

25.5

23.7

출하장려금 지원

33.3

20.0

21.4

22.0

25.0

21.3

22.0

ICT(입출고 정보시스템) 설비 지원

0.0

8.0

0.0

3.4

0.0

4.3

3.4

기타
계

0.0

12.0

0.0

5.1

8.3

4.3

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4. 조사 결과의 시사점
마늘과 양파 주산지 저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저장업체 및 저장업체 운
영 실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장업체 현황자료의 미비이다. 마늘, 양파 주산지의 저장업체 심
층조사를 위하여,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650여개
업체 리스트를 제공받았으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급품목이 변경되었거
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도산하는 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업체가 440개
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자료인 저장업체 현황조차도 관리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 저장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현황이 파악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합 관리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업체 현황 및 사
후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장정보 제공의 거부감이다. 마늘, 양파 주산지의 저장업체 조사
대상 650개 가운데 조사 거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업체는 100개 업
체 이상으로 여전히 저장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지역별로 전남이 48%로 미조사 업체 중 조사 거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저장업체의 저장정보 제공
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저장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조사업체 207개 가운데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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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설립된 저온저장 시설이 49%, 2000년대 이전 설립된 시설은 82%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보다는 경북과
경남지역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
의 시설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저장시설 신축 지원보다는 시설현대화 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장정보 제공에 대한 희망 인센티브도
시설 지원에 대한 비중이 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수급정책에 민간 저장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사업
체의 저장량은 마늘이 71천 톤, 양파가 204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특히 개인 및 법인의 저장 비중이 마늘, 양파 모두 70% 이상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저장 비중이 30% 이하인 농협 저장물량으로의 출
하조절로는 저장출하기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저장물량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의 수급
정책 참여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하여 농산물냉장협회,
마늘가공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회원사의 수급정책 참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양념채소의 계약재배 및 수매 비율이 높아 항상 경영의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저장물량은 계약재배와 수매를 통해 원물을 구입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협은 대부분 90% 이상의 물량을 계약재배
및 수매를 통해 원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을 포함할 경우, 계약
재배 및 수매 비율은 마늘 52%, 양파 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매가격 등락에 따라 원물 구입가격이 결정되고, 마늘, 양파의 수매
가격이 높을 경우, 원물가격에 전가되어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격등락의 불안요인은 저장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여섯째, 마늘은 가공 비율이 높고 양파는 낮다. 통마늘은 수확 후 저장업
체 및 가공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율은 86%로 대부분의 마늘이 수확 후
깐마늘로 가공되어 시장에 출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마늘로 바로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비율은 3%로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깐
마늘 가공 후에는 51%가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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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별로 농협의 경우, 깐마늘의 28%가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반면,
개인 및 법인은 5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협의
경우 ‘본마늘’3 등을 통한 하나로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급식 등 대량수요
처로의 유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양파는 수확 후 저장
업체를 거쳐 도매시장으로 55%, 대형유통업체로 16% 유통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깐양파 등 가공 비율은 7% 수준으로 가공 비율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일곱째, 저장정보 제공 법제화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으나, 개인 및
법인의 반대의사는 상대적으로 높다. 저장정보 제공의 법제화 대해 ‘찬성’
의견은 51%로 ‘반대’ 25%보다 높았으나, 운영주체별로 ‘반대’ 비율은 농
협이 13%, 개인 및 법인은 30%로 개인 및 법인의 반대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따른 저장정보 제공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의외로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가 52%로 많았으
나, 이 또한 농협의 비율이 개인 및 법인의 조사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장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저장시설 건설(보완)자금에
대한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매자금 혹은 출하장려금
지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양념채소 저장량 추정

앞서 조사된 저장·가공업체의 유통실태를 바탕으로 마늘과 양파의 연간
저장량을 추정하여, 기존 KREI 농업관측본부의 관측표본조사 추정치와
3

‘본마늘’은 농협 전국 공동 농산물 브랜드로 2011년 12월에 출범하였으며, 마늘
가공공장 직영 12개 농협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대량수요처, 도매시장 등으로 가공
마늘을 출하하고 있다. ‘본마늘’의 연간 마늘 취급물량은 3,500~4,000톤 내외이며,
참여 농협으로는 부석농협, 서남부채소농협, 땅끝농협, 신녕농협, 의성농협, 동남
해농협, 새남해농협, 창녕농협, 고산농협, 김녕농협, 함덕농협, 대정농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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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마늘과 양파 연간 저장량은 저장출하기 도매시장 반입량과 저장·가공업체의
도매시장 출하 비중, 저장출하기 감모율(부패율)을 감안하여 도출 가능하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국내산 마늘·양파 취급량은 마늘이 평균 48천 톤,
양파가 499천 톤 내외이다<표 3-19>.
<표 3-19> 공영도매시장 국내산 마늘·양파 취급량
단위: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년

마늘

32,988

52,877

41,347

48,528

88,938

47,584

양파

493,831

499,958

503,899

459,275

620,125

499,229

주: 평년은 5개년 자료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http://market.okdab.com).

양파 저장량은 출하(가능)량과 저장시기 감모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파 평균 감모율은 11～12% 수준이다(KREI 농업관측본부). 제2장의 저장
업체 양념채소류 저장 실태에서 저장양파의 도매시장 출하 비중은 55.4%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파 저장출하시기 도매시장 반입량을 저장업체의 양
파 도매시장 출하 비중으로 나누면 저장양파 전체 출하량, 즉 저장출하기
양파 전체 유통량이 산출되고, 이는 결국 저장업체의 양파 전체 저장량 중
에서 감모량을 제외한 출하가능량이 된다<그림 3-7>.
<그림 3-7> 저장출하기 양파 도매시장 출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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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저장업체의 양파 전체 출하량을 저장양파 감모율을 제외한 출하가능
비중 88.5%로 나누어주면 결과적으로 양파 전체 저장량을 추정할 수 있다.
양파는 저장업체에서 도매시장으로 주로 원물 형태로 출하되고 있으며,
저장출하기(8월～익년 4월4) 반입량은 도매시장별 출하 비중에 따라 전체
반입량의 60～65% 내외로 추정된다<표 3-20>. 따라서 저장업체의 저장출
하기 도매시장 양파 출하량은 301천～327천 톤 수준이다.
<표 3-20> 양파 월별 도매시장 출하 비중
단위: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10.1

13.2

12.9

7.6

7.3

7.0

7.3

7.1

7.1

6.8

5.9

7.9

가락

9.1

12.0

9.6

7.4

7.5

7.5

7.8

7.9

7.8

7.5

7.0

8.7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http://www.epis.or.kr: 2016. 3. 11.).

저장출하시기 양파 도매시장 출하량은 301천～327천 톤이고, 저장업체의
저장양파 도매시장 출하 비중은 55.4%이므로, 저장업체의 양파 출하가능량
(저장출하기 총유통량)은 543천～590천 톤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저장출하기 양파 평균 감모율(부패율) 11～12%를 제외한 출하 가능 비
중은 88.5% 내외로, 저장출하기 전체 유통량 543천～590천 톤에 88.5%를
나누어주면 양파 전체 저장량은 연간 614천～667천 톤이다. 따라서, 도매
시장 양파 출하량과 저장업체의 도매시장 출하 비중을 감안한 양파 연간
저장량은 평균 640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표 3-21>.

4

양파는 4월에 전년산 저장물량과 조생종 햇양파 출하가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저장물량이 40%, 햇양파가 60% 비중으로 출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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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양파 연간 저장량 추정
단위: 톤
구분

저장출하기
도매시장 반입량

저장출하기
1)
양파 총출하량

전체 저장량2)

전국도매시장 출하 비중 기준

300,856

543,130

613,707

가락도매시장 출하 비중 기준

326,973

590,278

666,980

주 1) 도매시장 양파 반입량에 저장업체의 양파 도매시장 출하 비중 55.4%를 나눈 값.
2) 양파 전체 유통량에 감모량 11∼12%를 포함한 전체 저장량.

양파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 반입량과 저장 및 가공업체의 도매시장 출
하 비중을 이용하여 마늘의 연간 저장량을 추정하였다.
마늘 저장량 중에서 연간 감모율 6.6%(KREI 농업관측본부)를 제외하고,
출하가 가능한 저장출하기 마늘 총유통량은 저장량의 93.4%로 추정된다.
양파와 달리 마늘은 저장마늘의 대부분이 가공업체를 거쳐 출하되고 있는
데, 저장·가공업체에 입고된 통(피)마늘은 85.8～97.2%가 자가 혹은 임대
형태로 가공되어 출하되고, 앞선 조사에서 가공된 깐마늘의 51.4%가 도매
시장으로 출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그림 3-8> 마늘 연간 저장량 추정
저장업체

출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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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은 깐마늘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나 통(피)마늘과 같
이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도매시장 반입량을 통(피)마늘과 깐마
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마늘의 경우 마늘 성출하기(6～7월)와 김장철에 출하량의 15% 내외만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농식품부 보도자료 2016. 7. 27.) 이를 감안한 공영
도매시장 국내산 통마늘 연간 반입량은 7～8% 수준이고, 깐마늘 반입량은
전체 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저장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9월 이후부터는 통마늘 유통량이 2～3% 수준에 불과
하고, 나머지 97% 이상이 깐마늘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3-22>.
<표 3-22> 마늘 월별 도매시장 출하 비중
단위: %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2.1

11.4

7.1

4.9

4.3

7.4

5.6

3.9

5.0

6.8

6.9

14.6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http://www.epis.or.kr: 2016. 3. 11.).

앞서 추정된 출하 비중을 감안한 깐마늘 도매시장 출하량은 연간 약 44천
톤으로 추정되며, 마늘 저온저장량이 출하되는 9월～익년 6월5 깐마늘 출하
량은 36천 톤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저장출하기 공영도매시장의 깐마늘 출하량 36천 톤에 저장업체의 깐마늘
도매시장 출하 비중 51.4%를 계산하면 저장출하시기 깐마늘 전체 유통량은
약 70천 톤으로 추정되고, 이를 통(피)마늘로 환산한 물량(가공수율 85%
적용)은 약 82천 톤이다. 저장된 마늘이 가공업체를 거쳐 출하되는 비중은
저장업체 조사치가 85.8%이며, 저장출하기 도매시장 가공마늘 유통 비중은
97.2%이기 때문에, 환산된 82천 톤의 저장업체 통(피)마늘 출하량을 시나

리오를 구분하여 계산할 경우 저장출하기 통(피)마늘 전체 유통량은 85천～
5

마늘이 유통되는 연산연도를 햇마늘 시장 출하가 많아지는 6월부터 익년 5월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가공업체에서 많이 취급하는 난지형 대서종 출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전년산 이월재고량을 6월까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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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저장마늘 감모량(감모율 6.6%)을

제외한 유통량이기 때문에 출하 가능 비중 93.4%를 적용한 마늘 총저장량은
91천～103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또한, 마늘 전체 저장량은 가공업체 가공량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마
늘 가공업체 조사 결과 깐마늘 전체 가공업체의 일일 평균 깐마늘 가공량
은 약 300톤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일일 가공량과 가공일 수(25일×10개
월)를 감안한 저장출하기 깐마늘 출하량은 75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깐마늘 유통량 75천 톤을 가공수율 85%를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물량은 88천 톤이고, 가공업체 마늘 취급 비중 85.8～97.2%를 적용한 저장
출하기 마늘 전체 유통량은 통마늘 기준 91천～103천 톤으로 추정된다. 여
기에 저장감모량을 감안한 마늘 전체 저장량 추정치는 97천～110천 톤 내
외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3-23>.
<표 3-23> 마늘 연간 저장량 추정
단위: 톤

구분

저장출하기
깐마늘
도매시장
출하량

저장출하기
깐마늘 전체
1)
출하량

저장출하기
통(피)마늘
2)
환산량

출하량 기준

35,947

69,934

82,276

가공량 기준

-

75,000

88,235

저장출하기
통(피)마늘
전체
3)
출하량

전체
저장량4)

95,884

102,697

84,668

90,684

102,829

110,136

90,801

97,253

주 1) 출하량 기준은 도매시장 깐마늘 출하량에 깐마늘 도매시장 출하 비중 조사치 51.4%를 나눈 값이며,
가공량 기준은 깐마늘 가공업체의 인터뷰 결과(깐마늘 300톤/일×25일×10개월) 수치임.
2) 깐마늘 전체 출하량을 가공 수율 85%로 나누어 통(피)마늘로 환산한 양임.
3) 가공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통(피)마늘 비중 조사치 85.8%와 도매시장 가공마늘 출하 비중 추정치
97.2%를 나눈 값임.
4) 마늘 전체 유통량에 감모량 6.6%를 포함한 전체 저장량임.

마늘·양파 도매시장 반입량과 저장·가공업체 출하 비중으로 환산한 연간
저장량은 마늘 91천～110천 톤, 양파 614천～667천 톤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기존 KREI 농업관측본부의 추정량과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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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REI 농업관측본부의 마늘 추정 저장량은 100천 톤 내외로 난지형
마늘 생산량의 35～37% 수준이며, 양파 저장량은 620천～655천 톤으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의 55% 수준이다<표 3-24>.
2013년 마늘 저장량은 생산량 증가로 130천 톤까지 저장되었으나,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적었던 2015～2016년산 저장량은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가공마늘 소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마늘 가공업체가 일정
물량을 저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량 감소로 2016년 마늘 저장 비중은
난지형 마늘 생산량의 40% 내외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파는 일반적으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의 55%가 저장되나, 2015년에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저장업체들의 가격 상승 기대로 저장 비중이 58%까지
증가하였다.
<표 3-24>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 저장량 및 생산량 대비 비중
단위: 톤,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마늘

81,670
(32.5)

105,314
(36.7)

130,269
(37.1)

105,354
(34.6)

85,576
(38.3)

92,973
(39.3)

양파

736,730
(54.8)

567,500
(53.4)

661,860
(54.6)

770,529
(53.0)

556,426
(57.5)

631,944
(56.9)

주: 괄호 안의 값은 난지형 마늘과 중만생종 생산량 대비 비중임.

KREI 농업관측본부에서 발표했던 평균 저장량은 마늘이 2011～2015년

기준 99천～102천 톤으로 난지형 마늘 생산량의 35～36% 수준이고, 2012～
2016년 기준 저장량은 101천～104천 톤으로, 난지형 생산량의 37% 수준

이다. 양파의 KREI 저장량 추정치는 2011～2015년 기준 655천～659천 톤
으로 중만생종 양파의 54～55% 수준이고, 2012～2016년 기준 저장량은
620천～638천 톤으로, 중만생종 생산량의 55% 수준이었다<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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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마늘·양파 저장량 비교
단위: 톤, %
구분

기존 추정치
평년

신규 추정치
평균

98,748
(35.1)

101,637
(35.8)

2012~2016년

101,214
(36.7)

103,897
(37.0)

2011~2015년

655,363
(54.3)

658,609
(54.5)

2012~2016년

620,435
(55.0)

637,652
(54.9)

2011~2015년
마늘

양파

최소

최대

90,684

110,136

(평년: 32.3~32.9)

(평년: 39.2~39.9)

(평균: 32.0~32.3)

(평균: 38.8~39.2)

613,707

666,980

(평년: 50.9~54.4)

(평년: 55.3~59.1)

(평균: 50.8~52.8)

(평균: 55.2~57.4)

주 1) 평년은 5개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괄호 안의 값은 난지형 마늘과 중만생종 생산량 대비 비중임.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저장업체 유통실태와 도매시장 출하량을 근거로 산
출한 마늘 평균 저장량은 시나리오별로 난지형 마늘 생산량의 32～40% 수
준이고, 양파는 중만생종 생산량의 51～59% 수준이다<표 3-25>. 도매시장
유통 비중으로 새로이 추정된 마늘과 양파 평균 저장량은 KREI 농업관측
본부의 기존 저장량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늘·양파 출하 패턴 분석

앞서 조사된 저장업체들의 마늘·양파 시기별 출하 비중을 통해 저장업체
들의 마늘과 양파 출하 패턴을 분석하였다.
기존 KREI 농업관측본부의 저장마늘 시기별 출고량 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3-26>에서 출하 초기인 9∼10월의 마늘 출고 비중은 평균 19%이고,
11∼12월의 출고 비중은 28% 내외로 가장 높았다. 익년 1월과 2월의 출고

비중은 약 15%, 봄철 3∼4월에는 20% 수준이며, 저장물량과 햇마늘이 같
이 소비되는 5월 이후에는 19% 수준이었다. 보통 마늘 출하량은 김장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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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과 학교 개학 및 행락철인 3∼4월의 마늘 출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KREI 농업관측본부 시기별 마늘 출고 비중
단위: 톤, %
연산

9~10월

11~12월

1~2월

3~4월

5월

6월

계

2010년

17,120
(27.0)

14,325
(22.6)

10,146
(16.0)

13,671
(21.6)

5,392
(8.5)

2,696
(4.3)

63,350
(100.0)

2011년

17,372
(21.3)

22,134
(27.1)

13,454
(16.5)

13,688
(16.8)

11,206
(13.7)

3,816
(4.7)

81,670
(100.0)

2012년

19,225
(18.3)

28,929
(27.5)

14,489
(13.8)

26,074
(24.8)

11,723
(11.1)

4,874
(4.6)

105,314
(100.0)

2013년

14,959
(11.5)

37,570
(28.8)

23,099
(17.7)

16,113
(12.4)

10,049
(7.7)

28,479
(21.9)

130,269
(100.0)

2014년

16,869
(16.0)

31,292
(29.7)

16,299
(15.5)

24,469
(23.2)

8,345
(7.9)

8,080
(7.7)

105,354
(100.0)

2015년

17,067
(19.9)

26,528
(31.0)

10,074
(11.8)

20,464
(23.9)

8,507
(9.9)

2,936
(3.4)

85,576
(100.0)

주: 괄호 안의 값은 입고량 대비 출하 비중임.

<표 3-27> 저장업체 시기별 통마늘 출하 비중
단위: %
구분

1월 이후

계

45.8

54.2

100.0

2010년

49.6

50.4

100.0

2011년

48.4

51.6

100.0

2013년

40.3

59.7

100.0

2015년

50.9

49.1

100.0

저장업체 조사치(평균)

추정치

9~12월

저장업체들의 시기별 저장량 출하 비중을 살펴보면, <표 3-27>과 같이
마늘은 평균적으로 저장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9월에서 12월까지 전체
저장량의 45.8%를 출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익년 1월 이후의 출하
비중은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KREI 관측본부의 시기별 마늘 출고량 추정치는 생산량과 저장
량이 감소했던 2010년, 2011년, 2015년의 경우 12월 이전 출하 비중이 저장

양념채소 저장 실태 및 저장량 추정

81

업체 평균 조사치보다 더 높았으나, 생산량 수준이 크게 증가했던 2013년
에는 12월 출하 비중이 평균 조사치보다 낮고, 1월 이후의 출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2010~2015년 마늘 생산량 및 저장량
생산량

저장량

주: 저장량은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6. 8. 9.).

2010년과 2011년, 2015년 마늘 생산량은 각각 272천 톤, 295천 톤, 266천

톤으로 평년 생산량보다 15% 이상 적었고, 생산량 감소로 인해 당해년 마늘
저장량 역시 평균 저장량보다 2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2013년 마늘 생
산량은 평년보다 25% 많은 412천 톤이 생산되어 저장량도 130천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3-9>.
생산량이나 입고량에 따라 9∼12월, 1월 이후의 마늘 출하 비중이 저장
업체의 조사치와 다른 이유는 다양하지만, 생산량이나 입고량이 적을 경우
에 가저장량이 적어 저장업체의 마늘 출고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초기 출고
량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저장·가공업체들과 대량수요
처들의 저장마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 마늘 공급량이 적었
던 2010년, 2011년, 2015년의 9∼10월 출고 비중은 각각 27.0%, 21.3%,
19.9%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량이 많아 가저장량이 증

가했던 2013년에는 9∼10월 출고 비중이 11.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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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2월까지는 마늘 소비가 증가하거나 저장 및 가공업체 간에
저장마늘 거래가 활발한데 생산량이 적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가
공업체들의 저장마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1월부터는 저온저장
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따라서 자체가공을 하지 않는 일반 저
장업체들의 경우 저장량 출하 혹은 저장시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업체들간 저장마늘 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
KREI 농업관측본부의 월별 마늘 재고량에 대한 도매가격 신축성을 살

펴보면<표 3-28>, 저장마늘에 대한 수요가 12월까지는 증가하나, 물량 확
보가 충족되고 햇마늘 출하시기가 다가오면서 저장마늘에 대한 수요는 점
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3-28> 월별 재고량에 대한 마늘 가격 신축성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53

-1.72

-2.12

-2.06

-1.63

-0.72

-0.74

-0.14

<표 3-29> KREI 농업관측본부 시기별 양파 출고 비중
단위: 톤, %
연산

8∼9월

10월

11월

12월

1∼3월

4월 이후

계

2010년

78,877
(13.7)

78,279
(13.6)

92,673
(16.1)

82,002
(14.3)

197,942
(34.5)

44,058
(7.7)

573,831
(100.0)

2011년

90,740
(12.3)

89,490
(12.1)

108,180
(14.7)

116,780
(15.9)

260,525
(35.4)

71,015
(9.6)

736,730
(100.0)

2012년

78,348
(13.8)

71,692
(12.6)

51,500
(9.1)

98,000
(17.3)

230,974
(40.7)

36,986
(6.5)

567,500
(100.0)

2013년

81,997
(12.4)

60,605
(9.2)

77,553
(11.7)

124,756
(18.8)

249,855
(37.8)

67,094
(10.1)

661,860
(100.0)

2014년

87,919
(11.4)

96,332
(12.5)

88,801
(11.5)

117,007
(15.2)

308,980
(40.1)

71,490
(9.3)

770,529
(100.0)

2015년

79,838
(14.3)

75,745
(13.6)

88,463
(15.9)

97,922
(17.6)

196,756
(35.4)

17,702
(3.2)

556,426
(100.0)

주: 괄호 안의 값은 입고량 대비 출하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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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농업관측본부의 저장양파 시기별 출고량 추정치를 살펴보면<표
3-29>, 출하 초기인 9∼10월의 양파 출고 비중은 평균 13%이고, 11∼12월

출고 비중이 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까지 양파 저장비용은
일정하나, 1월부터는 매월 저장비가 상승하여 12월에 출고를 늘리는 저장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월 이후 출고 비중(이월 비중)은 3∼10%
수준으로 2015년과 같이 저장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에는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업체들의 시기별 저장량 출고 비중을 살펴보면<표 3-30>, 양파는
평균적으로 저장물량이 본격적으로 출고되는 8월에서 12월까지 전체 저장
량의 57.6%를 출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익년 1월 이후의 출고 비중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저장업체 시기별 양파 출고 비중
단위: %
구분
저장업체 조사치(평균)
추정치

8~12월

1월 이후

계

57.6

42.4

100.0

2014

50.6

49.4

100.0

2015

61.5

38.5

100.0

동 기간 KREI 관측본부의 시기별 양파 출고량 추정치는 생산량이 감소
했던 2015년에는 12월 이전 출고 비중이 61.5%로 저장업체 평균 조사치
(57.6%)보다 높았으나, 생산량 수준이 크게 증가했던 2014년에는 12월 출

고 비중이 50.6%로 평균 조사치보다 낮았으며 1월 이후의 출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같이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6월에 수확된 양파는 대부분 가저

장되지 않고 저장이 이루어진다. 가저장 양파가 부족할 경우, 저장양파가
예년보다 빨리 출고가 이루어져 초기 출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2014년과 같이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가저장 양파가 8월까지 출하되

어 저장양파 출고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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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저장업체 양파 출고 시작시기 7∼8월 비중과 중만생종 생산량

주: 저장업체 양파 출고시기는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6. 8. 9.).

과거 양파 생산량과 저장업체의 출고 시작시기인 7~8월의 비중을 분석
한 결과<그림 3-10>, 생산량이 많았던 해에는 7∼8월에 출고를 시작하는
저장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생산량이 적었던 2015년에는
7∼8월에 출고를 시작하는 저장업체의 비중은 53.5%, 생산량이 많았던
2014년에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이 적었던 2015년에는 출고 시작시기가 7월인 반면, 생산량이 많
았던 2014년에는 8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이 2014년보다 출고시기
가 1개월가량 빨리 이루어져 12월까지 출고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과 같이 생산량이 적은 시기에는 저장업체의 가격 상승 기
대심리로 출고를 늦추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2.2.1. 양념채소 저장
체계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5년에는 저장업체의 저장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생산량 대비 입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고율이 높은
경우에는 저장업체의 출고 조절로 9∼12월의 가격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5년과 같이 생산량이 적었던 시기는 출고시기가 빨라져 12월
까지 출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입고율과 9∼12월
가격 패턴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저장업체가 향후 가격 기대심리로 출고
조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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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는 1년에 한번 수확해서 저장 후 연중 출하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저장량이 결정되나, 단순히 국내 생산량뿐만 아니라
민간 수입과 정부의 TRQ를 고려하여 저장 행위를 한다. 정부는 저장량이
결정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TRQ를 운영하고 과잉일 경우 폐기하는 등
수급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장량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점은
세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양념채소
저장업체 행태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공급여건에 따른 저
장량 추정과 생산자들의 판매수입, 소비자의 지출액들을 추정하였다. 특히
수입과 TRQ 방출에 따른 저장량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공급여건에 따른
저장량 흐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1. 분석 모형의 이론적 배경

1.1. 개별 저장업체 이윤극대화
양념채소 출하는 수확기, 단경기, 저장출하기로 나눌 수 있으며, 완전경쟁
하에서의 저장업자  의 이윤극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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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단경기 가격(역 수요곡선),   는 저장출하기 가격(역

수요곡선),   는 수확기 가격
-   는 단경기 생산량,   는 저장출하기의 생산량,  는 저장업자  가

단경기에 방출하는 물량,  는 저장업자  가 저장출하기의 출하량,
는 저장업자  가 수확기에 구매하여 저장하는 물량
-  는 저장업자  가 단경기까지 저장하는 단위당 비용,  는 저장업자
 가 저장출하기까지 저장하는 단위당 비용
- 는 저장업자  가 저장사업을 하는 데 드는 고정비용

이윤극대화 문제에서는 개별 저장업자가 이윤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과
 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윤극대화의 1계 조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 


          
(3) 


식(2)와 식(3)을 모든 저장업자에 대해 합산하고 저장업자의 수 으로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4)        ,  



 

(5)        ,  

6

 





 

 




완전경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실상 저장업자의 수는 매우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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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과  는 각각 단경기와 저장출하기의 개별 저장업자들의 단
위당 저장비용에 대한 평균이다. 식(4)와 식(5)는 사실상 저장업자들의 단
경기와 저장출하기의 공급 행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관계곡선
(Supply relation curve)이라고 할 수 있다

1.2. 양념채소 출하기의 시장균형
양념채소 출하기인 수확기, 단경기, 저장출하기의 시장균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6)       : 수확기 생산량
(7)          : 수확기 (국산 농산물) 수요
(8)          : 단경기 (국산 농산물) 수요
(9)          : 저장출하기 (국산 농산물) 수요
(10)        : 단경기 공급관계
(11)        : 저장출하기 공급관계
(12)            : 균형조건
-   는 저장용이 아닌 수확기의 소비용 물량
-  는 가격 외에 수확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는 가격 외에

수확기의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는 가격 외에 단경
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는 가격 외에 저장출하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는 수확기에 방출되는 민간 수입 및 정부의 TRQ,   는 단경기에

방출되는 물량,   는 저장출하기에 방출되는 물량
<그림 4-1>은 시장균형이다. <그림 4-1>에서  는 공급곡선,   는 수확기

소비,   은 단경기 소비,   는 저장출하기 소비이다. 수확기의 총소비

  는 수확기 소비   와 단경기 소비량   과 저장출하기 소비량   를
환산한         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총수요   와 공급곡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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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점에서 수확기의 균형가격   가 결정된다.
단경기에서 균형은 저장업자들의 실질적 한계비용인     과   이 만
나는 점에서 저장출하물량   과 출하가격   에서 결정되며, 저장출하기의
균형은 저장업자들의 실질적 한계비용인     와   가 만나는 점에서
저장출하물량   와 출하가격   가 결정된다. 이때 단경기 출하량   및
저장출하기물량   와 수확기 소비량   를 합산한 것이 수확기의 총수요
량이며, 이는 수확기 생산량   (식(7))과 같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저장을 통한 수확기,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 걸친 시장균형

식(6)～(12)를 전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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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또한 식(6′)～식(12′)를 각각 식(6)～식(12)의 왼편에 있는 변수로 나
누고 탄성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로그-차분(log-differential)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13)       
(14)          
(15)           
(16)       
(17)           
(18)       
(19)           
- 식(13)～식(19)에서 E로 표시한 것은 각 변수의 비율적 변화율(로그

차분)이며, 예를 들어   =   
-  및  는 공급측면에서의 탄성치
-  ,  ,  는 각각 수확기 농산물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성치, 수확기
농산물 수요의 수요 변동요인에 대한 탄성치, 수확기에 정부에 의해

방출되는 물량의 수확기 농산물 수요량에 대한 비중
-  ,  ,  ,  ,  ,  는 각각 단경기 농산물 수요의 가격 탄성치, 단
경기 농산물 수요의 수요 변동요인 탄성치, 단경기에 정부에 의해

방출되는 물량의 농산물 수요량에 대한 비중, 저장출하기 농산물 수
요의 가격 탄성치, 저장출하기 농산물 수요의 수요 변동요인에 대한
탄성치, 저장출하기에 TRQ의 농산물 수요량에 대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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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는 각각 수확기 가격의 단경기 가격에 대한
비율, 수확기 가격의 저장출하기 가격에 대한 비율, 단경기까지의 평균

저장비용이 단경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장출하기까지의 평균
저장비용이 저장출하기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량 중에서 수
확기 수요량의 비중, 생산량 중에서 단경기 수요량의 비중, 생산량
중에서 저장출하기의 수요량 비중
식(6′)～식(12′)를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의 행렬식으로 정리하면, 식
(2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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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에는 저장행위가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분석에서 수요곡선의 이동을 나타내는

 및  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저장비용의 변화도 없다고 가정하여
 및 도 0으로 처리하였다.
공급곡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는 저장량이 줄어든 상황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과소생산(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10%, -20%, -30%, -40% 등의 값으로
산정하여 공급곡선이 하향 이동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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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념채소 저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사용된 자체 가격에 대한 수요 및 공급탄성치는 <표 4-1>에 제시
되어 있다. 공급탄성치는 한석호 외(2011)의 추정 결과에서 발췌하였으며,
가격에 대한 수요탄성치는 KREI 농업관측본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별 출고량 및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추정 결과를 이용하였다.
<표 4-1>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한 탄성치
가격에 대한 수요탄성치

구분
마늘
양파

수확기

저장출하기

단경기

가격에 대한
공급탄성치

-0.74
-0.29

-0.53
-0.19

-0.68
-0.32

0.85
0.50

자료: 한석호 외(2011); KREI 농업관측본부.

양념채소 저장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는 현재
보다 저장량이 각각 10%, 20%, 30%, 40%씩 줄어드는 경우를 기본 시나
리오로 가정하였다. 양념채소의 출하기는 마늘의 경우 수확기 6～8월, 저
장출하기 9월～익년 4월, 단경기는 5월로 설정하였고 양파의 수확기는 4～
7월, 저장출하기는 8월～익년 2월, 단경기는 3월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은 2011～2015년 생산량, 시기별 출하량, 가격
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였다<표 4-2>.
<표 4-2>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파라미터
구분

마늘

양파



0.7677

0.6420



0.8487

0.6089





0.7251

0.5199





0.1563

0.2109



0.1186

0.2691



주:  ,  ,  ,  ,  는 수확기 가격의 단경기 가격에 대한 비율, 수확기 가격의 저장출하기 가격에 대한
비율, 생산량 중에서 수확기 수요량의 비중, 생산량 중에서 단경기 수요량의 비중, 생산량 중에서 저장출
하기의 수요량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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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념채소 저장 감소에 따른 시장 파급영향
2.1.1.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효과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은 저장 물량 감소에 따른 마늘과 양파의 파
급영향 분석 결과, 마늘의 저장량 감소는 수확기에 소비되는 물량이 증가
되어 수확기 가격을 하락시키고, 단경기에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저장량 감소에 따른 수확기 가격 하락은 수확기의 소비를 작
게나마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3>.
마늘의 저장량이 10% 감소할 경우, 마늘 수확기 가격은 2.0% 하락하며,
생산량은 1.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수확기 수
요량은 1.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경기와 저장출하기 가격을 각
각 14.8%, 18.9%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의 저장량이 40% 감소
하는 극단적인 경우, 수확기 가격이 7.9% 하락하고, 생산량도 6.7%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경기와 저장출하기의 가격은 각각 58.8%, 75.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파의 경우에도 마늘과 마찬가지로 저장량 감소는 수확기에 생산량을
늘려 수확기 가격을 하락시키고, 단경기는 가격이 상승하며, 수확기 가격
하락에 따라 수확기 소비를 적게나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저장량이 10% 감소할 경우, 양파 수확기 가격은 7.4% 하락하고,
생산량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기 가격 하락에 따라 수
확기 수요량은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경기와 저장출
하기 가격을 각각 31.3%, 52.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저장량이 40% 극단적으로 감소할 경우, 수확기 가격은 29.5% 하락
하고, 생산량도 1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경기와 저장출하기
가격은 각각 125.0%, 210.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늘과 양파의 저장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농가
소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수확기에는 마늘시장보다 양파시장에 훨씬
더 큰 충격이 나타났으며,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도 마늘시장보다 양파
시장에 더 큰 충격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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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저장량 감소가 마늘과 양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입 및 TRQ 고려하지 않음)
구분

마늘

20% 감소

30% 감소

40% 감소

생산량 변화율

-1.7%

-3.4%

-5.1%

-6.7%

수확기 가격 변화율

-2.0%

-4.0%

-6.0%

-7.9%

수확기 수요량 변화율

1.5%

2.9%

4.4%

5.9%

14.8%

29.4%

44.1%

58.8%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

18.9%

37.7%

56.6%

75.5%

생산량 변화율

-3.7%

-7.3%

-11.1%

-14.8%

수확기 가격 변화율

-7.4%

-14.8%

-22.1%

-29.5%

단경기 가격 변화율

양파

저장량
10% 감소

수확기 수요량 변화율

2.1%

4.3%

6.4%

8.6%

단경기 가격 변화율

31.3%

62.5%

93.8%

125.0%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

52.6%

105.3%

157.9%

210.5%

수확기에 마늘의 생산량 변화율이 –1.7～-6.7%, 가격 변화율이 -2.0～
-7.9%이었으나, 양파는 생산량 변화율이 -3.7～-14.8%, 가격 변화율이 -7.4～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경기와 저장출하기에 마늘의 가격 변화율은

각각 14.8∼58.8%, 18.9∼75.5%이었으나, 양파는 각각 31.3∼125.0%, 52.6∼
210.5%로 더 크게 나타났다.

수확기 저장량 감소는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마늘보다 더 하락하여 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수입 및 TRQ를 고려한 경제적 효과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저장량 감소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확기, 단경기, 저장출하기에 수입 및 TRQ 방출을 가정하여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2011～2015년 평균 수입량을 기준으
로 하였다.
마늘의 경우, 마늘의 수입 및 TRQ는 국내산 마늘의 가격과 수요를 하락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저장량이 감소하면, 수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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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량이 늘어나 국내산 마늘가격을 하락시키고, 저장량이 적어지기 때문
에 단경기와 저장출하기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에서 마늘의 수입 및 TRQ를 고려하여 저장량이 10% 감소할

경우, 마늘 수확기 가격은 5.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은
4.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확기 가격 하락에 따라 수확기 수요

량은 2.4% 감소하나, 단경기와 저장출하기 가격은 각각 35.7%, 54.4%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의 수입 및 TRQ를 고려하여 저장량이 40% 감소할 경우, 마늘의 수
확기 가격은 11.3% 하락하고, 생산량은 9.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경기와 저장출하기의 가격은 각각 8.5%, 2.2%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수입 및 TRQ 방출로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보다 저장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의 경우도 마늘과 마찬가지로 수입 및 TRQ 방출이 양파 가격과 수
요를 하락시키는 영향이 나타났으나, 수입 및 TRQ 방출로 인한 효과는 저
장량 변화보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파의 수입 및 TRQ를 고려하여 저장량이 10% 감소할 경우, 양파 수확기
가격은 9.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은 4.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확기 가격 하락에 따라 수확기 수요량은 0.2% 증가하고, 단
경기와 저장출하기 가격은 각각 0.1%, 14.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경기와 저장출하기에 수입 및 TRQ 방출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가
저장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보다 작기 때문이다.
양파의 수입 및 TRQ를 고려하여 저장량이 40% 감소할 경우, 양파의 수
확기 가격은 31.1% 하락하고, 생산량은 1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단경기와 저장출하기 가격은 각각 93.9%, 172.6% 상승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가격 상승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및 TRQ 효과는 수확기 때보
다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 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늘의 저장량이 10% 감소할 경우, 수확기 가격 변화율은 수입 및 T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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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 하락하나, 수입 및 TRQ를 고려하면 5.3%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는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4.8∼18.9%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
입 및 TRQ를 고려하면 오히려 35.7∼54.4% 하락하였다.
양파의 저장량이 10% 감소하면, 수확기 가격 변화율은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7.4% 하락하나, 수입 및 TRQ를 고려하면 9.0% 하락
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는 31.3∼
52.6% 가격이 상승하나, 0.1∼14.7%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이는 수확기에는 출하량이 많아 수입 및 TRQ 방출 효과가 크지 않으나,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는 물량이 소비되고 저장량도 줄어들어 소량의 수
입 및 TRQ 방출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양파보다 마늘의
수입 및 TRQ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은 마늘은 저율 관세인 냉동마늘의 민
간 수입과 정부의 TRQ 등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표 4-4>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마늘과 양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분

마늘

양파

수입 및 TRQ를 고려한 저장량
10% 감소

20% 감소

30% 감소

40% 감소

생산량 변화율

-4.5%

-6.2%

-7.9%

-9.6%

수확기 가격 변화율

-5.3%

-7.3%

-9.3%

-11.3%

수확기 수요량 변화율

-2.4%

-1.0%

0.5%

-2.0%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

-54.4%

-35.5%

-16.7%

2.2%

단경기 가격 변화율

-35.7%

-20.9%

-6.2%

8.5%

생산량 변화율

-4.5%

-8.2%

-11.9%

-15.6%

수확기 가격 변화율

-9.0%

-16.4%

-23.8%

-31.1%

0.2%

2.7%

4.9%

7.0%

14.7%

67.3%

119.9%

172.6%

0.1%

31.4%

62.7%

93.9%

수확기 수요량 변화율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
단경기 가격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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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생산자 판매수입 및 소비자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은 마늘과 양파의 저장량 감소에 따른 생산
농가의 판매수입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7 <그림 4-2>에서 마늘의 생
산자 판매수입은 저장량이 10%, 20%, 30%, 40% 감소할 경우 각각 3.7%,
7.4%, 11.0%, 14.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파의 생산자 판매수입

은 각각 11.1%, 22.1%, 33.2%, 44.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장업체의 저장량이 감소할수록 마늘과 양파의 생산농가 판매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저장업체의 저장행위가 생산농가 판매수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저장량 감소가 생산자 판매수입에 미치는 영향
(수입 및 TRQ 고려하지 않음)

또한 양파의 생산농가 판매수입 변화율이 마늘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 부피가 작고 농가 저장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마늘이 양파보다
저장량 감소에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7

생산자 판매수입(조수입) 변화율은 식(13)에서 도출되는 내생변수   와   의
합으로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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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저장량 감소에 따른 소비자의 국내
산 마늘과 양파의 지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8 단경기에는 마늘의 소비자
지출액이 저장량이 10%, 20%, 30%, 40% 감소할 경우 마늘의 소비자 지
출액은 각각 4.8%, 9.4%, 14.1%, 1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파
의 소비자 지출액은 각각 21.3%, 42.5%, 63.8%, 8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5>.
저장출하기에는 저장량이 10%, 20%, 30%, 40% 감소할 경우 마늘의 소
비자 지출액은 각각 8.9%, 17.7%, 26.6%, 3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양파의 소비자 지출액은 각각 42.6%, 85.3%, 127.9%, 170.5%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늘과 양파의 소비자 지출액도 저장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마
늘과 양파의 생산자 판매수입보다 소비자 지출액에 저장업체의 저장 행위
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자 판매수입은 수확
기에 이루어지고, 소비자 지출액은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도 발생되기 때
문에 저장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소비자 지출
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장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한편, 저장량 감소에 따른 마늘의 소비자 지출액이 양파보다 크게 나타
난 것은 마늘의 단가가 양파보다 크게 높고, 마늘은 대부분 깐마늘로 판매
되기 때문에 가공비용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8

단경기와 저장출하기 소비자 지출액 변화율은 각각 식(13)에서 도출되는 내생변수
  와   의 합,   와   의 합으로 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지출액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유통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와   가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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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의 저장량 감소가 소비자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수입 및 TRQ 고려하지 않음)
저장량

구분
소비자
지출액
변화율

단경기

10% 감소

20% 감소

30% 감소

40% 감소

마늘

4.8%

9.4%

14.1%

18.8%

양파

21.3%

42.5%

63.8%

85.0%

저장

마늘

8.9%

17.7%

26.6%

35.5%

출하기

양파

42.6%

85.3%

127.9%

170.5%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저장량 감소가 마늘과 양파 생산 농가의 판
매수입변화와 소비자 지출액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수입 및 TRQ가 방출되고 저장량이 10%, 20%, 30%, 40% 감소할 경우
마늘의 생산농가 판매수입은 각각 9.8%, 13.5%, 17.2%, 20.8% 감소하고,
양파의 생산자 판매수입은 각각 13.5%, 24.5%, 35.6%, 46.7%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3>.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마늘과 양파의 생
산농가 판매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및 TRQ를 고
려하지 않았을 경우(저장량 40% 감소), 마늘과 양파의 농가 판매수입은 각
각 -14.7%, -44.3%였으나, 수입 및 TRQ 고려 시 각각 -20.8%, -46.7%로
더 낮아졌다.
특히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마늘의 농가 판매수입 감소폭이 양파
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마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파보다 수
입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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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저장량 감소가 생산자 판매수입에 미치는 영향(수입 및 TRQ 고려)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저장량 감소에 따른 소비자의 국내산 마늘
과 양파에 대한 지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9 수입 및 TRQ 방출과 저장량
이 10%, 20%, 30%, 40% 감소할 경우, 단경기에는 국내산 마늘에 대한 소
비자 지출액이 각각 45.7%, 40.9%, 36.2%, 31.5% 감소하고, 국내산 양파
소비자의 지출액은 각각 -9.9%, 11.4%, 32.7%, 53.9% 변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저장출하기의 국내산 마늘에 대한 소비자 지출액은 각각 64.4%,
55.5%, 46.7%, 37.8% 감소하고, 양파는 각각 4.7%, 47.3%, 89.9%, 132.6%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6>.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 소비자 지출액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은 수입 및 TRQ 방출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지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저장량이 감소할수록 저
장비용과 감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액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

9

단경기와 저장출하기의 소비자 지출액 변화율은 각각 식(13)에서 도출되는 내생변수
  와   의 합,   와   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비 지출액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유통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와
  가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라는 단순화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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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또한 양파보다 마늘의 소비자 지출액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은 국
내산 마늘에 대한 수입산 마늘 대체가 양파보다는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산
마늘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표 4-6>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 저장량 감소가 소비자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
(수입 및 TRQ 고려)
수입 및 TRQ를 고려한 저장량

구분
소비자
지출액
변화율

10% 감소

20% 감소

30% 감소

40% 감소

마늘

-45.7%

-40.9%

-36.2%

-31.5%

양파

-9.9%

11.4%

32.7%

53.9%

저장

마늘

-64.4%

-55.5%

-46.7%

-37.8%

출하기

양파

4.7%

47.3%

89.9%

132.6%

단경기

주: TRQ 고려는 수확기, 단경기, 저장출하기에 수입된 물량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시점에 수입된 물량
이 해당 시점에 방출되었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임(2011~2015년 평균 수입물량을 기
준으로 함).

2.2. 양념채소 생산 변화가 저장 행위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마늘과 양파의 생산량 감소가 시장과 저장업체의 저장 행태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식(13)에서 생육기 한파 및
비대기 가뭄과 같은 기상여건으로 공급측면의 충격인   가 각각 10%,
20%, 30%, 40%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내생변수의
변화율을 도출하였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수확기 마늘과 양파의 생산량 감소
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저장량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은 마늘의 경우, <표 4-7>에서 공급여건이
10%, 20%, 30%, 40% 하락하면 저장량은 각각 -3.2%, -6.5%, -9.7%, -12.9%

변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확량 감소는 저장출하기보다는 단경기의 방출량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은 단경기보다는
저장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단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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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화율은 5.1∼20.2%이나, 저장출하기는 5.6∼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경기 방출량 변화율은 -3.4∼-13.7%인 반면,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
화율은 -3.0∼-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여건에 따라 수확기 가격은 6.6∼26.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기 수요량은 가격상승에 따라 -4.9∼-19.5% 변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은 양파의 경우, 양파의 공급여건이 10%,
20%, 30%, 40% 감소하면, 저장량은 각각 2.1%, 4.3%, 6.4%, 8.6%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량 감소는 저장출하기보다는 단경기 가격에 상대
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경기 가격 변화율은 8.9
∼35.4%이나,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은 8.4∼33.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경기 방출량 변화율은 -2.8∼-11.3%인 반면, 반면,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화
율은 -1.6∼-6.4%인 것으로 나타나, 양파는 감모율이 높아 저장출하기보다는
단경기로 갈수록 저장량 품질로 인해 가격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여건 악화에 따라 수확기 가격은 13.8∼55.2% 증가하며, 수확기 수
요량은 가격상승에 따라 4.0∼16.0%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과 양파 저장업체들은 공급여건의 감소폭보다는 저장량 감소폭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여건 감소폭이 클수록 저장량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및 TRQ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저장출하기 이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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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공급여건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 및 저장량 변화(수입 및 TRQ 고려하지 않음)
구분
생산량 변화율
수확기 가격 변화율

마늘

10% 하락

20% 하락

30% 하락

40% 하락

-4.4%

-8.8%

-13.2%

-17.7%

6.6%

13.1%

19.7%

26.3%

수확기 수요량 변화율

-4.9%

-9.7%

-14.6%

-19.5%

단경기 방출량 변화율

-3.4%

-6.9%

-10.3%

-13.7%

단경기 가격 변화율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화율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

양파

공급곡선(여건)

5.1%

10.1%

15.1%

20.2%

-3.0%

-5.9%

-8.9%

-11.8%

5.6%

11.2%

16.7%

22.3%

총저장량 변화율

-3.2%

-6.5%

-9.7%

-12.9%

생산량 변화율

-3.1%

-6.2%

-9.3%

-12.4%

수확기 가격 변화율

13.8%

27.6%

41.4%

55.2%

수확기 수요량 변화율

-4.0%

-8.0%

-12.0%

-16.0%

단경기 방출량 변화율

-2.8%

-5.7%

-8.5%

-11.3%

8.9%

17.7%

26.6%

35.4%

-1.6%

-3.2%

-4.8%

-6.4%

8.4%

16.8%

25.2%

33.6%

-2.1%

-4.3%

-6.4%

-8.6%

단경기 가격 변화율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화율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
총저장량 변화율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수확기 마늘과 양파의 생산량 감소가 시장
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저장량 변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한 마늘의 경우, 마늘의 수입 및 TRQ를 고려한 공급
여건이 10%, 20%, 30%, 40% 하락하면 저장량은 각각 -34.7%, -38.0%,
-41.2%, -4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량 감소는 단경기보다는 저

장출하기의 방출량 및 가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단경기 가격변화율은 -2.3∼12.8%이나, 저장출하기는 -2.5∼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경기 방출량 변화율은 -32.7∼-42.9%인 반면, 저장출하기 방출
량 변화율은 -37.5∼-46.4%이며, 수확기 가격은 -3.0∼16.7% 변화하고, 수
확기 수요량은 -4.1∼-18.7%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한 양파의 경우, 양파의 수입 및 TRQ를 고려한 공
급 여건이 10%, 20%, 30%, 40% 감소하면 저장량은 각각 -9.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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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5.9% 변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량 감소는 저장출하기 가격

보다는 단경기 가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경기 가격 변화율은 4.3∼30.9%이나, 저장출하기는 4.1∼29.3%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단경기 양파 방출량 변화율은 -11.3%∼-19.8%인 반면,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화율은 -8.0%∼-1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기 가격은
6.8%∼48.1% 상승하고, 수확기 수요량은 가격상승에 따라 -4.0%∼-16.0%

변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파는 자급률이 95% 이상으로 마늘과 다르게 수입 및 TRQ의 영향이
크지 않고 단경기에 갈수록 감모율도 높아 가격과 방출량 변화율이 더 크
게 나타났다<표 4-8>.
<표 4-8> 공급여건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 및 저장량 변화(수입 및 TRQ 고려)
구분
생산량 변화율
수확기 가격 변화율

마늘

20% 하락

30% 하락

40% 하락

-12.5%

-17.0%

-21.4%

-25.8%

-3.0%

3.6%

10.2%

16.7%

수확기 수요량 변화율

-4.1%

-9.0%

-13.9%

-18.7%

단경기 방출량 변화율

-32.7%

-36.1%

-39.5%

-42.9%

-2.3%

2.8%

7.8%

12.8%

-37.5%

-40.4%

-43.4%

-46.4%

-2.5%

3.0%

8.6%

14.2%

-34.7%

-38.0%

-41.2%

-44.4%

-6.6%

-9.7%

-12.8%

-15.9%

6.8%

20.6%

34.3%

48.1%

단경기 가격 변화율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화율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
총저장량 변화율
생산량 변화율
수확기 가격 변화율

양파

수입 및 TRQ를 고려한 공급곡선(여건)
10% 하락

수확기 수요량 변화율

-4.0%

-8.0%

-12.0%

-16.0%

단경기 방출량 변화율

-11.3%

-14.2%

-17.0%

-19.8%

4.3%

13.2%

22.0%

30.9%

-8.0%

-9.6%

-11.2%

-12.8%

단경기 가격 변화율
저장출하기 방출량 변화율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
총저장량 변화율

4.1%

12.5%

20.9%

29.3%

-9.5%

-11.6%

-13.7%

-15.9%

주: 수입 및 TRQ 효과는 수확기, 단경기, 저장출하기에 수입된 물량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시점에 수입된
물량이 해당 시점에 방출되었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임(2011~2015년 평균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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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저장량 감소폭이 크
고, 마늘 저장업체는 공급여건 감소폭보다 더 크게 저장량을 줄이는 반면,
양파 저장업체는 공급여건 감소폭보다는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은 자급률이 70% 내외로 냉동마늘 등 저율관세 민간 수입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수입산 마늘 소비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마늘 저장업체
들은 수입 및 TRQ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양파는 민간 수입이 거의
없고, 수입은 대부분 TRQ이기 때문에 마늘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장량 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저장업체의 저장 행위와 이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대표적 양념채소인 마늘과 양파를 대상으로 출하시기인 수확기,
단경기, 저장출하기로 구분하여 공급, 수확기 수요, 저장량, 단경기 수요
및 공급, 저장출하기 수요 및 공급 등으로 구성되는 시장 균형모형을 설정
하였고, 저장량이 10%, 20%, 30%, 40% 감소하는 조건으로 기본 시나리오
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마늘의 수입 및 TRQ는 국내산 마늘의 가격과 수요를 하락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량이 감소하면, 수확기에 물량이 늘어나 국
내산 마늘 가격을 하락시키고, 저장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경기와 저장출
하기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수입 및 TRQ 방출로 인한
효과는 저장량 변화보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 변화율은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확기에 생산량이 많아 수입 및
TRQ 방출 효과가 크지 않으나,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는 물량 소비로 저

장량도 줄어 소량의 수입 및 TRQ 방출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마늘과 양파의 생산농가 판매수입은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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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및
TRQ를 방출할 경우 마늘의 농가 판매수입 감소폭이 양파보다 더 크게 나

타난 것은 마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파보다 수입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저장출하기 및 단경기에 소비자 지출액은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수입 및 TRQ 방출로 인한 가
격 하락으로 소비자 지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장량이 감소할수
록 단경기에 소비자 지출액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파보다는 마늘의 소비자 지출액이 더 크게 하락하는데 이는 국내
산 마늘에 대한 수입산 마늘 대체가 양파보다는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산
마늘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마늘의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공급여건이 하락하면, 저장출하기의
가격과 방출량이 단경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늘은 김장철 소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입 및 TRQ를 감안하더
라도 저장출하기의 가격과 방출량 변화가 단경기보다 크다.
양파는 단경기 가격과 방출량이 저장출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
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자급률이 95% 이상으로 마늘과 다
르게 수입 및 TRQ의 영향이 크지 않고 단경기에 갈수록 감모율도 높아 가
격과 방출량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마늘과 양파의 공급여건이 10%, 20%,
30%, 40% 감소하면 저장업체의 총 저장량 변화율은 마늘은 각각 34.7%,
38.0%, 41.2%, 44.4% 감소하고, 양파는 각각 9.5%, 11.6%, 13.7%, 1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저장량 감소폭이 크
게 나타났으며, 마늘의 저장업체는 공급여건 감소폭보다 더 크게 저장량을
줄이는 반면, 양파 저장업체는 공급여건 감소폭보다는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은 자급률이 70% 내외로 냉동마늘 등 저율관세 민간 수입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수입산 마늘 소비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마늘 저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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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수입 및 TRQ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양파는 민간 수입이 거의
없고, 수입은 대부분 TRQ이기 때문에 마늘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장량 감소
폭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념채소 저장량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과, 저장업체의 저장행위가 가격
안정, 농가의 판매수입 제고, 소비자 지출액 감소 등 양념채소 수급 안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수확기에 저장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저장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저장창고는 감모율이 높고 전기세 등 저장비용이 많이 들어 소비자
지출액이 단경기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낡은 저장창고를 보수하는 등
의 저장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 및 TRQ 방출이 저장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저장량 파악으로 수급에 필요한 수입 및 TRQ를 운영할 필
요가 있다. 저장량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저장업체의 저장 행
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
요하다.
결국, 저장업체들의 저장행위가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한 변수
이기 때문에 수급안정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념채소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본 장에서는 양념채소의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
진 로드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 과제로는 ICT를 활용한 재고량 시스템 구축 방안, 양념채소 관측정
보 고도화 방안, 민간 저장업체 정책 참여 방안, 수급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재고량 관리 방안, 저장정보 제공 의무화 방안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1. 기본 방향

마늘과 양파는 수확기 이후 저장·유통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
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장량이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120여 개의 표본 저장업체
를 매월 조사하여 저장(의향)량, 월별 재고 및 출고량, 감모량 등을 발표하
고 있으나, 모집단에 대한 통계가 없어 표본의 대표성, 추정 재고량의 적절
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저장량 파악 및 조절을 통하여 마늘·양파의 효율적인 수급안정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 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수급안정 정책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저장업체의 현황을 파악
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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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협조를 통해 기초자료인 저장시설 현황이 파악되어야한다.
둘째, 유통 및 저장 주체인 마늘가공협회, 농산물냉장협회 등 민간협회
를 통한 입/출고량이 파악되어야한다. 대부분의 저장업체가 정확한 저장량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본인의 정보 제공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민간협회에 역할을 부여하고, 저장출하기의 수급정책 파트너로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저장협회 회원사가 저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
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늘·양파 저장업체 중 정확한 저장정
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과 저장창고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협, 개인, 법인 등의 저장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추진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본권 제한, 헌법상 원칙 위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저장정보 제공의 의무화는 보다 정확한 저
장정보 생성 및 적절한 수급 대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2. 양념채소 수급안정체계 구축 로드맵

양념채소 저장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전략과 핵심주체별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그림 5-1>.
또한, 농업관측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량 및 공급량 과부족분 예측을 정
교화하고, 저장량 정보 고도화를 통해 농협, 민간저장업체의 저장량 정보
를 정교화한다. 저장량의 과잉, 과소로 인해 수급불안 발생 시, 농협 및 민
간업체의 출하조절 유도, 적절한 TRQ 운영 및 관리, 시장격리 및 수출확
대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념채소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
한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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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저장량 파악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그림 5-2> 양념채소 수급안정 체계

109

110 양념채소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3. 양념채소의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이 절에서는 양념채소의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의 수급안정 방안과 합리적인 정책
시점을 제시하고, 민간 저장업체의 참여 방안과 그에 따른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갖추기 위해 저장량
파악을 위해 ICT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관측 고도화
3.1.1. 조사 표본 확대 및 표본 관리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양념채소 재고량 조사체계는 주산지
마늘·양파 저장업체 120개에 대해 저장(의향)량, 입고시기, 입고가격, 출고량,
출고시기, 감모율 등을 매월 전화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표본 저장업
체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양념채소 표본 저장업체는 전국의 저
장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한 것이 아니라 주산지인 전남, 경북, 경남
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저장업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수집이 어렵고, 수
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농업관측본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표본 저장업체 수는 120개 업체이나,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표본 저장업체 수 207개를 추가(중복인 저장업체
(10개 업체)를 제외)하여 표본 수를 323개 업체로 확충하고, 비주산지 조사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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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KREI 마늘·양파 표본 저장업체 수
구분

관측 현재
표본 수

본 연구
표본 수

중복

향후 추가
표본 수

향후 전체
표본 수

경남

38

92

8

80

118

경북

36

70

1

65

101

전남

34

45

1

40

74

전북·충청

12

-

-

18

30

전체

120

207

10

203

323

현재 전국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의 개수, 면적, 저장능력 등의 기초자료
가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예: 100평 이상)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일제조사를 통하여 전국의 저장업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저온저장 시설 현황조사는 농식품부를 주관으로 각 지자체 농정과를 통
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저온저장 시설의 개수, 면적, 저장능력
등을 조사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3～5년을 주기로 지속운영 여부, 현
황변경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관측본부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를 통하여 확보된 저장시설을 바탕
으로 저장업체 표본을 확충해 나아가고, 통합관리 될 저온저장시설 현황을
바탕으로 저장업체 표본 재선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저장업체 표본 확충을 통해 저장량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모집단을
기반으로 한 표본 재선정으로 표본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장업체 표본은 3～5년의 추가 조사주기에 맞추어 표본을 변경하여,
업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나아가야 한다.

3.1.2. 양념채소 저장량 정보 정확성 제고
마늘은 대부분의 저장물량이 원물 형태의 출하 구조가 아닌 깐마늘 등의
가공업체를 거쳐 출하되고 있으며, 저장출하기 마늘 유통은 가공업체가 주
도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업체 표본 구축 및 확대 시 깐마늘 가공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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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량 조사 비중을 늘리거나, 가공업체의 가공량(자체가공+임가공)을 파
악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마늘 저장량을 파악할 수 있다.
마늘의 경우 가공업체나 마늘을 계속 저장하던 업체들이 주로 저장을 한
다. 통(피)마늘의 경우 주요 출하처가 가공업체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공업을 하지 않는 일반 저장업체나 산지유통인도 판로 확보에 대한 접근
성이 안정적인 마늘 전문저장업체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늘 가공업체의 일별, 월별 가공량 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마늘 출고량을 파악할 수 있고, 마늘 초기 입고량에 대한 조사치를 사후적
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늘 가공업체 유통량·가공량 조사 체
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늘 저장량 조사에 있어 보다 많은 가공
업체와 마늘 전문저장업체의 참여를 위해 가공협회 및 냉장협회 등의 조직
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정보 제공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양파는 표본 저장업체를 조사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한 곳의 업체
를 조사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업관측
본부에서 저장업체 표본을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업체의 답변이 전
월, 전년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업체 이익 등을 위해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업체가 있었다. 양파 저장량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표본 저장업체 조사를 1차적으로 진행한 후에 조사된 업체의 인근
업체를 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업체에서 저장량이 1,000톤이라고 조사되었다면, 인근에 위
치하고 있으며 A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만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장량
1,000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A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업체는 평소 A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파를 구입하는 다른
업체이거나, A업체와 거래를 자주하는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한 곳의 저장업체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업체의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인근의 조사업체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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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념채소 정책 결정 시기의 매뉴얼 필요
양념채소는 수확 후 저장하여 연중 출하되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서
는 생산이 과잉과 과소일 때 각 시기마다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양념채소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포함한 공급량을 파악하여 당해 연도 공
급량이 과잉일 경우, 수확기 이후에 국내산 비축물량을 늘려 수확기 이후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마늘의 경우, 수확기 이전인 4월 하순에 생산량 과잉이 예상되면 수확기
인 6월 하순에 국내산 마늘의 비축량을 결정하고, 수확기가 마무리되는 7
월 하순에 비축을 시행한 후 이듬해 햇마늘 수확 이전까지 국내 수급에 따
라 방출해야 한다. 마늘 생산량 부족이 예상되면 6월에 TRQ 도입 계획을
세우고, 생산량이 결정되는 수확기 이후인 7월에 TRQ를 도입하여 8월부
터 방출하며, 이후 수급여건에 따라 추가로 TRQ를 도입하여 방출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림 5-3>.
양파는 수확기 이전인 3월 하순에 당해 연도 생산량 과잉이 예상되면,
수확기인 6월 하순에 양파 비축량을 결정하고, 수확기 마무리되는 7월 하
순에 비축을 시행한 후 수급여건에 따라 방출해야 한다. 양파 생산량이 부
족할 경우, 6월 상순에 TRQ 도입 계획을 세우고 당해 연도 생산량이 결정
되면 7월 상순에 TRQ를 도입한 후 수급여건에 따라 방출하여야 한다<그
림 5-4>.
양념채소는 수확 이후 저장하여 출하하기 때문에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매뉴얼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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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마늘의 생산량 과부족 시 정책 결정 시기 매뉴얼

<그림 5-4> 양파의 생산량 과부족 시 정책 결정 시기 매뉴얼

3.3. 민간 저장업체 참여 방안
3.3.1. 저장정보의 민간협회 조사 권한 및 인센티브 부여
그 동안 정부는 마늘, 양파의 수급불안 시 농협 계약재배물량을 통해 출
하조절을 실시하거나, TRQ 물량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수급 대책이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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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저장업체 심층조사 결과, 개인 및 법인의 저장 비중이 마늘,
양파 모두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비중이 30% 이하인 농협
저장물량의 출하조절로는 저장출하기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인 및 법인의 저장량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다수의 저장업체가 저장정보 제공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늘가공협회, 농산물냉장협회
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저장량을 파악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되, 그에 적극적인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의 우
선권을 부여하거나, 정부의 출하조절 결정에 따른 물량에 대한 출하장려금
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2. 유통환경 변화를 감안한 저장정보 조사
마늘의 경우 과거 통마늘, 주대마늘 유통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대부
분 깐마늘, 다진마늘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특히 통마늘의 도매시장 유통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85.8%는 자체
가공 및 가공업체 업체를 거쳐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늘 저장량의 조사대상을 마늘 가공업체로 할 경우 적은 수의
업체 조사로 좀 더 정확한 저장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개별업체를 조사하기보다는 가공업체를 대표하는 마늘가공협회를 통하
게 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저장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파의 경우 가공유통 비율이 낮고, 다수의 저장업체가 존재하
며, 농산물냉장협회도 비가입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마늘을
위주로 민간업체 참여를 시범운영하되, 추후 양파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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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품종별 원가분석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마늘은 저장출하기에 난지형 마늘이 주로 유통되나, 난지형 마늘도 남도
종, 대서종 등 2가지 품종이 유통되며, 지역별, 품종별로 수매가격이 다른
마늘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깐마늘 위주로 유통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조
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품종별 원가분석 및 적정이윤 분석을 통하
여 시장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깐마늘의 품종별 도매시장 가격이 세분화되어 조사되어
야 하며, 이를 기초로 농식품부, 농업관측본부, 민간협회 등이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시장상황 발생 시, 출하량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 대
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4. 수급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재고량 관리 방안
양념채소 저장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마늘 공급여건이 10～40% 하락
할 경우, 저장량은 3～13% 감소하며,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은 6～22%
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파의 경우도 공급여건이 하락함에 따라
저장량이 2～9% 감소하며, 저장출하기 가격 변화율은 8～34%에 이를 것
으로 나타났다.
마늘과 양파의 경우 생산량에 따라 저장량이 조절되고 있으며, 전년 이
월저장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량뿐
만 아니라 전년 이월저장량 및 금년 저장량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확기 이전에는 농업관측을 통한 마늘과 양파 생산량의 정확하고 선제
적인 예측이 필요하며, 생산량의 과잉 또는 과소가 예측될 경우, 수확기 이
후보다는 이전에 수급안정 대책이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다<표 5-2>.
예를 들어, 전년 저장량이 적고, 금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TRQ 조기도입 발표 및 도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대로 전년 저장량이 많은 상황에서 생산량 증가가 전망될 경우, 저장물량의
시장격리, 금년 생산량의 수매·비축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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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수확기 이전 수급안정 방안
적정소요량 대비
전년 재고량

수급안정 방안

금년 생산량
증가

∘ 저장량 모니터링(농업관측, 민간협회) 강화
∘ 금년 생산량의 조기출하 확대
∘ 저장량 모니터링(농업관측, 민간협회) 강화

감소
감소

∘ 수확기이전 TRQ 운영방안 조기 발표 및 도입
∘ 산지수매가격 및 포전거래가격 모니터링
∘ 저장량 시장격리

증가

∘ 소비촉진
∘ 금년 생산량의 수매비축 실시

증가
감소

∘ 저장량 모니터링(농업관측, 민간협회) 강화
∘ 저장량의 이월 출하 확대

수확기 이후에는 농업관측 및 통계청 생산량을 기초로 당해년의 적정 소
요량 대비 과부족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저장출하기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표 5-3>.
예를 들어, 금년 생산량 감소로 적정 소요량 대비 저장량이 적을 경우,
부족분에 대한 TRQ 증량 및 도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품목별,
품종별 원가분석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산지 단속 강화를 통해 TRQ 도입
으로 수입된 마늘, 양파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반대로 금년 생산량 증가로 적정 소요량 대비 저장량이 많을 경우, 원가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수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비
촉진, 초과분에 대한 시장격리, 농협 및 민간협회 물량의 수출물류비 지원
등으로 통해 수출을 확대하여 국내 공급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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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수확기 이후 수급안정 방안
적정 소요량 대비 저장량

수급안정 방안
∘ 저장량 모니터링(농업관측, 민간협회) 강화

감소

∘ TRQ 증량 및 도입
∘ 품목별 원가분석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원산지 단속 강화
∘ 품목별 원가분석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증가

∘ 소비촉진
∘ 저장량 시장격리
∘ 저장량의 수출 확대

3.5. 저장정보 제공의 역선택 방지 방안
3.5.1. 양념채소 저장정보 제공 역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이준구 2008).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의 정보를 보험회사는 모르고, 자동차를 살 때 파는 사람이 정보
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말한다.
양념채소 저장업체들은 대부분 본인의 저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
하는 등 거부감이 높다. 저장업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저장업체들은 전체
저장량 등 저장 정보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나, 본인들의 정보는 제공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48%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저장량이나 출
고량, 출고시기 등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호발송(Signaling), 정부의 역할 등이 중요하다.
신호발송은 양념채소 저장업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
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하장려금이나 시설 보수 등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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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항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본인의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신
뢰성 높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크게 정보 정책과 법·제도화가 있다. 정보 정책은 정보의
역선택을 방지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비강제적인 정책이 있으
나, 기초 통계가 없고 정보 관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념채소 저장 정
보의 역선택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법·제도화는 수급안정을 위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적 정책이어서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저장업체 조사 결과에서도 저장정
보 제공에 대한 법제화 찬성이 전체의 51.4%로 반대 24.5%보다 높아, 법
제화를 통해서도 저장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5.2. 저장정보 제공 의무화의 법률안 검토10
가.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은 크게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과 산지유통활성
화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 시설의 경
우 저장정보 제공 의무를 일부 부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설의 저장정보
제공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
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고 한

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두고 있다.

예컨대 제5조(농림업관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10

농업정책 전문 변호사에게 위탁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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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법｣은 이러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정보(특히 저장정보 기타 유통정보)를 조사함
에 있어 관계 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에게 특별한 공법적 권한을 부여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보유한 주체가 임의로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그로부터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어 위 조사·분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 이러한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양과 질이 미흡하게 되고 그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효용성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농수산물유통법｣이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보유
한 민간 주체 중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춘 주체에게 그 저
장시설을 통해 저장 혹은 유통되는 농산물의 종류와 해당 물량(앞으로 ‘물
량’ 혹은 ‘량’이라 함은 편의상 단위가 부피, 무게 또는 금액 등인지를 불
문한다)에 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면, 위 농
림업관측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와 양과 질은 획기적으로 증대·개선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분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관측정보의 신뢰성과 유용
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보고의무를 ｢농수산물유통법｣에 도입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가능한 그 허용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저장정보 제공 의무화 개정 법률(안)

현행 법률상 본건에서 상정하는 보고의무와 유사한 법률이 여럿 있지만
그 중 유력한 사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
라고 한다)｣ 제38조의2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11, ｢변호사법｣ 제28조의 2,
11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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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12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에 일괄적으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대신 관계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자주

12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
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
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
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
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
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삭제 <2015.7.24.>
⑥ 삭제 <2015.7.24.>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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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볼 수 있다. 위 ｢석유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서도 보이고, 그
밖에 예컨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
항13이나 ｢먹는 물 관리법｣14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규정은 본건 규정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검토의 대상으
로 삼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위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제1항과 유사한 내

13

14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
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
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
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관리
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
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이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
거(수거)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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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보고의무가 ｢농수산물유통법｣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
며, 기본권 제한 여부, 헌법상 원칙 위반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약 및
국제법 위반여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안)
을 제시하였다.

< 현행 석유사업법 >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5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

< 검토 대상인 농수산물유통법 규정(안) >

제**조(저장·유통정보의 보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농산물 저장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 중인 농산물의 양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유통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농산물 저장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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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 형식 및 대안

본건 규정(안)이 근거를 둘 만한 기존 법률 규정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위 규정은 가능하면 법률(｢농수산물유통법｣ 등) 개정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기타 헌법원칙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건 규정(안)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규정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제1항의 저장업자 관련하여, 저장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 예컨대
‘다른 사업에 부수하여 일정 물량 이상의 농산물을 저장하는 생산자, 산지

유통인, 도매업자,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및 도매시장
법인 등’을 보고의무자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정 범위 내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저장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기준
으로 보고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늠하도록 하는 규정의 입법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의한 공사 포함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

15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
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개정 2013.3.23.>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4.1.21>[전문개정
2009.1.30][제목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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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제 **조(저장· 유통정보 보고의무)
①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저장업

자는 주요 농수산물에 관하여 매월 아래 각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저장 중인 농수산물의 품목별 저장량과 저장
가액
나. 당월 중 입고된 농수산물의 품목별 입고원인사실과 해당 입고원인사
실별 입고량 및 입고가액
다. 당월 중 출고된 농수산물의 품목별 출고원인사실과 해당 출고원인사
실별 출고량 및 출고가액
라.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저장 중인 농수산물의 품목별 저장량과 저장
가액
마. 위 가항의 저장량과 저장가액에서 나항의 그것을 보태고 다항의 그것
을 뺀 저장량과 저장가액이 라항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 이유
② 제1항 본문에 정한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 소비 또는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그 가격의 변동성이 높거나 기타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농산물의 종류별 수량 측

정방법, 입고·출고원인사실의 기재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저장업자는 제1항의 보고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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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ICT를 활용한 양념채소 재고량 시스템 구축 방안
3.6.1. ICT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방향
가. 양념채소 수급안정의 효과적인 정책

양념채소는 수확기 이후 저장·유통되기 때문에 재고량으로 인해 저장 및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념채소 특징을 반영하여 1990년대부터 산지유통시설
(선별기 및 저온저장고)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양념

채소 저장시설은 지방자치단체(도, 시·군)와 민간 저장업체의 개별시설 등
도 많아 정확한 저장시설 및 운영현황(저장품목, 저장량, 운영주체 등)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별 저장
실태를 파악하여 적시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여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념채소류의 입·출고량 및 출하 경로 등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동해 실
시간 집계된다면, 양념채소의 저장 및 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
게 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급안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나. 양념채소 산지유통시설 운영 효율화

현재 운영 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운영 지침
또는 매뉴얼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별기와 저장고
등의 운영 효율성이 낮고,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들도 체계적으로 관
리되지 못하고 있어 운영혁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ICT를 활용해 양념채소 재고량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으로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산지유통시설의 정보
화 시스템 구축은 시설운영 업무의 표준화가 선행되므로, 시설운영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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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해 운영업무 혁신이 가
능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농가들과 출하농산물도 정보화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생산농가 조직화 및 원물의 출하관리 효율성 제고, 원물
출하와 연계한 저온저장 시설의 최적 가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되며, 축적된
출하, 상품화, 저장물량 등의 정보를 토대로 주요 판매처와 정보를 교류함
으로써 판매·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저온저장 시설에서 생성된 운영정보를 통합 관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
점이 있다.
첫째, 산지유통조직의 경영 및 산지유통시설의 운영 정보화 관리시스템은
취급 농산물의 품질 규격화, 산지유통조직 경영관리 및 산지유통시설 운영
업무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저온저장시설의 운영 현황 파악하고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시설용량
의 과부족을 파악하여, 향후 추가적인 시설보완 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나
부진 시설의 경우 대안 마련 등의 합리적인 정책의사 결정에 기여한다.
셋째, 저온저장시설 운영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저장고 시설의 과부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저장업체들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
여 과부족을 조절하고, 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수급안정을 위
한 관측정보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다.
넷째, 저온저장시설의 출하, 선별, 저장 등의 정보를 다른 유통주체 및
유통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농산물 유통방식의 변화와 효율적인
유통방식의 개발,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응 가능하다.
다. 방향

현행 농업관측 재고량 조사시스템 개선의 큰 방향은 ‘ICT를 통한 경영
정보 수집 연계 기반 마련을 통한 통합 정보망 구축’이며, 이는 정부의 농
업분야 신 ICT 융합 전략 4대 중점영역 중 정보연계강화 영역의 핵심과제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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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의 경우, 정부의 수급안정 사업 대상이 되는 농협의 저장시설
보다 민간 저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
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저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접근방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고량 조사와 저장업체의 경영성과(수익 및 경영 안정
성)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수급상황 변화에 따
른 품목별 저장업체들의 재고량 변화 추이, 향후 출하량 증감 의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개별
저장업체의 정보 보안을 전제로 정보수집과 이를 가공한 정보제공이 필요
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3.6.2. ICT를 활용한 양념채소 재고량 조사시스템 추진 방안
가. 추진 전략
‘양념채소 유통정보 지원시스템(가칭)’의 추진 목적은 저장업체의 경영

성과(수익 및 경영 안정성)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정보 수집·제공이며, 이
를 통해 수집된 재고량 관련 정보를 정책에 활용하고, 추진주체는 (사)한국
양파산업연합회,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사)한국마늘가공협회 등 민간협
회로 한다.
추진주체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역량이 부족한 협회는 지자체
지원 등 회원사의 공감대를 도출하고, 정부의 재원을 확보하여 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지원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양념채소 유통정보 지원시스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

사용자인 민간 저장업체를 고객으로 하여 이에 대한 정보의 가치를 높여
고객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
저장업체들의 정보 제공 수용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사용자 참여활동(정
보제공)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정보제공에 대한 피드백(업계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상호작용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단계적 고도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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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획단계
- 품목별 추진계획 수립(우선 추진품목 선정)
- 추진주체 선정 및 협의
-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도출
2) 도입단계
-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스템 구축
- 시스템 활용 교육
- 시스템 운영(농업관측본부 양념채소 재고량 조사 활용)
3) 발전단계
- 수집·분석·제공 정보범위의 확대
- 시스템 활용 회원 수 증대(비회원 적용방안 강구)
- 시스템 고도화(활용성 및 기능 확대·고도화)
4) 확산단계
- 타 품목 조사시스템에 적용
- 품목별 조사시스템 DB 통합
- 농업분야 ‘新 ICT 융합전략 4대 중점영역’ 중 정보 활용 확대 과제인

농식품분야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연계
다. ‘양념채소 유통정보 지원시스템’ 예시
1) 품목 및 추진 주체
‘양념채소 유통정보 지원시스템’의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우선 추진 품

목을 마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늘의 경우 전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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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 대비 저장 비중은 평균 31% 정도이며, 저장 마늘의 대부분이 마늘
가공업체를 거쳐 유통되고 있고, 통(피)마늘 형태로 유통되는 물량은 미미
한 수준이다. 저장마늘 유통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상 마늘 가공업
체의 자체 취급량[가공위탁 물량을 제외한 재고량=(이월재고량+입고량-출
고량)/감모율]의 증감률만 실시간으로 정확히 조사할 수 있으면 저장정보
의 획득이 용이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측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념채소 유통정보 지원시스템’의 사업추진 주체는 (사)한국마늘가공협

회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한국마늘가공협회 회원사는 주로 깐마늘 가
공업체로 60여 개가 포함되어 있다. 각 회원사의 깐마늘 취급물량은 평균
적으로 연간 1,200톤 내외이며, 마늘 가공업체가 취급하는 물량은 난지형
마늘 유통량(종구, 감모 제외)의 절반인 12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깐마늘 가공업체중 일정규모 이상 가공업체는 100여 개로 추정되며,
(사)한국마늘가공협회에는 60여 개 업체가 회원사로 포함되어 있어 전체

모집단의 표본집단으로써의 대표성이 있다.
또한 마늘 가공업체의 경우, 연간 취급량의 50～70% 정도를 수확기에
입고하고, 나머지 물량은 농협이나 일반 저장업체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마늘 유통정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예시)16

정보수집 및 분석 프로세스
(사)한국마늘가공협회 회원사들이 개인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협회

의 마늘 유통정보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일 재고량과 출하의향 등을 입
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회원사 재고량 통합 DB로 취합되며, 이는 회원사들
의 유통정보 통계로 가공되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6

양념채소 유통정보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시스템 개발 업체에게 위탁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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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재고량 통합 DB는 KREI의 전체 마늘재고량 분석 시스템과 연동
되며, KREI 분석방법에 따라 마늘 수급 관측정보로 가공되어 회원들에게
제공된다<그림 5-5>.
<그림 5-5> 정보수집 및 분석 프로세스
KREI OASIS

이때, 개별회원사의 정보는 수집과정에서 암호화된 형태로 회원사 재고
량 통합 DB로 저장되며, 저장업체의 행태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
체명 대신 별도의 분석코드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업체의 재고정보가 유출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회원사 Work Process
현재, 회원사들의 재고량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수기장부, 엑셀
등 일반 오피스, 별도 재고관리 프로그램(Warehouse Management Program:
WMS) 등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 방법과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남 서남부채소농협의 경우, 현재 농협계열의 전산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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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관한 업무)을 사용하고 있으나, 입고, 출고, 저장, 선별 등 창고 운
영 및 전산화된 WMS 시스템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육안으로 선별한
정보(생산자, 무게)를 단순 장부기입(Excel)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선별
기의 가동관리 및 선별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데이터 통신 지원하지 않음)
한 상황이다.
향후 마늘 가공업체의 ICT 수용성,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는 마늘가공업체 표준관리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회원사는 업무용 PC 또는 스마트폰 App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My
Page 메뉴상의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입력 및 확인해야 할 정보는 전일

재고량 등 기초정보 확인, 정보 업데이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고량·출
고량·감모율 등 입력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변동 없음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5-6>.
<그림 5-6> 회원사 정보 제공 프로세스

시스템 구성도
사업초기 적용될 입력형 시스템은 회원사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
(Web/App), 입력된 정보를 모니터링·관리하는 영역, 이 두 영역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을 제공해주는 인프라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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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입력 영역은 회원사가 정보를 입력하고 유통정보를 확인하는 시스
템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될 경우, Push 시스템을 통
해 자동적으로 정보 업데이트(장기화될 경우, 관리자가 직접 요청하도록
모니터링 보고)를 요구하게 된다.
관리자 시스템 영역은 개별 회원사에서 입력하는 정보를 취합·처리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KREI와 정보를 교환하는 운영자시스템 영역이며,
인프라 영역은 시스템 데이터 연산, 연동, 인증, 보안, 백업/복구 등 시스템
운영 기반의 역할을 하는 영역이다<그림 5-7>.
<그림 5-7>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정보 구조도
사용자 시스템의 주요 메뉴 및 기능은 빠른 정보입력을 위한 메뉴와 각
업무별 데이터 등록 및 관리 기능, 통계 기능,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그
리고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할 수 있는 레포팅 기능 등으로 구성하
게 된다. 계정별로 정보 접근권한을 제한하여 개별 저장업체는 타 업체 정
보에 대한 정보접근을 제한하며, 정해진 정보 입력 시점을 준수할 수 있도
록 Push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팝업 공지 등 기능을 추가하도록
한다<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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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사용자 페이지 메뉴 구성도

시스템 H/W 구성도
‘양념채소 유통정보 지원시스템’의 H/W 구성은 정보 입력·관리의 실시

간성과 상시성의 확보 및 유관 시스템과의 연동·시스템 통합 가능성을 고
려하여 구성해야 하며,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그림 5-9>.
- DNA(Distributed Internet-Applications Architecture)를 고려한 3-tier
- 저장 관리 데이터 양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이 용이한 모델
-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을 고려한 시스템 모델
- 시스템 장애발생 시 빠른 복구와 안정성을 가진 H/W 구성
- 바이러스 침투, 시스템 해킹 및 DDOS 공격 등 시스템을 노린 비정상

적인 상황을 대비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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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H/W 및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S/W 구성도
‘양념채소 유통정보 지원시스템’의 S/W는 특히 향후 고도화와 확장을

고려하여 호환성과 보안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 공공사업에서는 응용 SW 표준화와 품질 및 재사용성 향상을 목표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라는 표준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준
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다양한 플랫폼
(.NET, php 등) 환경을 대체하기 위한 표준은 아니지만, java 기반의 정보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운영 표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17
또한 기타 웹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등은 표
준프레임워크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Open Sour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
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그림 5-10>.

17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홈페이지. <www.egovframe.org>. (검색일: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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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H/W 및 네트워크 구성도

모바일 서비스(예시)
유통정보 지원시스템은 사용자의 이용 편이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바일(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작·보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정보 지원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회원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배타적인 시스템으로 협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접속권한
(ID)을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사는 회원아이디를 이용하여 (자동)로그인하여 유통정보 지원시스
템 모바일 메인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협회공지사항, 협회일정, 회원
사정보 등 일반적인 협회정보 등과 함께 대상 품목의 유통정보를 제공한
다. 유통정보는 크게 해당 품목의 과거 생산 유통정보와 개별협회원들의
현황 및 계획정보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각 회원사는 입고 및 출고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의 유통정보는 이전 연
도의 생산량과 도매시장의 경락가격, 도매시장 외에 유통되는 물량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이 정보들은 OASIS 등 유통정보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동될 필요가 있다<그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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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메인 예시

저장협회의 유통정보는 각 회원사가 입력한 재고 및 입출고 수량정보와
입출고 계획 및 수량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제공하며, 회원사 유통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확하고 정기적인 정보입력을 독려하기 위한 모
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협회 차원의 홍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품목별 과거 유통정보와 협회차원의 현황 및 입출고 계획과 함께 개별
회원사의 정보경영을 위한 재고현황과 과거 입출고 현황 등 회원사별 통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그림 5-12>.
<그림 5-12> 모바일 유통정보 제공과 개별 회원사 유통현황 정보 제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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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는 국민 식생활의 필수적인 농산물로 안정적인 수급은 매우 중
요하다. 특히 정부는 마늘과 양파를 수급안정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생산
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양념
채소는 기상에 따라 생산량 및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시장격리, 비축
및 방출, TRQ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양념채소는 수확
후 저장해서 출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장량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효
율적인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양념채소 저장시설이 전국에 몇 개가 있고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안정적 경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늘, 양파 저장업체의 운영 현황 및 저장 실태를 파
악하고, 마늘, 양파 저장량을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마늘, 양파 저장업체의 행위 등에 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급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저장업체 심층조사를 통해 조사 표
본을 확대하고, 추정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마늘, 양파 재고량 관측
을 고도화시키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체계 방안을 확립하며 재고량 조
사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수급안정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장업체 심층조사 결과, 저장정보 제공의 거부감이 여전히 높았고, 저
장시설이 노후하여 저장성 하락으로 인한 감모율이 높아 단경기에는 불필
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장업체는 농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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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저장업체가 많기 때문에 수급정책에 민간 저장업체의 참여 확대가 필
요하며, 저장정보 제공 법제화에 대해 찬성 비율은 높으나, 개인 및 법인의
반대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
보를 제공하는 저장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으며, 인센티브로는 저장시설 건설(보완)자금 지원과 수매자금 혹
은 출하장려금 지원이 효과적이다.
저장업체의 저장행위에 따른 시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마늘의 민간 수
입 및 TRQ 방출은 국내산 마늘 가격과 수요를 하락시키고, 저장량이 감소
하면 수확기 출하량이 늘어나 마늘 가격을 하락시키고, 저장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경기와 저장출하기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는 민
간수입이 거의 없고 대부분 TRQ 방출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제적 파급 효
과가 저장량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마늘, 양파 수확기에는 출하량이 많아 수입 및 TRQ 방출 효과가 크지
않으나, 단경기 및 저장출하기에는 물량이 소진되고 저장량도 줄어 소량의
수입 및 TRQ 방출에도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생산농가 판매 수입도 더
감소하였다. 반면, 소비자 지출액은 감소하고, 양파보다는 마늘의 소비자
지출액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마늘의 민간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공급여건이 하락하면 저장출
하기의 가격과 방출량이 단경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이 미쳤고,
마늘은 김장철에 소비가 가장 되기 때문에 민간 수입 및 TRQ를 감안하더
라도 저장출하기의 가격과 방출량 변화가 단경기보다 컸다.
반면, 양파는 단경기 가격과 방출량이 저장출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
게 영향이 미쳤는데, 이는 양파 자급률이 95% 이상으로 마늘과 다르게 수
입 및 TRQ 영향이 크지 않고 단경기에 갈수록 감모율도 높아 가격이 상승
하고 TRQ 방출량 변화율도 더 컸다.
민간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마늘의 저장업체는 공급여건 감소폭
보다 더 크게 저장량을 줄이는 반면, 양파는 공급여건 감소폭보다는 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저장량을 추정하여 수급 대
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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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장업체들의 저장행위가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수
이기 때문에 수급안정 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양념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저장량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
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수급안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구
축하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확한 실태 조사
이다. 현재 양념채소 저장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온저장 시설의 개수, 면적, 저장능력 등에 대해 지
속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양념채소 관측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관측 고도화는 결국 저장량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저장량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존의 조사 표본은 주
산지인 전남, 경북, 경남을 위주로 분포되어 있으나, 비주산지 비중이 커지
고 있어 이를 반영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마늘의 경우 저장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저장마늘 대부분 깐
마늘로 가공하여 출하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가공업체
의 가공량(자체가공+임가공)을 파악하는 조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양파
는 1차로 조사된 업체의 인근 업체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재확
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저장업체는 주변 저장량 정보 제공에는
거부감이 적으나, 본인 정보 제공은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확한 저장량 정보가 관측되면 이에 따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매뉴
얼이 필요하다. 생산량 과잉으로 저장량이 많을 경우와 적을 경우에 품목
별로 시기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양념채소는 수입
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입 시기와 적절한 수입 물량은 당해
연도 수급안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 저장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
및 법인의 저장 비중이 70%로 높기 때문에 정확한 저장량 정보를 생성하
기 위해서는 민간 저장업체를 저장량 조사 체계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
나 정보 제공에 있어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마늘가공협회, 농산물냉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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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급정책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호 협
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매시장 출하장려금이나 시설 보수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급 여건에 따른 재고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생
산량뿐만 아니라 이월 재고량도 저장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월 재고
량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생산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량을 기준으로 정
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월 재고량의 증감에 따른 당해 연도 생산량의 증
감에 대한 수급안정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 제공에서 역선택을 어떻게 방지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은 상대방과의 거래가 잘못될 경우가
높기 때문에 역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법제화하는 방법이 있다. 양념채소 저장업체 조사 결과에도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보다 전체
저장량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저장정보 제공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역선택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장정보 제공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헌법상 원칙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야 한다. 국가는 저장정보 제공 의무화 입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조절에 필요한 유효적절한 정책적 판단을 내
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결국, 수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지속되어
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민
간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KREI 농업관측본
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매달 월보 발행을 위해 저장
업체를 직접 조사하고 시장상황 및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
성이 유지될 수 있다.
저장업체 시설이 대부분 20년 이상 되어 낙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장
능력이 떨어져 단경기로 갈수록 감모율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저장업체 조사 결과 인센티브 요구사항 중에서도 시설 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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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저장업체의 시설 현대화는 단순하게 저장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장량, 입고 및 출고시기, 출고량 등에 대한 정보를 ICT를 이용하여 제공하
도록 해야 한다. ICT를 활용하여 저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시간으로 물
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저장업체들이 스마트 폰이나 PC에서도 볼 수 있
어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양념채소의 수급안정 대책은 공급량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양념채소는 수입과 TRQ가 운영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물량에 대한 비축 및 방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념채소의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급량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
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저장업체(가공업
체) 단체, 농업관측본부, 유관기관(aT, 농협 등) 등 관련 주체 간 네트워킹
과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저장량 파악을 위해 ICT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CT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언급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 현실 적용이 가
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업체들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역선
택 방지를 위한 방안도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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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마늘·양파 저장업체(저온저장고)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기
획한 조사로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과 관련한 조사를 목적으로 합니
다. 귀하께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저온저장시설 관련 정책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에서 얻은 개별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는 다른 목적으로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응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16년 8월
연구기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채소관측실 김성우 Email: swootamu@krei.re.kr / Tel: 061-820-2115
농업관측센터 채소관측실 송성환 Email: song9370@krei.re.kr / Tel: 061-820-2325
농업관측센터 채소관측실 이형용 Email: lhy2813@krei.re.kr / Tel: 061-820-2338
농업관측센터 채소관측실 한은수 Email: hanes012@krei.re.kr / Tel: 061-820-2124
농업관측센터 채소관측실 김서영 Email: ksy1208@krei.re.kr / Tel: 061-820-2339

업체명

소재지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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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마늘·양파 저장을 하는 저장업체에 대한 조사입니다.
1. 귀 업체의 저온저장시설은 언제 건설되었으며, 저온저장시설의 저장가

능량은 총 몇 톤입니까?
건설연도

평당 저장량
년

총저장 가능량
톤

톤

2. 귀 업체의 저온저장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정부보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복수 가능)
① 없음

② 저온저장시설 보조

③ 설비(기계) 구입자금 지원

④ 시설자금 저리 융자

⑤ 수매자금 저리 융자

⑥ 기타(

)

3. 귀 업체가 보유한 주요 장비를 무엇입니까(모두 선택)?
① 인버터(저장시설)

② 탈피기(박피기)

③ 선별기

④ 분쇄기

⑤ 지게차

⑥ 냉동(장) 탑차

⑦ 기타(

)

4. 저온저장시설 연간 가동 일수는 평균적으로 며칠입니까?
(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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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마늘·양파 저장에 대한 조사입니다.
5. 귀 업체의 주요 저장 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마늘

② 양파

④ 기타(

③ 마늘, 양파 둘 다

)☞ 조사종료

6. 마늘, 양파 연간 저장물량은 얼마입니까(본인/창고에 타인 소유 저장량

구분)?
마늘

양파

본인

톤

톤

임대

톤

톤

합계

톤

톤

7. 귀 업체는 마늘 또는 양파를 해마다 저장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필요할 때만 한다)

마늘
양파

8. 매년 저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문 저장업체가 아니어서

② 다른 품목을 주로 저장하고 있어서

③ 소득이 적어서

④ 위험부담이 커서

⑤ 기타(

)

9. 마늘과 양파는 주로 언제 입고하고 있습니까?
마늘
입고시기

양파

월 (상, 중, 하)순 ~

월 (상, 중, 하)순 ~

월 (상, 중, 하)순

월 (상, 중,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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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 업체의 마늘, 양파 원물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마늘

양파

① 직접 생산

%

%

② 농가 계약재배

%

%

③ 산지유통인

%

%

④ 저장업체

%

%

⑤ 산지공판장

%

%

⑥ 농협

%

%

⑦ 기타(

)
합계

%

%

100%

100%

11. 귀 업체가 입고한 마늘(피마늘, 깐마늘), 양파 출고는 평균적으로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물량 또는 비율 중 택1)
피마늘

9~12월

익년 1~4월

익년 5월 이후

출하비중

%

%

%

출하물량

톤

톤

톤

깐마늘

9~12월

익년 1~4월

익년 5월 이후

출하비중

%

%

%

출하물량

톤

톤

톤

양파

5~9월

9~12월

익년 1~3월

익년 4월 이후

출하비중

%

%

%

%

출하물량

톤

톤

톤

톤

12. 귀 업체의 마늘, 양파 출하처는 어디입니까?
마늘
피마늘

깐마늘

양파

① 자체 가공용

%

%

%

② 가공공장(깐마늘, 깐양파 등)

%

%

%

③ 대량수요처(식가공업체/김치업체/급식업체 등)

%

%

%

④ 도매시장

%

%

%

⑤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등)

%

%

%

⑥ 소매상

%

%

%

%

%

%

100%

100%

100%

⑦ 기타(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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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저온시설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과 관련한 사항
13. 저온저장시설 및 저장업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

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저장시설 규모가 작음

② 수매자금 부족

③ 시설 및 설비 노후화

④ 수입 확대로 인한 소득 감소

⑤ 경쟁업체가 많아 소득 감소

⑥ 저장량 정보의 불확실성

⑦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부담 증가

⑧ 정부 수급정책 적절성 미흡

⑨ 기타(

)

14. 정부가 저장량(입고량, 출고량 등) 정보 제공을 법제화하고 조사된 저

장량 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귀 업체의 의견은 어떻습
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적극 반대

15.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귀 업체의 저장량(입고량, 출고량 등) 정보를

계속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인센티브에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다.
② 어떤 인센티브냐에 따라 다르다.
③ 어떠한 인센티브에 상관없이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16. 위 문항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어떤 인센티브가 되어야 연간 입고량,

월별 출고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① 저장시설 건설(보완)자금 지원 ② 원물 수매자금 지원
③ 출하장려금 지원
⑤ 기타(

④ ICT(입출고 정보시스템)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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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온저장시설 운영 및 마늘, 양파 저장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부

지원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서술).

※ 조사원 문항
1. 조사업체의 응답자는 본 조사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응답하셨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④ 다소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③ 보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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