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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대도시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시작되던 시기에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의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가격을 결정하
여 소비지에 분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
나 당시의 전근대적인 농수산물 유통 방식으로 인해 도매상 위주로 다양한 유형
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함께 2008년까지 총 33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이 설립·운영되었다. 그 후, 국내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발견으로 거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
에 국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은 도·소매 유통 분야에서 대형유통업
체, 체인형 슈퍼마켓, 식자재 업체의 확산으로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도매
시장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한편으로, 도매시장 실수요자인 골목상권의 슈퍼마
켓과 외식업체는 상장경매보다 가격 변동성이 적고 사전에 출하량과 가격 협상이
가능한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매 도입과 확대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가격발
견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상장경매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매
시장 거래제도, 물류체계, 거래 투명성과 관련된 산·학·연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거래의 상징처럼 자리매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경
매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로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994년 농안법 파동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
지 논란이 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해당 사항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란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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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미래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에 적합한 모습과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
였다.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미래지향적 도매시장 설립과 기능
고도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관계자, 도매시장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도매시장 관련 산·학·연 전문가, 생산자와
출하자의 경험에 근거한 조언과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서 학계의 원로이신 성진근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님과 김완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의 많은 통찰과 조언에 다시 한번 깊
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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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주요 논란에 대하여 학계 및 산업계
의 다양한 논쟁을 정리하면서 논란의 본질과 실체를 파악하였다. 유통환경
변화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공정거래, 물류체계에 관련된 논쟁
을 검토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책적 함의와 미래지향적 논의를 제시하
였다.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언론보도, 통계자료 등을 통해 국내 농수산
물도매시장의 주요 논란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주요 쟁점별 유
통 주체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신문기사, 간담회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활용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담당 공무원을 설문조사함으로써 도매시장
논쟁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안법 변화를 검토하기 위
하여 전문가 원고위탁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농수산물도매
시장의 수집 기능과 관련된 유통 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
인 간 거래제도 관련 논쟁은 유통환경이 변화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
측된다. 그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유통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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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경매 비율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
은 비율을 보이면서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상장경매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불법행위(허위 경매 및 기록
상장, 경매 참여자 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
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논란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하여 도매시장 경쟁력 상실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매시장 관련 유통인, 산·학·연 전문가, 언론 등은 국
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신선 농산물의 유통
과 물류 기능 전문화로 국내 농산물 유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
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 현재, 농안법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유통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농안법의
검토를 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
인 등의 유통 주체가 도매시장에서 경쟁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 투명성과 공정거래 유지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농수
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세계 주요국과 같이 민간거버넌스를 통한 도매시
장 거래 질서 유지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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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 2021년부터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서는 도매시장 거래제도 논쟁으로 생산자,
도매시장 관련 유통업계, 학계,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도매시장 거래제도 관련 논쟁의 핵심은 도매시장 가격 결정 방식이 도매시
장법인 중심의 상장경매제도인 현재 상황에서,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
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의견과 논리가 상충하는 것임.
-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논쟁은 1994년 중도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면서 발생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
법) 파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거래제도 논쟁은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농산물 수입,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지 진출 등으로 변화한 지금까지도 진전
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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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농수산물 유통은 도매상과 생산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시장정보의 비
대칭성과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구조였음. 과거 유사도매시장(청
량리, 용산시장)에서 위탁상의 피해를 경험한 출하자는 현재 시장도매인 중심
의 정가·수의매매 확산이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려함.
- 정부는 1985년 6월 가락동 도매시장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에 33개 공영도
매시장을 설립하면서,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상장경매제도를 정착시켜 도
매시장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였음.
- 그러나 1990년대부터 UR과 WTO 출범으로 국내 농수산물 유통시장이 개
방되면서, 외국의 대형유통업체와 국내 대기업의 소비지 시장 진출로 인해
국내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음.

❍ 이러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생산자, 출하자, 중도매인은 도매
시장법인의 상장경매와 정가·수의매매 중심의 경직된 거래제도에서 탈피하
여 시장도매인이 참여하는 정가·수의매매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를 확
대할 것을 요구함. 또한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보장과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물량 수집 및 가격 결정 기능의 완화를 희망함.
- 그러나 2021년 현재, 경매제도의 가격형성 기능과 기준가격 제시, 공정한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손상을 우려하는 정부와 경매제도를 통한 안정적 수
수료 수익을 지속해서 확보하려는 도매시장법인, 경매제도를 옹호하는 산·
학·연의 반대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한 여타 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이 참여하는 정가·수의
매매의 도입과 확산은 어려운 상황임.
- 한편, 2021년 상반기에는 특정 농민단체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사태까지 발
생하여 감사원은 정책감사를 준비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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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공영도매시장을 대표하는 가락동 도매시장법인은 사모펀드, 건설
회사 등에 몇 차례 인수과정을 거치면서 인수가격이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
까지 치솟아 엄청난 액수의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음.
-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농산물 산지와 소
비지 유통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원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에 대
한 우려를 표할 뿐만 아니라, 상장경매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래
투명성과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걱정하고 있음.
- 민간기업의 경영목표는 이윤 최대화이므로 산지에서 수확 후 관리되어 도
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는 적게 배분되
고, 수수료 인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이윤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도매시장법
인의 물류비 관련 위탁수수료 담합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법률적 다툼에 있음.
- 그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 KBS 시사기획 창 “농산물 가격의 비밀”, 2021
년 7월 YTN 탐사보고서 기획 “어시장의 법칙” 방영 내용에 의하면, 지금까
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도는 가격을 발견하고 생산자와 출하자
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능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
가 없었으나, 최근 상장경매제도하에서 가격 결정 및 대금 정산 과정에서 벌
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도매시장과 경쟁 관계인 대형유통업체는 2000년대까지 도매시장의 중도매
인과 협력관계를 맺었음.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자체적인 시장 교섭력이 향
상되는 2010년대부터는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산지 생산자단체와 협
력하여 산지개발과 직매입 형태로 유통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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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2010년도 이후에는 로컬푸드와 직거래 확대, 2020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성장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제도와 기능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기존 대형유통업체, 식자재 업체 등의 도매유통경
로와 온라인 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통경로와의 경쟁에서 뒤처져 소매단계
의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으로 기능이 쇠퇴할 수 있음.
- 이처럼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수
집과 가격 결정 기능은 1994년 농안법 파동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매시장
법인의 상장경매 중심의 경직적인 거래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함.

❍ 국내 농수산물 유통은 도매시장 이외의 다양한 유통경로가 확산하면서, 농산
물의 수집과 가격 결정 과정에서 많은 물류비와 유통비용이 소요되는 도매시
장 유통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다변화와 로컬푸드, 푸드플랜 등의 직거래 유통경로
가 확산하면서 소비자는 과도한 유통비용과 물류비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
에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선호함.
-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구매의존도가 높은 골목상권의 슈퍼마켓, 외식업
체는 유통 마진이 적고 안정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한 거래제도를 희망함.
또한 도매시장에서 단순 가공 및 저장, 소포장, 배송 등이 가능한 물류 기능
을 선호함.
- 이처럼 국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유통비용 절감
과 물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지만, 도매시장은 거래
제도를 비롯한 각종 논쟁으로 실수요자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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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세계 주요국과 같이 물
류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분산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요구하는 다
양한 물류 서비스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산·학·연은 모두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류 서비스가 도매시장 상장경매의 높은 수
수료와 물류비 부담을 전제한다면, 판매 역할을 수행하는 중도매인은 여타
도매유통기구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중도매인의 영
업 부진은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수집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상생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함.
- 그러므로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유통 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
도매인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들의 갈등과 논쟁은 언제, 무엇 때문
에 시작하였으며,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도매시장 종사자와 산·학·연은
어떠한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

1.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주요 논란에 대하여 학계 및 산업계의
다양한 논쟁을 정리하면서 ‘논란의 본질과 실체는 무엇인가?’, ‘유통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
매는 과연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도매시장 발전에 부합하는가?’를 검토
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책적 함의와 미래지향적 논의를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1994년 농안법 파동 이후, 농수산물 유통환경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농안법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이 변화함. 이를 통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농안법 파동 당시부터 지금까
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핵심적 논쟁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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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하여 도매시장법
인과 중도매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계(생산 및 출하와 구매 단체 등),
유통 관련 전문가, 언론 등의 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함. 이를 통해 해
당 논쟁의 본질을 파악함.
-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 속에서 도매시장의 정책적
함의는 무엇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미래지
향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를 제시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 도매시장 관련 논쟁은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중앙
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등 도매시장 유형별로 쟁점과 과제가 다르며,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므로 다양한 논쟁이 발생함.
-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논쟁을 1차적 연
구 범위로 한정함.
- 또한, 1994년 농안법 파동의 발생 배경과 그 당시 주요 논쟁이었던 쟁점을
2차적 연구 범위로 한정하여 과거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공정거래, 도매시
장 내 물류체계 관련 주요 논쟁과 쟁점이 현재 얼마나 정비되었고, 미래의
도매시장이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연구의 초점이 있음. 또한 유통환경
변화 과정에서 거래제도, 공정거래,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와 관련하여 새
롭게 등장하는 논란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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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도매시장 관련 선행연구는 출하자와 도매시장 관계자(법인 및 중도
매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만, 주로 특정 주체의 이익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 결과가 활용된 사례가 종종 발생함.1) 최근에도 이러한 조사사례
가 언론에 인용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2)
- 그러므로 이 연구는 도매시장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
여 조사 대상을 기존 도매시장 출하자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대상으
로 하지 않고 이들의 의견은 선행연구로 대체 및 참고함. 이 연구의 조사 대
상은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과거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현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임.
- 또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본질적 기능과 유통환경 변화 과정, 발전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때는 미국, 유럽, 일본의 도매시장 사례를 활
용함.

2.2. 연구 방법
❍ 국내외 도매시장 관련 선행연구, 언론,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시대 변화에 따
른 주요 논쟁을 파악함.
- 미국, 유럽 및 일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
행연구를 참고함.
- 농업 분야 전문지는 도매시장 제도와 환경 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

1)

중앙일보(2021. 6. 21.)의 “가락시장 출하자 대다수 “시장도매인 도입 불필요”.” 기사 내 조사는 한
국농수산물법인연합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내용임.

2)

한국농정. 권순창. 2021. 7. 4. “도매법인협회, 의문의 시장도매인 인식 조사.”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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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함. 도매시장의 주요 논쟁에 대한 파악과 도매시장 관련 유통 주체 입장
을 정리할 때 신문기사와 간담회, 면담 조사 등을 활용함.
- 과거 30년간 도매시장 운영을 규정한 농안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유통환
경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당 법 조항이 정부 정책 사업과 일관성 있게 시행되었는
가를 분석함.

❍ 설문조사
- 조사 대상: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과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인 입장을 표명
할 수 있는, 도매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방 공무원
- 조사 내용: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주요 논쟁과 해당 논쟁에 따른 핵
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내용 등

❍ 위탁원고
-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를
법률 전문가(농안법 전문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그 결과를 활용함.

❍ 간담회 및 면접조사
-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 관련 학계 전문가, 공무원, 도매시장 출
하자와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면접조사를 실시함.

❍ 인터넷 검색 조사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근 도매시장 관련 쟁점을
발굴하고 각 유통 주체별 입장을 조사함.

10

❙

2.3. 연구체계
❍ 이 연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
는 것으로,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음.
- 제2장은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의 거래 주체, 주요 기능, 국가
별 운영 형태를 비교함. 또한 국내 도매시장의 유형별 거래 실태를 분석함.
- 제3장은 도매시장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배경 및 경과와 진척 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종합 정리함.
- 제4장은 주요 쟁점별 미래지향적 논의를 통해 정책적 함의와 정책과제를
도출함.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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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1. 선행연구 검토
❍ 국내 도매시장 관련 연구는 가격제도별 거래비용 및 가격 변동성 분석, 도매
시장의 물류 효율성, 해외 도매시장과의 비교 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국승용 외(2007)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별 가격효율성의 실
증분석”에서 경매 및 시장도매인 거래의 가격효율성을 비교·평가함. 분석
결과, 경매제에서는 가격효율성이 낮은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장도매
인제에서는 충격 흡수가 빠른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서로 다른 특성이 있
음. 그러므로 각각의 거래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면 도매시
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 김동환(2010)은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의 연계성 강화 방안 : 청과
물을 중심으로”에서 소매업체의 청과물 구입 실태와 농산물 도매시장 구매
의 만족도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함. 이를 통해 도매시장 구입에 대하여 대
형유통업체와 외식/급식업체는 규모를 감축하려 하고 중소유통업체는 확
대하려 하는 경향을 도출함. 또한, 도매시장과 소매업체 간 연계성 강화 방
안은 하역비 절감, 업체별 차별화된 마케팅,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제시하
며,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선취매매와 정가·수의매매의 활성
화,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상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병성 외(2015)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제도 정비방안”에서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이 필요하고 연계 수단이 부족하며, 도
매시장의 관리 및 거래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 또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거래제도 결정체계 및 제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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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협의기구 신설, 도매시장 정비, 유통 관련법 및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최병옥 외(2017)는 국내 도매시장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해외 도매시장
(미국, 프랑스,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과 역할
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분석 결과,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도매시장의 수집과 가격 결정, 분산
기능은 외국과 같이 변화가 필요하지만,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한 경매기
능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힘.

3.2. 연구 차별성
❍ 기존의 연구는 도매시장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하
여 도매시장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도매시장 이해관계자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
는 다루지 않아 어떠한 사안이 도매시장 관련 핵심 논쟁인지 알기 어려움.
- 선행연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거래제도 부분에서도
경매제도는 투명하며,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매와 도매상 제도는 농수
산물 유통환경에 비교적 적합한 거래제도이므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
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만으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갈등 원인과
사회적 논란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언론보도를 활
용하여 각각의 현안에 대한 갈등을 정리함.
- 이 연구는 도매시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둠.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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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주장, 도매시장 관리·감독 담당 공
무원의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도매시장을 둘러싼 논쟁을 주요
안건별로 정리함.
- 이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와 변화가 필요한 기
능,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에 적합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변화의 방
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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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

1.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1.1.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 진입(1990~2000년)
❍ 1990년대는 농산물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대형유통업체의 국내 진입,
농산물 수입 증가, 국내 대기업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요약할 수 있음.

❍ 1997년 1월 ‘기존 관세 및 무역협정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가 출범하여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이 철폐되
면서 외국 유통업체 진출과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였음.
- 이 시기에는 도매시장 중심의 시장 유통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시장 외 유
통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체계가 정비되기 전
에는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협력관계가 유지되었음.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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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판촉 행사를 시행할 때 중도매인과 특정 품목에 대하
여 품질 수준과 필요한 물량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대형유통업체의 결제
방식에 의한 중도매인 미수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3)

1.2. 유통경로 다양화와 도·소매 유통 간 경쟁 심화(2000년 이후)
❍ 국민의 정부(1998~2003년)는 집권 초기부터 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도
매시장의 시설 정비를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였음.
- 특히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에 큰 노력을 기울여 생산자,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대형유통업체(하
나로 마트)를 연계하는 계열화 유통을 확산하였음.
- 2000년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의 특징은 도매시장 건설과 함께 시장도
매인제도의 단계별 도입과 확대임.
- 또한 법인 간 공동 경매 등 경쟁을 통한 경매제도 투명성 강화와 물류체계
개선 방안을 계획하였음.

❍ 2010년대 초반에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신유통의 확산으로 대형유통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함.
- 2010년대 농산물 유통의 특징은 유통경로가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외에
도 식자재 마트, SSM 규모의 슈퍼마켓, 로컬푸드 직매장, 푸드플랜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도매시장 경쟁력이 빠르게 감소했다는 것임.

3)

한국농정은 2009년 4월 11일에 “가락시장 중도매인 100억대 부도”란 기사를 게재하면서 중도매인
파산의 이유가 분분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무리한 할인행사가 지속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납품단가
로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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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과채류는 산지에서 APC 시설을 중심으로 상품화 시설이 갖춰져 있
음. 따라서 도매시장 이외의 소비지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상품을
등급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그러나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원칙에 의해서 품질이 낮
은 농산물이라도 거래해야 함. 이에 하품처리 시장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
를 시행하였음. 골목상권의 슈퍼마켓과 외식업체의 주요 구매처는 도매시
장이므로 이들의 구매가 지속되어 도매시장 취급량이 약 50%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고 여겨짐.

❍ 한편, 정부는 영세소농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면서
소농, 산지 수집상, 도매시장, 공급업체 등의 4~5단계 거래에서 생산자와 소
비자로 단순화하는 농협 중심의 직거래구조로의 변화를 확대하고 있음.4)

❍ 2010년대 이후는 기상 변화로 인한 채소류 가격 변동성 확대, 대형유통업체
확산 규제,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대면 유통 방식인 매장판매가 감소하
고 온라인 유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대형마트(주요 3사5)) 현황
- 대형마트 주요 3사의 개소 수는 2015년 404개소에서 2020년 394개소로
2%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됨.
- 2010년대 초반까지 대형마트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유통산업발
4)

아시아경제. 장승기. 2013. 6. 5. “로컬푸드 직매장, 도시민 새 트렌드 부상.” 기사 발췌.

5)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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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 관한 규제로 성장
세가 다소 위축됨.
- 2010년대 중반부터 대형마트는 온라인 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고, 기존 오프라인의 물류 기지화를 시도함.
<표 2-1> 주요 대형마트 개소 수 변화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롯데마트
117
120
123
124
125
113

(증감)
(+3)
(+3)
(+1)
(+1)
(-12)

이마트
146
147
145
143
140
141

(증감)
(+1)
(-2)
(-2)
(-3)
(+1)

단위: 개소
홈플러스
141
(증감)
142
(+1)
142
140
(-2)
140
140
-

자료: 롯데쇼핑 IR자료실(http://www.lotteshoppingir.com, 검색일: 2021. 4. 21).; 이마트 IR자료실
(http://www.emartcompany.com, 검색일: 2021. 4. 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검색일: 2021. 4. 21.).

- 또한 지난 2019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유통의 기반인 대형마트(주
요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가 가속화됨.
- 이에 대형마트 매출액은 2016년(23조 75백억 원)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음. 영업이익 또한 2016년(57백억 원) 이후 크게 감소함.
<그림 2-1> 대형마트 주요 3사 현황
단위: 백억 원

주: 롯데마트(빅마트 제외), 이마트(트레이더스 제외).
자료: 롯데쇼핑 IR자료실(http://www.lotteshoppingir.com, 검색일: 2021. 4. 21).; 이마트 IR자료실
(http://www.emartcompany.com, 검색일: 2021. 4. 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검색일: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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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프랜차이즈) 현황
- 편의점은 2010년 1만 6,937개소에서 2019년 4만 672개소로 140% 증가함.
- 편의점 개소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10% 내외
의 성장률을 보임.
- 동 기간 편의점 매출액은 2010년 8조 3,981억 원에서 24조 8,283억 원으
로 196% 증가함.

<그림 2-2> 편의점 현황
단위: 백억 원, 개소

자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홈페이지(https://cvs.or.kr, 검색일: 2021. 4. 21.).

❍ 기업형 슈퍼마켓(주요 3사6))
- 기업형 슈퍼마켓은 2017년 961개소에서 2020년 947개소로 소폭 감소
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
하였음.

6)

GS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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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 개소 수 변화
단위: 개소
연도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GS더프레시

2016

441

(증감)

229

(증감)

-

2017

441

-

231

(+2)

289

-

2018

425

(-16)

232

(+1)

308

(+19)

2019

521

(+96)

236

(+4)

319

(+11)

2020

394

(-127)

239

(+3)

314

(-5)

(증감)

자료: 더벨. 정미형(2020. 10. 6.). “‘구조조정’ 롯데슈퍼, 신선식품 강화로 전략 수정.” 기사 발췌.; 더벨. 전효
점(2020. 10. 7.). “GS더프레시, 코로나로 되찾은 손님 ‘락인’ 총력.” 기사 발췌.; 더벨. 전효점(2020.
10. 12.). “이마트에브리데이, 탄탄한 점포 기반 ‘전화위복’.” 기사 발췌.

- 편의점보다 다양한 상품 구색, 대형마트보다 낮은 고객 밀집도, 근거리 쇼핑 성
향 등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19년 대비 영업실적이
개선됨.7)

<그림 2-3>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현황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 20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7)

뉴데일리경제. 한지명. 2021. 4. 7. “코로나 속 조용한 강자… 기업형 슈퍼마켓 수익 개선 비결은?”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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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기업형 슈퍼마켓 경영실적 현황

자료: 롯데쇼핑 IR자료실(http://www.lotteshoppingir.com, 검색일: 2021. 4. 21.); 이마트 IR자료실
(http://www.emartcompany.com, 검색일: 2021. 4. 21.); GS IR자료실(http://www.gs.co.kr, 검
색일: 2021. 4. 21.).

❍ 온라인 쇼핑
- 2000년대 이후 소비성향 변화, 기술 발전(IT산업, 물류산업) 등으로 온라
인 쇼핑 시장 규모가 확대됨. 또한 2010년대 중반부터 대형마트는 온라인
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고, 기존 오프라인의 물류
기지화를 시도함.
-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비대면 유통으로 떠오르면서 성
장이 가속화됨.
- 2020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식품 부문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온라인 시장의 매출액 증가율이 두드러짐.
- 온라인 유통업체는 지속적으로 약진하고 있음. 2021년 3월 온라인 쇼핑 거
래액은 15조 8,908억 원으로, 이는 2020년 3월 대비 26.4% 증가한 수치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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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20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동향(전년 동월 대비 식품 매출 증감률)
단위: %

주: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은 식품 기준, 온라인 매출액은 음·식료품 기준.
자료: 통계청(2020).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통계청(2020). 2020년 1~11월 온라인쇼핑동향.

- 전체 23개 상품군 중 21개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음식서비스, 농·축·수산물, 음·식료품과 같이 식품 부문의 온라인 거
래가 확대됨.

<그림 2-6>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전년 동월 대비) 증감
단위: %

자료: 통계청(2020).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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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은 통시적 관점에서 국내외 농산물 유통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을 포함한 각국의 유통환경 변화를 나타낸 것임.
- 미국, 프랑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이전에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등이
등장하여 도매시장 경쟁력이 하락하였음. 이에 각국은 도매시장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규모화 유통에서 로컬푸드
중심의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체계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매시장의 정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국내외 유통시장
이 개방되어 2000년대부터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직거래 로컬푸드, 푸
드플랜, 온라인 거래 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 도매시장과 유통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도매시장 중심의 규모화
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슈퍼마켓 등장으로 규모화 유통의 경쟁 심화, 지역
농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의 순환체계 등장과 확산의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일본은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도매시장을 지역농산물 순환체
계의 핵심 유통 및 물류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도매시장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함.

❍ 2000년대까지는 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의 경쟁체계 도입과 투명성 강화, 시
장도매인제도의 단계별 도입 확대, 물류체계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2010년대에는 온라인 유통이 확산하는 등 유통환경이 2000년대
에 비해 더욱 변화하였음에도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법·제도 개
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관성 있게 지속 및 시행되지 않음.
- 대신,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매시장법인
과 중도매인, 산·학·연을 비롯한 농업계 언론사 간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논쟁만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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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 거래 주체
<그림 2-8> 우리나라 도매시장 유통체계 및 주요 기능

자료: 저자 작성.

2.1.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
로 정의됨.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초기 농수산부장관 승인 사항이었으나 1994년 개정
을 통해 승인 규정이 삭제됨. 2012년 개정을 통해 중앙도매시장의 법인 지정
은 농식품부 장관 협의 사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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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유효기간 지정 방식은 중앙정부의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5년마다 지정기관의 재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 번 도매시
장법인이 지정되면 쉽게 바뀌지 않음. 가락시장의 5개 법인은 시장 개설 이
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음.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며(농안법 제27조 제1항), 자격 요건(제2항)과 면직 사항
(제3항)이 규정되어 있음.
- 현행 규정상 경매사의 주요 업무는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1) 경매 우선순
위 결정, 2) 가격 결정, 3) 경락자의 결정임(제28조).
- 경매사의 업무는 1994년 개정 이후 현행 규정으로 유지되고 있음.

2.2. 시장도매인
❍ 2000년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됨.
-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
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정의됨.

❍ 시장도매인제도는 도입 초기 지방도매시장에만 허용되었으며, 2010년 중앙
도매시장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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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도매인
❍ 중도매인은 상장 또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자로 정의됨.
- 1993년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업”
으로 규정되었으나, 1994년 농안법 개정으로 상장예외거래도 허용됨.

❍ 중도매인은 영업을 위해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
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할 수 있음.
- 중도매인이 타인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 2011년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연장됨(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
- 2017년 신설된 갱신허가 규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관
련 법령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으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음.

2.4. 매매참가인
❍ 매매참가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농
수산물의 수요자로 정의됨.

2.5.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
을 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제29조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
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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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인은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기존 ‘수집상’에서 명칭이 변경됨.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산지유통인 업무를
제한하고(제2항),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제한하고 있음(제4항).

<표 2-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정의규정(제2조)
구분

주요 내용

도매시장법인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
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시장도매인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
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
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
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
(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주: 현행 규정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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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1.
시장도매인제
도입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
1993. 6. 11.
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상장된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농수산물만 거래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
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1994. 11. 1.
상장예외제도
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
도입
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
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
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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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매시장 주요 기능
3.1. 수집 및 가격 결정 기능
❍ 생산자와 산지유통인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한다는 것은, 도매시장
법인이 수행하는 경매에 상장하거나 도매시장법인이 중재하는 거래에 참여,
또는 시장도매인과의 거래에 참여함을 의미함.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고용하여 생산자나 산지유통인이 도매시장에 출하
하는 농수산물을 경매제도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를 상장경매라고 함.8)

❍ 그런데 출하 농수산물의 수량이 적거나 경매에 참여하는 구매자(중도매인, 매
매참가인) 수가 적을 경우는 정가·수의매매로 가격을 결정하기도 함.
-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가격을 정해서 도매시장법인에 요청하면 도매시장법
인이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해당 가격과 물량을 제시해서 거
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가매매는 정찰제로 이해할 수 있음.
- 수의매매는 가격이나 수량을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의해서 거래하는 방법
임.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구매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함. 수의매매는 거래조건 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부 소량 거래되는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이라고 명명하며 생산자나 산지유
통인이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함.
- 상장예외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을 중도매인이 직접

8)

도매시장에 들어와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장(上場)이고, 가격 결정 방식이 경매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고 하여 ‘상장경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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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것으로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직접 협상하여 물량을 수집하고 가
격을 결정하는 정가·수의 방식임.

❍ 한편, 시장도매인제도는 김대중 정부 당시 유통구조 개선대책으로 추진되어
국내에서는 2004년 개장한 강서시장에서만 시행하고 있음. 시장도매인은 도
매시장법인과 동등한 규제를 받고 있음.
-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과 같이 농산물을 수집하고 가격을 결정하지
만, 가격 결정은 경매가 아닌 정가·수의 방식을 채택함.

❍ 그러므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농산물을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하며 또한 경매나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3.2. 분산 기능
❍ 도매시장으로 수집된 농수산물은 거래 방식에 따라 여러 경로로 도매시장 밖
의 구매자에게 판매됨으로써 분산되거나,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가 생산자와
도매시장 밖의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물량이 분산됨.

❍ 경매를 통해 농수산물을 낙찰받은 중도매인은 구매자(골목상권의 소매상 또
는 외식업체 등)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농수산물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 중도매인을 통해 물량이 분산되는 경로도 존재하지만, 대형유통업체, SSM,
체인형 외식업체는 자체적으로 구매 부서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산지와 직
거래를 실시함.

32

❙

❍ 시장도매인은 산지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수탁 또는 매수하여 소매상, 대형
유통업체 등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물량을 분산함.
- 시장도매인은 수집과 분산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체임.

3.3. 결제 기능
❍ 도매시장법인 혹은 시장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한
뒤, 그 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함.
- 결제 기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표준정산서를 발급
하고 출하자가 이를 정산창구에 제시하여 결제 대금을 수령함.

<표 2-4> 대금 정산창구의 유형
구분

내용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
정산
출자자는 시장관계자(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로 하는 방식
회사 방식 
정산
조합 방식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 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
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방식

금융기관
이용 방식


개설자가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
용 계좌의 관리를 통해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 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개설자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금융기관 이용 방식과 유사하나 두 가지
관리 방식 
제도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자료: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http://market.cheonan.go.kr/, 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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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격정보 제공 기능
❍ 도매시장은 다품목, 다품질의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경매를 수행함으로써 다
른 유통채널에 비해 수급을 반영한 신속한 가격발견이 가능하고, 경락가격
을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음.
- 공개된 가격정보는 출하자, 소비자의 의사 결정 기준으로 활용됨.

3.5. 타 유통경로 기준가격 제공 기능
❍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매 거래의
기준이 되고, 출하자와 대형유통업체 간 직거래, 온라인 직거래의 기준가격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 및 슈퍼마켓 농산물 담당 MD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들 업체의 농산물 구매가격 결정 시 도매시장 시세 반영 비율이 23.7%로
나타남.
- 일부 언론과 유통전문가는 도매시장 가격이 여타 유통경로에 절대적인 기준
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도매시장 시세보다는 생산원가(33.2%),
산지 시세(26.3%)가 가격 결정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표 2-5> 대형유통업체 및 슈퍼마켓 구매가격 결정 시 기준 정보
단위: %
구분

생산원가
(출하자 제안가격)

비중

33.2

도매시장 시세

산지
공판장 시세

동종업계
판매가격

기타

합계

23.7

26.3

14.4

2.5

100.0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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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물류 기능
❍ 도매시장은 전국 각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시장으로서 분산되
어있는 물량을 한 곳에 집중시켜 보관하고 운송하는 기능을 수행함.
- 도매시장 물류는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반입하는 반입 물류, 경매를 위한
상품 하차와 낙찰된 상품의 중도매인 운송 등 도매시장 내 물류, 중도매인
으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운송되는 반출 물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농수산물의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하역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한 유통 시간 단축과 저온 보관을 통해 신선도 유지를 위한 노력
을 하고 있음.
- 농수산물에 생산자 정보, 산지 출하일, 유통기간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
고 있는 바코드를 부착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
고 있음.

4. 국가별 도매시장 운영 형태 비교
4.1. 수집·분산 기능의 일원화 및 이원화
❍ 수집 및 분산 기능에 관여하는 주체 수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구조를 일원적
거래구조와 이원적 거래구조로 구분할 수 있음.
- 일원적 거래구조는 도매상 중심의 거래구조를 의미함(우리나라의 시장도
매인제도가 이에 해당함). 출하자→도매상→소매상으로 상품 흐름과 소유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

35

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산지→도매→소매의 수직적 거래구조이며 일방향적
거래관계임.
- 이원적 거래구조는 출하자의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하거나 중개 거래(정
가·수의거래) 기능을 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 기능을 하는 도매
시장법인이 있고, 농산물을 경매받거나 매수하여 소매점에 판매하는 매수
판매 기능을 하는 중도매인(중간도매상)이 있는 거래구조를 의미함.

<그림 2-9> 도매시장의 일원적·이원적 거래구조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를 수정하여 재작성.

❍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집 및 분산 기능 주체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
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 다양한 데 반해, 미국·프랑스는 도매사업자로 일원
화되어 있음.
- 한국은 미국·프랑스의 경우와 다르게 수집과 분산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는 것이 도매시장 관련 논란의 본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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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중도매인이 장기간 지속적 거래를 통해 규모화를 이루었지만,
국내 중도매인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함.
- 일본, 프랑스의 경우 수집물량을 분산할 때도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선별
및 소포장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2-6>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 기능 비교
구분

수집 주체
∙ 도매시장법인

한국

분산 주체
∙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시장도매인
∙ 중앙도매시장
∙ 중도매인(일부 직접 집하)
∙ 매매참가인

일본
프랑스
미국

비고

∙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도매상(기업 형태의 도매회사)

∙ 수집과 분산 주체 분리(이원화)
- 한국: 수집(도매시장법인)
분산(중도매인)
- 일본: 수집(도매시장법인)
분산(중도매시장법인)

∙ 수집과 분산 주체 일치(일원화)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4.2. 가격 결정 방식
❍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 비중이 작거나 실시
하지 않음.
- 해당 국가의 주된 거래 방식은 정가·수의매매 형태의 상대매매 또는 출하
며칠 전부터 몇 달 전까지 물량과 가격을 협상하는 예약형 상대매매가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유사도매시장에서 위탁상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거래의 정착을 위해 상장경매제를 도입 및 확산하
였으며, 지금까지 주요 거래제도로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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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시장도매인제와 도매시장법인에서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비중
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도매시장의 경매 비율을 한국만큼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유례
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매 비율은 높은 수준임.

<표 2-7>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 비교
구분

가격 결정 단계

가격 결정 방식

특징
∙ 상물일치로 과다한 물류비 소요
∙ 도매시장이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응력 저하
∙ 소비지 협상력 우위(↔생산자 불리)
∙ 가격변동성 커짐

한국

∙ 소비지 도매시장

∙ 경매·입찰 약 80%
∙ 정가·수의 약 20%

일본

∙ 일부 산지공판장
∙ 소비지 도매시장

∙ 경매 약 10%
∙ 상물분리로 도매시장 중개기능 강화
∙ 협상을 통한 상대매매 90% ∙ 수급 및 가격안정 지향으로 다양한 방식의 거래
∙ 출하자와 사전(1주일~1일) 제도 개발 가능
에 출하물량 및 가격 협상 ∙ 물류비용 절감

∙ 산지 경매장
프랑스 ∙ 일부 소비지 도매시장 ∙ 예약형 상대매매
(생산자 직판 도매)

∙ 도매시장 외
∙ 도매시장 내

미국

∙ 상대매매: 매취물량
(출하 주체와 합의)
∙ 상대매매: 수탁물량
(구매 주체와 합의)

∙ 대량 유통: 산지경매 후 프랑스 및 EU로 배송.
도매시장의 중계 및 물류기능 중시
∙ 상품 단위 및 품질규격 표준화가 신뢰 형성 기반
∙ 생산자 직판 도매: 지속적 거래 중시
∙ 산지 출하 주체(조합, 대규모 중개상 등)와 가격
합의(원격지 거래당사자와 신용 동명거래, 시장
내 상품검사제도, 산지표준규격화, 일관저온유
통체계, 전국적 통신정보체계 기반)
∙ 판매위탁물량에 대한 유통비용을 고려하여 구
매 주체와 가격 합의
∙ 도매상은 판매이윤과 수수료 취득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을 참고하여 일
부 내용을 보완함.

4.3. 대금결제 방식
❍ 우리나라는 주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대금결제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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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우리나라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정산 과정에서 출하자에게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일본은 정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고, 프랑스와 미국은 도
매상과 거래당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대금결제가 진행됨.

<표 2-8> 도매시장 대금결제 기능 비교
구분

한국

정산 주체

정산 특징

∙ 정산조합 방식을 선호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정산하는 비율이 높음
(조합)
∙ 법인과 중도매인 간 미수금 발생 가능성 높음
정산법인(회사)
∙ 일부 도매시장에서 정산법인(회사) 운영
∙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체계화된 정산시스템 구축으로 신뢰 향상
∙ 출하자게 정산하는 데 3일, 소비지 유통업체에서 도매업체에 정산하는 데 약 6일 소요

일본

정산법인

프랑스

도매상과
거래당사자

∙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체계화된 정산시스템 구축으로 신뢰 향상

도매상과
거래당사자

∙ 시장도매상과 거래당사자 간 신용기반 개별정산체계가 일반적
∙ 별도의 정산조직을 통하지 않아도 정산 관련 철저한 통계·확인·신용·확보·처벌시
스템 존재
∙ PACA법의 상품검사·신탁제도 운영·거래분쟁, 공개적 유통업자 신용평가시스템
기반

미국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을 참고하여 일
부 내용을 보완함.

4.4. 물류 서비스
❍ 국내와 해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매자 요구에 따라 상품을 저장, 가공, 포장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의 유무임.

❍ 일본, 프랑스의 경우 도매시장 내에 저장, 가공시설을 운영하면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상품을 재포장하여 배송하는 역할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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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도매시장 물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도매시
장 내 물류 동선 효율화, 저온 유통 시스템 설치 등 도매시장 물류 기능고도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2-9> 도매시장 물류 기능 비교
구분

반입물류

시장 내 물류

반출물류

한국

∙ 과일류는 산지에서 포장 완료 ∙ 저장, 가공시설 부족/없음
∙ 채소류는 포전에서 수확 후 바 ∙ 상·하차 물류기기 활용도 낮음 ∙ 구매자가 시장에 방문하여 구매
로 반입
∙ 운송비는 경매 수수료에 포함되 후 트럭 등으로 운반
∙ 운송비는 출하 주체가 부담
어 출하자 일부 분담

일본

∙ 산지에서 선별 및 소포장이 완 ∙ 저장 및 가공시설 운영, 소포장 ∙ 구매자 희망에 따라 배송하거나
료된 후 반입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
구매자 직접 방문

∙ 산지 선별 및 소포장 후 반입
프랑스 ∙ 농업인 직판장(신선채소류):
세척 후 최소 포장규격

∙ 구매자 수요에 맞춰 저장, 가공, ∙ 구매자 수요에 따라 도매 기능을
택배 등 부가가치 창출
수행하는 다양한 업체가 협력

∙ 산지(패킹하우스)의 선별/포장
∙ 구매 주체가 분출물류 직접 담
후 표준규격품 반입
∙ 시장 내 물류 주체는 전적으로
∙ 대부분 전문 물류(운송)업체가
당 또는 도매상이 단골 거래처
도매상이 책임과 비용 부담
도매시장까지 운송
에 배송
∙ 시장 내 선별/재포장은 거의 이
∙ 운송비는 대부분 출하 주체 부
∙ 도매상 배송의 경우 가격차별
루어지지 않음
담, 일부 도매상과의 합의에 의
발생
∙ 검사 후 일부 불량품에 대한 선
∙ 일부 산지나 항구(수입)에서 체
해 결정
별 및 재포장
∙ 산지 - 도매시장 일관 저온운송
인화 구매본부로 직접 배송
시스템 확립

미국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을 참고하여 일
부 내용을 보완함.

4.5. 국가별 도매시장 운영 형태 시사점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국가별 운영 형태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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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과거 유사 도매시장의 위탁상이 농수산물 거래를 주도하던 시절, 불공
정거래 및 대금결제 지연 등 출하자의 피해가 컸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경쟁적인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일본식 상장경매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필요했음. 현재 도매시장
의 상장경매 비율 80%를 유지하면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였고 해당 정
책은 이미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발견기능이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
화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경매제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다음과 같은 오해
를 야기할 수 있음.
- 일부 언론의 지적과 같이 정부가 경매제도를 운용하는 도매시장법인에 특
혜를 준다고 오해할 수 있음.9)
- 현재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과거 위탁상의 불법행
위가 만연하였을 때와 같이 불법행위가 많아 경매 비율을 높게 유지한다고
오해할 수 있음.

❍ 셋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에 물류자동화, 전산화, 바코드화, 전자거래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 해외 도매시장에 비하여 국내 도매시장의 물류 서비스가 매우 낙후된 이유
이기도 함(소포장, 단순 가공 등의 시설 부족).

9)

KBS 뉴스. 김효신. 2020. 12. 19.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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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매시장 유형과 거래 실태
5.1. 도매시장 유형
❍ 2019년 기준 국내 도매시장은 총 49개소이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음. 국내 도매시장은 농안법상 분류체계와 투자 주체별 분류체계로 구분됨.
- 농안법상 분류체계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으로 구분되며, 투자 주체별 분류체계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
매시장, 민영도매시장으로 구분됨.
- 도매시장 분류별 개소 수는 중앙도매시장 11개소, 지방도매시장 35개소,
공영도매시장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3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임.
-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에 4개소, 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에
각 3개소씩 소재하며, 주로 대도시 위주로 분포하고 있음.
<표 2-10> 국내 도매시장 분류체계(2019년 기준)
분류 기준

구분(개소)
중앙도매시장
(11)

농안법
지방도매시장
(35)

투자
주체

공영도매시장
(33)

일반법정
도매시장(13)
공통

민영도매시장
(3)

도매시장 정의 및 시장명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당해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가락, 부산엄궁, 부산국제수산, 대구북부, 인천구월, 인천삼산, 광주각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노량진수산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강서, 부산반여, 광주서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전주, 익산, 정읍, 순천, 포항, 안동, 구미, 창원팔용, 창원내서, 진주,
양재양곡, 인천가좌축산물, 목포농산물, 여수농산물, 광주축산물, 포항수산물,
영천농산물, 영천약초, 경주농산물, 대구축산, 대구한약재, 김천농산물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
서울가락, 부산엄궁, 부산국제수산, 대구북부, 인천구월, 인천삼산, 광주각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서울강서, 부산반여, 광주서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전주, 익산, 정읍, 순천, 포항, 안동, 구미,
창원팔용, 창원내서, 진주
민간의 투자로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
노량진수산, 양재양곡, 인천가좌축산물, 목포농산물, 여수농산물, 광주축산물,
포항수산물, 영천농산물, 영천약초, 경주농산물, 대구축산, 대구한약재, 김천농산물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
안양민영축산물, 영주민영, 상주민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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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2009~2019년) 공영도매시장에서 연간 약 7백만 톤, 중앙도매
시장 약 4백만 톤, 지방도매시장 약 3백만 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됨.

<그림 2-10> 도매시장 분류별 거래물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5.2. 도매시장 취급 비중 변화
❍ 국내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5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33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2019년 전체 33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721만 9,353톤이며 이 중
청과물은 694만 4,863톤(96%), 수산물은 27만 4,490톤(4%)임.
-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은 2000년대 후반 이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09~’19 연평균증감률 0.6%).
- 전체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중 특·광역시 도매시장 거래물량 비중은
2009년 77.8%에서 2019년 80.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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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추이 및 시장 유형별 비중
단위: 천 톤

주: 특·광역시(서울가락, 서울강서, 부산엄궁, 부산반여, 부산국제, 대구북부, 인천구월, 인천삼산, 광주각화,
광주서부,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수도권(서울가락, 서울강서, 인천구월, 인천삼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지방(그 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공영도매시장의 반입 형태별 거래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거
래가 상장거래로 이뤄지며 87%의 비중을 지속하고 있음.
- 2011년 대비 실적 상승률은 상장 6%, 상장예외 41%, 시장도매인 10%로
상장예외, 시장도매인 거래실적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전체 비중에서는 미
미한 수준임.
- 청과물 상장예외품목 수는 확대되고 있으며, 수산물 상장예외품목 수는 축
소되고 있음.
- 상장예외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상장매매 취급실적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울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도지사의 판단으로 상장예외품
목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거래제도임.
-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상장매매를 통한 경매제도와 정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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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상장예외는 취급비중이 매우 적지
만, 최소한의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수단임. 또한, 물량 수집이 어려운 지
방도매시장에서는 경매제도의 폐단(기록상장, 전송 등)이 심한 품목의 대
안으로도 상장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2017년 광주도매시장 쪽파
불법 거래 파동은 상장예외 지정 실패의 선례임.10)

<표 2-11> 반입 형태별 거래실적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장

88.7%

88.2%

88.1%

87.8%

88.0%

87.8%

87.6%

87.6%

87.2%

시장도매인

4.1%

4.2%

4.0%

4.5%

4.4%

4.6%

4.8%

5.0%

5.3%

상장예외

7.2%

7.6%

7.8%

7.8%

7.6%

7.6%

7.6%

7.4%

7.4%

100.0%

80.0%

60.0%

40.0%

20.0%

0%
2011

2012

2013

■ 상장

2014

2015

■ 시장도매인

2016

2017

2018

2019

■ 상장예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표 2-12> 연도별·부류별 상장예외품목 현황(시장별 품목 수 누적)
단위: 개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청과물

396

363

363

389

323

323

418

509

422

수산물

279

287

286

263

170

167

233

162

157

합계

675

650

649

652

493

490

651

671

57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10)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2021. 3. 23. “‘상장예외 축소’ 농안법 개정안, 도매시장 폐단에 눈 감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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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청과물의 연도별 국내 공급량과 도매시장 거래량을 비교하여 공영도매
시장의 청과물 경유율을 검토함.
- 도매시장 경유율 

도매시장 청과물 거래량  도매시장 수입 청과물 
국내 생산량  수출량 

- 국내 생산량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고려하여 과실류, 채소류(과
실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서류, 특용작물, 버섯의 생산량을 합함.
- 국내 공급량은 생산량에서 수출되는 청과물을 제외한 물량을 의미하며, 통
계 분류에 따라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의 수출량을 합함.
- 도매시장 국산 청과물 거래량은 도매시장의 전체 청과물 거래량에서 수입
청과물을 제외한 것임.
- 도매시장의 청과물 경유율을 검토한 결과, 국내 청과물 생산량의 50% 이
상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
- 청과물 경유율은 2000년(38%)에서 2016년(61%)까지 증가하는 추세였
음. 이는 2004년까지 건설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32개소)의 운영 안정
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청과물 경유율은 2017년부터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50% 후반 수준을 유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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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도매시장의 청과물 경유율
단위: 천 톤
국내 공급량(C=A-B)

(도매시장) 국산 청과물 거래량(F=D-E)

생산량
(A)

수출량
(B)

전체 거래량
(D)

수입 거래량
(E)

연도

경유율
(F/C)

2000

13,940

14,016

76

5,268

5,425

157

38%

2001

13,787

13,910

122

5,531

5,676

145

40%

2002

12,412

12,529

117

5,609

5,764

155

45%

2003

12,182

12,281

99

5,372

5,579

207

44%

2004

13,396

13,520

124

5,596

5,831

234

42%

2005

12,791

12,928

138

5,732

6,004

271

45%

2006

12,789

12,902

114

5,835

6,147

313

46%

2007

12,429

12,554

125

6,049

6,406

357

49%

2008

12,890

13,062

172

6,333

6,670

337

49%

2009

12,624

12,837

213

6,669

6,952

282

53%

2010

11,147

11,369

221

5,935

6,294

359

53%

2011

12,465

12,661

196

6,112

6,532

420

49%

2012

10,738

10,946

207

6,146

6,557

411

57%

2013

11,714

11,928

213

6,415

6,916

501

55%

2014

12,429

12,696

268

6,842

7,278

436

55%

2015

11,190

11,426

236

6,645

7,178

533

59%

2016

10,710

10,965

255

6,538

7,088

551

61%

2017

11,195

11,435

240

6,438

7,064

627

58%

2018

11,566

11,815

249

6,305

6,888

583

55%

2019

11,186

11,507

321

6,480

6,994

514

58%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작물생산조사.; 농식품수출정보(각 연도). 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 농림축산식품
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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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10개 품목의 경유율을 검토한 결과, 도매시장 경유율이 증가하였으며,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6년까지 증가함.
- 주요 10개 품목: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딸기, 포도, 복숭아
- 2000년 대비 2019년 도매시장 경유율 증가 폭을 살펴보면 무(132%), 포
도(113%)의 증가 폭이 가장 크며, 나머지 품목들은 양파(7%)를 제외하고
50% 내외로 증가함.
- 10개 품목은 평균적으로 2000~2019년간 연평균(CARG) 도매시장 경유
율이 2.3% 증가함.

<표 2-14> 주요 10개 품목 도매시장 경유율
연도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딸기

포도

복숭아

합계

2000

24%

22%

27%

16%

40%

45%

36%

28%

24%

39%

27%

2001

24%

22%

23%

15%

35%

48%

33%

29%

28%

42%

26%

2002

30%

29%

24%

14%

43%

47%

34%

31%

25%

41%

31%

2003

28%

25%

28%

16%

47%

66%

39%

33%

24%

31%

31%

2004

25%

20%

26%

18%

44%

57%

29%

36%

24%

37%

28%

2005

34%

23%

26%

11%

43%

55%

31%

32%

29%

38%

31%

2006

30%

21%

31%

15%

50%

58%

35%

35%

34%

37%

31%

2007

42%

26%

29%

14%

42%

59%

32%

35%

37%

50%

35%

2008

39%

25%

33%

13%

47%

58%

38%

38%

40%

47%

35%

2009

42%

22%

34%

14%

36%

57%

39%

35%

50%

81%

34%

2010

50%

25%

24%

18%

35%

58%

43%

27%

49%

62%

36%

2011

34%

18%

46%

18%

33%

63%

43%

34%

37%

71%

30%

2013

44%

26%

40%

12%

35%

57%

45%

34%

52%

68%

36%

2014

46%

24%

26%

25%

39%

66%

46%

33%

60%

90%

37%

2015

47%

27%

45%

27%

49%

54%

54%

38%

58%

74%

41%

2016

58%

31%

45%

22%

43%

67%

59%

39%

46%

61%

45%

2017

58%

26%

45%

24%

45%

61%

55%

40%

47%

56%

41%

2018

51%

24%

40%

23%

41%

70%

65%

41%

44%

56%

39%

2019

55%

31%

42%

24%

42%

61%

55%

37%

52%

60%

43%

주: 품목별 도매시장 거래물량은 국내산을 의미함.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생산량의 1% 내외로 미미하며, 결측
데이터로 인해 고려하지 않음. 2012년은 통계연보 통계치 오류로 제외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작물생산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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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도매시장 수는 감소하였고, 도매시장 취급물
량은 증가함.
- 도매시장 취급물량은 증가하였으나, 고품질 농산물의 경우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직거래 등 타 유통경로를 통해 취급되고, 도매시장에는 중·하품 반
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다수 농수산물 유통전문가도 이
와 같은 의견에 동의함.11)

<표 2-15> 도매시장 수 및 취급물량 추이
단위: 개소, 톤
연도

도매시장 수

취급물량

2001

51

6,379,260

2002

49

6,410,541

2003

49

6,256,253

2004

51

6,483,726

2005

51

6,627,562

2006

49

6,743,460

2007

48

6,993,325

2008

50

7,257,209

2009

50

7,142,371

2010

49

6,872,622

2011

48

7,096,306

2012

48

7,124,108

2013

48

7,466,866

2014

48

7,813,277

2015

48

7,716,289

2016

49

7,629,540

2017

49

7,586,926

2018

49

7,393,095

2019

49

7,453,6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11)

매일경제. 김경호. 2020. 11. 10. “‘농민배제’ 가락시장 경매제 보완 필요.” 칼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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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도매시장 거래 증감률
❍ 최근 10년간(2009~2019년) 전체 청과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연평
균 0.6% 증가하였으며, 2009년 대비 2019년 거래물량은 7% 증가함.
- 분석 대상은 32개 청과물 공영도매시장이며, 거래물량 또한 청과물 거래
물량을 의미함.
- 지난 10년간 청과물 거래물량이 증가한 도매시장은 15개소임. 주로 특·광
역시 소재 도매시장, 수도권 소재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증가하였고, 산
지형 도매시장인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임.
- 반면 청과물 거래물량이 감소한 도매시장은 17개소이며, 주로 지방에 소
재한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감소함.

<표 2-16> 도매시장별 거래물량 증감률(’09~’19, 32개 청과물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명
안동
부산반여
포항
광주서부
서울강서
대전노은
대구북부
부산엄궁
구리
창원팔용
순천
서울가락
대전오정
강릉
안산

연평균 증가율
5.9%
2.7%
2.5%
2.4%
2.3%
1.9%
1.7%
1.7%
1.3%
1.1%
0.7%
0.5%
0.5%
0.5%
0.4%

’09년 대비 증가율
78.1%
30.7%
28.3%
26.5%
25.4%
20.3%
18.7%
18.3%
13.8%
11.3%
7.6%
5.6%
5.6%
5.4%
4.3%

도매시장명
원주
인천구월
구미
정읍
수원
춘천
창원내서
인천삼산
익산
안양
울산
충주
진주
청주
천안
광주각화
전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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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감소율
-3.8%
-3.7%
-3.4%
-3.2%
-2.3%
-2.2%
-1.9%
-1.9%
-1.9%
-1.9%
-1.8%
-1.1%
-1.1%
-1.0%
-0.8%
-0.7%
-0.3%

’09년 대비 감소율
-32.3%
-31.3%
-29.5%
-27.7%
-20.7%
-20.1%
-17.9%
-17.8%
-17.4%
-17.4%
-16.2%
-10.9%
-10.3%
-9.5%
-7.5%
-7.0%
-3.0%

❍ 최근 10년간(2009~2019년) 거래제도별 도매시장 거래물량 연평균증감률을
검토한 결과, 청과물과 수산물 모두 상대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 도매시장에
서 거래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임.12)
- 경매제만 시행하는 도매시장에 비해 다양한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시장도
매인제도에 특화된 강서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크게 증가함.
- 경매제 시장의 청과물 거래물량은 연간 0.26%씩 감소하였으며, 수산물은
연간 2.49%씩 감소함.
- 경매제와 수의매매를 병행하는 시장의 청과물 거래물량은 연간 1.11%씩
증가하였으며, 수산물은 0.02%씩 증가함.
-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청과물 거래물량은 연간 2.29%씩 증가하였으며, 수
산물은 3.32%씩 증가함.
- 전반적으로 시장도매인제의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장도매
인제 도입은 허가제이므로 확산되지 않고 있음.

<표 2-17> (청과물) 거래제도별 성장률 비교(’09~’19 거래물량 연평균증감률)
구분

경매제 시장1)

연평균증감률

-0.26%

경매제+수의매매 시장2)
(상장예외, 시장도매인제)
1.1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도매인제 시장3)
2.29%

연도별
거래량 추이(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 1) 인천구월, 인천삼산, 광주각화, 광주서부,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안양, 안산,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전주, 익산, 정읍, 순천, 포항, 안동, 구미, 창원팔용, 창원내서, 진주(25).
2) 서울가락, 부산엄궁, 부산반여, 대구북부, 수원, 구리(6).
3) 강서(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12)

일부 도매시장은 전반적인 거래물량 증감률 추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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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수산물) 거래제도별 성장률 비교(’09~’19 거래물량 연평균증감률)
구분

경매제 시장

경매제+수의매매 시장2)
(상장예외, 시장도매인제)

시장도매인제 시장

연평균증감률

-2.49%

0.02%

3.3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3)

연도별
거래량 추이(톤)

주 1) 광주서부, 대전오정, 대전노은, 수원, 안양, 청주, 충주, 천안, 전주, 익산(10).
2) 부산국제, 울산, 안산, 구리(4).
3) 대구북부, 안동(2016년 이후 실적)(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5.4. 도매시장의 온라인 거래실적
❍ 국내 농산물 도매유통의 특징은 도매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물류비 과다, 물류 효율 저하, 농산물 선도 하락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전국에서 생산·배송되며 가격 대비 부피가 큰 농산물의 경우 한정된
공간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상거래와 물류가 일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
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 같은 배경에 정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여 도매단계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는 중임.

❍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는 2016년 농식품분야 ICT 활용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됨.13)

13)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2019. 4. 2. “가락시장 온라인 경매 시작…성과와 과제는 (上)온라인 경매 추
진과 성과는.”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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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경매는 품목, 품종, 유통기한 등 상품 기본정보와 산지, 출하자 등
생산정보, 각종 검사 결과·품질인증 정보, 품질 등급과 경락가격 등 가격정
보를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라인 경매가 추진됐으나 한 차례 실패를 겪
고, 다시 서울 가락시장의 도입을 위한 TF가 구성돼 서울청과와 동화청과
가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이에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2019년 3월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이 시작되었
으며, 서울청과와 동화청과는 향후 조직화된 산지를 바탕으로 2년간 지속
적으로 온라인 경매를 추진할 계획임.
❍ 한편 2020년 5월 농협경제지주는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온라인농산물거
래소를 개설함.
- 양파, 마늘 거래(채소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사과와 배(과
일관)도 거래되고 있음. 양파와 마늘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2020년 누
적 거래물량은 1만 8,800톤임.
- 물류 효율 개선 측면14)과 거래 수수료율15)이 낮은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반면 산지와의 가격협의가 어렵고 출하 등록 가격이 기존 도매시장 출하 가
격보다 높다는 점과 대형마트,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기존 거래처들이 수요
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거래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
과 정책 효과를 검토한 후, 향후 온라인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
장기 발전 방향과 모델을 검토할 계획임.
14)

양파의 경우 유통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약 2~15% 정도의 유통·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기사 발췌 내용).

15)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상장수수료 3%(기존 도매시장 5~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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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예약거래와 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표 2-19> 농협 온라인농산물 거래소 실적
단위: 톤
2020년

품목

2021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월

2월

3월

양파

2,440

3,351

2,285

2,865

1,357

1,893

2,418 16,609 1,779 1,141

마늘

-

-

77

314

257

777

549

1,974

322

426

936

918

사과

-

-

-

-

12

113

92

217

182

88

59

배

-

-

-

-

-

-

-

-

-

-

4

합계

2,440

3,351

2,362

3,179

1,626

2,783

3,059 18,800 2,283 1,655 1,917

자료: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홈페이지(https://newgp.nonghyup.com, 검색일: 2021. 4. 26.).

5.5. 공영시장도매인제도 추진
❍ 2020년에 도매시장 관련 주목할 점은 전라남도와 가락동 도매시장이 2023
년부터 경매 없이 농산물을 거래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전라남도는 경매제도가 약 35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 정착에 이바
지하였지만,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 급등락 심화, 추가적인 유통비용 발생,
가격 결정 과정에서 출하자 배제의 단점이 따른다고 판단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결
정하였으며, 전라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는 시장도매인이 직접 산지에서 농산물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
매하면 유통비용이 약 8%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전라남도는 경매를
거치지 않으므로 시장도매인과 농민이 출하량을 조절하고 농산물 가격 하
락 시 일부를 보전할 예정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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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 1공구에 전라남도 등 산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을 계획함.
- 또한 서울특별시는 전라남도 이외의 제주도 등에 공영시장도매인제도 도
입 등을 타진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
락시장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농업인 유통업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
하고 혼란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거부함.17)

<그림 2-12> 가락시장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운영안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16)

동아일보. 박창규. 2020. 10. 7. “가락시장 경매 없애고 ‘공영시장도매인’ 도입.” 기사 발췌.

17)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산물 도매 유통구조 개선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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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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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련 주요 쟁점과 평가

❍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언론보도,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하여 주요 쟁점
을 도출함.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와 주체별 입장을 객관적으로 제시함.

<그림 3-1>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주요 키워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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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제도
1.1. 거래제도 변화
❍ 1985년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 개설과 동시에 농수산물도매시
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농안법에 근거하여 서울 용산시장을 가락시장으로 이전하며 ‘공영도매시장’
으로 명명함. 이후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에도 공영도매시장이 개설됨.
- 도시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울의 청량리 시장, 영등포 시장
과 지방의 새벽시장, 역전시장 등은 ‘유사도매시장’으로 명명함.
- 공영도매시장의 출현으로 농산물 유통을 제도적 관리하에 두며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그러나 농안법 제도를 통해 실물경제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음.

❍ 1985년 이전 농산물의 수집 기능과 분산 기능은 ‘위탁상’이 수행함.
- 위탁상은 생산자, 산지유통인 등의 출하자에게 상품을 위탁받아 소매업체
에 도매 행위를 수행함.
- 위탁상과 출하자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매매)’하거나 ‘상대방을 특정
해놓고 거래(수의매매)’하는 정가·수의매매(협의가격)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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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도매 및 도매상의 역할
○ 도매의 정의
- 도매(都賣)는 상품 유통 과정에서 생산·수확과 유통의 중간에 위치하며 경제(판매) 활동을 하는 업종
○ 도매상의 역할
- 소매상을 비롯한 판매업자 혹은 산업·상업·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의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기
관으로 매매 이외에 보관·금융·위험부담 등의 기능을 수행
○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주는 혜택
- ① 판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주며, ② 판매경비를 절약하게 하고 금융상의 원조를 주며, ③ 생산
품의 장기저장을 대행한다.
○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주는 혜택
- ① 구입원가를 저렴하게 하고 구입업무를 간편하게 하며, ② 금융적인 원조나 그 밖의 조언을 주며, ③ 대량재
고를 여러 소매상에게 분배함으로써 가격 변동이나 유행의 변화에서 오는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자료: 위키백과(h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1. 6. 8.).

❍ 1985년 가락시장 개설 ~ 1994년 농안법 파동 이전까지 상황
- 농안법에 근거하여, 농산물 수집과 분산의 주체를 구분하여 도매시장법인
(수집 기능 수행)과 중매인(분산기능 수행)으로 지정하고, 가격 결정 방식
은 경매를 원칙으로 함.
- 농수산물 상장(매매할 수 있도록 인정)은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은 도매시
장법인이 수행하고, 판매는 중매인이 수행하게 함.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은 경매장에 하차하여, 거래 주체(중매인)가 상품을
직접 보고 경매로 가격을 결정함(상거래와 물류의 일치).
- 특히 농안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도매시장법인
에 다음 역할을 부여함. ① 도매시장 반입물량 수집, ② 모든 반입 품목의
상장경매(법인 소속의 경매사가 경매 진행), ③ 출하자에게 즉시 대금결제
(출하 다음날 대금결제 완료)

❍ 1994년 농안법 개정의 의도와 농안법 파동의 상황
-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 모든 품목을 수집하여 상장경매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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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당시 중매인이 이전의 출하자와 관계를 지속하며 상장하지 않고 거
래하는 물량이 상당량에 이름. 실제로는 도매시장의 중매인이지만 위탁상
시기에 거래하던 산지 거래처와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음.
- 1994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매인의 역할 분담을 실현하
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즉, 기존 중매인과 출하자의 직접 거래를 불
법으로 간주하고, 출하자는 모두 도매시장법인에게 상장하여 경매를 진행
하도록 함.
- 그러나 당시 중매인은 크게 반발하며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고, 3일간 경매
를 진행하지 못하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 마비됨(농안법 파동).

<글상자 2> 1994년 농안법 개정 당시 거래 질서 확립의 필요성
○ 첫째, 중매인의 ‘칼질’(가격 결정 이후 품질을 문제삼아 가격변경 요구)로 출하자의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출하자 보호가 필요함. 또한 중매인의 시장외거래는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한 가
격 결정과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됨.
○ 둘째, 실제 경매하지 않은 물량을 기록으로만 경매했다고 처리하며 시장사용료를 최소한만 지불하는 무임
승차로 인해 도매시장 사용료 거출 문제가 발생함.
자료: 저자 작성.

❍ 농안법 파동 이후, 1995년 농안법 개정
-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규정(1993년)은 농안법 파동(1994년 5월)의 주
요 원인이 됨. 이에 개정(1994년 11월)을 통해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
래를 허용함.
- 상장예외거래 품목에 한해, 중매인의 도매기능을 허용함. 그에 따라 중매
인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함.
- 2014년 중도매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중도매인 간 거래허용
규모를 전년도 연간 거래액의 20% 미만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영업 정지 처벌
을 하는 등 실제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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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 중도매인 도매행위 허용
○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허용은 현재까지도 가장 논란이 큰 이슈임.
- 1994년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여 농안법 파동이 발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수집 기능이 열악하여 중매인의 도매행위와 중개행위가 일상적이었음.
- 그러나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경매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까지 중매인의 도매와 중개행
위는 필요하므로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바꾸면서 정상적인 도매행위가 가능하게 조치함.

<표 3-1> 수탁판매의 원칙(법 제31조),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시행규칙 제27조)
구분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
위탁 의무 규정
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하 ‘농식품부령
(제31조제1항)
등’)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중도매인
수 없다. 다만, 농식품부령등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
거래규정
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제31조제2항)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1993. 6. 11.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1994. 11. 1.
상장예외품목
거래 규정 신설

○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3. 30.
상장예외
1호 수정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품목 규정
(기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시행규칙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반입물량이 아주
제27조)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소량인 경우)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중도매인 간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식품부령등으로 정하
2014. 3. 24.
거래금지 등
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신설
(제31조제5항)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
중도매인 간
의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중도매인
거래 규모의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상한 등
②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
(시행규칙
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제27조의2)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
에게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8)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2015. 2. 5. “도매시장 중도매인간 거래허용...중도매인 되레 반발 논란.”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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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도매시장 매매 방법은 경매 또는 입찰이 원칙이었으며,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허용함. 이 규정은 2012년 개정되어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됨.

❍ 거래제도 진전 여부 평가
- 2004년, 시장도매인제를 강서도매시장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도입함. 일
부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사례도 있지만, 전면화되지 못함.
- 2013년,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제도는 상장경매 원칙 이외에도 취급물량의
20%까지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2020년 기준 상장
예외품목은 8.1%에 불과함.
- 현재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주로 도매시장법인
이 수집하지 못하는 품목과 수산물임. 이에 따라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입
에 대한 논쟁은 지속 중임.
- 지방도매시장은 공무원 2~3명의 파견으로 상장경매의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그에 따라 상장예외를 도입한
지방도매시장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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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도매시장 거래 주체 및 가격 결정 방식의 변화
시기

거래 행태

1985년 이전

1985년~1994년

1994년 농안법
개정의 의도
(농안법 파동의
이유)

1995년 이후
~ 현재
정가·수의매매

(상장예외 품목에 한함)

2004년 ~
(강서 도매시장에
일부 도입)

정가·수의매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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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래제도 쟁점
❍ 거래제도 관련 주요 논쟁은 2004년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
기 시작하면서 격화되기 시작함.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뿐만 아니라 출
하자들 간에도 거래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상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상장경매제 지지자들의 경우 상장경매제가 시장의 수급을 즉각적으로 반
영해 효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정보가 즉시 공개되고 있으므로 거
래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도매인제보다 우수하다고 주장
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위장 경매, 수지식 경매를 통한 낙찰가 조작, 경매제
의 긴 유통단계로 인한 유통비용의 증가, 상장경매제 일변도의 도매시장
거래로 인한 농민의 출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 이후, 시장도매인제와 상장경매제
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어느 한쪽이 더 우수하다는 일반
적 결론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표 3-4>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비교
구분

상장경매제

시장도매인제

특징

∙ 수집과 분산 주체가 분리되어 있음

∙ 수집과 분산 주체가 일치

장점

∙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결정
∙ 높은 가격효율성

∙ 낮은 유통비용
∙ 짧은 유통단계를 통한 신속한 거래
∙ 구매자의 요구 반영이 용이함

단점

∙ 높은 가격 변동성
∙ 개별 구매자의 요구 반영이 어려움
∙ 상대적으로 긴 거래 소요 시간
∙ 2020년부터 경매 참여자 간 담합 의혹 제기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 우려
∙ 정보 제공 지연 및 조작 가능성 우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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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장도매인제를 점차 확대해 도매시
장 내 유통 주체들 간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음.
- 경매제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선진국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일본도 상장경매제에서 수의거래로 전환하
고 있으므로 새로운 거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출하자 대상 설문에서 시장도매인제 병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4%로 높은 수준이고, 시장도매인제와 상장경매제가 경쟁을 통해 생산
자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사회적 후생이 커질 수 있
다는 의견도 제기됨.19)

<표 3-5> 거래제도 관련 기사
일자

보도 매체

주요 내용

연합뉴스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제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강제 적용되고 있음.
∙ 중도매인이 물량을 수집해 분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수의매매 대상 품목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겨레21

∙ 영세농 위주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제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주
장도 존재함.
- 수의매매의 경우 가격 교섭력에서 밀리는 농민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
이 농후함.
-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생산자가 영세하고, 조직화 수준
도 낮아 경매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2020. 9. 28.

경향신문

∙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독
특한 현상임.
- 경매제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모든 선
진국은 농산물 유통을 도매상 제도에 의지하고 있음.
∙ 경매제 중심 유통구조는 과소생산의 시대에 적합했으나, 과잉생산이 일상
화된 현재에는 적합하지 않음.
- 경매원칙을 과감히 버리고 법을 전면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를 주목해야 함.

2020. 11. 25.

한겨레

∙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보다 비용효율성, 가격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뒤
처짐.

1996. 3. 14.

2005. 11. 22.

19)

한겨레. 신장식. 2020. 12. 2. “양승룡 교수의 왜냐면에 부쳐: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되어야.”
칼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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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자
2020. 11. 25.

보도 매체
한겨레

주요 내용
- 가락시장의 경매 수수료는 4%, 시장도매인제의 암묵적 거래비용은 13%
초과.
- 경매제의 경우 가격효율성이 시장도매인제보다 높음.

현대해양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우리
나라가 벤치마킹했던 일본 도매시장도 현재 경매제를 강제하지 않고 있고,
경매제의 비중이 낮아짐.
∙ 강서도매시장의 경락단가가 전국 최하위인 이유는 도매시장별로 거래되는
주요 농산품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
- 강서도매시장은 저단가 품목을 많이 거래하기 때문에 경락가격이 낮은 것.
∙ 시장도매인 가격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경매가격 정보를 받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제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
- 강서시장도매인 거래물량은 국내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4~5%에 불과하
지만, 이 수준에서도 시장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경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이득이 커질 수 있음.
- (가락시장 출하자 대상 설문)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이 필요: 72.4%

2020. 12. 7.

동아일보

∙ 경매제는 시장정보가 부족하고 금융거래가 제한적이던 시대에 농민을 보호
함. 그러나 현재의 유통환경에서는 경매제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함.
- 가격 불안정, 높은 유통비용, 깜깜이 가격 결정과 출하 선택권 제한 등은
농민에게 부담.
- 수의거래가 일반화된 국가들의 경우에서처럼 수의거래도 기준가격을 제
공하는 기능 수행.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독자적 가격형성 기능이 있으며, 경매제와 함
께 성장 중.

2021. 4. 23.

농업인신문

∙ 상장예외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등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만으로는 가격 변동
성 해소 어려움.
∙ 중도매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83%가 시장도매인 도입에 반대.

2014. 12. 2.

자료: 저자 작성.

❍ 상장경매제, 시장도매인제 등의 거래제도 평가 차원에서 거래제도별 가격효
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됨. 연구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나며, 종합적으로 거래제도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
- 농수산물 가격은 산지, 도매, 소비지를 연계하는 수직적 유통단계에서 존
재하는 다양한 수평적 유통기구 사이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서 형성되는 것임.
- 다양한 도매유통기구 중 하나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나 시장도
매인제도가 가격을 선행하거나 후행한다고 해서 특정 거래제도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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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형성 구조에 대
한 광범위한 특성과 시장 효율성의 다양성을 간과한 주장임.
- 시장 효율성 여부는 가격 이외에도 물류, 시간, 저장 및 보관 기능 등의 요
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지만, 현실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만
으로 시장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음.

<그림 3-2> 농수산물 가격형성 관계

자료: 저자 작성.

<표 3-6>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 비교 연구 정리
연구
성배영 외
(1993)

연구 목적

연구 결과

경매제와 수의매매 특성 비교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품 특성에 따라 거래 다양성 확
보 필요

권승구(2000) 농안법 개정안 개선사항 발굴

시장도매인에 의한 경매 교란 및 농민 거래교섭력 약화 우려

양승룡 외
(2001)

농안법 개정이 도매시장 효율성에 미 가격효율성 제고 및 경락가격 실시간 제공을 위한 전자경
친 영향 분석
매제 도입 필요

이상덕 외
(2002)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성 상장예외제도 운영이 상장경매를 보완하여 도매시장 효
추정
율성 증진에 기여

조명기·전창곤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시장도매인제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가격효율성 제고
(2004)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효과가 있는 경매제와의 공존이 필요
김윤두(2005)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개선사 ∙ 시장도매인제가 동일시장 내 경매제에 비해 효율적
∙ 정산체계 간소화, 거래내용 공시체계 확립 필요
항 발굴

최병옥(2006)

도쿄 중앙도매시장 거래제 변화가 가 경매제에서 상대거래로 변화 후 가격 안정성과 인과성
격형성에 미친 영향 분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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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구

연구 목적

국승용·김완배
거래제도별 가격효율성 분석
(2007)
장성욱 외
(2007)

출하자 설문을 통한 거래제도 평가

연구 결과
가격효율성 측면에서 거래제의 우열 발견할 수 없음
가격효율성 제고 및 거래비용 감소 효과로 인해 출하자는
경매제 선호도가 높음

윤창식·양승룡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장 효율성에 가격 결정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시장도매인제의 시장
(2009)
미친 영향 분석
효율성 저해 가능성 존재
최병옥(2011)

국내 배추 도매시장 가격과 소비지
상장경매제하에서 배추 가격 결정이 효율적
가격 간 인과관계 분석

서경남·양승룡 전자경매제 도입이 가격효율성에 미 전자경매 도입 이후 가격변동성 완화 및 법인 간 가격 동
(2011)
친 영향 분석
일성 강화
권승구·김창환 경매제와 비상장거래의 가격 형성 구 비상장거래하에서 독점적 가격 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후
(2012)
조 분석
생의 감소 가능성 발견
김상덕·양승룡
거래제도에 대한 유통인 인식 조사
(2015)

∙ 거래의 공정성, 만족도 등 대부분 측면에서 경매제 선호
∙ (정가·수의매매 확대 시) 경락가격의 대표성·공정성 저
해 우려

김효미·김윤두 도매시장 시장구조와 유통 효율 간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가 농산물 유통 효율 증진을
(2020)
관계 분석
위한 투자 유인 저하
자료: 저자 작성.

2. 공정거래
2.1. 공정거래 변화
❍ 경매의 공정성에 대한 대응
- 1994년 농안법 파동 당시 경매의 공정성은 경매사의 소속에 관한 문제로
제기됨. 이에 경매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소속하게 하고 불법행위 시 신고
제 운영, 전자게시판 게시 등으로 대체하여 공정거래 관련 문제 발생 시 보
완하기로 함.
- 2021년 현재, 짧은 시간 동안 수십 건의 경매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
며 경매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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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 2019년도 청과부류 주요 25개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
분석 결과
○ 총 거래 건수 647만 5,290건 중 1명 단독 응찰‧낙찰 건수가 24만 3,378건(3.8%),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 건수는 106만 9,051건(16.5%), 3초 이내 낙찰 건수도 383만 4,641건(59.2%).
○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을 의심하여 응찰자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 전 품목 상장거래와 상장예외품목 허용
- 1994년 농안법 파동은 전 품목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에
서 시작됨. 전 품목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위탁상의 수의매매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이었음.
- 당시 무·배추와 같이 주요 채소류가 중매인에게 위탁거래되는 관행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들의 밭떼기, 매취 판매와 수탁판매를 금지하고 지정 도매인을
통하여 상장거래하는 것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농안법 파동으로 중매인의 상장예외품목을 인정하게 됨. 출하량이
적은 품목, 중매인의 수가 극히 적은 품목, 특산품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
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수탁판매하거나 정가·수의매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음.
- 한편 2021년 현재,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거래제도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제도 이외에 상장예외품목 확대, 정가·수의매매 도입과 확산을 요구하
고 있음. 특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중도매인 등은 유통환경 변화와 분
산 기능 강화를 주장하면서 시장도매인제도 일부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정가·수의매매 확대 시도
- 2013년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특징은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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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경매 이외의 거
래제도를 도입하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
매시장에서도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산지와 도매시장 간
예약형 가격 결정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함. 단기적으로는 일별, 주별 정가·
수의매매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별, 월별, 분기별로 거래되어 계약
재배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확산을 계획하였음.
- 그러나 2021년 현재 정가·수의매매는 20%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정부는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지원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19년 공영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 비율은 20.4%에
그치며, 수입농산물 위주로 확대되는 추세임. 가락시장의 경우 국산 농산
물의 정가·수의매매는 11.9%에 불과함.
- 그 이유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막대한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면서도 경매사
수를 확충하는 등의 투자를 하지 않고, 정가·수의매매 시 가격 결정을 경매
가격에 연동하므로 가격 안정성이 낮기 때문임.20) 또한 경매제도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정가·수의매매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생산자단체, 도매
시장법인, 연구자의 우려도 있음.
❍ 출하자 신고제 및 바코드화
- 농산물 출하 동향 파악, 잔류 농약 검사나 중량 미달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임.
- 2000년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최초 법안은 등록제로 규정됨. 2007
년 개정을 통해 신고제로 변경됨.
20)

김동환 외. 2019. 가락시장 청과부류 정가·수의매매 거래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연구. 농식
품신유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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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농안법 개정 시, 모든 농산물 출하자를 대상으로 출하자 신고를 의
무화하고 미신고 출하 시 도매시장법인이 수탁 거부 조치를 취하도록 함.
2009년 1월 시행 이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시행을 촉진하였으나, 아직까
지 신고율이 저조함.21)
- 그 이유는 도매시장법인의 반응이 소극적이기 때문임. 미신고 출하자에 대
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거부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법률 자
문 결과가 있었으며, 농산물 수탁을 거부할 경우 출하자가 반발하면 물류비
와 하차비·상차비 등과 관련된 분쟁이 우려된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이유임.

<표 3-7> 출하자 신고(제30조)
구분

주요내용

비고

2000. 1. 28.

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수산물의 거래 질서의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당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을 등록하
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등록제

2007. 1. 3.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
산물의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공정거래 진전 여부 평가
- 첫째, 도매시장 경매 시 담합 행위
∙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률 16.5%, 3초 이내 낙찰률 59.2%로 단시간
경매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을 의심하여 응찰
자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22)

21)

가락시장은 2021년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여 유예기간 후 미신고 시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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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로 인한 사유화
∙ 최근 도매시장법인은 대기업 계열사 또는 사모펀드의 투자처가 되고, 최
대 주주가 바뀔 때마다 매각 차액이 증가하여 도매시장법인 주주의 이익
이 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는 외면한 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바탕으로 매각대금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로 인해 도매시장법인
의 경영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사회적 비판이 커짐.

<표 3-8>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최대 주주와 매각액
도매시장
법인

최대주주

㈜중앙청과

경남기업㈜ → 태평양개발㈜
호윤진 등 → 동부팜한농㈜
동부팜한농㈜ → 칸서스자산운용

2015년

540억 원

칸서스자산운용 → 서울랜드

2016년

587억 원

서울랜드 → 신라교역㈜

2019년

771억 원
57억 원
65억 원

동화청과㈜

매각액

영업이익
(2020년)

2008년

270억 원

91억 원

2010년

280억 원

매각연도

한국청과㈜

개인주주 → 더코리아홀딩스㈜

2005년

더코리아홀딩스㈜
94.9% 지분 보유

대아청과㈜

이정수 등 → 호반프라퍼티㈜

2019년

564억 원

70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검색일: 2021. 4. 21.).;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2019. 7. 2). “올해만 3곳째...‘거대 자본’에 팔려나간 도매법인.”; 한국농정. 박경철(2019. 8. 4.).
“자본의 표적된 황금알 낳는 거위, 도매법인.”; 매일경제. 정혁훈(2020. 9. 20.). “경매제의 배신...‘35년
독점’ 가락시장 청과회사 高배당잔치.”

- 셋째, 시장도매인제도의 투명성과 대금 지급의 안전성 확보
∙ 시장도매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9년 △△
청과가 부도 처리하면서 시장도매인이 출하 대금 12억 원을 미지급하여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 현재는 정산법인을 운영하여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간 대금 지급과 관련된

2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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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여지가 적지만, 최근 전차인 운영으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23)
- 넷째, 하차비 담합 의혹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위탁
수수료 담합 혐의(거래 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로 부
과하는 것을 합의)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도매시장법인은 공정
위와 해당 사안을 두고 법률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은 도매시장법인 3사(동화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에 위
탁수수료 담합으로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취소하되, 시정명령만
내려진 판매장려금 담합은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으며, 현재 공정위와 도
매시장법인 간 법률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2.2. 공정거래 쟁점
2.2.1. 가격 결정의 공정성
❍ 우리나라의 전통적 거래 관행은 수의매매 방식이었으나, 수의매매는 거래 과
정이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때문에 농민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었음.
- 이로 인해, 공개 경쟁을 통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장경매
제가 도입되어 도매시장의 주거래제도로 정착됨.

❍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경매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
매 참가자 간 가격 담합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상장경매
23)

농민신문. 박현진. 2020. 3. 23. “농가 “출하대금 3억 떼일 판”······시장도매인, 불법 전대 ‘핑계’.”
기사 발췌.

76

❙

제도의 물류비와 유통비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시장도매인제가 새로운 대
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전자식 경매 도입,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자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연근해산 수산물의 87%가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를 통해 일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2차 경매를 반
복하는 이중 상장경매 및 기록상장 등이 발생하고 있음.24)
- 또한, 수산물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능력이 부족하여, 중도매인의
물량 수집행위가 일반화됨에 따라 불법 거래인 기록상장과 형식 경매가 자
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음. 이에 따라, 불필요한 유통비용과 거래수수료 발
생으로 수산물 도매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표 3-9> 농산물 가격 결정 방식의 공정성 관련 기사
일자

1994. 5. 7.

2010. 7. 20.

2012. 12. 6.

2019. 11. 11.

24)

보도 매체

주요 내용

연합뉴스

∙ 지정도매시장법인의 부조리, 중매인의 폭리 수취 행위 만연.
-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경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
장, 상장수수료 징수 등 편법 발생.
- 중개수수료 외 수탁매매, 밭떼기 수매, 경락가격 조작 등을 통해 폭리 수취.

경향신문

∙ 전자경매시스템 작동을 멈추고, 수지식 경매 및 수의매매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가를 조작.
- 가격 상향 조작을 통해 대형출하주 유치 및 도매시장법인 이익 제고.
- 가격 하향 조작을 통해 중도매인 이익보전.
- 정상가격과 최대 30%까지 차이 발생.

어업in수산

∙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은 과거 위탁상 시절로의 회귀라는 지적이 있음.
- 산지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거래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산지출
하자가 시장도매인에게 거래 과정에서 종속될 여지가 있음.

농민신문

∙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은 공정경쟁에 반하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이 과점적 이윤을 취하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
적 규정에 따른 것임.
- 시장도매인은 경쟁상대인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 결정한 실시간 가
격을 무료로 이용해 비공개적으로 영업함.

해양수산부. 2019. 2019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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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자

2020. 11. 9.

2020. 11. 25.

2021. 1. 15.

보도 매체

주요 내용

한겨레

∙ 경매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일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함.
- 농산물 경매는 대부분 1~2초 만에 출하자 의사와 무관하게 낙찰가가 정해짐.
- 동일한 시간, 동일한 출하자가 가져온 품목의 농산품 낙찰가가 최고 12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
∙ 직거래 도매상 제도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상황.
- 농산물 품질과 당일 수급에 따라 출하 단계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온라인
에 실시간 공개함.
- 거래 대금은 정산조합을 통해 판매 즉시 결정됨.

한겨레

∙ 시장도매인제 거래량이 경매제에 비해 높은 것은 경매물량과 경락가격 등
공개 정보를 대가 없이 사용해 얻은 불공정경쟁의 결과.
- 강서시장 경락가격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최하위.
- 이는 강서시장 경매제가 불공정거래의 희생양임을 의미함.

한국농어민신문

∙ 시장도매인을 통해 농민이 가격을 협상해 출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로 매수판매 비율은 34%에 불과함.
- 나머지 거래는 위탁거래로 시장도매인이 소매상에 판매한 뒤 농민들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민은 시장도매인이 신고하는 판매
가격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자료: 저자 작성.

<표 3-10> 수산물 가격 결정 방식의 공정성 관련 기사
일자

보도 매체

2014. 12. 2.

현대해양

2020. 5. 28.

한국영농신문

2020. 6. 10.

현대해양

2020. 7. 3.

한국농어민신문

2020. 11. 28.

한국영농신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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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록상장 및 형식경매 문제는 경매제의 오랜 병폐.
- 기록상장은 형식상 도매시장법인을 거치게 되면서 불필요한 수수료 발
생으로 수산물 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
상장 등으로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드러남.
-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
법인에 출자하는 구조가 빈번해,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
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수산물은 산지 위판장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
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 대신 중도
매인에게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고 주장함.
∙ 반면 가락시장의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은 기록상장, 형식경매는 일절 없
었으며 중도매인이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공사의 출하자 등록시스템
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주장.
∙ 가락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산지로부터 물건을 수집해 직접 분산하거나, 도
매시장법인을 통해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하고 이를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하
거나, 반대로 도매시장법인에 수탁하는 경우도 나타남.
∙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도매시장의 수산물 유통에서 농안
법 규정을 무시한 기록상장, 형식경매 등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소속 경매
사, 중도매인들로부터 확인함.

2.2.2. 경매사 공영제
❍ 경매사가 특정 중도매인에게 낮은 가격에 입찰시켜주거나, 좋은 품질의 상품
을 독점적으로 낙찰받게 해주고, 경락가격을 조작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
하게 발생함.
- 2019년 9월 거래된 주요 13개 품목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중
단독 응찰이 1.79%, 경매 개시 후 3초 이내 낙찰 건수는 33.28%로 나타나
출하자들의 경매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고조됨.25)
- 이에 따라 경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사를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고, 공영제와 기존 방식의 장단점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그에 따른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
- 경매사 공영제 도입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과
출하 물량 확보, 출하 컨설팅, 적정 경락가격 형성을 위한 노력 등 경매 진
행 외의 업무에 대한 근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고 있음.26)

<표 3-11> 경매사 지정 방식 비교
구분

공영제

도매시장법인 소속(기존 방식)

장점

∙ 공정한 경매 가능성 제고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경매사 간 경쟁으
∙ 중립적이고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경매 관
로 업무 역량 증대
련 분쟁 감소

단점

∙ 경매사의 업무 역량 저하
∙ 부실 경매 및 출하 물량 소화량 감소

∙ 허위 경매, 경매 조작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

자료: 저자 작성.

25)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2020. 9. 1.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진행 방식 개선 이견 팽팽.” 기사발췌.

26)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2010. 8. 4. “가락시장 ‘경매사 공영제’ 도입 논의 불붙나.”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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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대금결제 안정성
❍ 중도매인이 차상경매로 인한 검품의 어려움, 속박이 등을 이유로 출하량의 일
정 비율에 경락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재’ 관행이 출하자에게 부담
으로 작용함.
- ‘재’뿐만 아니라 경매 후 중도매인들로부터의 품질 이의신청으로 인해 가
격이 수정되는 상황도 발생함.
- 하차 거래 도입을 통해 이 같은 관행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하차
거래를 위한 물류 비용이 출하자에게 전가되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는 주장이 제기됨.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백과청과는 ’09년 출하대금을 미지급한 채 부도를 낸 바가 있
음. 이후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조직이 설립됨.
- 강서시장의 정산조합 설립 이후에도 시장도매인의 결제 대금 미지급을 도
매시장법인과 언론사에서 이슈화함. 그러나 정산조합과 MOU를 체결한
은행에서 대금결제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장도매인제의 대금결제 안정성
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 결제 대금 미지급사건은 발생하지 않음.
- 최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도 결제 대금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
명하였고, 해당 시장도매인은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
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27)

27)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2021. 3. 22. “시장도매인 폄훼 괴문서 유포...“경매제 도태될까봐”.”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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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대금결제 공정성 관련 기사
일자

2016. 7. 7.

2016. 9. 11.

2020. 3. 20.

2020. 11. 9.

2021. 7. 1.

보도 매체

주요 내용

농축유통신문

∙ ‘재’ 관행이 출하 농가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므로, 관행을 철폐해야 함.
- 중도매인은 차상거래로 인한 검품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
- ‘재’ 관행 철폐는 필요하지만,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이해가 충돌하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

한국농정

∙ 박스 포장, 팰릿 출하만 된다면 ‘재’ 필요 없음.
- 물건을 정확히 포장해서 중도매인이 검품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
류 효율화에 소국적인 태도는 중도매인에게 유통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
는 의견 존재.

농업인신문

∙ 시장도매인은 거래 특성상 송품장, 판매원표 입력을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함.
- 거래가격, 거래방법 등 정보는 해당 시장도매인이 입력한 내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산조합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출하대
금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한겨레

∙ 시장도매인 거래정보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되고, 정산조합을 통해 대
금결제의 안정성이 높아짐.
- 강서도매시장 운영실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 공
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감소함.

YTN

∙ 수협이 중도매인에게 받지 못한 외상값을 중도매인이 관리하는 출하주 계좌
로부터 무단으로 수취한 정황이 발견됨.
∙ 중도매인이 차명으로 출하자 등록을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원래 출
하자 대신 대금을 지급받은 정황도 발견됨.

자료: 저자 작성.

3.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3.1. 물류체계 개선과정
❍ 하역비 부담 관련 논의
- 1985년 서울 가락시장 개장 당시, 도매시장 반입물량의 하역작업은 상장
경매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반드시 해야 할 업무로 보고, 하역비는 위탁
상장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봄. 그러나 사실 농안법상 하역비의 부담 주
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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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농안법 파동 당시, 도매시장에 하역노조가 별도로 설립되어 출하
농수산물의 하역업무를 담당하고 하역 수수료는 출하자에게 징수함. 그러
므로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출하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당시 하역비 결정은 하역노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대표가 협상을 통
해 결정했으므로 실제 하역비를 부담하는 출하자의 입장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그 결과 하역비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음. 즉, 하역비
를 부담하는 출하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하역과
관련된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
- 1995년 농안법 개정 시, 하역 관련 용역회사의 설립, 하역노조 인력을 도
매시장법인으로 흡수하여 정규직화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였으나, 하역노
조의 특수성과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료 전액 부담이 초래할 경영상의 문제
를 고려하여 하역노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28)
- 2021년 현재 도매시장 하역 관련 논의와 대책 마련이 진전되지 못하여 결
국에는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 징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대
상이 되어 법률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물류효율과 관련된 팰릿화
- 팰릿 유통 등 물류 개선은 거래단위의 규모화를 통하여 도매시장 내 물류비
용을 절감하는 주요 수단임.
- 가락동 도매시장은 하차 거래 도입으로 청과물 팰릿 출하 비율이 2011년
2.9%에서 2020년 50.2%로 상승함. 그러나 산지에서는 팰릿 출하 시 비용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수산물 팰릿 출하율은 1% 미만으로 저조함.
28)

허신행 외. 1995. 농수산물 유통개혁 백서. pp. 56-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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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울 가락도매시장 이외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수집과 분산 단위가
크지 않아 하차 경매 및 팰릿 출하를 도입하거나 팰릿 단위로 출하할 수 있
는 여력이 부족함.

<표 3-13> 가락시장 청과물 팰릿 출하율 변동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팰릿 출하율

2.9%

3.4%

4.3%

6.4%

6.4%

2016

2017

2018

2019

2020

10.6% 21.5% 33.5% 44.5% 50.2%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내부자료.

❍ 농산물 가공과 저장, 물류 등의 겸업 사업 허용
- 2013년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대책’에서 도매시장의 물류효율성 제고
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가공과 저장, 물류 등의 겸업 사업 범위
를 확대함. 이는 대형유통업체 확산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이 경쟁할 수 있
도록 도매시장법인의 규제를 완화한 조치임.
- 그러나 실제 겸업 사업은 법인보다 중도매인이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농안법상 중도매인의 겸업 사업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 2021년 현재, 표준하역비와 하차 거래에 대한 논쟁 지속
-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하역비 제도와 하차 거래가 시행
되어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 분담을 위한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하역비
가 출하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함.
- 표준하역비 제도는 표준규격으로 포장, 팰릿에 적재해 규격출하품으로 출
하된 경우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그 외 비규격출하품은
출하자가 부담하는 제도임. 그러나 도매시장마다 규격출하품의 기준이 다
르다 보니 도매시장마다 하역비가 다르게 결정되거나 출하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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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하역업무(제39조)
구분

현행규정

주요 내용

비고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
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2000. 1. 28.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 표준하역비
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및 규격출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
관련 조항
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신설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진전 여부 평가
-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상거래와 물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 예
를 들면, 휴대폰 단말기로 상품 사진 전송만으로 거래가 성립하고 도매시
장을 경유하지 않고 산지에서 직접 실수요자에게 배송할 수 있음.
- 산지 유통시설과 도매시장 물류시설의 불일치가 물류 효율화를 저해함. 1990
년대 이후 APC, RPC 등 산지 유통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팰릿을 이용하여
시설이 현대화되었지만, 도매시장에 반입할 공간 부족과 기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매 방식 때문에 여전히 수작업으로 하역하는 일이 많음.
- 중도매인의 단순 가공, 저장 등 겸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안법은 이를 허용
하지 않고 있음. 사실 겸업 중도매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방도매시
장에서는 시장 내에 저온창고, 작업장 등을 활용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음.
-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팰릿 출하를 통한 하차 경매
를 추진하여 2021년 현재 배추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전 품목의 팰릿화
가 이루어짐. 그러나 팰릿 출하와 하차 경매 관련 비용 부담 문제로 출하자

29)

농민신문. 노현숙. 2016. 7. 13. “‘표준하역비 규격출하품 기준’ 논쟁.”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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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역노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정부, 서울시 간 논란이 지속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2. 물류체계 쟁점
❍ 과거 도매시장법인은 낮은 상장수수료 수준을 이유로 하역비 부담에 부정적
인 반응을 보였음. 이에 따라, 하역비는 위탁상장수수료에 포함된 형태로 출
하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왔음.
-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표준하역비 제도와 하차 거래가 시
행되어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 분담을 위한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하역비
가 출하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하역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3.2.1. 하차 거래
❍ 2017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채소류 하차 거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무, 양
파, 쪽파, 대파 등의 품목에 대해 하차 거래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현
재 배추 하차 거래의 경우 배추 가격 폭락과 출하자 반발 등이 맞물리면서 전
환에 차질이 발생함.30)
- 하차 거래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팰릿 단위로 비닐을 씌우는 래핑 작업이나
골판지 상자에 담는 작업이 필요하나, 현재 그물망 포장 방식보다 비용이
더 소모되기 때문에 출하자들의 반발이 발생함.
- 배추 하차 거래를 가락시장에서만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인근 도매시장으
로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과 하차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 주도권
이 중도매인에게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30)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2021. 4. 13. “가락시장 배추 하차 거래 12월 시행 추진 ‘진통’ 예고.”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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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자는 물량 조절 및 가격지지 방안 등 대책 마련 후 배추 하차 거래 시행
을 요구 중이며, 중도매인은 하차 거래 선결과제로 시장 내 재작업이 필요
없는 완벽한 골판지 상자 출하를 요구 중임.31)

3.2.2. 출하자 신고제 및 바코드화
❍ 도매시장에 농·수·축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농안
법 제30조에 따라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함.
- 출하자 신고 후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인하 및 경매 우선
시행이 가능함.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수탁을 거부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 거부가 가능함.

❍ 출하자 신고제가 정착된다면 농산물 출하 동향 파악이 간편해지고, 잔류 농약
초과 검출, 중량 미달 등 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출하자와의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상품 품질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출하자 신
고제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출하자 신고율이 미흡한 상황임.
- 출하자 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유인이 부족하고, 고령자가 중심인 출하자들에
게 온라인 신고 절차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고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32)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자 신고제의 정착을 위해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출하 상품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수탁 거부하도록 조치
함. 출하자 신고제 의무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도매시장법인은 본 조치에 대해 미온적임.33)
31)

아시아경제. 박종일. 2021. 4. 12. “가락시장 올 12월부터 배추 파레트 하차 거래.” 기사 발췌.

32)

농민신문. 이민우. 2021. 5. 7. “가락시장 미신고 출하자 농산물 수탁 거부 ‘논란’.”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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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거부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므로, 공사가 미신고 출하 상품에 대한 수탁 거부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 분쟁의 여지가 있음.
- 시장에 반입된 농수산물 수탁을 거부했을 때 물류비, 상·하차비 등과 관련
된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미신고 출하자가 되는 경
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탁 거부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제기됨.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0년 물류 바코드 체계를 도입함. 바코드를 통해
수량 확인 및 물류 동선 파악이 용이해지며, 재고관리와 소비처 확인, 경매 투
명성 제고와 비상장 불법 거래 단속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34)

❍ 일부 유통인들은 농산물 바코드 부착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유
통 시간과 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35)
- 도매시장의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3~4일 이상이 소요되는
데, 바코드 정보 검색을 통해 산지 출하일, 경매일 등이 공개되면 신선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 있음.
- 농산물 유통 마진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바코드까지 부착하는 경우 유통
인에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도 존재함.
-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바코드와 연계성이 없으므로, 대형마트에 납품하
는 경우 일일이 바코드를 떼어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됨.

33)

농민신문. 이민우. 2021. 5. 7. “가락시장 미신고 출하자 농산물 수탁 거부 ‘논란’.” 기사 발췌.

34)

농민신문. 한재희. 2010. 2. 6. “농산물 바코드 부착해 유통하면.” 기사 발췌.

35)

농수축산신문. 신재호. 2010. 8. 4. “스마트 폰 경매 ‘좋아’…바코드 부착은 ‘글쎄’.”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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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표준하역비 제도
❍ 출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표준하역비 제도
가 도입됨.
- 표준규격으로 포장, 팰릿에 적재해 규격출하품으로 출하된 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그 외 비규격출하품은
출하자가 부담하는 제도임.

❍ 규격출하품에 대한 기준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
기 때문에, 시장마다 규격출하품의 기준이 다름. 이에 따라, 하역비가 도매시
장마다 제각기 다르게 결정되는 등 표준하역비 관련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
-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 수는 많아 보이지만,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으로 지
정된 품목이 대부분 유통 물량이 적은 품목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하역비 부
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질 않음.36)
- 표준하역비 적용 기준에 대한 유통 주체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음. 서울 가
락시장에서는 3년마다 하역노조의 요구로 경매회사들이 하역비(위탁수수
료)를 인상하고 있음. 정액 수수료 인상으로 하역비 부담을 줄이는 데만 집
중하며 낙후된 하역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37)
- 서울특별시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정액 수수료 형태로 전가하는 도
매시장법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함. 이에 반대하는 도매시장법
인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
여 재판이 진행됨(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 효력 확정 예정).38)
36)

KBS 뉴스. 윤주성. 2020. 9. 24. “농산물 팔았는데 하역비가 10%↑…시장마다 제각각.” 기사 발췌.

37)

한겨레. 김양진. 2021. 7. 19. “농민 손 들어준 대법 ‘가락시장 경매회사 수수료 제한, 차별 아냐’.”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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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쟁점별 입장 정리
<표 3-15> 도매시장 관련 주요 쟁점 요약
주요 쟁점

내용
도매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경매제를 도입하여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거래제도 관련 논란
거래환경 변화로 인해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됨.
가격 결정 관련 담합, 기록상장 등 상장경매제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안으로 시장도매인
공정성 논란
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시장도매인제 역시 불공정거래 이슈가 불거짐.
공정
경매사의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으나 경매사의
거래 경매사 공영제
업무 역량 저하 및 부실 경매 발생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표류 중임.
대금결제 안정성 중도매인의 ‘재’ 관행, 일부 시장도매인의 대금 미지급 사태로 출하자 피해 발생.
청과 부문은 전체 물량의 50%를 하차 거래로 진행하고 있지만, 수산 부문은 하차 거래
하차 거래
도매
도입 논의가 필요함.
시장
출하자 신고제 농산물 안전성 제고와 물류체계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행이 필요함.
물류
표준하역비
하역비 인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역비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등 유통
체계
제도
주체들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표 3-16> 도매시장 관련 주요 쟁점별 입장
주요 쟁점

입장 표명 주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정부39)

거래제도 관련
논란

지자체
(서울시)40)
농민
단체

A
B

구매자41)

공정
거래

38)

가격
결정
관련
공정성
논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내용
경매제가 공정한 가격 결정, 기준가격 제공 등 순기능이 있으므로, 경매제 위
주의 거래 질서 유지 필요
강서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
일부 규모화된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제 도입 희망
새로운 거래제도의 도입이 경매를 위축시켜 기준가격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제도 도입은 철저한 검증 필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유통단계를 축소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 경매제와의 경쟁을 도모한다면 농
업 생산 지속성에 도움
시장도매인제로 인한 경매 수량 감소 및 기준가격 하락 우려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에 비해 유통과정이 짧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
다는 장점 존재
시장도매인 거래의 폐쇄성으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을 보면 높은 수준의 투명성·안정성 확인 가능
일부 중도매인 단체 도매시장 개혁을 위해 시장도매인 도입, 중도매인 산지
직거래 확대 제시42)

한국농정. 권순창. 2020. 2. 9. “‘위탁수수료 담합’ 가락시장 도매법인, 과징금 91억 원 취소.”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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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주요 쟁점
가격
결정
관련
공정성
논란
공정
거래

경매사
공영제
대금
결제
안정성
하차
거래

도매
시장
물류
체계

출하자
신고제
표준
하역비
제도

입장 표명 주체
내용
지자체
농산물 경매제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매 진행 방법 개선 필요
(서울시)43)
출하자44)

경매제가 농민들을 대변해 공정한 가격을 수취하지 못하고, 동일한 조건의
상품도 가격이 상이해 거래 공정성이 의심됨

도매시장법인45) 도매시장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음
경매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경매사 공영제를 통한 경매사 안정적 신분보
지자체
장 및 처우개선 필요
(서울시)46)
경매사 공영제로 경매사의 확실한 신분보장을 통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도모
출하자
해야 함
중도매인
차상경매의 특성상 검품이 어려워 ‘재’ 관행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치로 인해 대금결제의 안정성 확보됨
출하자
‘재’ 관행 없애기 위한 하차 거래로 인해 출하자 물류비 부담 증가
도매시장법인 물류 선진화 측면에서 하차 거래 찬성
중도매인
하차 거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골판지 상자 출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출하자
물류 효율화, 하역 기계화 등 도입 취지엔 공감하나 비용 부담 우려
도매시장법인 미신고 출하자 물량의 수탁거부조치로 인해, 출하자와 물류비 관련 분쟁 우려
거래 품목의 투명화 및 거래물량 수급 조절이 가능해져 기준가격 형성에 안전
지자체
성 제공 가능
(서울시)47)
출하자 과실이 없는 상품 하자를 출하자에게 책임 물을 가능성 우려됨
출하자48)
도매시장법인의 초과부담금이 증가하고, 출하자 부담 및 사회적 비용 가중
도매시장법인49)
우려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위탁수
출하자50)
수료에 반영돼 출하자 부담을 늘린다는 의견

자료: 저자 작성.

39)

한겨레. 김양진. 2021. 6. 16. “6개사가 36년 틀어쥔 ‘가락시장 경매’…감사원, 돋보기 댄다.” 기사
발췌.

40)

한국농업신문. 유은영. 2020. 11. 4. “‘현대화’ 앞둔 가락시장은…거래제도 ‘전쟁’.” 기사 발췌.

41)

한국농정. 김현주. 2020. 6. 21. “시장도매인 만족도 ‘10점 만점에 10점’.” 기사 발췌.

42)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2020. 11. 6.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개혁 요구.” 기사 발췌.

43)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2020. 9. 4.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 진행 방식 개선.” 기사 발췌.

44)

한겨레. 김양진. 2021. 6. 16. “재주는 농민이, 돈은 경매사가, 소비자는 ‘봉’인 가락시장.” 기사 발췌.

45)

농업인신문. 최현식. 2010. 7. 23. “긴급진단 – 가락시장 경매비리.” 기사 발췌.

46)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2020. 9. 4.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 진행 방식 개선.” 기사 발췌.

47)

원예산업신문. 최현주. 2009. 3. 9. “‘출하자 신고제’ 생산자 피해 우려.” 기사 발췌.

48)

원예산업신문. 최현주. 2009. 3. 9. “‘출하자 신고제’ 생산자 피해 우려.” 기사 발췌.

49)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2002. 10. 7.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논란 가속화.” 기사 발췌.

50)

농민신문. 박현진. 2019. 1. 11. “도매법인, 표준하역비 협상 적극 나서달라.”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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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별 미래지향적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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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의 (미래지향적) 논의 확장을 위한 설문조사
1.1. 조사 개요
❍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 논쟁에 대한 객
관적인 의견 조사가 필요함. 이에 도매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
한 경험이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
- 2021년 4~5월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도매시장당
1~3명의 담당자를 조사함(총 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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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 특성
구분

근무지역

사례 수

비율

서울

4

4.0%

부산

9

8.9%

구분

사례 수

비율

33

32.7%

3년 미만
근무 연수

3~5년 미만

5

5.0%

5~10년 미만

11

10.9%

대구

6

5.9%

인천

17

16.8%

10~15년 미만

12

11.9%

15년 이상

40

39.6%

광주

10

9.9%

대전

6

5.9%

3년 미만

66

65.3%

3~5년 미만

18

17.8%

5~10년 미만

13

12.9%

10~15년 미만

3

3.0%

울산

3

3.0%

경기

12

11.9%

도매시장
관련
업무 연수

강원

4

4.0%

충북

5

5.0%

15년 이상

1

1.0%

중앙도매시장

37

36.6%

지방도매시장

64

63.4%

99

98.0%

1

1.0%

1

1.0%

현재 담당

95

94.1%

예전에 담당

6

5.9%

충남

2

2.0%

전북

7

6.9%

전남

2

2.0%

경북

9

8.9%

경남

5

5.0%

전체

101

100.0%

농안법상
분류

공영도매시장
투자 주체별
일반법정도매시장
분류
민영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업무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1.2. 조사 내용
❍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시기를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구 가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수집·분산’, ‘출하자 보호’, ‘경매를 통한 가격형성’이
중요시되었음.
- 그러나 향후 ‘수집·분산’, ‘경매를 통한 가격형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감소할 것이며,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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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구 가치의 변화
단위: %

주: 설문 문항의 주요 답변을 정리함.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 지역 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가격 측면에서 경
쟁력 유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경쟁력이 있는 원인 1순위는 ‘저렴한 가격’(32.0%)으
로 나타났으며, 경쟁력이 없는 원인 1순위는 ‘큰 가격 변동성’(26.9%)으로
나타남.

❍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 가능성을 파악한 결과, 대응
가능한 이유로는 ‘수집 전문성’이, 불가한 이유로는 ‘농안법의 경직성’이 주요
하게 분석됨. 또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간 차이가 존재함.
- ‘수집 전문성’, ‘상권과의 신뢰 관계’, ‘가격 결정 전문성’이 도매시장이 유
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특히 중앙도매시장은
‘수집·분산 전문성’을 기반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한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주요 원인으로 ‘수집·분산 전문성 부족’
도 지적됨. 이는 수집과 분산의 전문성에 대해 응답자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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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안법의 경직성’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이 불가한 주된 원인으로 나타
났으며, 지방도매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거래규모가 큰
중앙도매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 문제를 비교적 크게 지적함.

<표 4-2>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 가능/불가능 주요 원인
대응 가능한 이유

대응 불가한 이유

주: 설문 문항의 답변 중 상위 3개 항목을 정리함.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갈등은 주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도매시장법
인-출하자’ 관계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은 ‘법·제도의 경직성’에 기인함.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간 갈등이 가장 많으며, ‘도매시장법인-출하자’,
‘중도매인-출하자’ 순으로 잦은 갈등이 발생함.
- 대부분의 갈등은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거래제도 간 기
득권 다툼’, ‘높은 수수료와 유통 마진’ 또한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갈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은 ‘법·제도 변화’(47.5%), ‘관리·감독 전담 기구
설립’(14.9%),51) ‘협의체 구성’(10.9%) 순으로 높게 나타남.

51)

도매시장 관련 관리·감독 전담 기구(조직)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10점 척도), 관리·감독 전담 기구
에 대한 수요는 지자체 도매시장 업무 담당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남(평균 7.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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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요 갈등 관계 및 원인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거래 방식52)인 상장경매의 보완사항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조사함.
- 상장경매의 발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주요 사항은 ‘수집·분산 능력 강
화’, ‘거래정보 공개 강화’로 나타남.
- 상장경매의 발전을 위하여 수집과 분산 능력 강화를 통한 거래물량 확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거래정보 공개, 경매 시간 준수, 적절한 가격형성 기능
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함.

52)

경매제를 운영 중인 도매시장은 청과 32개소(강서 제외), 수산물 14개소(대구북부, 안동 제외)임.
2019년 기준 거래물량의 87.2%가 상장경매로 거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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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상장경매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주요 응답)

주: 그 외 응답은 표준규격 준수,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 확대 등임.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도매시장의 문제
점과 소재 지역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구분하여 조사함.
- 공통으로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은 ‘농안법의 경직성’으로
나타남. 이는 앞선 갈등 원인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남.
- ‘거래시설 부족’, ‘거래 주체 영세성’, ‘거래 주체 간 경쟁 결여’, ‘고정된 거
래제도’, ‘높은 가격 변동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그림 4-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전체(좌) – 소재지 도매시장(우))
단위: %

주: 설문 문항의 주요 답변을 정리함.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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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농안법에 대해
개정의견을 조사한 결과, 74%의 응답자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4-5> 농안법 개정의 필요성

주: 10점 척도(0~4점: 불필요, 5점: 보통, 6~10점: 필요).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여부와 도
매시장 내 가공시설 및 소매상권 유무를 조사함.
- 교육 및 홍보활동은 중앙도매시장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특히 97%의 중
앙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반면 지방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내 가공시설 및 소매상권 보유율이 비교적 높
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방도매시장이 거래물량 부족 문제를 가공을 통한
소비지 요구 대응, 일반 소비자 유인 등으로 타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3>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거래 외 활동 실태
교육 및 홍보활동 여부

도매시장 내 가공시설 및 소매상권 유무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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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4개 부문별로 조사함.
- 제도 개선의 경우 과반수의 응답자가 ‘법·제도 개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법·제도의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가격 개선은 가격 변동성, 유통 마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해
당 사항은 거래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동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측면에서는 저온시설을 통한 농수산물의 일관된 품질관리를 추구하
는 것으로 판단됨.
- 기능 개선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비지
를 개척하는 중도매인의 분산 능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선을 위한 중요 사항(부문별)
단위: %
제도 부문

가격 부문

시설 부문

기능 부문

자료: 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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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사 결과 시사점
❍ 첫째, 유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매시장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달라
졌음. 과거에는 경매제 정착을 통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달성하고 출하자를 보
호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미래에는 거래제도를 다양화함으로써 출하자에게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음.

❍ 둘째, 도매시장 내 구성원들 간 갈등의 원인 및 도매시장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농안법의 경직성이 꼽히고 있음. 도매시장 담당 공
무원도 74%의 높은 비중으로 농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
큼, 농안법이 유통환경 변화에 호응하지 못하고 도매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
는 것은 아닌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함.

2. 미래지향적 논의
<표 4-5>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기존 논의 영역 확장과 미래지향적 논의
주요 쟁점

기존
논의
영역
확장

신규
논의
영역

미래지향적 논의

거래제도

- 계약 재배와 연계한 시장도매인이 실시 및 운영하는 정가·수의매매를 예약형 정
가·수의매매로 확대 운영하는 등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제도 다양
화 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 이후 상거래와 물류가 분리되는 새로운 거래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공정거래

- 다양한 거래제도 운영 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

물류체계

- 농산물 팰릿 출하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하역기계화·자동화 논의가
필요.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전산화 시스템 도입으로 빅데이터 기
반의 유통·물류 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향후 논의되어야 할 부분임.

도매시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관리 및
권한 기능 강화

- 온라인 직거래, 대형마트 유통의 확대로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상황이며,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도매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
- 물량반입이 적어 거래 질서 유지가 어려운 도매시장은 농안법 적용을 해제하
여 지자체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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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주요 쟁점
농안법의
전반적 검토 및
유통환경에
부합한 개선

미래지향적 논의
- 농안법과 현행 유통환경의 괴리로 인해, 도매시장 유통 주체의 영업활동에 부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전국의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파악과 점검이 필요.
- 도매시장 관련 법·제도의 완화로 제도권 유통의 경직성 해소.
- 온라인을 활용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도 도매시장 플랫폼
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

도매시장
-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전, 재건축, 리모델링)추진 시, 물류현대화에
시설현대화사업 시행 시 필요한 비축 및 저장시설, 가공센터 및 소분 시설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
신규
민간자금 유치와
업은 민자유치로 국가와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논의
산·학·연이 참석하는 -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특정 유통 주체의 운영시설로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당
영역
도매시장 통합 운영 및
지역의 도매시장 관련 산·학·연과 민·관·학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적 운
관리체계 도입
영시스템 구축과 시민사회 단체에 회의 결과 공개.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은 본원적 기능인 물량 수집, 가격 결정, 분산 과정
에서 신속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이 특정 유통 주체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유통
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본원적 기능의 강화 및 다양화, 빅데이터 기반을 활용
한 불공정거래 관리 및 감시체계 확립 등이 필요함.

자료: 농수산물 유통전문가(성진근 교수, 김완배 교수) 의견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1. 기존 논의 영역 확장
❍ 도매시장 관련 기존 논의 영역은 크게 거래제도, 공정거래, 물류체계로 구분
되었으나, 도매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논쟁과 이슈에 대한 분
석 및 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하여 도매시장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더 효과적
이고 필요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함.

❍ 최근, 위탁상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상장경매제도의 불법행위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실태 조사가 시작됨.
- 도매시장 유통체계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려면 관리·감독 방안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104

❙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할 경우, 경쟁력이 하락하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도매시장의 물류체계 낙후성임.
- 2021년 최첨단 물류 장비가 해운, 항만, 도소매 물류센터 등에서 이용되지
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직 하역반이 수작업으로 하차 경매를 시행하는
낙후된 구조임. 그러므로 도매시장 물류체계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할 필요가 있음. 세계 주요 국가의 도매시장에서는 물
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도매시장법인 소속이며, 정부나 지자체가 물류비를
보조하지 않음.
- 과거 경매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영세성과 하역노조의 특
수성 때문에 도매시장 물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 그러나 지
금은 도매시장법인이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수취하고 있으므로 하역비
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논쟁의 본질과 실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집과 가
격 결정 기능을 도매시장법인만 수행하는가, 아니면 시장도매인이나 중도매
인도 수집과 가격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집 기능 관련 논란의 당사자는 주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임. 유통환경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농수산물도매시
장에서 이들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산지와 도매단계, 소매단계, 수입 환경,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하여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인 수집과 가격 결정, 분산, 물류, 정산 기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함. 또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도매시
장의 미래지향적 논의를 계속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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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경매 비율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비율
을 보이면서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이
를 훼손하는 일이 많이 발생함.
- 최근 상장경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경매 및 기록상
장, 경매 참여자 간 암묵적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
한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 상장경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
지 못하는 농안법의 경직성이 원인인지, 아니면 일부 유통인의 일탈행위가
원인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매시장 관련 유통인, 산·학·연 전문가, 언론 등은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과도한 대립과 소모적 논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도매시장 관련 논란은 정부와 농산물 유통 관련 산·학·연에서 해소하
지 못하고 TV 시사 프로그램 방송, 법률적 소송 및 검경 수사까지 동원될
정도로 갈등이 극심한 상황임.
-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도매시장은 민간자본 중심의 도매유통기구와
의 경쟁에서 뒤처져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자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상
실하게 됨.
- 그러므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도매시장을 조성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관련 제도와 시설, 유통 주체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기능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의 시기와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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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 논의 영역
❍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 쟁점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한 도매시장 관련 신규 논
의 영역은 크게 지자체 관리 및 권한 기능 강화, 농안법의 전반적인 검토, 시
설현대화사업 민간자금 유치, 시장 통합 운영 및 관리체계 도입,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임.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라인 유통, 대형유통의 확대로 경유율이 정체 또는 하
락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 규모로 볼 때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에서 양극
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수년간 거래 규모가 감소하여 도매시장의 본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도매시장은 해당 지자체 생산 및 소비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관리
권한 및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농산물 순환체계의 핵심 시설로 전
환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농산물 수요 확장과 도매시장 시설의 공공성 향상
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전문가 의견, 농수산물도매시장 담당 공무원 의견, 보도자료 등을
종합할 때, 현행 농안법이 시장 상황과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됨.
- 농안법과 현재 유통환경 간 괴리가 부가가치 창출에 제약이 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국 도매시장 실태를 분석한 후 공정거래 틀 안에서
자유롭고 경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안법의 검토가 필요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해 민간,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적극적인 참여
와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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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 민간자본 유치는 국가 및 지자체 재
정부담 감소와 도매시장 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또한 기존의 거래 주체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주
체들이 참여하는 통합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을 관리할 필요
가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특정 유통 주체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관리 및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함.

3. 정책적 함의
❍ 최근 도매시장 논란은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수집과 경매를 통한 가격 결
정 기능의 유지 또는 확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취급 확대, 시장도매인
의 정가·수의매매 도입과 관련된 논란으로 좁혀지고 있음.
- 세계적으로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유통 주체 및 산·학·연 간 논란
이 첨예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임. 외국의 농산물 주산지 도매시장에서는 경
매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으로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소비지 도매시장은 규모화된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와 단순 가공을
통하여 농수산물을 분산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는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첨예하여 도매시장 내에서 복
잡하고 고비용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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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취급물량과 품질 수준은 하락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매시장 간 전송거래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국내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경매제도 중심에서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
매,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로 다양화하거나 변화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도권 유통
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
- 이미 세계적으로 도매시장 운영 경험이 약 1세기 정도 앞선 미국, 유럽 등
의 국가와, 우리나라가 도매시장의 제도를 참고한 일본에서도 2018년에
도매시장 관리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였음. 또한 일본의 농수산물도
매시장은 경매제도의 비중이 대폭 축소하였으며, 경매제도를 지역특산물
이나 희귀한 농수산물의 가격을 높여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는 역할로 한
정하고 있음. 일본의 IT 기술은 국내보다 뒤처져 있으나, 이미 팩스와 전자
상거래 등으로 생산자와 도매시장, 소비자 간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기 때
문에 이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였으며, 온라인 유통 확
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도매시장법인이 실시하는 경매제도의 가격발
견 기능과 기준가격 제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
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거래제도 다양화와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에 대해서
는 간과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의 경직적인 입장
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33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과 물류 비효율성은 도
매시장 경유율 저하 및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이
러한 현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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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본 연구가 도출한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급
변하는 농수산물 유통과 물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
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농수산물 유통정보
공개와 경쟁 촉진, 공정한 거래, 유통·물류 혁신으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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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통정보 수집과 처리의 고도화
❍ 현재 도매시장 관련 정보는 거래물량과 거래가격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공개
되고 있음. 그러나 출하자 등록제, 바코드화, 전산화 등이 갖춰지지 않아 수집
과정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허위 경매, 원정 매수 거래 등이
발생하여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모두 수기로 작성하는 출하 및 거래 명세서를
사용하는 관행을 버리고 관련 유통정보를 바코드화, 전산화를 통하여 투명
하게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도매시장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 절
감을 실현하여야 함.

3.2. 경쟁 촉진과 전문성 확립
❍ 정부는 도매시장 경매제도의 가격발견 기능과 기준가격 제시 기능 훼손 등을
우려하여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매 도입을 불허하고 있음. 국내 33개 공
영도매시장 중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매를 동시에 시행하는
곳은 강서도매시장뿐임.
- 세계적으로 정부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경매제도 중심으로 제한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높은 경매 수수료와 물류비를 보장하며, 각종 재정적 지원
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음. 왜냐하면, 정보통신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출하자와 도매시장 간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고 신
뢰 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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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요구를 바탕으로 제도 간
경쟁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기본임. 이미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제도를 통하여 큰 규모의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없
이도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가능한 경매
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도 마찬가지임.
- 그러므로 강서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
매인 모두 정부 지원 없이 그들이 원하는 거래제도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경
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특정 기간 시범 운영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제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
할 필요가 있음.

3.3. 유통환경 변화에 적합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는 1980년대를 전후하여 도
매상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피해가 컸기 때문임. 공영도
매시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경쟁적 방식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에
게 낙찰하는 경매제도의 도입 및 운영으로 공정거래를 조성하였음.
-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지 진출로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도
매시장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공정거래의 표본으로 여겨지던 경매제도에
서 담합, 허위 경매, 기록상장 등이 의심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나
타나고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정거래가 필요한 시점임.
-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인력이 개입하여 공정거래를 유지하는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및 IT 기술, 화상 카메라 등과 결합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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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식이 필요함. 왜냐하면 도매 유통단계에서 생성하는 농수산물의 품
질, 물량, 가격 관련 정보는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방대
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준이기 때문임.
- 또한,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관련 법과 제도를 위반한 경우, 정부
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따르지 않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여 사법
적 판단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처럼, 도매시장법인은 관리와 감독을 담당
하는 정부 기구(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행정력을 따르지
않고 사법적 판단을 우선하고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정거래를 확립
하는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그러므로 도매시장 관련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위반 사례가 발견
되어 이에 합당한 처분을 시행할 때는 법률적 자문뿐만이 아니라, 시장관
리위원회에서 도매시장 관련 산·학·연, 시민사회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관
련 사실을 주지하는 절차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도매시장 관련 경제 주체가 시장관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도 공
정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수긍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판단으로 시시
비비를 가리고 법률적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함.

3.4. 유통과 물류의 혁신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 물류의 혁신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밀접한 관
련이 있으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행하는 상장경매제도는 산지에서 생산 및 수집한 농수산물을 경매 시작 전
까지 도매시장으로 운반하여 경매장에 하역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체계임.
- 따라서 산지 작업 비용과 소비지 도매시장까지 이동하는 물류비용, 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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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비용과 경매 수수료, 중도매인 점포 및 소비지 판매장소로의 이동 비
용이 다시 산정되므로 많은 유통단계와 비용이 소요됨. 이러한 이유로 영
세규모의 개별 생산자는 도매시장 출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지 인
근에서 산지유통센터, 직거래 매장, 온라인 판매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판
로를 찾아야 함.
-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제도를 완화하여 도매시장법인, 중
도매인의 상거래와 농수산물 유통이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산지
에서 소비지로 곧바로 이동한다면 많은 유통단계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
며, 도매시장의 거래 중계역량과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미 세계 각국의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상거래와 물류가 분리되어 있음.
도매시장의 중계기능을 통하여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물류가 직접
이동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농수산물이 생산되기 이전에
예약거래를 통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기도 함.
- 국내 도매시장은 수십 년째 취급물량의 대부분을 상거래와 물류가 경매장
에서 일치하는 방식인 상장경매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농수산물도매시
장의 유통과 물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도매시장의 실수요처는 도매시장 상거래 기능과 농수산물의 이동
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식의 거래제도인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매
확산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계속해서 농수산물의 유통과 물류
의 혁신을 반대하면서까지 상장경매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은 아님.
- 왜냐하면, 최근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에서 비롯한 유통과 물류체계의
자유로운 거래영역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 물류의 경직성을 충분히
완화할 만큼의 파급력을 지녔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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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과제
❍ 현재 국내 공영도매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국내의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가격발견 기능의 대표성, 신속성, 공
정성을 중시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이 실시하는 상장경매 이외에 물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거래제도의 확산을 반대하고 있는 것임.
-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강서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도와 시장도매
인의 정가·수의매매를 병행 시행하면서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
산을 계획하였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는 소비지 물가 폭등을 계
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거나 반대하였음.
-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관련 논란은 상장경매제도를 유지하려는
중앙정부, 도매시장법인과 거래제도 다양화를 추진하려는 서울시를 비롯
한 지방자치단체와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대립 구도로 변화함. 이에 농
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쇠퇴하고 산·
학·연 간 관련 논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지금이라도 33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됐거나, 허위로 상장경매를 시행하는
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의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도매시장은 정책자금으로 건설되어 도매시장 관련 경제 주체 모두 적정 이윤
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수집과 가격 결정, 분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는 장소임.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여 도매시장 관련 유통 주체가 공정거
래를 하도록 하여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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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도매시장 기능을 상실한 지방도매시장은 주산지에서 수집하는 농수
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수집과 분산 비용이 저렴한 지역산 농수산물이라도
취급할 수 있도록 상장예외품목 제도개선이 필요함.
- 둘째, 정부가 경매제도 이외의 거래제도를 단기간에 도입 및 확산할 정책
적 의지가 부족하다면, 도매시장이 소비지 주요 유통업체인 대형유통업체,
체인형 슈퍼마켓, 온라인 유통업체, 식자재 업체에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즉, 도매시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소비지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농수산물 거래 시간, 물량 조달 방식, 거래 및 하역 수수료, 배송 방식 등을
협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에 ‘규제 완화 존’의 조성
이 필요함. 이처럼 도매시장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 완화 조치라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유통비용과 거래 수수
료를 부담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도매인은 한계가 있음.53)
- 셋째, 유통환경이 변화할수록 농수산물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의 저장 및 단
순 가공(소포장, 절단, 세척 등), 배송 물류가 중요해지므로, 도매시장의 역
할이 거래 중심에서 물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리모델링, 재건축, 이전)을 시행
할 때, 경매장과 같이 물류의 활용도가 낮은 공간보다는 농수산물의 효과
적인 반입·반출이 가능한 시설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저온저장 및 냉동
시설, HACCP 기준에 적합한 가공시설의 설치에 중점을 두어야 함. 즉, 시
설에 기반한 도매시장의 마케팅 능력 강화를 위해 물류시설, 보관시설, 가
공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53)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동 도매시장 수산 부문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수집하는 수산물의 비
싼 가격과 수수료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장외시장인 미사리 수산시장 또는 도매시장 인
근에서 수산물센터 및 횟집을 개장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실시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수산물 취급 규
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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