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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경로 간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건강하고 지
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2013년 5월 27일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직거래 활성화, 도
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현대화,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정책을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개선,
도매시장 유통개선, 직거래 활성화, 수급조절정책으로 구분하여, 수급조절정책
을 제외한 3가지 정책범주와 6차산업화를 통한 유통개선을 포함하여 사례연구
를 4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각각의 연구주제에 대한 현황과 정부정책 추진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진단과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각 지역의 사례 조사분석과 함께 개선과
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 등 산지유통
개선,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개선 사례를 조
사 분석하고 성공(또는 실패)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야별로 전국적인 차원의 유
통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연구 결
과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그리고 향후
해당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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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 등 산지유통
개선,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개선 사례를 조

·

사 분석하고 성공(또는 실패)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야별로 전국적인 차원의 유
통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농산물 유통개선을 선정하여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단계 축소
로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체계
를 만들고자 하여 직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현대화, 생산
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따라서 정부의 추진 정책과 맞추어 분야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지유통개선을 위해 정부의 산지유통개선정책을 보완하여야 하며, 공
선출하조직과 연합판매사업을 확대하고 축산계열화를 구축 및 발전시켜야 한
다. 농산물 산지 기초출하조직을 기존의 작목반, 협동 출하반 중심에서 공동선
별, 공동계산, 공동출하를 위한 공선출하회 조직으로 전환하여 품목별로 육성
하여야 하며, 산지 출하의 규모화와 조직화, 마케팅 전문화, 거래교섭력 제고를

·

위한 연합판매사업을 시 군단위 이상 광역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지속하되, 다
양한 모델의 연합판매사업 육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도매시장 육성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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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산물 유통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공영도매시장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지정 및 허가유효기간 제도 도입, 예약출하시
스템 및 중간하역시스템 구축, 지방도매시장의 도소매 복합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개선과 취급품목 확대, 분산능력 있는 중도매인 양성 및 충원,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공생시장 구축, 도매법인의 산지수집 활성화, 지방도매시장 시설
개보수의 계획적 추진, 도매시장 내 소포장선별 및 전처리 가공시설 확충, 지방
도매시장의 주 고객인 소상공인과 다양한 상생협력 노력, 지역유통의 물류거점
으로의 활용도 증대, 도매시장 관리체계를 보완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거래 직매장 개소 수를 확대하여

·

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하여야 하며, 생산
농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운영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6차산업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직
매장,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마케팅을 실
시하여야 하며, 6차산업화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은 시장과 지역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성과가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산지유통과 도매시장 운영, 직거래, 6차산업화에
대한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성공모델들을 만들어
전파하는 노력들을 통해 전반적인 유통개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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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licy Strategies through a Case Study of an
Improved Regional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Backgroun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an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including distribution systematization centered
on producer organizations, and vitalization of direct transactions, local food,
and local wholesale markets,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 case stud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s creating a healthy competitive
environment between distribution channels by selecting the improvement of
the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as one of the major national tasks, and aims
to create a sustainable distribution system for farmers and consumers by
reducing unnecessary distribution cost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promoting direct transactions, improving the wholesale market
trading system, modernizing facilities, systematizing distribution via producer
organizations, controlling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and stabilizing
price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refore, this study derived improvement plans by fiel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policy.
First, it is needed to co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to improve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for vertical integrations. It is required to scale
up shipments in producing sites, specialize in marketing, and enhance
bargaining power.
Second, local wholesale markets should be activ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public local wholesale markets, adopt an approval system for the
wholesale market workers and specify the validity period, and build the
"shipment under reservation" systems and intermediate unload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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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number of farmers' markets should be increased. Al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professional
staff for farmers.
Fourth,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6th industrializ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direct transactions and
co-marketing linked with local farmers' markets, online shopping malls, and
hypermarkets to introduce 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to develop a program to create mutual benefits through
the linkage of regions.
The Government's policy of improving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can be successful through concrete action in the market and each region. In
particular, it is needed to continually discover the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of distribution and wholesale market operation, direct transactions, and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to accelerate marketing improvement through efforts to
create and spread a variety of successfu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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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1.1. 연구 배경과 목적

○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농산물 유통개선을 선정하여 경로

간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유통비용 절감,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 이에 2013년 5월 27일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직거래 활성화, 도
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현대화,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산

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또한 효과적인 정책 추
진을 위해 농산물 유통포럼과 수급조절위원회를 두어 민관 협력의 정책실행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2

그림 1-1. 박근혜 정부의 5. 27.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기본 구조

자료: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2013. 5. 27.

○ 또한 향후 도매시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를 더욱 확대하는 조치들이 시행

됨.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폭 확대하고 농협의 산지역량을 강화하며 사전적
수급조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 강화될 예정임.

○ 농산물 유통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품목, 산지, 도매, 소매단
계별로 다양한 여건에 있는 현장과 접목되어야 함. 성공한 사례들의 성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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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분석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사례들을 만듦으로
써 유통개선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단위에서 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 등 산
지유통개선,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개선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성공(또는 실패)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야별로 전국적
인 차원의 유통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1.2. 주요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정책을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개선

(유통계열화), 도매시장 유통개선, 직거래 활성화, 수급조절정책으로 구분하
여, 수급조절정책을 제외한 3가지 정책범주와 6차산업화를 통한 유통개선을
포함하여 사례연구를 4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음.

○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개선은 협동조합의 도단위 광역 및 시·군단위 연
합판매사업과 공선회조직 육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

하기 시작한 시 군유통회사 사례, 축산물 유통계열화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음.

○ 도매시장 유통개선 사례는 그동안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이 대표시장인 가락
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책에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

는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의 지방도매시장들의 운영과 시설
의 문제점들을 조사정리하고 창원 도매시장 사례조사를 지역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음.

○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최근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역단위에서 자발
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 운영하는 몇몇 곳을 방문조사하고 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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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직매장인 완주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였음. 또한 로컬푸드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지역농산물로 운영하는 사례
를 조사분석하였음.

○ 6차산업화는 1차인 농업생산과 2차인 가공, 3차인 유통판매, 관광을 결합하
여 농가소득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몇 군데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각각의 연구주제에 대한 현황과 정부정책 추진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진단과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각 지역의 사례 조사분석과 함께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추진방법

○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체 연구를 총괄하며 6개 지역 발전연구
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진행함.

- 지역 발전연구원은 2013. 12월까지 1차 연구, 2014. 2월까지 보완연구를
수행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 총괄연구에서는 유통개선 사례 범주별로 정부의 유통개선대책 추진 현황과
전국적인 유통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사
례연구를 포함하여 유통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

○ 지방발전연구원 사례 조사연구는 선정된 사례에 대해 사업 추진 현황(대상

사업 추진 동기, 과정(역사), 현재 운영 현황, 조직 등, 마케팅, 시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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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요인 분석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구성원, 고객 설문조사, 심층면
담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효과 평가(정량, 정성 분석), 성공 또는 실패 요인
분석, 개선과제 및 정책 제언

○ 지역 발전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사례 범주 중에서 지역 발전연구
원에서 조사 및 연구로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2~3개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수행

·

- 범주 1: 생산자조직(공선출하회, 조합공동사업법인, 시 군유통회사 등)
유통개선 사례

- 범주 2: 산지 중심의 축산물 계열화 사례
- 범주 3: 로컬푸드, 직판장 등 직거래 유통개선 사례
- 범주 4: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매유통개선 사례
- 범주 5: 학교 급식 등 식자재 유통개선 사례
- 범주 6: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 유통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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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역별 유통개선 사례 연구 내용

유통개선 사례연구 주제
지 범주 1
범주 4
범주 2
범주 3
범주 5
범주 6
역 산지유통 축산계열화
지방도매
직거래
학교급식 6차산업화
시장
원주로컬푸드
광역급식
강 강원농협연합
새벽시장
원주로컬급식
원 판매사업
만인산
농협깻잎
돼지카페,
서산
당진, 논산딸기마을,
충 태안6쪽마늘
궁골식품,
아산급식 하늘땅영농,
남 조공사업
천안
청정인삼
친환경채소
햇사레
오창
괴산유기농
충 조공법인,
보은
농협꾸러미
밸리
북 시·군유통회
사
고성
창원, 진주
경
축산계열화
도매시장
남
남원
완주로컬푸드
전 조공법인
용진농협
북 (원예)
직매장
한살림생협
제
친환경급식
직거래
주

○ 지역별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결과에 대한 토론과 보완
작업 수행

- 워크숍 결과 토론요지는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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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역별 유통개선 사례 연구 워크숍 및 현지 출장 일정
지역

일시

유통개선 사례연구 주제
장소

착수 보고 및 워크숍 2013년 10월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관 대회의실
제주
경남
전남
충남
강원
정책 워크숍

2013년 12월 17일
2014년 1월 9일
2014년 1월 23일
2014년 2월 4일
2014년 2월 5일
2014년 3월 20~21일

제주발전연구원 회의실
경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
광주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회의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회의실
강원발전연구원 회의실
대전 상황실 회의실

주: 워크숍 및 현지출장 상세자료 부록 참조.

3. 기대효과

○ 유통개선 분야별 구체적인 지역사례 조사분석으로 분야별 유통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제공

○ 지역별 유통개선 사례 심층 조사분석으로 사례에 따른 성공 또는 실패 요인
도출, 구체적인 정책개선방향 제시

○ 지역별 유통개선 사례분석 접근으로 지역의 특수 여건과 정책의 연계성 등
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유통개선 모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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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산자조직 중심 산지유통개선

1. 정부의 산지유통개선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 정부는 산지 단계에서 생산규모의 영세성,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전문화
부족으로 출하단위가 소규모이며 도매, 소비지와 연계 부족으로 물류 비효
율이 초래된다고 진단하여,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를 통한 유통계열화로 산지-도매, 소비지 연
계성을 확대하고,

- 물류효율화와 산지 출하조직의 조직화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에 소량 출
하를 제한하는 최소출하단위를 설정하기로 함.

○ 정부에서 진단한 현재의 산지유통 실태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생산자의 기초조직 차원에서 공공선별, 공동계산 참여율이 낮음: 2011년
34.2%
-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의 70% 이상이 산지유통인에 의해 대부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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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래(밭떼기) 방식으로 유통되고(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위험기피
적 선호로 밭떼기 선호현상 심화 추세)

- 전국의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352개 산지유통시설(APC)은 소규모에 치
중되어 가동률이 50% 미만임.

- 한편 산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의 파레트 출하가 저조하여 일관 파레트
유통체계가 안되어 있음: 전체 34.2%, 도매시장 9.3%, 그중 가락시장
2.9%

○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농협 중심으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청
과), 협동조합형 패커(축산)를 설립하고 산지-도매-소매단계별로 강력한 유
통계열화를 추진하여 산지, 도매, 소매 단계에서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
을 확대하기로 함.

-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추진을 앞당겨, (1) 전속출하조직인 공선출하
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조직 육성, (2) 조공법인과 APC 운영 효율화, (3)
계통출하 확대, (4) 소비지 판매장과 직판장과 연결한 직거래 확대 등을
추진함.

1.1. 정부의 유통개선대책: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주요 내용

○ 공선출하회 조직 육성

- 공선출하회 조직 확대: (’12) 1.6천 개

⇒ (’13) 1.7천 개 ⇒ (’16) 2.2천

개소

- 공선 출하회를 통한 공동계산 확대: (’12) 1.1조 원
(’16) 2.5조 원

⇒ (’13) 1.4조 원 ⇒

○ 시·군단위로 광역화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산지유통 핵심 조직으로 육성
- 1시·군-1조공법인 운영 원칙, 자금지원 및 제도상 지원을 조공법인 중심
으로 재편하여 통합마케팅 주체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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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 조공법인: (’12) 28개소
66개소

⇒ (’13) 35개소 ⇒ (’16) 42개소 ⇒ (’20)

○ 산지 APC 시설이 규모화된 물류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존 APC 통폐합,
개·보수, 농협은 조공법인 복합유통시설로 활용하기로 함.
- 거점별 조공법인이 운영하는 복합유통시설 건립

- ’20년까지 복합유통시설 51개소 확보(대형 16, 중형 25, 기존 리뉴얼 10)

○ 축산 선도농가 및 한우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 선도농가: (’13) 3,591호 ⇒ (’16) 6,000호
- 한우 조합공동사업법인: (’13) 5개소 ⇒ (’15) 12개소
○ 도매전담조직 역량 강화

-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건립: 안성 등 5개
- 대형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 식자재 등 농산물 공급 확대
- 계통마트 농산물 공급 체인화
- 권역별 도축, 가공 및 통합물류 체계 마련
’13년 음성도축장 증설
’14~’16년 조합 도축장 현대화

․

→

⇒ ’16년 축산

물 종합물류센터 준공

○ 소비지 판매채널 확대

- 도시농협 경제사업 비중 확대
- 축산물 소비지 판매망 확충: 정육점(가맹점) 확대, 정육식당 확대
- 판매장 체인본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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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27. 유통대책 발표 후 정부의 농협 유통계열화 추진

○ 농협 전속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 육성

- 공선출하회 조직 357개소 신설로 총 1,624개소 육성
- 공선출하회 리더농업인교육, 공선출하회 농가 교육으로 자생적 학습조직
육성사업 추진

○ 원예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 조공법인 육성: 8개소 신설 등 36개소

○ 축산 선도농가 및 한우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 선도농가 육성: ’13년 말 3,650농가
- 선도농가 육성자금 지속적 자금 지원

- 조공법인 수: ’13년 말 4개(지리산 순한한우, 청풍명월 대상으로 조공법
인 전환 추진 중

○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

- 안선농산물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개장(’13. 6. 13.)
- 밀양, 장성, 횡성 등 건축허가, 부지매입, 건축설계 등 진행

○ 권역별 도축, 가공, 통합물류체계

- 음성 도축장 증설 설계 및 계약

○ 축산물 소비지 판매망 확충

- 조합브랜드사업과 연계한 전문점 사업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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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현황
2.1. 공선출하회 육성으로 유통계열화 기초조직 기반 강화

○ 공선출하회는 ‘공동선별 공동계산 전속 출하조직’의 약칭으로 농협과 농가
간 출하계약에 의해 수직계열화하여 산지 생산, 출하단계에서 계획생산, 공

동선별, 공동계산 실천을 의무화하는 농협의 전문화된 회원제 출하농가조직

○ 농협에서는 '70년대부터 육성해 온 기존의 작목반, ’80년대 이후 협동출하반
이 산지농가의 기초조직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협 경제 사업을 혁
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농가출하조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작목반
육성 규정을 폐지하고 품목별로 시장 지향적 계획생산과 계획판매 체계의
실천조직으로 육성하여 산지 농협과 출하계약을 통한 계열화 참여 조직으로
공선출하회를 본격 육성하기 시작하였음.

○ 공선출하회와 농협 간 수직계열화

- 출하계약은 조합과 개별 회원농가 간 직접 체결
-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에만 출하권 부여하고 출하선도금, 공선비 국고
보조, 중앙회 지원 등 각종 지원

-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출하계약 체결(계약이행보증금, 가입비, 월회
비, 기금 등 적립, 출하계약 위반 시에는 보증금 환수, 위약금 징수 등 조치)
- 조합의 판매사업 취급수수료 현실화(조합의 판매사업 역할 강화로 적정
취급수수료 책정, 조합별 판매 취급수수료율 3%('15년 5%) 이상 수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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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출하회의 공동선별·공동계산

·

- 공선출하회 중심의 조합단위 공동선별 공동계산 실시, 공동계산을 실시
하는 농가의 공선 출하회 참여 적극 유도

- 회원농가는 출하계약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조합에 출하
- 조합 주관으로 선별단 운영, 집하 실시 및 조합의 선별(등급) 기준을 적
용하여 선별, 포장 등 상품화

표 2-1. 공선출하회 조직 수와 공동계산액 추이 및 목표
공선출하회 수
공동계산액

2009 2010 2011 2012 2013
1,006 1,327 1,528 1,600 1,700
5,422 7,812 9,202 11,000 14,000

단위: 개소, 억 원

2016(목표)
2,200
25,000

자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표 2-2. 품목부류별 공선출하회 현황
조직 수
공동계산액

단위: 개소, 억 원, %

과일류 과채류 엽채류 조미채류 근채류
336
417
145
151
98
(25.6)
(31.8)
(11.1)
(11.5)
(7.5)
2,421
3,627
798
1,112
461
(25.4)
(38.1)
(8.4)
(11.7)
(4.8)

기타
163
(12.4)
1,107
(11.6)

주: 2012. 11. 15일 기준.
자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2.2. 연합판매사업을 통한 산지출하 규모화, 거래교섭력 제고

○ 연합판매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장이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시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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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래교섭력이 강해지는 추세에, 산지에서 개별 농협 단위에 공동출하로는
거래교섭력에서 대등하거나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교섭력 취약 구조에서 지

·

역농협 차원을 넘어 시 군 지역단위, 나아가 도단위 광역 연합판매조직으로

·

조직화 규모화되어야 거래교섭 대응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시작되었
으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 농협의 연합판매사업은 2000년대 초반 강원연합판매사업을 시작

으로 2002년 안성연합, 햇사레, 전주연합, 나주연합사업단 등이 본격적으로
구성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정부의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정책에
부응해 농협에서 농협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반영하고 연합사업단을 공
동마케팅조직으로 전환 추진

·

- 2009년 정부에서는 시 군단위 대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

고창, 보은, 합천, 고흥, 의령, 완도, 함안, 화순 등 시 군유통회사를 선정
하여 지원 육성하였으며, 농협에서는 산지유통혁신 112운동을 계기로 1

·

시 군 1연합 사업단 2년 내 육성을 목표로 연합사업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 2011년 141개까지 확대되었으나 2012년 실적이 저조한 조직을 통
폐합하여 85개소로 축소

- 2012년 현재 연합사업조직이 85개소(연합사업단 55개소, 조합공동사업
법인 30개소)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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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2-3. 시·군 이상 광역단위 연합판매조직 비교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유통회사
-농협 계통조직 간
-회원농협 간
농업인, 생산자단체
설립 역할분담으로 공동출자한 농협법상 -지자체,
출자로 규모화, 전문화된
목적 사업효율성 제고, 법인으로 연합사업의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취지
사업규모화
법인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임의 조직
-농협법상 법인
사업메뉴(영리법인)
조직
성격
(비법인)
(비영리법인)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별도지원 없음
-초기운영자금 3년간
-농협
자금
-전문조직자금
20억 원 보조
지원 자체자금지원
지원가능
-운영자금 70억 원
-조합, 중앙회,
-농어업인, 지자체,
회원
영농조합법인,
(출자자)
생산자단체 등
농업회사법인

○ 연합사업 조직은 사업영역 범위에 따라 시·군단위 조직과 도 이상의 광역단
위 조직으로 구분

표 2-4. 사업영역에 따른 연합판매사업 구분(’12. 5월 기준)

시·군연합조직
광역, 품목연합조직
시·군연합 조공법인 소계 광역, 조공 전국연합 소계 합계
사업단
품목사업단 법인
43
24 67
11
6
1
18 85
개소
자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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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사례 분석

○ 지방발전연구원에 위탁한 산지유통개선 사례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음.
-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연합판매사업

- 충남발전연구원: 서산당진6쪽마늘 조공사업법인 연합판매사업
만인산농협 추부깻잎 공선출하회

- 전북발전연구원: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

- 충북발전연구원: 보은 시 군유통회사(실패사례), 햇사레 연합판매사업
(성공사례)
- 경남발전연구원: 고성군 축산계열화사업
3.1. 공선출하회: 만인산농협 추부깻잎 공선출하회
가. 공선출하조직 운영 개요

○ ’82년에 형성되기 시작한 추부깻잎은 ’85년부터 상품등록을 하고, 현재 깻잎

생산자 1,040명으로 전국 깻잎 공급의 40%(밀양 40%, 기타 지역 20%)를 점
유하는 깻잎 주산지

○ 만인산 농협 관내 전체 깻잎 생산 농가는 1,040명이며, 이 중 공선출하회 회
원은 100명으로 10%임.

○ 만인산농협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한 지역농협으로 전국적인 인지도
가 있는 ‘추부깻잎’의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에 부지 656평, 건물면적 235평에 설립(10억)되
었으며, 10명의 직원으로 깻잎, 케일, 산채류(명이나물) 선별 출하, 연간
약 7억 원 운영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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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초기에는 수확 후 관리 부재, 거래처와 협상력 부재로 인한 공급단
가 하가 등 원인으로 3년간 연간 3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3년
후부터 흑자 운영으로 전환

○ 추부깻잎의 상품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원물 수거(농가 직접 입고 또는 순회
수거), 검품, 세척, 포장, 출하의 5단계를 거치고 있음.

그림 2-1. 추부깻잎 원물 입고에서 출하까지의 흐름

○ 무게는 약 30~35g으로 상품규격은 1로트[플라스틱 박스(KCP)당 20봉지]로
하고 있으며, 한 봉지당 25장임.

○ 상품포장은 농가로부터 원물을 납품받아 친환경 및 GAP 인증 등 상품별로
작업하며, 상품 수는 총 16가지임.

- 주요 상품은 유기농 추부깻잎, 무농약 추부깻잎, GAP 추부깻잎, 실속형
묶음 추부깻잎 등

○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의 주요 판매처는 대형마트 납품, 학교급식 납품,
미국과 캐나다로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 과거에는 대형마트의 가격결

정력이 컸으나, 현재는 거래처가 분산되면서 산지유통센터의 가격결정력이
커지고 있음.

- 대형마트와 거래액은 연간 약 63억 원이며, 주요 거래처는 E-mart, E-mart
에브리데이, 롯데마트, 롯데슈퍼,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임.
- 수출은 미국과 캐나다로 주 2회 수출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하여 약

18
20만 달러(한화 2억 원)를 수출하였음.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항공운송
을 이용하여 원물가격보다 운송비용이 높음.

·

- 학교급식은 서울 경기지역의 3,000여 개 학교에 납품 중이고, 충남의 당
진과 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납품 중에 있음. 현재 학교급식 매출액
은 연간 약 5억 원임.

표 2-5.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깻잎 판매 실적
구분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에브리데이
GS리테일
농협
(뜨라네)
기타
합계

2009
2,125
32
145
519
2,821

자료: 만인산농협 업무자료.

2010
3,173
134
173
595
4,075

2011
3,296
36
141
215
862
4,550

2012
3,372
290
520
370
240
531
5,323

단위: 백만 원

2013
3,550
320
375
670
485
410
390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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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만인산농협(추부깻잎) 유통기능

구분
생산·판매기반
판매방식
판매상품
광고와
프로모션
수급접합 가격결정
기능
주문방법과
대금결제
계약
모니터
배송
물류기능 보관
포장
상품정보
정보기능
고객대응
보조적 결제리스크
기능 상품리스크

내용
∙회원 100명의 공선출하조직, 부지 656평의 산지유통센터
∙납품계약에 의한 직접거래(판매처: 대형마트, 학교급식, 수출)
∙주로 깻잎 중심의 판매, 향후 케일 등으로 폼목 확대
∙대형마트 및 지하철에서 POP 홍보동영상 방송
∙대형마트에서 One+One(1+1)행사 실시
∙농가 및 산지유통센터 마진 60% 내에서 가격결정
∙납품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인 납품(2년마다 갱신)
∙대형마트의 경우 10∼15일 주기로 정산
∙납품처와 상호 간의 상품품질, 수량 등에 대한 모니터 실시
∙개별운송과 선행물류
∙세척(오존수, 초음파, 5℃ 이하의 저수온) 등을 통한 상품성 제고
∙저온저장고 2동(각 50평) 사용
∙플라스틱 박스(KCP)당 20봉지로 포장, 품질인증에 따른 소포
장 실시(한 봉당 30～35G, 약 25장)
∙공선출하회에 판매처별, 품질인증별 팀을 만들어 상품정보 제공
∙대형마트 POP 광고를 통하여 상품정보 제공
∙일반 소비자와의 직접거래 없음
∙납품처(대형마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산지유통센터가 대응
∙주기적인 정산과 통장거래로 결제리스크 없음
∙엽채류의 특성상, 반품 불가(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전략 소지)

나. 공선출하회 운영 효과와 성공요인

○ 만인산농협의 추부깻잎 공동출하 성공은 철저한 공선출하회 조직화와 회원
관리(폐쇄적인 회원관리), 철저한 품질관리, 출하조직과 산지유통센터와 연
계한 상품화에 있음.

○ 공선출하회 회원농가의 농가수취가격이 일반 계통출하 농가에 비해 20~30%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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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저한 공선출하회 조직화와 회원관리

○ 공선출하회 회원은 100명으로 전체 깻잎 생산농가 1,040명의 10%이며, 1년

마다 농가가 납품한 깻잎 원물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약 20%를 신규
회원으로 교체하는 엄격한 회원관리

○ 공선출하회 회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선출하회 내부에 유기농
(8농가), 대형마트 무농약, 학교급식, 무농약(16농가), GAP(대형마트 GAP,
도매시장 GAP, 수출 GAP 45농가), 일반관행재배(30농가) 등으로 납품처별

·

품질인증별 팀을 구성하여 운영

- 각 팀의 인원은 15명 내외이며, 팀별로 1개월에 2회 정도 팀별 회의를
개최하여 자율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 농가에 대하여 연 2회 정도 유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산지유통센
터의 교육을 통하여 검품결과 및 납품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과 발전방향
에 대한 토의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대형마트 MD 초청 교육, 농약 안전교육, 깻잎 재배기술-토양관리
교육 등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2)

철저한 품질관리

○ 출하농가, 농협 조합장, 센터장, 외부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과 농가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 매년 1회씩 품질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농가가 납품한 깻잎 원물에 대해 농
가별 품질평가를 통해 20% 농가를 교체함으로써 품질관리

- 상품특성상, 생산농가가 깻잎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으면 2차, 3차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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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한
다는 원칙 적용. 또한 생산과 선별에 우수한 농가를 선정함으로써 생산
성 유지

○ 연약채소인 깻잎은 상품특성상 로스율이 크나, 품질관리 강화로 로스율을
크게 줄여 원물의 상품화 비율을 크게 신장함.

- 2012년 하반기부터 산지유통센터의 선별기준을 강화하고, 과감한 회송
조치와 납품농가 책임제, 품질하위 20% 농가 교체 등의 품질관리강화
대책으로 농가의 품질관리의식을 향상시켰음.

- 또한 수확 후 에어컨을 이용한 실내온도 저감, 수확 직후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시설 보관 등 수확 후 품온을 최대한 빠르게 낮추고 당일수확,
입고, 출하를 통한 신선도 유지로 손실률을 절감시킴.

- 이로 인해 2011년 이전까지 산지유통센터의 평균 손실률이 4.7~5.3%이
었으나, 2012년부터 2%대로 진입하였음.

○ 모든 깻잎에 대한 생산 이력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GAP 깻잎
인증을 시작하여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등에 따라 가격차별을 두고 있으며, 품질인증 상품
이 비인증 상품에 비해 약 2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3)

공선출하회와 산지유통센터 간 계약에 의한 원물 납품과 전문선별 상품화

○ 만인산 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유통센터 중심으로 공선출하회 농가와 철저한
계약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

- 납품단가에 있어서도 “도매시장 출하농가보다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한
다”는 대전제로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특별한 갈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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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하선 다양화와 시장 개척 및 관리

○ 만인산농협은 과거에는 대형마트의 가격결정력이 컸으나, 현재는 거래처가
분산되면서 산지유통센터의 가격결정력이 커지고 있음.

○ 유기농, GAP 인증 상품의 시장선점 및 입지강화를 위하여 유기농 깻잎 판
매, GAP 인증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12년 2월부터 유기농 깻잎시장을 개척하여 같은 해 5월에 GS리테일,
2013년 E-mart 에브리데이, 롯데슈퍼에서 유기농 깻잎 판매를 개시함.
- 2011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매시장에 GAP 인증 깻잎을 출하하고 있음
(약 20농가).
- GAP 인증 깻잎 판매액 매출액 20억 원 이상 신장되고 있는 추세임.
5)

선행 물류로 물류비 절감

○ 물류는 개별운송과 선행물류(Primary Distribution)를 실시 중에 있으며, 특
히 공동배송방식인 선행물류를 통하여 물류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 개별운송은 동선이 가능한 지역까지 개별적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그 외
는 선행물류를 통하여 운송하고 있음. 선행물류로 운송 동선이 획기적으
로 줄어들고, 소비지 인근인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집하장을 이용하기에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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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단위 광역연합판매사업: 강원연합판매사업
가. 사업 추진 개요

○ 강원 연합판매마케팅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고랭지
채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 여금~가을철 집중 출하시기에 시장점유

율이 높은 강원도 농산물(엽근채소와 과채류)의 출하물량 집중화를 통한 출
하조절로 도매시장 등에서 강력한 시장교섭력을 발휘하고자, 2001년을 원년

·

·

으로 풋고추 피망, 무 배추 품목에 대해 도단위 연합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강원농산물의 주 출하시기 시장점유율은 40~90%로 매우 높음. 특히 배
추 무는 80~90% 수준이며, 풋고추류 역시 60~70% 수준으로 규모화를

·

통한 시장교섭력이 가능한 상태임.

표 2-7. 농산물 주요 출하시기 및 시장 점유율 추정

강원 농산물
배추/무
감자
풋고추류
과채류

주요 출하시기

7~10월
8~11월
8~9월
6~11월

자료: 2014~2018 강원도 산지유통종합계획(2013).

시장 점유율 추정
80~90%
40~60%
60~70%
40~70%

○ 2002년 토마토, 복숭아로 품목을 확대하고 대량 수요처의 안정적 출하물량
확보, 품질규격화, 표준화 등 상품력 강화

○ 2003년에는 과채류, 토마토, 복숭아 등의 품목에 대해 인접한 지역농협 간

연합체제 구축으로 대량 수요처(유통업체)의 안정적인 출하물량 확보 및 품

·

질 규격화 표준화 등 상품력 강화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증대를 목적으로 연
합마케팅사업을 확대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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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 통합마케팅조직으로 강원농협연합사업단, 평창군조합공동사업법
인, 횡성농협연합사업단,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강원연합판매사업이 참여조직 수와 품목, 공동계산금액, 유실적회원수 면에
서 절대적으로 규모화된 연합판매조직임.

- 과채류는 강원연합사업단에서, 감자는 강원감자조공법인에서 취급하며,

·

평창군과 횡성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시 군단위 조공법인임.

표 2-8. 강원도 내 공선출하회 계열화 현황
계열화
강원농협연합사업단
평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횡성농협연합사업단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속농협, 채소사업소 등
합계

참여조직 수

67
3
7
5
27
109

단위: 개, 백만 원, 호

공동계산금액 유실적 회원 수
54,589
2,012
2,214
44
5,313
208
3,475
89
12,945
756
78,536
3,109

자료: 농협중앙회. 공선출하회 현황(2012년 12월 12일 기준).

○ 강원연합판매사업 계열화 현황
- 15개 시·군의 3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70개의 공선출하회와

4,376농가가 조직화되어 있음(2012년 기준).
- 전체 공선출하회의 61.2%와 전체 유실적 회원 수의 64.7%(2,012호)가 강
원연합으로 계열화되어 있음(2012년 기준).

- 또한 내실화, 규모화된 대부분의 공선출하회가 강원연합으로 계열화되어
있음.

○ 강원연합판매사업 품목별 조직화율

- 강원연합판매사업 취급실적 대비 조직화율이 높은 품목은 복숭아로
100% 조직화되어 있으며, 토마토가 89.3%, 호박이 64.8%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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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연합판매사업의 전체 취급실적 대비 조직화율은 49.4%로 매우 높은
수준임.

표 2-9. 강원연합판매사업 품목별 조직화율
구분
가지
고추류
복숭아
오이
토마토
호박
기타
총합계

단위: 개, 백만 원, %

강원연합 참여공선출하회 현황 조직화율
비고
취급실적 조직수 출하금액 수수료율
2,602
5 1,075
2.2
41.3 조직화율, 내실화 미흡
47,609
17 11,961
3.6
25.1 조직화율 미흡
1,892
4 1,892
3.7 100.0 지속성장, 규모화 한계
10,707
7 4,881
4.6
45.6 조직화율 미흡
28,564
19 25,508
3.9
89.3 강원생산 점유율 확대
9,035
11 5,,853
3.2
64.8 조직규모화 미흡
10,195
4 3,419
6.8
33.5 지속성장, 규모화 한계
110,604
67 54,589
3.5
49.4
÷

×

주: 조직화율=공선출하회 출하금액 강원연합 취급실적 100
자료: 지역농업네트워크(2013). 강원도 산지유통비전 및 종합계획수립 컨설팅 최종보고서.

○ 사업조직 현황

- 강원연합은 연합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총 9개의 연합마케팅 팀으로 구성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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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강원연합판매사업단 조직 구성

자료: 농협강원지역본부 내부자료.

○ 연합판매사업단의 채소 브랜드 ‘맑은청’

- 맑고 푸른 강원 땅에서 자라난 청정채소를 의미
- 2001년 강원농협 연합사업단의 채소전문 브랜드로 수급과 가격이 불안
정한 고랭지채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진
에 기여하며 농협사업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짐.

- 37개 조합 및 5,200여 농가, 364개 작목반이 맑은청 브랜드를 사용 중
(2009년 기준)
- 맑은청 브랜드 이름을 건 농산물 생산량과 취급액 증가

·1만 6,900톤/114억 원(2001년) → 5만 3,500톤/639억 원(2007년)

- 품목도 무, 배추, 풋고추에서 일반농산물 25개 품목과 친환경농산물 일체
로 확대됨.

- 사업신장에 따라 거래교섭력이 강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가
활성화됨.
- 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농가 소득이 크게 증대됨.

27
- ‘맑은청’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산지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고,
유통업체에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정적 공급처 확보란 이
득을 안겨줌.

맑은청 브랜드의 대표적 성공사례 서석오이

*
‘
’
- 오이공선출하회를 조직하여 현재 37개 농가가 참여 중에 있음(2009년).
- 서석오이가 설립된 해는 2006년이나 서석오이 공선출하회의 틀이 제대
로 잡힌 것은 서석농협공동선별작업장(APC)이 들어선 2009년임.

- 서석농협 오이는 대형유통마트에서 강원연합사업단의 오이 브랜드인 ‘맑
은청 오이’ 상표를 달고 소포장 단위로 등급을 매겨 대형마트와의 단가
협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가 없음.

○ 품목별 사업실적

- 2013년 10월 말 기준 연합판매금액은 1,106억 원에 달함.
- 그중 고추류 판매금액이 전체 실적의 40%를 차지하며, 고추류를 포함한
토마토 및 오이가 전체 실적의 77%를 차지함.

표 2-10. 품목별 판매실적(2013)

단위: 백만 원

품 고추류 토마토 오이 감자 호박 배추 가지 친환경 복숭아 콩 멜론 기타
목
금 44,444 29,916 10,787 8,255 6,689 3,694 2,717 1,962 558 404 229 956
액
주: 2013년 10월 31일 기준.
자료: 농협강원지역본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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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합판매사업의 성과와 개선점
1)

도단위 연합판매사업 추진성과

□ 시·군을 초월한 광역연합판매사업의 가능성 제시

○ 전국 최초 지역본부단위 직접사업 추진, 도 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들과 연
대하여 추진한 연합사업의 성공사례

- 지역본부와 채소사업소의 인력과 사업편제를 그대로 활용하여 소프트웨
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의 지역본부 조직이 최초로 회원농협의

·

판매사업 기능을 직접 통합 실행하여 농산물 유통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

·

-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시 도단위 또는 시 군단위 연합판매사업 추진을
제도화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전국단위 연합을 통하여 출하처에 연중 공
급하는 사업전담팀을 운영하는 등의 직거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함으로
써 강원도 농산물의 상품화와 유통혁신에 의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산지
유통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 농산물 유통정책의 초점

- 농산물 산지유통 거점조직육성 방식에서 ‘연합판매형’이라는 사업모델
로 인정받고, 수급안정사업의 새로운 실행방식 및 주체로서 산지에서 실
질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 전국 최초 도단위 광역연합사업을 추진하여 고랭지 채소류 등 강원 농산물

을 대형유통센터 중심으로 공급하여 2012년 11월 말 기준 1,113억 원의 판
매성과를 달성하는 등, 강력한 시장교섭력을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직
거래 확대를 통해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지지 효과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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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단위 농산물산지유통 종합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단위 산지유통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평가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을 지

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강원농협지역본부가 함께 2012년 9월부터 도단
위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됨.

·

- 2014부터 2018년까지 도내 8개 시 군 14개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총 사업비 350억 원, 국비 117억 원)의 신청자격을 얻게 됨.
- 사업의 주요 골자는 강원 농협연합사업단과 감자 통합마케팅 조직인 감
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참여조직과 산지유통시설을 수직계열

·

화하는 것이며,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상품화율을 기존 24%(토마토 오

· ·

이 호박 풋고추 품목 평균)에서 2018년까지 61%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향후 APC의 신규 설립 및 보완에 따른 유통업체 직거래 물량 확대와 농
가수취 가격 향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
지 할 것으로 기대

□ 주체 간 연계 조직화와 역할분담체계 구축

○ 연합사업을 총괄 주관하여 소비지 판매를 일원화 및 조율하는 사업단과 지

역농협, 농가 및 공선출하회, 작목반 간 연계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며, 주체
간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지역농협은 농가조직 관리 및 APC를 이용한 농산물 상품화에 주력하고,
사업단은 마케팅 및 조합판매사업을 지도/지원함으로써 상호 윈-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합사업 관련 무이자 자금지원, 상품화 장비 지원 등
으로 조합의 공동선별, 물류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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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연합판매팀
지역농협
작목반
(농가)

표 2-11. 연합판매사업 계통조직 간 역할 및 기능분담
역할 및 기능
- 신규 직거래처(유통업체) 개척 및 상품기획
- 시기별 예상물량 파악 및 생산지도, 유통업체 수·발주
- 지역농협에 작업지시, 유통업체와 가격협상, 대금정산 및
수송(물류), 조합원(임직원) 교육 등
- 지역본부와 공동 상품기획, 공동선별·공동계산 지도
- 대금정산, 연합판매팀과 가격협의
- 시기별 예상 생산물량 파악과 생산지도, 작물 및 출하작업
- 연합마케팅사업 참여농가 선정 및 출하계약
- 공동선별, 상품화 및 품질관리

자료: 강원농협. 강원연합 마케팅사업 결과보고서(2003).

□ 소비지 판매처 다양화와 물량분산능력

○ 강원연합판매사업에서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GS슈퍼, 홈 익스프레스 등)와 직거래 납품을 실시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바이어들의 강원농산물 구매창구 역할을 수행

- 2012년 강원연합 창구로 농산물을 구입한 유통업체는 100여 개소이며,
전국 60개소 공영도매시장, 중소업체 등이 농산물을 구입함

- 13년 동안의 시장교섭 노하우와 정기적인 산지 상품설명회 개최를 통한
자연스러운 창구를 마련한 점이 매우 큰 효과라 할 수 있음

-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타도와의 시차별 마케팅 활성화와
MOU 체결 등을 통한 거래 유통업체의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 거래창구 일원화

- 강원도 농산물 거래 창구 강원연합으로 일원화 추진

·

·

- 산지 농산물의 규모화 규격화 고품질화로 거래 교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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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과제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공선출하회 및 개인연합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한 산
지농협 및 농업인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 등이 필요함.

□ 연합사업 참여 주체별 질적 조직화 사업 마인드 결여에 대한 역량 강화

- 유통활성화사업 변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며, 단순
사업 참여 농업인 발생

- 산지농협의 유통사업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판매사업 추진이 미
흡하며 참여 주체 간 공동체 의식 결여로 질적 연합사업 성장이 미흡함.
- 단순사업 참여 농업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체 의식 함량 등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3.3. 시·군단위 연합판매사업: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가. 사업 추진 개요
1)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배경

○ 남원시의 농업생산액(2012년)은 4,696억 원이며, 그중 채소, 과일 등 원예 농

산물 생산액이 1,352억 원이고, 원예농산물 생산액 중 51%인 691억 원을 4
개 지역농협과 1개 원예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어 농협의 농산물 취급실적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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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의 상품화 시설로는 춘향골 농협의 APC를 비롯해 5개 시설이 있는
데, 관내 원예농산물 생산량의 약 31% 수준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남원의 원예농산물에는 딸기, 감자, 포도, 복숭아, 멜론, 파프리카, 사과, 배,
오이, 상추, 방울토마토, 수박, 복분자 등이 있음.

표 2-12. 남원시 지역농협 현황 및 사업실적(2012)

단위: 톤, 백만 원, %

구 분
주 취급품목
춘향골농협 감자, 딸기, 복숭아, 멜론, 포도
남원농협
딸기, 오이, 감자
운봉농협 파프리카, 사과, 상추, 포도
지리산농협 포도, 감자, 상추, 방울토마토
남원원예농협 감자, 딸기, 복숭아, 멜론, 수박
총계

취급
물량
6,897
145
2,445
4,510
6,352
20,349

공동
계산
10,845
840
7,178
1,984
7,087
27,934

금액
일반
수탁
14,714
0
1,863
13,043
11,585
41,205

계
25,559
840
9,041
15,027
18,672
69,139

공선
비율
42.4
100.0
79.4
13.2
38.0
40.4

○ 남원시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농협 간의 연합판매사업을 위한 ‘남원시농협
연합사업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
정책(산지유통 통합마케팅)과 시장·산지의 변화에 대응하여 남원시 차원의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의 요구가 커지고 있었음.

○ 특히 기존 지역농협별로 이뤄지던 농산물 판매의 한계를 지역농협을 포괄하
는 통합 수발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지원체계 개편 정책을 계
기로 기존의 농협연합사업단을 남원시 농산물의 유통을 책임지는 통합마케
팅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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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구성할 통합마케팅조직은 과거 연합마케팅 사업보다 책임 있는 수준
의 사업조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별도 법인화를 추진

○ 남원시 통합마케팅조직은 정부의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으며, 농협중앙회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수

립됨에 따라 기존 연합사업체계를 법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2012년 초부터 참여주체(지역농협) 간의 의견수렴, 현장견학, 사업설명회 등
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2013. 3. 13.)

2)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요

○ 남원시 관내 5개의 지역농협이 균등 출자하여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공
동사업법인으로 설립(2013. 3. 13). 출자금은 총 1,000백만 원임.

그림 2-3.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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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남원시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체계

나. 성과 및 성공요인
1)

취급실적 증가 등 시장 교섭력의 확대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전 공동계산액은 119억 원 규모였지만, 조합공동사

업법인 설립 후 첫해 약 160여억 원이 증가한 280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

○ 공동계산 실적의 증가분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시장 교섭력 강화라는 핵심적 성과의 결과로 해
석할 수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취급이 용이하고 관리가 수월한 소수 전략작목만을 선택적
으로 취급하지 않고, 남원시 차원의 전략품목 및 주요 품목 등 13개 품목의

산지유통을 담당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단위 통합마케팅 조직 위상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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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통합마케팅 실적(2013년)
구 분
공선
9,722
합 계
897
포 도
827
딸 기
전략 멜파프리카론 1,530
품목 감 자 1,051
2,391
412
복숭아
소 계 7,111
176
사 과
276
오 이
748
상 추
301
육성 배
품목 복 분 자
46
방울토마토 391
274
수 박
소 계 2,217
402
기타품목
2)

취급량
일반
10,346
3,514
59
97
6
961
680
5,267
476
587
1,845
80
75
3,063
2,016

합계
20,068
4,411
886
1,577
1,057
3,355
1,092
12,378
652
863
2,593
381
46
466
274
5,280
2,418

공선
28,100
4,988
4,769
5,853
1,064
1,858
2,585
21,117
528
330
2,866
581
513
1,376
426
6,640
381

매출액
일반
31,050
13,775
348
510
10
740
4,762
19,895
952
692
6,439
79
206
2
8,370
2,785

단위: 톤, 백만 원, %

합계 공선비율
59,400 47.3
18,763 26.6
5,117 93.2
6,363 92.0
1,074 99.1
2,598 71.5
7,347 35.2
41,262 51.2
1,480 35.7
1,022 32.3
9,305 30.8
660 88.0
513 100.0
1,582 87.0
428 99.5
15,110 43.9
3,166 12.0

품목별 전략적인 출하처 분산 확보로 거래교섭력 제고

○ 일반적으로 농협조직은 수도권 농협물류나 농협중앙회 도매사업단을 주요

출하처로 하는 계통출하 비중이 높으나,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 계
통출하에 의존하지 않고 품목별 출하처를 전략적으로 분산하여 시장과 가격
위기를 극복해가는 노력을 기울임.

○ 대응시장의 분산을 위해 주요 거래처의 바이어 초청, 상품화 미팅, 시장 모
니터링 등의 대외 활동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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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하처(총괄, 2013)

그림 2-6.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품목별 출하처(2013)

3)

공선출하회의 적극적인 공동계산제 실시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등록된 공선출하회 회원 중 54.7%의 회원이 실질적인
공동계산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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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친환경 딸기, 상추, 포도, 엽채류, 감자 공선회는 70% 이상의 회원이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등 생산자 출하기반의 안정화를 높여가고 있음.

표 2-14. 2013년도 남원시 통합마케팅 공선출하회별 실적

단위: 명, 백만 원, %

회원 수
사업실적
공선출하회
농협명
유실적
조직 수 등록 유실적 공동
계산 수수료 등록회원당
공동계산액 회원비율
129 120 1,032
25
8.0
93.0
남원농협
5개
169
96 2,290
51
13.6
56.8
운봉농협
5개
288 174 3,770 102
13.1
60.4
지리산농협
5개
727 373 9,891 480
13.6
51.3
춘향골농협
8개
746 363 5,936 295
8.0
48.7
남원원협
21개
2,059 1,126 22,920 953
11.1
54.7
합계

○ 전국 및 전북의 지역농협 별 공동계산 실적을 비교하면 도시형 농협인 남원

농협을 제외하고 전국 및 전북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데, 통합마케팅 참여하
는 지역농협의 공감확산과 역할강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2-7. 남원시 지역농협별 공동계산 취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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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의 통합마케팅, 브랜드 관리의 제도적 위임

○ 남원시 차원에서 통합마케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관련 조례(남원시 통합
마케팅 주체 육성지원 및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합공
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하였음.

○ 남원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로 ‘춘향애인’을 개발하고 공동 브랜드 관리 시스

템을 조례로 마련, 브랜드 관리권 및 사용권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위임

○ 남원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 및 홍보를 집중하여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통합 브랜드의 사용권과 관리권을 가진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출하되는 농산
물의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다만, 브랜드 운영에 대한 방향설정은 남원시통합마케팅협의회에서 결정
그림 2-8. 남원시 공동브랜드 관리 위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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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이전과 이후의 비교

구 분
설립 전
설립 후
개별 농협단위 조직육성,
통합마케팅주체와 참여조직이 동
접근시각
마케팅 추진(각개, 분산)
시에 추진(집중, 보완)
총회 및 이사회
통합마케팅위원회를 통한 협의체
의사결정 체계 농협별
(농협-농가)
계 구축(농가-행정-농협)
농협별 조합원(농가), 행정 간
행정,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역할
지역협력 체계 요구에
의해 대응
모델 구체화
여건에 따라 추진
선도조직의 조직력 강화
농가조직화 농협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신생조직의 육성(4개)
실적기표에 집중
남원시농산물유통에대한책임의식,
대표이사 역할 단순
지역리더로서 역할 부족
사명감 증가
농협단위 기존 거래처
수발주통합에 따른 관내 시설운용
하드웨어 운영 개별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통합관리(가동율제고)
브랜드
‘춘향애인’ 브랜드
브랜드 관리 ‘연담원’
공동브랜드 위상 확보 부족
공동브랜드 위상 확보
포도, 감자, 복숭아, 딸기 등 4품목 13개 전략, 육성품목별 다변화
상품화
7개 상품유형
일부 PB 상품 제외 전략적 접근
농협계통 연계 및 품목별 시장분산,
마케팅
농협계통, 중앙회 연계 집중
온라인 영역 확대

3.4. 시·군단위 광역연합판매사업: 서산태안6쪽마늘 조합공동사업
가. 사업 추진 개요

○ 서산태안6쪽마늘조공사업법인은 2008년 농식품부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으로 200여억 원을 지원받아 APC를 신축하고, ‘산수향’이라는 한지형 마늘

브랜드를 개발하여 마늘 전문 공동판매를 하는 조공법인으로 지역농협 13조
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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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태안지역의 1,310농가가 계약재배농가로 참여하여 지역 전체 농가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산지역 61개 작목반, 태안지역 70여 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 140ha의 재배면적에 취급물량은 1,024톤

○ 매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76억 원, 취급물량은 927톤, 수매물량은 800톤,

수매금액은 58억 원이며, 이는 규모면에서 2010년, 2011년보다 확대된 것임.

표 2-16. 서산태안6쪽마늘조공사업법인 실적 현황

구분 판매량(kg)
508,914
2010년
923,125
2011년
2012년 1,214,782

매출액
(백만 원) 수매량(톤)
5,471
838
5,675
912
7,607
750

수매금액
(백만 원)
5,216
3,689
2,252

농가조직
(인원)
931
1,234
1,310

자료: 서산태안6쪽마늘조공사업법인 업무자료.

○ 상품화의 기본적 단계는 ‘벌크단위 입고 ⇒ 5등급 자동선별 ⇒ 건조 ⇒ 7~8월
저온저장 ⇒ 포장 ⇒ 출하’의 5단계로 되어 있음.
그림 2-9. 서산태안6쪽마늘 원물 입고에서 출하까지의 흐름

자료: 서산태안6쪽마늘 산수향 웹사이트(http://www.sansoohyang.co.kr).

○ 조공법인에서 수매한 마늘을 상품화하여 수도권지역 농협하나로 마트,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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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전문유통업체(초록마을) 등에 납품과 자체 온라
인 쇼핑몰 ‘산수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농협 도매사업단을 통한 수도
권 6개 농협하나로 마트로 납품 중(수수료 4%).

표 2-17. 서산태안6쪽마늘조공사업법인 유통기능

구분
생산·판매기반
판매방식
판매상품
광고와
프로모션
수급접
합기능 가격결정
주문방법과
대금결제
계약 모니터
배송
물류기
능

보관
포장
상품정보

정보기
능 고객대응
보조적 결제리스크
기능 상품리스크

내용
∙계약농가 1,310농가, 재배면적 140ha, 판매량 1,024톤
∙납품계약에 의한 직접거래(판매처: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판매실적은 미비)
∙한지형 마늘(생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마늘 가공식품 등)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차량광고
∙신문, 잡지, 라디오, TV 광고
∙시·군 축제 시 홍보부스 설치 등
∙kg당 평균 9천 원~1만 원 수준에서 결정
∙납품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인 납품
∙판매대금 결제는 선결제·후출하를 원칙으로 함.
∙납품처에 대한 상시 판매현황 모니터링 실시
∙판매처 방문을 통한 제품검수로 상품 보완체제 확립
∙냉장이 가능한 물류차량 및 개별차량 이용
∙집하시설: 서산·태안 3,304㎡
∙저장시설: 2,844㎡(서산·태안), 연 3,000톤 보관가능
∙1차 가공시설: 깐마늘 탈피 180㎡
∙2차 가공시설: 흑마늘 / 다진마늘 1,728㎡
∙마늘을 2~6cm까지 5등급으로 분류하여 포장하는 자동선별포장
시설 보유
∙생산 매뉴얼에 따른 내장 포장
∙자제척인 생산·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품질인증 획득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품정보 제공
∙인터넷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일반 소비자와의 직접거래 없음
∙납품처(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조공법인이
대응
∙선결제 방식과 보증금 취득을 통한 결제리스크 최소화
∙판매처에 대한 지속적인 제품검수를 통한 상품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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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합판매사업의 성과와 개선점
□ 연합판매사업의 성과(장점)

○ 지역특산품인 한지형 6쪽마늘 특화와 교육, 홍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제

- 지역 특산품인 한지형 6쪽 마늘에 대하여 지역 민관 협력체제 및 품질보
전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2005년 3월 서산태안6쪽마늘이 ‘지리적 표시제 제4호’로 등재
- 생산 및 품질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작

·

- 지자체(서산시청 태안군청), 지역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간의 연계를
통한 농가교육을 실시함.

·

- 서산 태안농업기술센터가 수질, 토양 등 재배환경과 종자선정, 비료, 농
약 등 모든 재배요소를 표준화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에 따른 농가교
육 실시

그림 2-10. 서산태안6쪽마늘조공사업법인 농가교육 지원체계

자료: 서산태안6쪽마늘 산수향 웹사이트(http://www.sansoohy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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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생산물량의 사전적 판매 계약을 통한 안정적 판로 제공

- 재배면적 300평 이상인 계약농가와 파종 후 면적 및 수매물량 계약을 연
말/연초에 체결하며, 농업기술센터가 계약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생산

·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년 7~8월에 조공법인이 정한 수매기간에
일괄 수매함.

- 지역 내 마늘 농가로부터 일괄 수매하여,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
- 연말/연초에 농가와 계약, 7~8월경 일괄 수매
- 대금결제 등은 모두 해당 지역농협에서 대행업무 실시

○ APC를 통한 저장, 가공, 선별포장으로 출하시기 조절

- 저장, 가공, 포장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시장수급에 맞는 출하시기 조절
이 가능함. 또한 선별, 포장 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가 가능함.

- 대규모의 집하시설 및 저장시설, 가공시설 보유

·

㎡
저장시설 및 능력: 2,844㎡(서산·태안) 연 3,000톤 보관
1차 가공시설: 깐마늘 탈피 180㎡
2차 가공시설: 흑마늘 / 다진마늘 1,728㎡
집하시설: 서산 태안 3,304

□ 연합판매사업의 개선과제

○ 브랜드 마케팅 부진

- 마케팅 인원 및 능력부족으로 브랜드(산수향)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떨어지므로 향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전문적인 마케팅 인력과 능력개발 필요

○ 4P 전략에 의한 마케팅 미흡

-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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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지 축산계열화: 고성군 산지 축산계열화
가. 사업 추진 개요

○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계
열화 사업 추진

- 친환경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축산물 생산 거점 농가 육성

- 지자체에서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앞세운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판로 구
축 확보

- 항생제 잔류 차단으로 친환경적 축산물을 생산, 유기농산물에 적합한 퇴
비 생산에 기여

- 안전축산물 생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협약을 체결한 농가 대상

○ 2007년 고성군 안전 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운영사업 정식 시작
표 2-18. 고성군 축산계열화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천 원)
소 2,680두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산보상 돼지
350,000
23,220두
HACCP 및 무항생제 지정보상
7농가 내외
20,000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7농가
39,200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 시설지원
7농가 내외
42,000
MSY향상 양돈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
8농가 내외
150,000
안전축산물 유통(포장재) 지원
20,000장
20,000
고성군 안전축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
1회
7,000
고성군 우수 안전축산물 브랜드생산 장려금 지원
30,000
계
6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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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SWOT

분석

강점(str ength)

○ 고성은 생명 환경쌀 등 친환경 농산물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친환경 이미지는 다른 브랜드와 차별이 가능하여 성공적인 계열화 사
례를 만들 수 있음.
(2)

약점(weakness)

○ 공급체인(supply chain)에서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구조이며, 소비지에
서의 요구사항이 생산지까지 반영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보다 많이 소요됨.

(3)

기회(oppor tunity)

○ 최근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축질병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축

산물에 대한 위생, 안전성, 친환경, 무항생제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고성군의 축산계열화 사업은 이러한 수요자의 관
심을 충족시킬 수 있음.

(4)

위협(thr eat)

○ 기존에 이미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 이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음.

다. 기대효과

○ 항생제 사용 제한에 대비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확보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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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축산을 위한 생명환경 축산물 생산 거점농가 확보
○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브랜드 개발 기반 확보
○ 생명환경 유기 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퇴비 생산
4. 산지유통개선 방향과 과제
가. 유통개선대책 추진 보완방향

○ 농산물 산지 기초출하조직을 기존의 작목반, 협동 출하반 중심에서 공동선
별, 공동계산, 공동출하를 위한 공선출하회 조직으로 전환하여 품목별로 육

성하는 정책방향은 생산자의 생산 및 출하 조직화와 규모화, 품질 및 상품성
제고, 거래교섭력 제고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
이므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과일류, 과채류 중심으로 공선출하회 조직이 편중되어 있으며 엽근
채류, 양념채소류의 조직화가 부족하므로 이 부문의 공선출하회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산지 출하의 규모화와 조직화, 마케팅 전문화,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한 연합
판매사업을 시·군단위 이상 광역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농협 단위의 소
규모 산지유통을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향후 품목과 지역 특

·

성에 따라 시 군단위, 도단위 등 다양한 모델의 연합판매사업이 육성될 필요
가 있음.

○ 시·군단위 연합판매사업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시·군유통회사 사업은
보은군의 실패사례를 보더라도 지자체가 유통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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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유형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움. 일부 조직에서 매출 증가, 농협 산지유
통 혁신 촉발 성과는 있었으나, 농협 등 기존 조직과 갈등, 기존 산지유통조
직과 연계성 미흡, 지자체 간섭, 의사결정구조 문제 등으로 향후 일부는 지
속 추진될 것이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협동조합의 연합판매사업, 조합
공동사업법인 등의 유형으로 흡수하되 경영의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방
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5. 27. 유통개선대책 중 산지유통 관련 정책은 생산자단체인 농협 중심의 유
통계열화 차원에서 주로 농협의 산지유통조직 육성과 지원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지유통의 또 다른 민간 축인 산지유통인과 영농조합법인
의 산지유통 개선 및 지원 내용은 배제되어 있음.

- 이와 관련 ’14. 2. 25.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비농협 농업법인(영농조
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도 유통계열화 병행 추진’이 포함되어, 단기적으
로 ’13년부터 정부의 물류지원사업 대행, 유통업체-생산자 간 공정거래
사무국 설치(4월), 중장기적으로 공동물류센터,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통

·

해 유통 규모화 계열화 유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충분한 내용이 아님.

- 5. 27. 유통개선대책이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맞물려 ‘생산자단
체 중심의 유통계열화’가 유통정책의 한 축이 됨. 농협 중심의 산지유통

·

개선과 유통계열화 정책이 수립 실시되고 있어 농협조직이 아닌 산지유
통인과 영농법인에 대한 정책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향후 유통정책은 유통경로의 다양화로 농업인의 판로 선택범위를 확대
하고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산지유통인과 영농법인
의 조직화, 규모화와 유통계열화 추진도 적극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내용 중 농협의 5대 거점 도매물류센터 건설
지원에 의한 신유통 도매유통기구를 신규로 구축하고 소매까지 계열화, 유
통 내무화하는 정책은 농협 차원에서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임. 한편으로 생
산자단체를 SCM의 주체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도매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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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유통의 전문화, 규모화, 효율화 차원에서 도매시장 육성정책과 병행 추
진할 필요가 있음.

나. 공선출하조직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 공선출하회 조직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5년밖에 안 되었으나 선도적인 산

지 기초조직으로 규모의 경제, 비용절감, 거래교섭력 제고, 농가수취가격 제
고 등 성공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선도적인 기
초조직으로 지속 확산될 필요가 있음.

○ 공선출하회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선출하회 운영으로
농가들의 수취가격이 높아졌다는 조직이 76.9%로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취가격 제고 효과가 있다는 조직
중 절반 이상인 54.9%가 10~20% 높아졌다고 응답하고 있음.1 만인산농협
추부깻잎 공선출하회는 20~30% 수취가격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선출하회를 조직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조직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지방연구원 위탁연구 내용 포함).
(1)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계산 회계

- 공동계산이 공정하지 않으면 선도농가 이탈,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
- 주요 사례
만인산 농협 깻잎: 매년 농가별 품질평가를 통해 20% 농가를 교체하는

․

등 엄격한 회원관리와 품질관리

․하귀농협 감귤: 감귤 등급을 A~E단계 분류, 점수제 공동계산제 실시. 규
격별 판매단가에 점수로 환산된 등급별로 농가별 차등 배분
1 농협경제연구소. 판매농협 공동출하시스템에 관한 연구. 2012. 설문조사 조직 수 1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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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에서 출하까지 엄격한 품질관리

- 생산단계에서 품종, 비료, 자재, 영농기술 등을 통일하고, 포전지도와 재
배관리

- 농가의 수확 후 별도의 APC에서 엄격한 공동선별과 품온관리 등 수확
후 관리

- 주요 사례

․부추깻잎: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농가별 출하원물 품질평가를 통한
20% 회원 교체

․외서 배: 출하시장별 품종구분과 통일, 고품질 배 생산 매뉴얼 공급과
기술대학 운영

․서석 오이: 다품종 시험재배 후 최고 품종 선택 통일, GAP 인증과 오이
재배기 사용으로 농가별 기술편차 최소화

(3)

농가들과 상품화시설 및 판매조직과의 계약관계

- 회원 입회와 제명 등 엄격한 회원관리. 만인산농협 깻잎 공선출하회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농가의 출하 원물 품질평가를 통해 20% 농가
를 교체

- 농가와 판매농협 간 출하협약으로 출하의무 부과
- 주요 사례

․구성농협, 춘향골농협, 하귀농협 공선출하회: 전량 출하의무, 약정 위반
시 제명 처리

․외서 배: 출하의무 이행, 상품화 평가로 3진 아웃제 실시
(4)

선별장시설에 의한 전문 선별포장 상품화

- 별도의 APC에서 전문 선별사에 의한 공동선별

50
(5)

판매농협의 다양한 판로 확보와 거래교섭력 발휘

- 대형유통업체 계약거래 및 직거래, 도매시장 출하 등 다양한 판로 확보
(6)

농가별 파종, 수확, 출하시기 조절

- 생산단계부터 수확시기, 출하시기의 계획적 조절
- 농가별 파종, 정식시기 지정(춘향골 엽채류, 멜론, 서석 오이, 운봉농협
파프리카)

- 샘플검사에 의한 수확시기 지정으로 출하시기 조절(하귀 감귤, 구성농협
자두, 복숭아)
(7)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운영

- 우수사례들의 경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안 의사결정
□ 공선출하회 운영을 통해 나타난 조직 및 운영의 특성과 문제점
(1)

출하규모의 영세성

-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공선출하회 조직과 사업실적에 의하면, 출하규
모 2억 원 미만 조직이 전체 공선회의 42%를 차지하나 이들의 공선출하
실적은 전체 공동계산액의 17.8%에 불과
(2)

품목 편중 현상 심화

- 공선출하회 조직이 공동선별이 상대적으로 쉬운 과채류, 과일류에 집중
되어 품목 편중 현상이 심함.
- 공동계산액 기준으로 과채류 38.1%, 과일류 25.4%, 엽채류 8.4%, 조매채
류 11.7%, 근채류 및 서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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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출하회 성공,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1)

투명하고 정확한 공동계산 회계

- 선도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점수제 회원제 공동계산제로 품질, 기술, 상
품성에 따른 정산 차별화

- 공동계산 기간 등 명확한 설정
(2)

생산과 상품화의 엄격한 분리로 공동선별 수준 제고

- 선별 포장 상품화 시설은 농가와 구분된 별도의 전문적인 선별포장시설
에서 전문적 선별사에 의해 상품성 중심의 선별포장

(3)

비용절감을 위한 가치사슬 차원의 상품관리 및 물류 효율화

- 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 선별포장 엄격화, 수확 후 판매까지의 품온관리를 통한 로스율 최소화
- 포장재 비용 절감: 불필요한 포장재 지양, 출하선에 따른 포장, 운송용기
차등화(콘티 활용 등)
(4)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품종 통일, 자재 공동구매 이용
- 농가별 품질평가
- 수확 후 판매까지의 품온관리로 선도 유지 및 로스율 최소화
- 품질관리 매뉴얼에 의한 관리
(5)

회원농가, 공선회, 산지유통시설, 출하조합 간 철저한 협약에 의한 경영

- 품종,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관리 등 생산관리
- 출하의무, 대금정산, 회원관리(인센티브, 페널티), 의사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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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엽근채류, 양념채소류 등 공선회 조직 확대

- 품목 특성을 고려한 공선출하회 조직화 및 운영 방식 개발 보급
- 수탁형과 매취형 구분, 사후 정산과 사전 선급금 지급 구준
(7)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한 공선출하회 회원 확대

- 협동조합, 정부는 농가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의 유리점 등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필요

* 추부깻잎의 경우 만인산 농협 관내 추부깻잎을 생산하는 1,040농가 중
10%인 100농가만을 공선출하회 회원으로 엄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원물 수급 원활화와 출하 규모화,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해 회원 확대
필요

다. 연합판매사업 추진 시사점과 개선과제
□ 연합판매사업의 효과

○ 시·군 또는 광역단위 연합판매사업(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무엇보
다도 농산물의 품목별 또는 지역별 판매 규모화와 판매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직접 거래상대자인 대형유통업체, 대량 수요처의 구매력에 대응한 거래교섭
력의 강화와 도매시장에서의 경매가격 영향력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

○ 연합판매사업은 거래교섭력 이외에도 공동브랜드 이용에 따른 브랜드 인지

도 상승과 운송 규모화, 공동선별로 물류비용 절감 및 거래교섭력 제고를 통
한 농가수취가격 상승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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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판매사업의 성공 요인

○ 주체 간 연계 조직화와 명료한 역할분담

- 사업단 - 지역농협 - 공선출하회 - 농가의 주체 간 조직적 연계, 명시적
역할분담

- 수직계열화 형태의 연합판매사업은 사업범위가 넓을수록, 사업 연계 조
직 수가 길수록 생산농가와 사업단 간의 이해관계가 멀어지고 사업에 대
한 애착심, 신뢰도가 떨어짐.

○ 계약(또는 협약)에 의한 농가의 안정적 생산 출하 유도
○ 사업범위 내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 다공장시스템

○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연합사업단의 판매처 다양화와 마케팅력
○ 지자체의 정책적, 제도적 협력에 의한 민관 협력체제

- 제도적 협력: 지리적 표시제 등재(서산태안6쪽마늘조공법인), 통합마케
팅, 브랜드관리 위임 조례 제정(남원)
- 대농가 서비스: 농가교육, 생산 및 품질관리 매뉴얼

□ 연합판매사업 확대를 위한 과제

○ 연합판매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1) 연합사업을 통해 브랜드로 승
부를 걸어 참여농가들에게 브랜드 프리미엄 수취가격을 받게 해 주거나(이
를 위해서는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따라줘야 함), (2) 생산농가들이 연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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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업 조직의 판매사업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주주 형태의 조직
이 되어 폐쇄적 협동조합식 판매조직으로 운영된다거나(제스프리 등 성공한
모델 케이스), (3) 강원연합판매사업의 풋고추 연합판매 사례와 같이 품목을
특정해서 농가들이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연합판매사업조직이 되어 시장에
서의 강력한 영향력(일종의 판매 독과점력)을 발휘해야 함.

○ 정책 시사점과 과제

(1) 품목, 지역에 적합한 연합사업 규모 설정 및 지도
-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영역 범위 설정 지양
(2) 연합사업 성공 조직의 성공요인 등 성공사례 공유, 교육 확산
- 강원연합 풋고추 등, 햇사레 복숭아, 나주 배, 진주 조공법인 고추류 등
(3) 수준 높은 철저한 공동계산제도 도입 확산
- 점수제 회원제 공동계산제 등 선도농가들 참여유인 및 무임승차자 최소화
- 우수 연합사업조직일수록 공동계산비중이 50% 전후로 높아 공동계산제
와 연합사업 성공과 상관성이 높음.
(4) 연합사업 단위의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화로 국제수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5) APC를 다공장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가동률 제고
- 통합수발주 등 통합마케팅 수행을 위한 APC 공동운영체계 구축
라. 축산계열화의 시사점 및 개선과제

○ 계열화를 통해 생산, 판매된 제품은 최종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해

야 하고 이를 위해 품질의 일관성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함.

○ 다른 브랜드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과 꾸준한 제품 개발에 노력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계열화 공급 체인상의 다양한 단계 간 협력 체제를
원활히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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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급체인의 각 단계에서 획득된

기술, 질병, 생산 현황, 품질, 소비자 기호 등에 대한 정보가 공급 체인 내의
다양한 참여주체 사이에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공급체인 전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체제 마련

- 여러 투입재, 사양, 도축, 가공방식 등의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통제권 배분문제, 생산 및 가격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배분
문제, 실현된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는 시스템 구
축 필요

○ 공급체인에서의 거래주체들 간 신뢰 구축 필요

- 적절한 계약기간의 설정, 계약조건의 강화, 계약위반에 따르는 페널티 조
항 강화, 거래 당사자 간 장기적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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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1. 정부의 도매시장 유통개선대책과 추진 현황

○ 정부의 5. 27. 유통개선종합대책에서 도매시장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 진
단에서 비롯되었음.

- 농산물 유통비용 높아 비효율적인 요인에 도매시장경로의 유통단계 복
잡성과 유통경로 간 경쟁 부족, 도매시장 내 주체 간 경쟁 부족, 시설 낙
후, 각종 수수료를 들고 있음.

-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높은 원인은 도매시장 경매제도가 단기 수급만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경매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임.

○ 이에 대해 정부는 도매시장의 효율화와 함께 직거래, 도매물류센터 등 다양
한 신유통 경로를 육성하여 유통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유통경로(53%)인 도매시장의

57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
로 패러다임 전환

·

-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 가격결정방식을 정가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
여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 규모화 유도

․거래방식별 도매거래비중(’12, 청과): 경매·입찰 79.3%, 정가·수의매매
8.9%, 기타 11.8%

-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인 도매법인에게 매수집하를 허용하고, 단순한 농
산물 거래 이외에 가공, 저장, 물류 등 겸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대형유
통업체 등 도매시장 외 유통주체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함. 또한 중도매인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행해
오던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고,
영세한 중도매인들의 전문화, 규모화를 촉진하기로 함.

- 거래안전성이 낮은 시장도매인, 상장예외 거래 등 비상장거래에 대해 대
금정산조직을 설립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

- 지방도매시장을 포함해 전국의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입지 유통환경에
따라 재유형화하여 구분하고 기능을 재설정하여 역물류 현상 완화 등 도
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형별로 기능을 재정비하여 맞춤형 지
원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물류효율화를 위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로 함.

- 또한 물류효율화와 산지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의 품목별 최소출하단위를 설정 운영하고, 하역기계화와 하역노조 개선
으로 도매시장의 물류비를 낮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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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현행
경매 위주
규제를 통한 관리
노후화
소규모 출하·수작업

거래
주체
시설
물류

개선
경매·정가·수의매매 선택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저온저장 등 현대화
파레트 출하·하역기계화

자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2013. 5. 27.), 농식품부

○ 이와 같은 도매시장 유통개선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부는 관련 제도개선
둥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바,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분야 세부
과제를 14개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

·

(1)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정가 수의매매 확대

·
·
* 정가·수의매매 실적 : (’10) 7.3% → (’11) 8.5 → (’12) 8.9 → (’13.3분기) 9.8
- 정가 수의 매매 TF 구성 및 정가 수의매매 지침 마련

(2) 시장주체 규제 완화: 도매법인 매수집하 및 겸영 확대, 중도매인 간
거래허용

- 도매법인 매수집하 및 겸영확대(물류, 저장, 가공 등)를 위한 농안법령 개
정, 중도매인 간 거래허용 등 농안법 개정(국회 제출)
(3) 거래 투명성 확보 및 대금결제 안전성 보장: 정산조직 설립(가락시장)
(4) 도매시장 유형 재구분 및 기능 재정비, 시설현대화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추진(2014년)
- 시설현대화: 시설정비위원회 구성 등 시설현대화 추진체계 개편
* 시설현대화 사업지침 마련, 대전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 중장기 계획 마련(’14년 상반기)
(5) 도매시장 물류효율화

59

○ 또한 정부는 2014년 유통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규제완화, 물류개선 등
추진 예정

- 도매시장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저온저장고 등의 시

→

설을 필수시설로 전환하여 시장사용료 감면(5% 0, ’14년)

-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산지 공동선별비 및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확대, 도매시장 최소출하단위
시범사업 실시 등 단계적 추진

○ 이러한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대책은 그동안의 정책과 같이 중심 시장
인 가락동 도매시장을 1차 대상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지
방도매시장 활성화까지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함.

1.1. 지방도매시장의 현실과 활성화 필요성
가. 지방도매시장의 현실

○ 농산물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직거래,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유통경로를 축
소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도매시장 거래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지방도매
시장부터 거래물량이 위축되고 있음.

- 대도시 도매시장보다 지방도매시장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은 일본을 비
롯해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지방도매시장의 활성
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

○ 지방도매시장은 분산 상권이 작은 데다 주 구매처인 요식업소들의 중국산

등 수입산 원료 사용 증가 추세로 인한 국산 이용 감소, 수요처의 직구매 증
가 등으로 중도매인 취급물량이 적어, 출하자들의 출하단위가 제한적이고
차량단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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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 출하 선호 경향으로 인해 소규모 도매시장일
수록 거래물량이 감소 추세

○ 지방도매시장 현실

- 출하물량 제한: 거래물량 자체가 작아 차량단위 출하가 곤란한 시장이
많아 가락시장 등 거점 시장으로 출하 선호

- 지역구매자 구색맞춤 제약: 지역의 구매자들은 구색맞춤을 필요로 하여
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 등 거점시장에서 구색맞춤 농산물들을 짝짐형태
로 전송 받아 분산

- 지방시장 법인의 물량 유치 능력 부족: 자발적 능력 한계로 수동적 영업
불가피. 인력 적고 전문성, 능력 부족 등으로 산지 물량 유치 활동 어렵
고 유치 능력 부족

- 중도매인 분산 능력 취약: 영세하고 유통역량이 떨어지는 중도매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산 처리물량 소량

- 실질적 경매 제약: 품목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 수 적어 정상
적인 경매 행위가 제한적

- 분산 범위 제한: 지역의 실수요처 시장이 제약되어 있고 인근 도매시장
과 중복되는 시장도 존재

- 정부의 농협중심 유통계열화정책, 농협과 대형마트 연계 협력 확대 등이
지방도매시장에 직접적 영향

- 가락시장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방도매시장까지 전달 영향력 제한적: 농
안법상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고 지방도매시장 운영
특례가 있긴 하나 실제로 정책적으로 차별화하고 있지 않음.

○ 산지 조직화를 통한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요식업체 직거래 확대, 협동조
합 계통출하 증가, 수입 농산물의 대형 도매시장 취급 집중, 소매의 대형마

트 집중, 가공산업 확대 등은 농산물거래의 대형도매시장 집중, 지방도매시
장 물량 감소 등 도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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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필요성

○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비중 확대는 다음과 같
은 점에서 농산물유통개선에 긍정적임.

1)

거래총수최소화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중간유통시간 단축, 신선도 유지

- 거래 총수 최소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에서 거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
으며, 대량 물량의 신속한 거래를 통해 수집, 분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신선도 유지를 통한 농산물 상품성 유지

2)

운송단위 규모화와 운송횟수 감축으로 운송비용 절감

- 농산물 생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서 산지-소비지 간 운송
단위를 규모화함으로써 운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수집 및 분산
단계의 운송횟수를 줄여 전체 운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직거래는 해당 직거래 농산물의 중간유통마
진이 도매시장유통경로 등 여타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과 비교해 적다
는 의미이며,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방식으로 판매농가와 소비자들이 거
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직거래형태를 통한 판매 및 구매에 따른 거래비
용과 운송비용을 합산할 경우 도소매거래를 통한 거래방식의 총합 비용
보다 절대적으로 큼(개별 긍정, 종합 부정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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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를 통한 대표가격 형성으로 거래기준가격 제시

- 경매를 통한 대표가격 형성으로 농산물 거래기준가격을 제시함으로써

·

판 구매자들의 불균등한 거래교섭력 균등화와 가격 혼란 최소화

- 특히, 가락시장 경매가격(특히 상품)은 전국의 도매시장 거래가격 및 대
형소매유통업체 등 소매시장 구매 및 판매가격, 직거래가격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여 농가수취가격 수준과 안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슈퍼도매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매시장의 활성화
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이며 필요함.

- 지역단위 구매자,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농산물의 신속한 공급
기지

- 지역 소비자 선호 농산물의 인근지역 생산농가 농산물 대량판매장소(로
컬 푸드 차원)

- 지역 인근에서 재배 생산되는 상품성 떨어지는 농산물 판매장소(원거리
운송비 등 부담 줄임)
- 타 지역산 농산물의 지역 운송을 통한 지역소비자 대량 판매 공급
- 지역 내 소비량에 대한 지역 내 도매판매로 지역산 농산물의 서울 등 대도
시 운송 후 전송 판매에 따른 비용의 절감(전국적인 물류비 절감 차원)
- 농산물 도소매유통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지방도매시장이 위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전국의 지방도매시장에 농산물이 골고루 분산 공급되지 않고 특히 가락
동 도매시장으로 집중될 경우 물량 집중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락 불
안정성 확대

- 국가적으로 전국의 농산물이 가락동 도매시장 등 대규모 도매시장으로
1차 운송되어 지역의 실수요자, 소비자들에게 2차 운송됨으로써 운송비
증가, 신선도 저하 등 발생

63
- 지역의 농산물 구매자들이 가락동 등 대도시 도매시장을 개별적으로 이
용할 수 밖에 없어 운송비 등 물류비 증가, 구매를 위해 원거리 이동으로
비용 증가, 시간 손실

- 지역의 실구매자들이 도매시장 내 저장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재고관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 저장 등 재고관리 부담
증가

- 소비자 중 지역의 도매시장을 이용해 도매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지출을 절감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소매점
에서 소매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해 지출 부담 증가

○ 지방도매시장이 위축되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농산물 생산자, 출하자들이 대도시,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집중 출하
선호(거점 도매시장들과의 관계성)
- 지역의 대량 구매처들이 대형 도매시장, 산지 직구매 선호로 소규모 지
방시장을 외면

- 중도매인들이 매우 영세하고 역량이 부족하며 지역 내에 역량 있는 상인
이 부족하여 중도매인 영입이 어려우며 지역 내 구매자들에 대한 분산,
판매 능력 저조

- 도매법인 인력이 적어 산지물량 유치, 시장 내 경매 등 적정 거래가격
형성 등 능력 저조

- 지역 밀착형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시장 방문 소비자들 대상 도소매판매
장소 열악. 대형소매유통업체 등 쇼핑환경 쾌적, 재래시장 현대화 등 경
쟁 소매시장 대비 판구매 환경 열악

- 지역 내 소매점, 식료품점, 요식업소, 가공업체 등 실구매자들의 구매조
건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장, 소포장, 반가공, 전처리 시설 등 물류시설 절
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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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사례 분석
2.1.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사례: 경남 창원, 진주도매시장
가. 경남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실태

○ 도매시장별 개요

- 창원 팔용도매시장(구 창원도매시장)은 1995년 개장해 경남 도내 3개의
농산물 도매시장 중 가장 오래되었고, 부지 56,884 에 건물면적이

㎡

㎡

·

32,218 이며, 2012년 거래실적은 846억 원 49,381톤 정도로 진주, 창원
내서도매시장에 비해 적음.

㎡

- 창원 내서도매시장(구 마산도매시장)은 2002년에 개장하여 부지 78,820

㎡

에 건물면적이 34,473 로, 넓은 부지에 비해 건물면적은 다소 좁으며,

·

2012년 거래실적은 931억 원 64,355톤 정도로 거래물량에 비해 금액이
다소 적게 나타남.

㎡

㎡

- 진주도매시장은 1999년에 개장하여 부지 77,254 에 건물면적이 40,065

로 3개 시장 중 가장 넓은 부지와 건물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

거래실적은 1,230억 원 58,138톤 정도로 3개 시장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

○ 출하주의 의향과 만족도 조사

- 응답자 기본사항: 경남지역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출하주 39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진행. 출하주 연령은 60세 이상이 33.3%로 가장 많았고, 출
하주의 영업경력은 20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지닌 사람들이 41%로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출하형태는 개별출하가 41%로 가장 많음.

- 출하처 선정 시 고려사항: 출하주들은 출하처를 선정할 때 근접성, 대금회수
의 안정성, 출하의 용이성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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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결정 방법 선호도 및 거래정보 만족도: 출하주가 선호하는 가격결정
방법은 ‘경매’가 84.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거래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76.9%).

- 애로 및 불만사항: 출하주들은 출하 시 가격불안정을 가장 큰 애로사항
으로 생각하였고(61.5%), 농산물 취급 현황에 대한 불만에서도 과잉출하
에 따른 가격폭락이 43.6%로 가장 많아 가격폭락에 따른 피해를 가장 염
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출하만족도 및 요구사항: 출하주들은 도매시장의 물량집하 서비스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친환경농산물
취급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56.5%로 높지만, 보통이라는 의견도 38.5%
로 개선이 요구됨.

○ 중도매인의 의향과 만족도 조사

- 응답자 기본사항: 경남지역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중도매인 12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진행. 연령은 60대가 50%로 가장 많았고, 중도매인의 경
력은 10년 이상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중도매인의 종업원 수는 3명
이하가 58.3%로 가장 많음.

·

- 주요 거래처 및 구매 현황: 중도매인의 주요 거래처는 차량상인 채소과
일전문점 식당 등 외식업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인화된 슈퍼마켓

·

과 할인점 등이었음. 백화점이나 가공업체와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없었
으며, 이는 중도매인이 그만큼 영세하다는 것임. 거래처 확대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의 영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9.2%
로 가장 많음.

- 물량수집 만족도와 요구사항: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 법인의 물량수집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보통 25%, 다소불만도 8.3%로 나타났음. 중도매인
들은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거래처 알선(53.8%), 상품구색강화, 고품
질 물량수집 강화 등 구매관리에 대한 요구(23.1%)를 기대하고 있었음.

- 애로사항: 중도매인들은 소매점 대응 시 미수금관리 문제를 가장 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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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움(58.3%)으로 꼽았으며, 정가 수의매매 확대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남(83.3%).

□ 경남 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
(1)

시설적 측면의 문제점

- 소비자의 식품안정성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내 저온유통체계 도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저온수송, 저온경매장, 저온저장고를 포함하여 시장 내 일괄 콜
드시스템 구축 필요

- 그러나 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매시장 내 저온유통 시설
화는 필수적이나, 현재 경매장 및 매장의 저온화 시스템이 구축된 도매
시장은 전무한 실정

·

-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 및 소비패턴의 편의화, 소포장 구매선호 경향, 조리

보관 간편화 추세 등으로 소포장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

·

나, 대부분 도매시장은 이를 충족시키는 가공 포장시설이 부족한 실정

- 또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다양한 소매기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소매기구의 물류기지화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

- 도매시장 인접지역의 산업화로 인한 거래환경 악화로 시장의 기능약화
와 유동인구 감소로 공동화 현상도 심화

(2)

친환경농산물 관련 문제점

- 생산자가 도매시장 출하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동일
점포 내 일반농산물과 동시 취급’이 가장 높음. 이는 혼재 상태의 거래로
인해 구매자가 불신하게 되고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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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친환경농산물 취급상의 문제점으로는 ‘안정적 지속적인 출하량 부
족(33.3%)’, ‘출하품목 수 한정(21.2%)’, ‘나쁜 외관(16.2%)’, ‘비싼 가격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이 도매시장에서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출하를 통
해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

(3)

운영제도 관련 문제점

- 중도매인제의 단점으로서 거래과정 폐쇄성으로 신용거래가 미진한 경우
작위적인 거래조작 가능, 개별 정산 시 불안정, 영세 출하자의 거래교섭
력 취약으로 제값 받기 어려움 등이 있음.

- 농산물 도매시장의 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 매년 반복적인 평가실시와
평가결과 인센티브 미흡, 세부평가항목 과다로 중점개선분야 관리소홀,
평가지표의 도매시장 발전전략과 방향과의 괴리, 평가방법의 어려움과
복잡성으로 평가준비에 과다한 인력과 시간 소요 등이 나타남.
(4)

도매시장 기능의 문제점

- ’11년 대형유통업체 전체의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9% 증가한 36조 8천
억을 달성하여 지속적으로 전통시장과 공영도매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로 현행 도매시장의 기능은 단순성(수집-분산)으

·

로 다원화 복합화되는 유통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고, 상대적
경쟁력 약화 추세

-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체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처방안
이 미흡하고,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극대화 및 소매유통기구와의 연계성
이 부족하며, 농산물 유통에 관련한 실시간 정보 제공기능도 취약
(5)

운영주체의 문제점

- 도매시장 개장 후 각종 규제로 공익적 기능만을 강조한 나머지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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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이나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운영주체(법인과
중도매인)의 영세성으로 효율적인 기능수행에 한계

-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시장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
고 업무의 경직성이 우려되며, 기구 비대화 가능성과 시장질서 유지 및
효율적 관리에 직접적인 행정력 발휘의 어려움과 문제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에 한계

□ 경남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슈별 당면과제
(1)

향후 도매시장 운영방향

- 진주도매시장은 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집기능을 강화한 산지 지향적

· ·

유통기능을, 창원은 부산과 인접한 관계로 소비지 지향적인 저장 가공
배송 등 물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2)

유통지원 대책 과제

·

- 물류시설, 가공 저장시설, 안정성 검사기기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 법인과 중도매인 지원 및 관리: 적자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중도매인에
대한 교육 및 판로개척 비용 지원 제공, 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지원 필요
- 도매시장 평가문제: 지방도매시장 특성과 시장거래규모를 감안한 평가방
법 개선과 평가결과의 조기통보를 통해 개선대책 수립 여유기간 확보 필요

·

- 협력체계 구축방안: 중도매인 소비자 간 연계시스템 구축과 경남 도매시
장간 공동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유통 비용 절감 요구

·

- 시장관리문제: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위탁관리 전담기구 설립 등)
필요

- 도매시장 활성화: 소규모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규모화,
시설현대화 또는 통합 및 복합화를 통한 환경변화 대응 필요

- 소매기능의 필요성: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위해 소매기능 부여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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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패턴변화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 필요)

·

·

-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컬푸드 학교급식 활성화): 로컬푸드 학교급식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도적 문제가 상존(개정 필요)하고 있으며,
경남산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급식 활용을 위한 조례 필요

·

·

- 다양한 거래제도 구축: 산지 도매시장 소비자 간 전자거래시스템 구축과
전자거래 특성상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 필요. 또한, 지방도매시장은 인기 농산물에 대한 편중이 심하여, 비

·

인기 농산물의 처리가 어려워 정가 수의매매제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요구

- 창원 도매시장의 통합 의견: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우선 수립한 후 논
의하거나, 향후 통합이전을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논의의 활성화 필요
(3)

지방 공통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 시장기능 강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
장의 거래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지방 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래 다양화와 자구노력 강화 필요

- 유통정보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내 콜드체인시스템 확충을 위한 저
온저장고 확충, 소분포장, 가공시설 확충 등 새로운 물류기능 강화 필요

- 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 강화: 친환경농산물 전문취급 유통인의 지정 운
영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강화와 안정적 출하를 유도하여야 하고,
친환경농산물 거래방식의 다양화와 대량판매처 개발 필요

-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개선: 거래 다양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거래제도 및 거래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물류
비 절감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시장관리의

·

효율적 개선, 도매시장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드백 강화 등
도매시장 운영 및 시장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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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시설 및 운영주체의 개선: 농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신속

·

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대형마트 할인점 중심의 편리한 소비체
제로의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 기능 외에 소매기능 등을 확보하여 경쟁력
강화 필요

·

- 경영개선 및 역량 강화: 도매시장 경영인들에 대한 세미나 학회 참여 유
도, 외부자문 기능의 강화,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 경영내실

·

화를 위한 경영 자구노력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경매사 마케팅 역
량 강화 및 매매참가인의 확대 필요

(4)

경남 지역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

- 시장기능 강화: 기존 상적 기능 중심에서 상적 물적 기능이 복합된 종합

· · · · ·

유통기구와 물류기지로의 기능 전환이 필요(수집 분산 저장 가공 배송

무역 등)하며, 경남 농산물도매시장의 복합화(거시적)와 거점 내에서의
역할 분담(미시적) 요구

- 즉, 창원의 내서와 팔용 도매시장은 지역통합에 따른 시장 확대와 부산

·

광역권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적 물적 기능의 종합적 물류
기지로 육성하고, 진주도매시장은 산지수집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유통업체와의 연계로 물류기능 강화 필요

- 창원 도매시장의 통합운영 개선방안: 통합이전을 전제로 할 경우, 창원의
도매시장은 광역 기초 중 중간적 성격이고, 도매시장이 2곳으로 나뉘어

·

·

져 있어, 이들 간에 기능별 분담 집중 필요(내서: 물류기능, 팔용: 소매기
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제3의 부지로 통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시설을 학교급식지원 물류센터와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센터 등으로 각
각 활용 가능

- 또한 Two-Track 체제를 전제로 할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농산물도매시장의 마스터 플랜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1
개의 시에 2개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시장기능의 중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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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이들 시장 간의 기능적 분담체제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야 함. 창원 팔용시장은 창원 도심에 입지하여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이

·

·

필요하므로, 소매 판매기능 및 휴식 문화기능 등을 중심으로 특화할 필
요가 있으며, 창원내서시장은 도시외곽에 입지한 데다 어시장과의 연계

·

·

도 필요하므로 농 수산물 유통 물류기능 중심으로 특화시킬 필요

- 거래 다양화 및 상생체제 구축 강화: 상호출자 등 현행 제도에서 허용하
고 있는 거래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경영방식을 현행
이익극대화에서 농민이나 산지의 이익 일부보전 등을 통한 상생으로 전

·

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인과 생산자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 주체의 공
생시스템 구축 필요

- 도매시장 시설 및 운영주체의 개선: 창원의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노후
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위한 시설 확

·

충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법인 및 중 도매인의 규모화와 경영 컨
설팅 및 자구노력 강화 필요. 관리주체와 운영주체 간 의 공조체제를 구

·

축하고, 시장변화 및 관련 법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에
서의 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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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방향과 과제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방향

-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는 결국 각 지방의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확대하
여 지역의 소비지유통의 거점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임.
- 지방도매시장의 거래규모를 유지 확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적 방향이 있음.

1) 기존의 가락동 등 대도시 도매시장 중심의 거래물량의 지방도매시장 분
산 유도(파이의 재조정)

2) 현재의 거래규모를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도매시장 이외의 경로로 유통
물량 지방도매시장 유도(파이의 유지 확대)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Two-Track 메커니즘

- 지방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두 가지 대안적 방향을 지
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방향 메커니즘 구축 필요

- 1)의 파이 재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시장 이외의 가락시장 등 대도시
도매시장 출하물량의 사전적 조정 메커니즘 구축

- 2)의 파이 유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거래규모 유지와 함께 지방
시장 외 유통물량의 지방도매시장 반입, 분산 유도 메커니즘 구축
(1)

가락시장 등 대도시 도매시장 출하물량의 사전적 조정 메커니즘
구축

- 가락시장 등 대도시 도매시장의 예약출하시스템 구축으로 출하자들의
사전적 분산 유도

- 산지 출하자들의 도매시장 경유 중간하역시스템 구축으로 대형도매시장
1차 출하 하역 및 지방시장 전송을 위한 2차 전송 하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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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출하시스템과 중간하역시스템을 통한 지방도매시장 분산을 자연스
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지방시장 도매법
인 간 거래물량 취급의 공유 체계 구축 필요(중앙-지방 도매시장 법인 간
상호출자 허용으로 출하차량 중간하역 등 공동 운영 체계)

*

현재 가락시장을 제외한 모든 도매시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
도매인 구색상품 확보를 위해 가락시장으로부터 전송을 받고 있음.

현재 거래규모 유지 및 지방시장 외 유통물량의 지방도매시장

(2)

반입, 분산 유도 메커니즘 구축

- 이를 위해 지방도매시장의 자체 물량 수집 및 분산 능력을 배양하는 소
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와 도매시장 내 거래시설, 물류시설의 확충 및 현
대화의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가 있음.

- 물량 반입 및 분산판매 능력 업그레이드: 중도매인 분산판매기능 강화,
도매법인 출하물량 유치 및 분산 기능 강화, 중도매인 및 도매법인 직원
등 능력함양 교육, 법인과 중도매인 간 공조 및 상생체계 구축(법인의 대
량거래처 발굴 연계, 상호출자 등), 시장 내 거래 종류 확대(반가공식품,
가공식품 등), 매수집하, 제3자 판매, 매참인제도 활성화 등

- 시장 내 거래 및 물류시설 업그레이드: 저장시설(상온, 정온, 저온), 소포
장, 선별, 전처리 시설 확충, 산지출하 운송지원차량, 지게차, 전동차, 파
레트, 콘티박스 등 물류기기, 중도매인 도소매판매시설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과제
(1)

전국 공영도매시장 분류체계 재정비

○ 전국의 32개 농산물 도매시장은 배후 소비지 상권 규모, 산지 또는 소비지

접근성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래규모, 도소매비중, 거래방식, 전송비율,
시장 활력도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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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는 시장별 특성이 다양한 만큼 시장 유형 및 시장별로
다양한 맞춤 해법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유명무실한 중앙 및 지방 도매시장
분류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는 현재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인구 20만 이상의 중
소도시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모든 도매시장에 대해 활
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형화가 필요함.

○ 현재의 도매시장 분류

- 농안법 제2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32개 농산물 도매시장 중 9
개를 중앙도매시장으로, 나머지를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

- 중앙도매시장: 서울 가락, 부산 엄궁, 대구 북부, 인천 구월, 인천 삼산,
광주 강화, 대전 오정, 대전 노은, 울산(노량진, 부산 국제 수산물은 수산
도매시장)

*

광역시 도매시장 중 부산 반여, 광주 서부 도매시장은 중앙에서 빠지고,
대형 도매시장인 구리, 강서 도매시장도 빠짐.

○ 공영도매시장 재분류 방향

- 서울 가락동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다 실질적으로 지방도매시장으로 운
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가격 의존성, 구색물량 확보 위한 전송 등) 굳
이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 따라서 전체 공영도매시장을 실질적으로 유형화하여 정책, 시설개선, 평
가제도 등 맞춤형으로 적용 필요

- 거점형(또는 거점시장)은 가락시장 중심거점형, 위성거점형, 지역거점형
을 포함하고, 나머지 시장을 중소형(또는 지방시장)으로 구분
- 가급(중심거점형, 1개): 농산물 거래 중심 시장, 서울 가락동
- 나급(위성거점형, 7개): 가락동 도매시장의 위성 시장인 수도권 소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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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강서, 인천 구월, 인천 삼산, 수원, 안양, 안산

- 다급(지역거점형, 8개): 배후인구가 많은 광역시 거점 도매시장
부산 엄궁, 부산 반여, 대전 오정, 대전 노은, 광주 각화, 광주 서부, 대

․

구 북부, 울산

- 라급(중형소비시장형, 7개): 도청소재지급 소비지 시장 및 유사규모 소비
지시장 중 거래액 규모 1,000억 이상 시장

․청주, 전주, 천안, 진주, 순천, 창원팔용, 창원내서

- 마급(소형소비지시장형, 8개): 연간 1,000억 원대 미만 소규모 지역 소비
지시장

․춘천, 강릉, 원주, 충주, 익산, 정읍, 구미, 포항

- 기타: 산지도매시장, 안동

○ 거점형 도매시장은 국가적으로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 신속성, 안전성 면에

서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시장이며, 시장, 법인, 중도매인 평가에서도
공공성 부분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2)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지정 및 허가 유효기간제도

○ 도매시장 종사자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지정(도매법인) 및 허가(중
도매인) 유효기간 설정(5~10년)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제도

로 개설자인 지자체가 유통조사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
종관계의 제도임.

○ 유통종사자 입장에서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중장기 경영의 연속성을 보
장받지 못하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시장 내 시설 투자와 자체 관리
및 겸영사업 등 적극적 활동을 저해하고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의 지정 및 허가 유효기간제도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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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보통 5년) 기간을 10~20년으로 장기화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안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5항 개정 필요

○ 시장 내 유통종사자에 대한 관리는 지정기간 외에도 지정조건과 평가제도
등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3)

예약출하시스템 및 중간하역시스템 구축

○ 가락시장 등 대도시 도매시장의 예약출하시스템 구축으로 출하자들의 사전

적 도매시장 출하물량 분산 유도(농식품부 ’14년부터 예약거래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 산지 출하자들의 도매시장 경유 중간하역시스템 구축으로 대형도매시장
1차출하 하역 및 지방시장 전송을 위한 2차 전송 하역 축소

○ 예약출하시스템과 중간하역시스템을 통한 지방도매시장 분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지방시장 도매법인 간 거래
물량 취급의 공유 체계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중앙-지방 도매시장 법인 간 상호출자 허용으로 출하차량 중간하역
등 공동 운영 체계

- 농안법 제23장 제2항 경합 금지 조항에서 타 도매시장 도매법인을 인수
할 경우 과반 이상 인수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으나, 가락시장, 대도시시
장과 지방시장 간 효율적인 물량 하역, 분산을 위한 협력 유도를 위해 상
호간 부분 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필요

*

현재 가락시장을 제외한 모든 도매시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
도매인 구색상품 확보를 위해 가락시장으로부터 전송을 받고 있음.

77
(4)

지방도매시장의 도소매 복합기능 수행 위한 시설개선과 취급품목 확대

○ 가락동 도매시장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밀착형 도매시장이
며, 지역 범위가 좁아 소비자들이 직접 도매시장에 방문해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채소 및 과일 전문소매점

(과일가게, 식료품점), 차량판매상, 지역 요식업소 등에 납품하는 도매뿐 아
니라 시장 방문 소비자들에게도 직접 소매를 하는 도소매 분산 상인 역할을
수행

○ 따라서 지역밀착형 지방도매시장은 고유의 도매기능뿐 아니라 지역의 요식

업소, 식료품점 등 도매, 납품 기능에서 나아가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량 소매를 할 수 있는 도소매 분산시설로 활성화 필요

- 경매장 공간 중 실제 경매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중도매인 잔품 도소매판
매공간으로 가설 시설화(대전중앙청과 사례)

- 도매시장에 따라서 도매시장 부지를 도소매판매시설로 만들어 대형판매
시설로 육성

*

현재 대부분의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인 판매시설(점포)은 협소하거나 없
고 경매장의 일부를 비닐 등으로 임시판매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시
설이 볼품없고 낙후되어 소비자 친화적이 아님.

○ 또한 중도매인들이 1차 가공품(장류, 과실·채소 1차 가공품, 양봉, 수삼 등),
식자재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식자재 등 거래방식: 정가·수의매매방식
○ 부가세 문제

* 유럽 도매시장 내 1차 가공품 거래(축산 가공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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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산능력 있는 중도매인 양성 및 충원, 규모화, 전문화

○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는 중도매인의 분산처리능력에 의해 좌우
- 중도매인 전문화, 물량처리능력 증대 ⇒ 지방도매시장 제값 받기 ⇒ 시
장 입하물량 증가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 현재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인은 시장 규모가 작을수록 영세하고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이 떨어져 물량 분산능력이 취약함. 심지어 오래된 지방시장의 경

우 고령화로 중도매인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유명무실한데도 충원할
인력이 없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지방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영세성 극복, 규모화, 전문화 필요

- 중도매인 유통교육, 경영교육 등 집중 추진으로 전문성, 경영능력 향상
(정부 지원, 무상교육). 이를 위해,

① 중도매인 영입 대상자 전문교육 실시

- 지방도매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중도매인 충원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
하여 신청자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

② 찾아가는 중도매인 순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시장별로 순회하며 집중
적인 능력함양교육 실시

③ 중도매인 신규 진입자 평가 편의 제공(Grace Period)

- 중도매인 고령화와 부족으로 신규 진입 시 적극 협조해 정착하도록 해
야 하나 현재는 들어오자마자 최저거래금액 등 평가로 어려움.
- 중도매인 신규 진입 시 2~3년 정도 육성 기간을 두어 행정적 편의를 제공
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 최저거래액 기준 적용은 3~4년차부터 적용토
록 할 필요

④ 중도매인 법인화 및 평가제도 실질화로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 중도매인 전문화, 규모화를 위한 법인화 유도 및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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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명무실한 평가제도를 실질화하여(평가지표 지침 시달 등) 점포
면적 차등화, 자금지원 차등 지원 실시
(6)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공생 시장 구축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유통경로상 전후 관계(up-down relationship)임. 따라
서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 관계보다 거래협상 및 협력 대상으
로의 공생관계 설정은 절대적으로 중요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위해 공생 협력하는 관계성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현재 농안법 제23조 제2항 도매시장법인의 경합업무금지규정(경합되는
도매업 및 중도매업 금지)이 있는데, 이 규정의 전향적인 재검토 필요
- 타 도매시장의 도매업은 시장 내 도매업과 달리 경합업무가 아니며, 중
도매업은 도매업과 경합업무가 아니라 거래협력업무 성격을 가짐.
- 지방을 특성을 반영해 개설자가 필요한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도매법인
과 중도매법인 간 일정 부분 상호출자 운영으로 협력마케팅 추진

○ 공생 시장 구축 차원에서 시장 내 소포장선별시설, 전처리가공시설 설치 시

공동출자회사 설립 운영, 도매법인 겸영사업에 대한 중도매인 적극 참여 유도

*

(7)

대전 중앙청과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공생 관계 구축 사례(전품목 전량
상장, 도매법인 전처리시설 전처리 후 중도매인 통해 납품 )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수집 활성화

○ 도매시장법인의 산지수집활동은 중도매인의 분산능력과 함께 지방도매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

○ 현재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산지수집을 위해 운송차량을 확보하여 영세한 출
하물량을 출하하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순회수집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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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자를 위한 순회수집은 운송비용 절감과 생산농가 편의제공 차원에서 정
책적으로도 필요하므로 지방도매시장의 산지순회수집차량 확보 운영에 일
부 지원 필요(50% 보조 등)

○ 지방도매시장의 물량 유치는 지역권역을 벗어난 타 지역물량의 유치도 필요
하고, 지방시장 간 연계를 통해 공동수집활동을 위한 운송차량 운영도 필요
하므로 정부에서 aT 등을 통해 시법사업 운영 후 확대 필요

○ 도매시장법인 수집활동을 규제하는 규정 개정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유도
(농안법 제23조 제2항 도매시장법인의 경합업무금지규정)
- 현재의 경합금지규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산지 생산, 선별
포장 및 출하업무, 중도매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

·

- 그러나 도매법인이 정가 수의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와의 계약재배 등
을 통한 생산 출하, 산지 APC 운영을 통한 물량 유치, 해외경작지 장기
임대를 통한 부족 농산물 생산 수입(수입은 겸영활동으로 가능하나 생산
은 저촉)은 불가능
(8)

지방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의 계획적 추진

○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 마케팅 전략의 대폭적인
수정과, 이에 대응한 시장 내 시설현대화뿐 아니라 냉장시설, 가공시설 등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수요 급증

○ 현재 정부는 시설현대화(이전 재건축 또는 현부지 재건축) 계획 및 지원계획

만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도매시장은 시장에 따라 전면적인 시설현대화가
아니더라도 시설 확충과 개보수 수요가 있음.

○ 지자체에 따라 재정 여유가 있거나 지방시장 활성화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81
자체 예산으로 시설 확충과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지
방도매시장에 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해 추가로 투입할 예산과 의지가 부
족함.

○ 따라서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최소 5년 단위로 전국 도

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면적인 시설현대화 계획을 포함해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계획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행 필요

○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지방도매시장 시설 확충, 개보수, 시설현대화 실태와
이용자 수요조사와 엄밀한 평가를 통해 지원

○ 지방도매시장 시설을 필수시설과 선택시설로 재구분, 필수시설도 국고, 지
방비 보조 비율 차등화

(9)

도매시장 내 소포장선별, 전처리 가공시설 확충

○ 유통환경 변화에 지방도매시장 유통종사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실수요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소포장, 선별, 전
처리, 가공 물류시설 확충 필요

○ 중도매인들 개개인이 수요에 부응한 자체 시설 설치 운용에 한계. 위생, 원
산지표기 문제 등 문제로 개인적인 간이시설 설치 운영에 한계

○ 도매법인, 중도매인 출자(합자회사) 전문 시설 설치 운영
○ 정부의 필수시설 지정 확대 및 지원 필요. 국고보조 30%를 상향 조정

- 현재 농안법 별표 1의 2(시설기준)에는 필수시설에 경매장, 주차장, 냉장
실, 저빙실, 오물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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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저온창고, 상온창고, 가공처리시설, 중도매인점포 등은 부수시설
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에 도매시장 기능을 단순 반입, 반출로 설정하
여 지정한 것으로,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도매시장 기능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임.

- 따라서 시장 내 수급관리에 필수적인 창고시설(저온, 정온, 상온)과 포장
가공시설은 필수시설에 포함해 정책대상으로 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반
영해 선택시설로 지정하여 시장에 따라 필수시설화가 필요한 경우 필수
시설에 대응한 정책대상화 필요

정부 지원 산지 APC는 가동율이 길어야 6개월로 시설 운영 문제가 많으
나, 도매시장 내에 패킹시설을 설치하면 12개월 가동
* 시설 운영으로 마트 납품, 시장 내 소비자 판매하면 농협 시설과도 경쟁
가능, 견제 기능도 가능: 농가 입장에서는 유통 경로 간 경쟁이 유리하므
로 농협 시설을 통한 판매와 도매시장 시설을 통한 판매가 경쟁 필요.
협동조합의 출하 독점적 시장에 견제하는 역할도 됨.
* 일본 사례: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후 50% 정도가 시장 내에서 재선별, 소
포장되어 분산됨. 도매시장 내 재선별, 소포장 처리시설, 물류장비 필요
*

(10)

도매시장 관리체계 보완

○ 정부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지자체를 개설자로 하
여 관할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

○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영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거래관계자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음(농안법 제20조 개설자 의무, 제21조 관리기구 구성 또는 지정과 업무
영역, 제24조 관리운영 공공출자법인 설립)

○ 개설자는 도매법인 지정, 중도매인 허가와 평가 등을 수행하고 시장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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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등 행정행위와 시설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운영 실태는 개설자의 의지와 시장에 따라 다양
하여 심지어 시장운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제공보다 공권력 행사에 치중
하거나 유통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발함. 또한 지자체의 일반 공무원들
이 파견되어 시장 관리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장에
서 필요한 시설 확충, 환경조성,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등이 시의적절하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시장관리 행정은 기본적
인 행정행위(지정권, 허가권, 검사, 평가, 지도감독 등)에 집중하고, 시장의
일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시장 이용자인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이 직접 참여
하여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시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 지방도매시장은 관리사무소 형태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도매법인, 중도매인 대표들이 포함된 공공출
자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운영주체로 만들 필
요가 있음.
(11)

기타 검토 사항

- 매참인 운영 활성화로 대량구매처 유치

․지방도매시장 활성화에 대규모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마트, 가공공
장, 급식센터 등이 다수의 영세한 중도매인 이용 불편,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 필요

․매참인 직접 구매참여과 중도매인 납품과의 경합, 갈등구조 해소방안,
공존방안

*

구리청과의 CJ 납품사업 겸영(외부에 소포장 전처리시설 설치). 매참인
제도 이용한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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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서울청과의 롯데마트 매참인사업 유보(중도매인 반대)
* 일본 도매시장의 매참인, 중도매인 공생 사례
*

- 매수집하와 제3자 판매

·

- 정가 수의매매 확대 운영 방안

․목표비율 설정 운영과 지방시장 제외

- 비가림 주차장 시설 및 도매차량 전용 주차장 시설

․대부분 시장 내 출하차량, 일반차량 등 주차구분 없어 혼잡하고 출하차량
하차공간 부족, 장시간 주차로 신선도 훼손
․대부분 도매시장 주차장이 노천 주차장으로 비, 눈 올 때 농산물 하차 시
불편

․농산물 반입차량, 반출차량 전용 비가림 주차장 설치 필요
* 일본 삿포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시 비가림 주차시설화
- 중도매인 보호 장치

․중도매인 판매 시 카드 사용
․중도매인 부도와 카드 사용 문제
․구매자카드
- 전송 효율화

․지방시장간 전송효율화를 위한 업무 제휴 등
․지방 도매법인들의 거점 도매시장 매참인 등록 이용 문제 - 가락시장 중
도매인들 공급처 상실문제로 반대 의견

- 도매시장 물류기기 국고 지원 재개

․2013년 일몰사업으로 도매시장 내 파레트, 전동차, 지게차 등 물류기기
보조 지원 사라짐.

․산지 생산자단체(농협)에는 물류기기 지원 계속 불공평
- 지방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중앙정부 이관

․도매시장법인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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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앙정부의 영향권 변화
․지정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 문제와 연동해 검토
․법인 지정권이 중앙정부로 이관될 경우 지정기간 설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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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직거래 활성화

1. 정부의 농식품 직거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 직거래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

- 협의의 직거래: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
- 광의의 직거래: 도매시장이나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거래
- 1983년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지침서에서의 직거래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
하거나 슈퍼마켓 및 직판장에서 거래되는 행위

○ 직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참여 확대로 로컬 푸드 직매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확산

- 직매장은 2012년에 4개소에서 2013년에 35개소로 확대
- 70여 개 꾸러미 운영 조직의 신규 회원도 꾸준히 증가
- aT 사이버거래소의 B2B 거래액은 2012년에 11조 원에서 2013년 11월
현재 1.5조 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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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유형별 맞춤형 지원

- IT 고도화 및 상업성 수준별 특성에 따라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몰 등 다양한 직거래 형태로 발전시킴.

·

- 특히 대형화 규모화가 어려운 영세농 등의 경우, 로컬푸드나 꾸러미 사
업 등의 직거래 유형으로 유도

- 생산지와 인근 소비지 간의 로컬푸드 형태의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
작업장, 직매장 설치 및 경영정보시스템 지원

·

- 직거래 장터 개설을 위한 부스 판매대 설치, 장터 장소 등 지원
- 꾸러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박스 포장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컨설팅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지원 등 인프라 지원

- 온라인 직거래몰 활성화를 위해 출하약정 자금 등 우수 공급농가 확보
- aT 사이버 거래의 사업 다각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스몰 구축 등
사용자 편의 제고

- 온라인 플랫폼 내에 농산물을 코드화하여 풀링(pooling)하고 쇼핑몰 개설
자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그림 4-1. IT 기술 활용과 상업성 정도에 따른 직거래 유형 구분

자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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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직거래 개념·유형 정립,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제 등을 포함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 직매장의 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

연계하여 로컬 푸드형 직매장 장터 등을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 새롭고 창의적인 직거래 모델 개발

·

- 직거래 콘테스트를 통해 최신 기술 사회/문화 트렌드 등과 접목한 새로
운 유형의 직거래 모델 발굴

- 우수 사례 확산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체험형 홍보 추진

표 4-1. 거래 유형별 활성화 추진내용

유형
직매장

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

비고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계약을 맺은 180여 농가가 매출액(’12): 43억
매장면적:약85평
(완주) 가격수량 등을 결정하여 판매대에 진열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교육 컨설팅 확대
활성화 -- 직거래
접근성
고려한 직매장 설치 지원
방안 - 직매장 등을
운영경비 절감 지원(신용카드 수수료, 홍보비 등)
매출액(’12): 83억
바로마켓 매주 수, 목요일에 개장하는 과천경마공원
직거래장터에 90여 농가가 참여하여 직접 판매 정부지원(’12):
(과천)
2.5억 원
직거래
장터 활성화 - 공공기관(지방이전과 연계) 및 지자체(공공시설)와 연계한 운영
방안 - 바로마켓 운영 노하우(운영규정 및 자치회) 교육
흙살림 매주(또는 격주) 단위로 10여 개 농산물을 담은 소비자회원
1천여 가구
(청원) ‘꾸러미’를 집으로 배송
꾸러미 활성화
- 꾸러미 업체 간 통합 배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추진
방안 - 꾸러미 제작, 통합 배송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자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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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등 식자재 중심의 기존 사이버거래를 슈퍼마켓 등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 등 구축

- POS Mall 및 무선인터넷 기반을 통한 편리한 구매 결제 기능 지원
- 공급자 중심의 배송에서 지역단위의 물류체계 구축

2. 지역 사례 분석
□ 지방발전 연구원 농식품 직거래 유통개선 위탁연구

- 강원발전연구원: 원주 새벽시장
- 전북발전연구원: 완주 로컬푸드
- 제주발전연구원: 한살림 소비자협동조합, 학교급식
- 충남발전연구원: 당진시 학교급식, 아산시 학교급식

2.1. 강원 원주 새벽시장
가. 사업 개요

○ 지역 영세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5월에 원주시 농민을 주축으로 ‘원
주 농업인 새벽시장협의회’ 설립

- 새벽시장협의회에 소속된 농민만 판매가 가능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
산물만 판매

- 매년 4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원주천 주차장을 활용하여 오전 4~9시
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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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주시 25개 읍 면 동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판매구역을 지정하였으
며, 외부상인은 장터 이용이 불가능하게 함.

○ 원산지 표시제, 농가실명제, 불량농산물 리콜제를 전 품목에 도입
○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직거래 장터와 일반마트의 선호도

- 신선도와 맛의 경우 직거래 장터의 선호도가 각각 90.1%, 89.1%로 일반
마트의 9.9%, 10.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가격 선호도의 경우 직거래 장터를 1순위로 꼽은 소비자가 83.7%이며,
일반마트를 1순위로 꼽은 소비자의 비율은 16.3%로 조사됨.
- 원산지에 대해서는 ‘직거래장터’를 선호한다는 소비자가 94.6%로, ‘일반
마트’를 선호한다는 소비자 5.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신뢰성과 안정성 부문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더 선호한다는 소비자가
각각 79.3%, 76.1%로 조사됨. 이는 생산자 실명제와 불량농산물에 대한
리콜제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위생과 서비스의 경우 직거래 장터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7.6%, 54.3%
로 일반마트를 선호한다는 42.4%와 45.7% 비율보다 높게 조사됨. 직거
래장터의 위생과 서비스 선호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다른 항
목에 비해 선호비율의 격차가 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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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직거래 장터와 일반마트 선호도
항목
신선도 1순위
가격 1순위
맛 1순위
원산지 1순위
신뢰성 1순위
안전성 1순위
위생 1순위
서비스 1순위

직거래 장터
82(90.1)
77(83.7)
82(89.1)
87(94.6)
73(79.3)
70(76.1)
53(57.6)
50(54.3)

일반마트
9(9.9)
15(16.3)
10(10.9)
5(5.4)
19(20.7)
22(23.9)
39(42.4)
42(45.7)

단위 : 명, %

합계
91(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92(100.0)

○ 새벽시장 이용 만족도

- 새벽시장 이용 만족도의 경우 ‘80점 이하’가 47.8%로 가장 높게 조사되
었고, 다음 ‘100점 이하’가 28.3%로 조사되어 새벽시장에 대한 소비자들
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3. 새벽시장 이용 만족도

항목

20점 이하
40점 이하
60점 이하
80점 이하
100점 이하
합계

빈도

4(4.3)
4(4.3)
14(15.2)
44(47.8)
26(28.3)
92(100.0)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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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

○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값에 공급하게 되고, 농민들은 판로 문제
해결

○ 하루 평균 약 800명(연간 22만 여명)이 새벽시장을 이용하며, 연간 매출액은
약 75억 원

○ 2012년 전국의 지자체 등에서 약 370명이 방문하는 등 인지도 향상에 따른
방문객 및 매출 증가로 지역 경제에 기여

다. 성공요인

○ 농민의 자발적 설립으로 책임의식이 높아 품질 관리로 인한 소비자의 만족도
가 높아지고, 20여 년 전통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룸.

○ 원주 도심에 위치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 풍물시장 등 재래
시장과의 상권 연계가 높음.

2.2. 전북 완주 로컬푸드
가. 사업 개요

○ 전북 완주 로컬푸드는 지역농협 주도형 로컬푸드와 제3섹터 사업조직 주도
형 로컬푸드가 있음.

○ 지역농협 주도형 로컬푸드인 용진농협 로컬푸드는 지역 농협과 소규모 영농
조합원을 연계하기 위해 2012년 4월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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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섹터 사업조직 주도형 로컬푸드인 ㈜완주 로컬푸드는 13개 읍면의 3천
여 영세소농을 조직화하여 복수의 관계형 시장을 통해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관정을 통합하기 위해 2012년 6월에 효자동 해피
스테이션 설립

나. 효과

○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일일 방문객 수는 사업 초기에 1천여 명 미만
이었으나, 2013년 8월 현재 1,4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월 매출액도 10억
원으로 성장

○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제1호 직매장으로,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 농
협 담당자와 일반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에 도움

그림 4-2.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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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로컬푸드 설립으로 완주군 13개 읍·면 400여 중소농의 농산물 판매
거점이 확대되어 용진농협 직매장의 사업범위 한계 확장

○ 사업 초기 매출액이 2,700만 원이었으나, 2013년 8월 현재 7.8억으로 급성장
그림 4-3.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효자점) 직매장의 운영실적

다. 성공요인

○ 생산규모가 큰 전업농은 지역농협이 참여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고, 다품목 소량을 생산하는 영세소농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판매하는 이분화 전략 수립하여 지역농업 발전 확립

○ 로컬푸드 직매장 실행 초기에는 마을 단위의 작목반을 조직하여 공동체 사
업을 추진한 결과,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 구축 가능

○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두레농장, 파워빌리지, 참살기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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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을 체계화하고 마을기업, 향토산업육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생산기반
확보

○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농가의 가공기술 습득, 제조허가 등을 해결
○ 지역 내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마을닥터, 정책
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농가 및 공동체 조직의 사업구상과 사업화 과정 지원

○ 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가격은 당일 도매시장 가격과 대형마트 가격을
참고하여 경매가보다 높으나 소비자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농민 스스로
결정

○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소비자 팸투어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
램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

2.3. 제주 한살림 생협 직거래
가. 사업 개요

○ 지역 순환형 먹을거리 체계 구축과 제주의 청정지역 유지 및 환경보전을 위
한 친환경 농업 전환 필요성에 의해 2008년에 설립

○ 조합원은 3,054세대, 출자금은 268,073천 원이며, 매장은 제주시 내에 2개소
운영

○ 생산자 조직은 제주생드르권역협의회, 제주동부권역협의회, 큰수풀공동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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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생드르권역협의회: 제주 전역 5개 지역 공동체 연합이며, 매출액 51억
(’12)
- 제주동부권역협의회: 조천과 구좌의 생산자 중심이며, 매출액 6.7억(’12)
- 큰수풀공동체: 서부지역 14농가 참여, 유기 및 친환경 재배, 매출액 10억
(’12)

○ 제주는 작부체계가 겨울작물이어서 연중 농산물 공급이 불가능하여 한 살림
연합을 통한 통합물류 체계를 이용하면서 지역 물품을 일부 공급

○ 제주도 전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직영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 1~2회 주문 후
4~5일 후에 공급하며 조합원 외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나. 효과

○ 2012년 8월부터 한살림 제주 창립 이후 최초 흑자로 전환됨.
- 조합원 수 전년 대비 38% 증가
- 매출액 전년 대비 61% 증가

구분
2011년
2012년

조합원 수
(명)
1,434
1,979

표 4-4. 한살림 제주 사업 실적
매장
405,918
666,820

○ 매출액 증가로 제주지역의 고용 창출

매출액(천 원)
공급
계
매장: 공급비율
355,881
761,799
53:47
559,616 1,226,436
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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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살림 전국
실무자
한살림 제주
전국
상근 활동가 한살림
한살림 제주
한살림 전국
계
한살림 제주

표 4-5. 고용 현황
2011년

346
3
907
2
1,253
5

2012년

자료: 한살림연합(2013). 제3차 정기 총회 자료집.

371
6
1,007
3
1,378
9

2013년 9월

6
10
16

○ 조합원 증가에 따라 지역순환형 먹을거리 생산 및 소비체계 구축이 가능해

졌으며, 생산자 단체들과 연대하여 통합물류 및 물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

다. 성공요인

○ 기후변화 및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선제적 대응
○ 시민사회단체와의 MOU 등 협력사업을 통한 신규 수요처 발굴
○ 공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탁배송사업 확대와 물류시스템 안정화(항공물
류에서 자동물류+해운물류로 전환)

2.4. 제주 친환경급식 유통
가. 사업 개요

○ 학교급식 대부분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다 보니 저비용 구조로 시행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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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학교급식은 가장 좋은 식사를 해야 하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의 선정
과 운영의 투명성이 희박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음.

○ 2003년 제주시 아라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출발

아라중 친환경급식추진 사업의 특징>

<

□ 참여형 사업전개

- 아라중의 친환경급식은 학부모가 직접 실천적으로 급식 개선에 참여하고,
최고 안전한 급식, 공공급식을 제시하는 등 학교와 1차 산업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급식개선 캠페인의 주체와 의의를 고도화함

□ 네트워크형 사업추진

- 아라중은 학부모 참여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이 사업과 연관되는 모든
주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화

-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과 마을회, 부녀회등 주
민자치 조직, 기초 행정기관은 물론 친환경 시민 단체와 친환경 생산자 단
체를 적절히 결합, 기술적 문제나 정보, 교육 등에 대한 협력 유도

□ 자립형 사업추진

- 아라중은 학교 예산이나 행정기관의 예산지원,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의 부
담 없이 철저히 자립적으로 준비

-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와 끊임없는 상상력의 산물

□ 선도적 역할

- 아라중 친환경유기농급식 추진 운동은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단체별로 준
비되기 시작했던 급식 논의가 조직적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됨

- 전국 최초의 학교급식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기구인 ‘제주시 친환경 학교
급식 실무협의회’ 구성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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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현재, 제주도 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
표 4-6. 제주친환경급식 연도별 추진 현황

연도 지원 학교 수
29교 (10%)
2005 (유 10, 초 11,
중 4 ,고 4)
97교 (30%)
2006 (유 34, 초 44 ,
중 11,고 8 )
197교 (70%)
초 86,
2007 (유중 67,
29,고 14,
특수 1)
225교 (75%)
(유
초 97,
2008 중 78,
32,고 16,
특수 2)
253교 (90%)
2009 (유중 84,36,고초 25,104,
특수 3)
267교 (100%)
2010 (유중 86,42,고초 30,106,
특수 3)
292교 (100%)
(유
초 108,
2011 중108,
43,고 30,
특수 3)
296교 (100%)
초 110,
2012 (유중110,
43,고 30,
특수 3)

지원
학생 수
11,295
(11.5%)
32,142
(31.9%)
71,002
(69.4%)
75,876
(74.6%)
90,336
(90.1%)
94,476
(100%)
96,259
(100%)
93,762
(100%)

연간
지원액 1인 1식당 지원 단가
10억 원 유·초·중·고 500원

유·초 340원
20억 원 중 390원,
고 430원
유·초 250원
35억 원 중·특수 310원,
고 350원
유·초 250원
37억 5천 중·특수
310원,
8백만 원
고 350원
유·초 250원
46억
중·특수
310원,
5천만 원
고 350원
유·초 270원
52억
중·특수
330원,
8천만 원
고 370원
유·초 300원
56억
중·특수
350원,
4천만 원
고 400원
300원
57억 중 유·초
350원,
고·특수
5천만 원
400원

재원 부담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30억 원
교육청: 5억 원

도: 32억 5천만 원
교육청: 5억 8백만 원
도: 40억 원
교육청: 6억 5천만 원
도: 45억 원
교육청: 7억 8천만 원
도: 50억 원
교육청: 6억 4천만 원
도: 50억 원
교육청: 7억 5천만 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3). 제주친환경 학교급식 세부추진 계획.

○ 식재료 사용원칙은 친환경 쌀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제주산 우선), 제주산
감귤주스는 반드시 사용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가공품 및 친환경축
산물 사용(무항생제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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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학
교장이 선정 ⇒ 농협, 친환경 생산농가, 친환경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조
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 친환경농산물 정보 사이트 활용(http://www.jejugreen.net/)

-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정보 공유로 친환경 식재료 공급자와 학교 상호 간
의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창구로 활용

나. 효과

○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발판 마련

- 학교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비 시장 확보
- 전국적으로 친환경급식운동의 확산 계기를 마련해 전국적인 친환경 농
업 시장의 확대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타 지역 출하에 기여

101

친환경농업 변화 추이>

<

○ 친환경농업 실천: (’07) 2,225ha → (’11) 2,531 (△ 14%)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제 초 제: (’07) 36.3kg/ha → (’11) 21.9 (△ 24%)
- 화학비료: (’07) 930.0kg/ha → (’11) 636.0 (△ 32%)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추진(’11~’13)
- 1개소(구좌, 성산, 표선): 800ha·60억 원
※ 친환경농업지구 42개소, 웰빙기능성재배단지 20개소 조성
○ 소비지 조직과 연계 친환경농산물 연합 유통체계 구축
○

- 대도시 전문판매장 운영 66개소(지원액 39억 원)
- 수도권 소비지 물류시스템 시설개선 유통 혁신
경기 하남시 물류센터 시설 1개소(544 )
친환경 학교급식 100% 확대 목표 조기 달성

․

㎡

·

- 학교급식: (’07) 197개교 35억 원

→ (’11) 292개교·58억 원

○ 지방정부의 산업전략 패러다임을 바꾸게 함

-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는 관광, 교육, 의
료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친환경학교급식 운동을 계
기로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을 핵심 산업에 추가 포함시킴

- 특별법(제204조)에 청정 1차 산업 육성특례를 만들고, 도청 산하에 친환
경농업과 신설, 제주친환경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전국 최초의 친환
경 시범도 사업이 추진되었음.

○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의 추진의 의의와 철학을 제시

- 2008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후원을 받아 제1회 전국 친환경농산물학
교급식 전국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여 전국적인 친환경급식확산과 친환
경농업의 의의를 알리며 지속적인 확산운동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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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체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운영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2014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본격 가동이 되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및 안정적 수급조절 기능 확보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재배, 적정가격 제시 등 친환경농산물의 안
정적인 판로확보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다. 성공요인

○ 민관의 상호 신뢰와 유기적 협력

- 작은 학교 단위에서 시작된 사업이 점차 지자체의 정책사업으로 발전
-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모범적인 사회적 자본
축적의 사례로 평가받음.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바탕

- 위기에 직면한 지역 농업 살리기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전 사회적
인 구성원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음.

- 대중적인 조례제정운동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주효하
였고 사회통합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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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충남 당진시 학교급식
가. 사업개요

○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진시 14개 농·축·낙협이 참여하여 2011년 법
인화를 완료하였으며, 지역 내 농산물 유통 및 당진시 학교급식사업 추진

- 2011년 2월 당진시 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학교급식지원을 위하
여 준공한 학교급식 및 농산물 유통시설임. 전처리 및 소포장시설을 갖
추고 있으며,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 ·

- 학교 89개소(유 초 중 고), 어린이집 40개소로 총 129개소의 급식대상 학
교가 있으며, 모든 학교에 급식 식재료 제공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당진시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도모

- 거버넌스 참여기관은 당진시, 당진시 교육청, 당진해나루조공법인, 생산
자단체, 급식학교, 전문기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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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당진시 학교급식사업 운영체계

자료: 3농혁신대학 ‘학교급식지원’ 과정 자료집(2013).

○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교급식사업 운영에서의 각 주체별 의
견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영양교사, 농업인, 학부모, 시민단체, 농협, 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
- 회의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식재료 공급품목 및 단가, 센터운영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협의

○ 가격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교공급 식재료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영양사 3명, 교육청 1명, 학교급식지원센터 1명, 축협 1명, 시청 1명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매월 개최함.

- 시장가격과 원물매입가격, 소분비, 포장비, 물류비, 운반비 등을 고려하
여 센터가 가격을 제시하고, 제시가격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 원활한 원물수매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지역농협, 농가 간의 3자 계
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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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수 생산농가를 발굴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해당
지역농협, 농가 간의 3자 계약을 통하여 수매계약 체결

- 원물은 농가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직접 납품하면, 지역농협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로부터 원물대금을 받아 농가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 선급금 지급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급식센터와 농가 사이에 지역농협을
중개하여 계약 체결

○ 지역농협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센터와 농
가가 양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거래함.

- 농가와 직접거래 품목: 시금치, 아욱, 무, 열무, 배추, 양배추, 양상추, 브
로콜리, 적채, 대파, 쪽파 등 20~30품목
- 이 경우에도 거래대금만은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게 지급함.

○ 당진시 지역 내 129개소(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학교급식용 식재료

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CJ, 풀무원, 현대그린푸드,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납품함.

- 당진시 관내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규모는 30억 원 정도이고, 공급일수

·

는 190일밖에 되지 않아,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외 식품 외
식기업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음.

- 감자와 양파 등은 학교급식 비중이 전체 수매물량의 1/20 미만이며, 대부

·

분은 식품 외식기업으로 납품됨.

·

- 식품 외식기업과의 계약 방식은 최저입찰가방식이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설비규모가 요구됨.

○ 적극적인 생산농가 발굴을 통하여, 지역농가 800여 명으로부터 안정적인 원
물을 수급하고 있음.

-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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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농가와 강한 신뢰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년
납품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음.

- 양파의 경우, 2012년 50여 농가, 2013년 100여 농가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도 200여 농가가 납품을 희망하고 있음.
- 농가확대는 원활한 원물수급에서 바람직하나, 저장시설의 한계로 모든
물량을 수매할 수 없어 자체 교육이수자(3회 이상)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학교급식센터와 계약이 체결되면 농가에게 생산을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 제공
- 후방적으로도 계약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원자재 지원 등 지원할 수 있도
록 시와 협의 중에 있음.

-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지역농가와 강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담당자의 적극성과 신뢰감에 기인하고 있음.

- 원물수매를 위하여 매일 차량운행을 통한 순회 수집을 실시하고, 한 달
기준으로 고정가격을 수매하고 있음.

○ 품질 균일화 및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실시함.

- 양파 6회/년, 감자 2~3번/년, 친환경 농가 2~3회/년 교육 실시
- 당진학교급식센터에서 교육(강사섭외, 홍보 등)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
터에서는 교육장 제공 등을 협력

○ 발주부터 학교배송 흐름

- 소분까지는 전일에, 검품은 배송 당일새벽 배송기사에 의해 검품이 이루
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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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발주에서 판매까지 흐름

○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통플로우(Distribution Flow)
그림 4-6.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플로우

○ 3자계약 농가의 경우, 지역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납품계약을 맺으므로

농가 - 지역농협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상호적인 상업적 관계를 맺게 됨. 양
자계약의 경우, 농가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직접적인 상업적 거래를 맺게

·

됨.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는 식품 외식기업 또는 지역학교와 납품계약을 체

·

결하게 됨으로 상류는 농가 - (지역농협) - 학교급식지원센터 - 식품 외식기
업 또는 지역학교 로 이어지게 됨.

- 3자계약과 양자계약의 차이는 농가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계약체결 시,
지역농협을 포함 하는지 아니면, 농가-학교급식지원센터 간에 직접 계약
하는지의 차이임.

-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3자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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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나, 지역농협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이나 양이 적을 때는
농가와 양자계약을 체결함.

- 3자계약, 양자계약 모두 농가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는 지역농협 이용

○ 3자계약이나 양자계약 모두 원물은 농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직접 이
동함.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품·외식기업 또는 지역학교로 식재료를
납품하여 물류는 농가 → 학교급식지원센터 → 식품·외식기업 또는 지역학
교 로 이어지게 됨.

○ 정보류는 상품정보에 대한 흐름을 의미함. 3자계약과 양자계약은 모두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우수 생산농가를 발굴하여 계약체결을 주도하였고, 물류가

농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두 주체간의 직접적인

·
농가 →

상품 정보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는 식품 외
식기업 또는 지역학교와 직접적인 납품계약을 맺으므로, 정보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 식품·외식기업 또는 지역학교 로 이어지게 됨.

○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기능<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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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기능

구분
생산·판매기반
판매방식
판매상품
광고와
프로모션
수급 가격결정
접합기능
주문방법과
대금결제

계약 모니터
배송
물류기능 보관
포장
상품정보
정보기능
고객대응
보조적 결제리스크
기능 상품리스크

내용
∙계약농가 800여 농가, 지역 참여조합 14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
31,298㎡, 지역 내 학교 129개교
∙납품계약에 의한 직접거래(판매처: 지역학교, 식품·외식기업)
∙급식용 식재료 전 품목 (감자, 고구마, 고추, 양파, 마늘 등)
∙특별한 프로모션 및 광고 없음
∙우수사례로 방송 및 라디오 소개
∙가격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각 주체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
∙농가, 지역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간의 3자 계약 또는 농가, 학교급식지원
센터간의 양자 계약 체결
∙판매대금 결제는 지역농협을 통해 결제
∙지역학교,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학교급식 관련 지역 주체들간의 거버넌스 운영
∙운송회사와 계약한 지입차량 20대, 자체 차량 2대 운행
∙건축면적: 6,567㎡
∙저온저장창고, 감자선별장, 다목적선별장 보유
∙내장은 비닐포장, 외장은 플라스틱 박스(KCP) 사용
∙각종 인증 획득(식재료 우수관리업체, Food Doctor, HACCP, GAP 등)
∙영양교사, 학부모들에게 센터 공개 및 지속적인 교류 전개
∙일반 소비자와의 직접거래 없음
∙납품처(지역학교, 식품·외식기업 등)에 학교급식센터가 직접 대응
∙관내 및 타 지역 학부모에 대한 센터 소개 및 식재료 구성 등 공개
∙대부분 지역농협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결제리스크 없음
∙전처리 시설 강화로 상품 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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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징 및 성공요인

○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S-W 분석
표 4-8.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S-W 분석

강점(Strength)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설 완비(저온저장
고, 선별장 등)
∙지역 800여 농가와 농협이 참여하고 있어
원활한 원물수급 가능
∙지역학교에 식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
∙지역내에서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 높음
∙지역 학교급식 거버넌스 운영으로 경영
투명성 확보
∙대표 및 업무 담당자의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

약점(Weekness)
∙지역 학교급식 거버넌스 운영으로 추
진력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움
∙학교급식 가능일이 190일이므로, 방
학 등 가동불가일에 대한 가동율 제
고방안 부족
∙판로 제한성(지역학교, 일부 식품·외
식기업체로 제한)
∙수익성 저조에 따른 프로모션과 광고
진행이 어려움(마진율 저조)

○ 충남 최초의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 14개 지역농협이 조합공동사업법
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국 최초의 지역농협의 참여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지역 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식품·외식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종합 산지유
통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당진시, 지역학교 영양교사,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민관 거버넌스
형태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음.

○ 지역 내 800농가와 지역농협이 참여함으로써, 원물수급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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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안정에 기여함.
- 지역의 농산물 소비처로써 지역 농업인의 지지도가 높음.

○ 지역 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CJ, 풀무원 등 식품·외식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한 센터 가공일수 증대를 도모함.

- 타 지역(서울)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 위생적인 전처리 시설 보유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이 가능함.
○ 대표와 업무담당자(단장) 비즈니스 마인드가 높아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원
물 수급 가능

○ 지역 학교급식 거버넌스를 통한 학교관계자, 당진시, 전문가들과의 지속적
인 교류로 운영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

2.6. 충남 아산시 학교급식
가. 사업개요

○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산시 12개 농협(주관: 아산원예농협)이 참여

하고 있으며 2012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체계

- 아산시 학교급식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여 민주적이고 합
리적인 운영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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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역 교육청, 아산시농협조공법인, 생산자단체, 급식학교, 전문
기관 등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음.

그림 4-7.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

자료: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asanlocalfood.or.kr/).

○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각 주체별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 투명성 및 효
율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급식사업의 각 주체별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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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공법인 대표, 생산자단체, 학부모, 공무원, 영양교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
- 회의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

○ 학교공급 식재료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실무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음.

- 매달 영양교사들이 시장조사를 통하여 가격을 제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
터에서 이를 검토하여 적정가격 제시함.

○ 각 지역농협(품목농협)에 속해 있는 영농지도사가 농가를 방문하여 필요한
생산량과 학교 수요량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농가와 계약함.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농업(품목농협)에 물량을 배정하고, 지역농업은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함.

- 거래품목 수는 50~70개이며, 김치를 제외한 가공식품은 거래하지 않음.
품목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 외에서 조달함.

- 농가에 대한 대금지급 또한 지역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짐.

○ 아산시에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21개소의 학교, 41,000명의 학
생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
매장을 통하여 소진하고 있음.

○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홍보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과수원 방문, 농작물 재배 및 관리 체험, 농촌마을 방문 등
-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방문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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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에서 배송까지의 물류 흐름<그림 4-8>
그림 4-8.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발주에서 배송까지 흐름

○ 농가가 지역농협과 계약을 맺고 지역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지역농협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발주내역에 따라 농산물을 납품하며, 학교급식지원센
터는 지역학교에게 식재료를 공급함.

○ 계약에 따라 농가는 지역농협에게 농산물을 납품하고, 지역농협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납품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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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기능

구분
생산·판매기반
판매방식
판매상품
광고와 프로
모션
수급접합 가격결정
기능
주문방법과
대금결제

내용
∙지역 참여조합 12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 2,980㎡, 지역 내 학교
121개교
∙지역학교에 납품계약에 의한 직접거래
∙급식용 식재료 전 품목(쌀, 콩나물, 사과, 상품, 시금치 등)
∙학생들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체험학습 장려
∙영양교사 농가방문 프로그램, 워크숍 등 개최
∙가격조사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측과 센터측 간의 가격조정
∙농가, 지역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간의 3자 계약
∙학교의 발주물량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농협에 발주 후, 지역
농협이 센터에 납품
∙판매대금 결제는 지역농협을 통해 결제
대한 지속적인 품질·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계약 모니터 ∙지역학교에
∙학교급식 관련 지역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운영
배송
∙차량 16대(1톤, 1.2톤) 운행, 1개 차량당 지역별 3∼4개소 순회
물류 보관
∙건축면적: 1,749㎡
기능
∙저온창고, 상온창고 보유
포장
∙내장은 비닐포장, 외장은 플라스틱 박스(KCP) 사용
인증 획득(식재료 우수관리업체, HACCP 등)
상품정보 ∙각종
∙영양교사, 학부모들에게 센터 공개 및 지속적인 교류 전개
정보
소비자와의 직접거래 없음
기능 고객대응 ∙일반
∙납품처인 지역학교에 학교급식센터가 직접 대응
∙관내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 등에게 센터 소개 및 식재료 구성 등 공개
보조적 결제리스크 ∙대부분 지역농협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결제리스크 없음
기능 상품리스크 ∙전처리 시설 강화로 상품 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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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징 및 성공요인

○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S-W 분석
표 4-10.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S-W 분석

강점(Strength)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설 완비(저온저장
고, 상온창고, 전처리장 등)
∙지역 100여농가와 농협이 참여하고 있어
원활한 원물수급 가능
∙지역학교에 식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
∙지역 학교급식 거버넌스 운영으로 경영
투명성 확보
∙직매장 보유를 통한 잉여농산물 소비처
보유

약점(Weekness)
∙학교급식 가능일이 190일이므로, 방
학 등 가동불가일에 대한 가동율 제
고방안 부족
∙판로 제한성(지역학교로 제한)
∙지역 학교급식 거버넌스 운영으로
추진력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움
∙신생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운영경험
이나 노하우 부족

○ 2012년 12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되고, 2013년부터 운영·가동을 시
작한 신생 급식지원센터임(충남에서 2번째로 생긴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
센터).

○ 지역 내 농협이 참여한 아산시농협조공법인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농산물 사용에 최우선으로 하여 로컬푸드 운동을 실현함.

○ 지역학교외 뚜렷한 납품처가 없고, 그에 따른 가동률 저조가 예상되므로, 기
업급식, 식품기업과의 거래 활성화 등이 요구됨.

○ 신생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운영위원회

운영과 지역농산물을 60% 이상 소진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면이 있음.

- 민관 참여의 지역 학교급식 거버넌스를 통하여 경영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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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우선적으로 소진함으로써 지
역농산물 소비처로써의 역할 증대(지역농가의 안정적 판로 제공)

3.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 과제
가. 직거래 직매장 개소수 확대

○ 직거래 직매장은 중수규모 생산자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통단계 및 유통비용 절감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미국의 파머스 마켓은 1994년 1,755개소에서 2012년에 7,864개소로 크
게 증가

- 일본의 직매장은 2012년에 17,000개소가 운영

○ 농산물 직매장이 증가하는 이유

-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 수취 요구
- 소비자의 안전, 안심 관심 증가
- 환경의식 수준 고취

나.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필요

○ 현재 직거래 지원사업은 직거래장터, 직매장, 온라인 직거래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

- 직거래가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적, 건강 지향적 식생활

·

운동과 결합되는 형태를 발굴 확산 필요

118
다. 생산농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운영진 확보

○ 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 스스로의 의식전환과 장터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

- 원주 새벽시장은 직거래장터 대표의 관리감독 체제 아래 생산농가를 대
상으로 서비스교육 생산자교육 판매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

- 이러한 다양한 교육은 농민 스스로가 지역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사명
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며, 직거래장터의 운영진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규제 및 시장운영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

○ 소규모장터는 농산물 판매 시 가격결정에 따른 문제점이 적으나 대규모 장
터의 경우 농산물가격을 개인이 결정하여 판매할 시 농가 간 가격 폭이 불
안정하게 나타남.

- 이러한 가격차로 인한 문제는 다른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장터에 날마다 평균 가격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적정 가격 선을 제시한 후 농산물의 소비가 이루어져 생
산농가 및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마. 판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인증제도 마련

○ 농민 직거래장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들의 신
뢰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객관적 인증농산물이 필요함.

- 국가인증제도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는 별도로 지역 내 모든 직거
래장터에서 이용될 수 있는 인증제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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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양한 이벤트 및 소통을 통한 소비자· 생산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 장터 내 다양한 체험거리와 이벤트를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
접적인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사. 지역농업의 현실에 맞는 주체적 유통전략의 구현

○ 완주군 로컬푸드 사례는 지자체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차별화된 지역농업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지역 내 주체 및 생산농가를 설득하고 사업
실행의 동력을 직접 조직화하였음.

아. 생산자 조직화로 생산기반을 구축, 산지유통 활성화를 도모

○ 구조로 완주군은 상업적 농업의 급속한 진전으로 단작화된 지역농업의 생산
체계를 영세고령농이 참여할 수 있는 다품목 소량생산의 농산물이 연중 공급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해 왔고, 그 결과 300여 개의 품목을 생산하게 됨.

○ 이를 위해 전단팀을 구성하여 1년여에 걸쳐 마을단위 조직화 교육을 지속적
으로 전개하여 마을단위의 작부체계를 조정해 내는 등 로컬푸드 산지유통
실행에 앞서 사전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임.

자. 주체적인 판매처를 조직하는 시장대응 전략의 구사

○ 완주군 로컬푸드는 경쟁시장과 구별된 지역 내 관계시장(지역시장)을 겨냥

한 전략으로, 직매장이라는 일정한 판매거점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창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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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생산자 조직화의 수준, 소비자 조직화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관계시장의 거점이 되는 판매장 개설을 꾸러미 사업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늘
려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차. 지역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산지유통 전담조직 구축

○ 완주군 로컬푸드는 지자체, 지역농협, 생산자 등 지역농업 관련 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공형 사업조직(제3섹터 방식)을 구성한 사례임.

○ 생산자조직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브랜드 조직 프로그램 을 갖고 있으나, 품질
균일화 및 향상 교육, 안정적인 물량확보, 품질인증 장려 등 구체적인 계
획수립이 필요

카. 학교 급식 유통 개선을 위한 과제

○ 식품 대기업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규모보다 확대된 규모
가 필요함.

- 대기업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능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매우
민감함.

○ 마진율이

13~14%대로 영업 수익성이 저조하므로, 운영정상화가 가능한
20%까지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재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신선식품 상품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맞

는 판로확대 방안의 마련으로 가동 일수 증대를 통한 수익성 증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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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률 저조 해결을 위한 기업급식·식품기업 등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 필요
- 학교는 방학이 있어 약 190일 정도 가동이 가능하므로, 그 외 일수에 대
한 가동률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 기업급식 식품기업과의 거래, 직매장을 통한 판로 확보 등 필요

○ 물류에서 농가가 지역농협으로 농산물을 납품하고, 지역농협이 학교급식지
원센터로 농산물을 납품하여, 이중의 물류비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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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 유통개선

1. 6차산업화정책 추진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6차산업화를 위한 제도화를 하였음. 이로 인해 현재

4.6%씩 증가하는 농외소득을 7.5%까지 올리고, 고령농 및 여성농을 위한 일
자리를 매년 5천 개씩 창출할 계획이 있음.

○ 정부에서 발표한 6차산업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까지 6차산업 우수경영체 1,000개 육성

-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향토산업 집적화 및 농공상 융합 가공 컨설팅
등 지원(’12년 17개소, ’13년 22개소)

- 양조장 등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6차산업의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
통식품 명인이 중심이 되는 체험 전승관 설치

→

- 농업인 공동가공센터 설치(12개 16개),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3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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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교육 자금 등 지원(382억 원 500억),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육성(67

→

개소 75개소) 등 농가의 식품가공 참여 확대

-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특례 조례 지정 등 제조 가
공업 시설기준 정비

→

- 체험 휴양마을 지정(700개소 800개소),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시행(3월),
도농교류 활성화(도농교류의 날 지정)(7월 7일), 인성학교 지정(50개소),
농촌기업 사회공헌인증제 도입(3월), 1사1촌 활성화 등 농촌관광 활성화

- 2013년 30억 원 투입, 기존 농업생산을 가공과 유통, 관광까지 연결시킨
6차산업 지구를 3곳 가량 조성 계획

○ 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란 품목 또는 지역의 농산물 생산(1차), 가공 및 유통
(2차), 판매 및 관광(3차)을 발전시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사업임.

표 5-1.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
<1차산업>
농산물생산
특산물생산

기타
유·무형자원

<2차산업>

×

식품제조가공
특산품제조가공

공예품제조

<3차산업>
유통·판매
×

=

체험, 관광,
축제 등

<6차산업>
부가가치창출
농가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김병률 외(2014). 제주도 월동채소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 6차산업화는 농산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2, 3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전체 부가가치를 최대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에 귀속시키는 것임.

○ 또한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 3차 산업 발달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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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사례 분석
- 충남발전연구원: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
- 충북발전연구원: 괴산 유기농밸리

2.1. 서부 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
가. 사업 추진 개요

○ 2011년 10월 61농가가 참여하여 설립한 사업단으로, 돈육품질의 균일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사료비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
한 규모화 노력

- 2011년 90.7억 원에서 2012년 96.3억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2012년 농
가당 배당소득이 약 7천만 원에 달하였음(총 41억 원).

○ 2009년 지역광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5,224.5백만 원을

지원받아 브랜드개발, 통합유통조직 및 물류시스템 구축, 양돈 생산이력제
구축, 친환경 돼지카페 운영 등을 지원받음.

- 국비 2,400백만 원, 도비 1,400백만 원, 시비 1,000백만 원, 자부담 424.5
백만 원

○ 61개의 회원 농가로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돈육(생육, 지육, 부분육) 20만

두를 공급받아 원물수급이 용이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오메가-3 첨가사료를
이용하여 원가 절감 및 품질균일화를 위해 노력

- 이 밖에 HACCP 인증, 생산이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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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가공공장에서 연간 264톤(2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육을 가공
하여 햄, 소시지 등의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기부위는 생육으로 출

하, 비인기부위는 햄이나 소시지로 가공하여 식당, 직매장, 온라인으로 판매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과 외부 인터넷쇼핑몰(동원몰, MBC
몰), 직영점(식당 2개소, 판매점 4개소), 대리점(40개소)을 통하여 판매

(대리점 판매 매출이 전체 약 80% 차지)
- 성공사례로 수시로 TV와 매스컴에 노출되고 있으며, 직영식당(돼지카
페) 운영을 통한 간접적인 프로모션도 하고 있으나 자발적 홍보 활동은
없음.

○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의 유통플로우(Distribution Flow)2를 보면,
- 상류: 매매거래상의 이동을 의미하는 상류는 농가→사업단→대리점→
소비자 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단이 직영식당, 직영매장, 인터넷 쇼핑

몰을 운영3하므로 이 세 매개체를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적인 매매이동이
있음.

·

- 물류 정보류: 상품의 이동이나 수송, 상품정보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서
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농가가 사업단으로 원물을 제
공하고, 사업단은 이를 도축, 대분할, 가공하여 여러 판매채널을 통하여

→

→

소비자에게 전달함. 따라서 물류는 농가 사업단 대리점(또는 직영식

→

당, 직영대리점) 소비자 로 연결되고, 정보류 또한 물류의 흐름과 함께
이동

→

→

-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농가 사업단 소비자 의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
형태임.

2 상류, 물류, 정보류의 흐름.
3 대리점과 직영식당, 직영매장, 인터넷 쇼핑몰의 차이는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며, 대리점은 타인 또는 타업체가 운영하고, 직영식당, 직영매장, 인터넷 쇼핑몰
은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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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서부충남양돈클러스터사업단의 유통 플로우

○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의 유통기능<표 5-2>
표 5-2.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 유통기능

구분
생산·판매기반
판매방식
판매상품
수급 광고와 프로
접합 모션
기능 가격결정
계약 모니터
물류 배송
기능 보관
포장
정보 상품정보
기능 고객대응
보조적 결제리스크
기능 상품리스크

내용
∙회원농가 61농가, 대리점 운영, 직영식당, 직영판매장, 가공공장
보유
∙대리점 또는 직영식당·판매장, 온라인을 통한 판매
∙고품질 오메가-3 함유 돈육(생육, 지육, 부분육), 햄, 소세지 등
∙자발적인 광고없이 매스컴에 노출
∙직영식당(돼지카페)를 통한 간접적인 프로모션
∙마진이 3~4%로 설정
∙대리점, 직영식당 및 판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매출모니터링 실시
∙냉동차량(6대)을 이용하여 배송
∙저온저장고와 냉동고 약 100평 사용 중
∙내장: 진공포장, 외장: 종이박스 포장
∙HACCP 인증, 생산이력제 실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정보발신
∙대리점, 판매식당, 판매매장이 고객대응
∙거래계약에 따른 거래로 리스크 없음
∙품질상 문제 발생 시 교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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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공요인
1) S-W

분석

(1) St r en gt h

강점

○ 61개의 농가로부터 원활한 오메가-3 돈육수급은 물론 우수한 사육기술과 품
질관리에 대한 적극적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음.

○ 갈등이 없고 협력적인 생산자조직과 함께 대표의 리더십과 시장친화형 마인드
○ 대리점, 직영식당·판매장, 가공공장 보유하여 생산된 가축을 도축, 가공, 판
매하는 데 원활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2)

약점(Weekn ess)

○ 판매채널의 다양성이 부족하며(대리점이 매출의 80%), 여전히 대형 소비지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취약

○ 돈육경쟁업체와의 경쟁 심화
2)

성공요인

□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체제를 바탕으로 경영효율성 제고 및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약 52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과, 종돈, 비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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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분야 연구업체의 기술 경영자문을 통하여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6차산업
화 모델 창출하였음.

·

- 이러한 노력으로 생육(마블로즈), 생햄(벨라몽), 햄 소시지(참지음)별로 3

·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위별 상품별 세분화된 제품군을 구성
하고 있음.

□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역농가들의 이해관계 형성

○ 홍성·보령의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태조직이 일찍이 생산과 비육,

품질균일성 확보, 공동 마케팅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갈등이
없는 생산자조직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시행에 있어 신속하고, 협력적으
로 진행

- 홍성 및 보령지역의 직영점(식당 2개소, 판매점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40개소)에 납품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가능

·

- 홍성 보령지역의 양돈농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적인 시장대응으로
수급밸런스를 조절하고, 오메가-3 돈육을 통한 품질균일성을 확보 가능

□ 경영투명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 가공, 연구 분야에 대한 분업체제를
확립

○ 지역 시·군, 관련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경영투

명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자문을 받았으며, 농가가 직접 참여하고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농가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책임감 고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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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러스터사업단의 개선사항
□ 대형소비지 소비자에게 인지도 확대

○ 충남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인지도를 전국구로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종 돈육업계와의 시장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현재는 대리점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영식당과 직영매

장에도 판매 비중을 높이고, 대형마트로의 납품을 통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
상이 필요함.

· ·

- 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가능성도 고려해 봐야함.
□ 마진율 향상을 위한 노력

○ 비록 공동구매를 통한 사료 구입으로 생산비의 일정 부분을 절감하고 있으
나, 예측하기 힘든 시장환경과 사룟값 급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에 양돈농가의 높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어려움.

- 부위개발과 고품질 가공품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종돈, 비육,
가공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제품개발로 경쟁에 우
위는 물론, 새로운 돈육시장 개척으로 마진율 향상 노력이 필요

□ 3차 산업 부분의 강화 필요성

○ 3차 산업에 속하는 유통 외에 체험 또는 도농교류가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국내 양돈산업의 중요성과 친밀감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사육과정을 공개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

이를 위해 홍성 보령지역 이미지와 부합되는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기업으로
서의 이미지 제고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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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궁골식품
가. 원물수급과 주요 판매처

○ 지역의 콩, 고추 재배농가로부터 연간 소요량의 약 60%를 매입함.

- 특별한 재배계약을 맺지 않아도, 지역의 농가가 주기적으로 원물 매입을
요청하고 있음. 매입가격은 시중가격에 따름.

- 별도로 지역 작목반과 원물수급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작
목반으로부터 연간 콩 16톤, 고추 6톤을 매입함. 찹쌀은 지역 RPC에서
매입하고, 보리는 전북 김제에서 매입함.

○ 소비자와의 직거래 또는 OEM, 식당납품, 외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
고 있음.

- 직거래는 인터넷 판매(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오픈마켓 등), 전화판매,
방문고객에 대한 현장판매 등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골고객이 많음.
- 매출액의 약 70%가 직거래이며, 그 외 OEM, 외부 인터넷쇼핑몰, 식당납
품이 각각 10%의 비중을 차지함.

나. 상품화 및 정보제공

○ 장류의 상품화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5-2. 궁골식품의 매입에서 판매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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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콩, 고추 등 매입(일부는 자가생산)
- 가공: 세척, 끓이기, 삶기
- 숙성: 2년 정도 숙성
- 매입에서 판매까지는 약 2~3년 정도 소요

○ 주력 상품인 된장은 대체로 약 2만 원/kg 수준임. 이 가격 중 원물의 비중은
30%이고, 마진은 30%임. 그 외는 가공비, 포장비, 인건비 등이 소요됨.

·
㎖ ℓ

- 판매상품 규격은 된장 고추장 1kg, 2kg, 3kg, 5kg, 15kg, 청국장 200g,
1kg, 간장 900 , 1.8 로 판매되고 있음.

○ 포장의 내장은 멸균 유리병 사용하고 외장은 플라스틱 박스와 항아리를 이
용하고 있음.

- 내장은 멸균 유리병에 밀봉 후, 에어캡을 이용하여 파손에 대비
- 외장은 플라스틱 박스와 항아리를 이용하며, 라벨스티커 부착
- 여름(5~10월)에는 아이스팩과 아이스박스 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산시로부터 품질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정보제공을 위하
여 설명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통식품 인증, 논산시로부터 예스민 브랜드 인증
- 배송시, 상품 설명이 있는 전단지(리플릿) 제공

○ 소비자가 상품의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할 시 100% 수용함.
- 연간 1~2번의 배송문제가 발생하여 조치 중에 있음.

다. 프로모션 및 물류

○ 온라인 광고, 블로그, SNS, 광고문자·메일, 전단지 배포 등의 홍보활동을 하
고 있으며, 지역축제 등에서 시식회를 실시함.

132

○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 2회 고객감사세일 진행(10% 할인),

인터넷 판매에

서 무료배송 이벤트 실시, One+One(1+1) 행사 개최, 시식상품 배포 등을 진
행하고 있음.

○ 체험행사로써 김장체험을 연 1회, 장체험 등을 2~3회 개최하고 있음.

- 김장체험 행사(연간 1회)를 위하여 배추 400~500포기를 주변 농가로부
터 매입하며, 장체험 행사(연간 2~3회, 2~3월경)를 위하여 지역의 재배농
가와 매입량을 협의하여 진행함.

○ 콩은 보관창고(2동, 1~3평)에 저장 후 2달 이내에 소진하며, 고추는 매입 후

바로 소진함[저온저장고 1동(3평) 보유]. 장류의 가공은 모두 수작업이며 특
별한 가공시설 없음.

○ 배송은 전량 택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배비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
하거나 상품가에 포함하고 있음.

- 우체국 택배 이용(택배비 3천원), 현재 지자체 등에서 특별한 택배비 지
원정책이 없음.

라. 유통플로우와 유통기능 분석

○ 유통플로우(Distribution Flow)는 상류, 물류, 정보류의 흐름을 말하며, 궁골
식품의 유통플로우는 다음과 같음.

그림 5-3. 궁골식품의 유통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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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골식품의 유통플로우는 전형적인 직거래의 형태로 매우 간단함.
○ 상류는 매매거래상의 이동을 의미함. 궁골식품은 지역농가에게 직접 원물을
매입하고, 가공·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은 인터넷 쇼핑 또는 현장판매 등이 있음.

○ 물류는 상품의 이동이나 수송을 의미함. 계약에 따라 궁골식품은 농가로부터

원물을 매입하고, 소비자에게 가공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물류는 농가

→ 궁골식품 → 소비자 로 이어지게 됨.

○ 정보류는 상품정보에 대한 흐름을 의미함. 정보류는 각 거래주체의 계약에

따라 상품의 이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농가

→ 궁골식품 → 소비자 로 이어지게 됨.
마. 특징 및 성공요인 도출

○ 궁골식품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S-W 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3. 궁골식품 S-W 분석

강점(Strength)
∙전통 장류 제조의 기술력
∙지역농가 및 주민, 소비자의 호응도 좋음
∙소규모 장류 제조업체로서는 상당한 인지력
있음
∙지역농산물에 대한 원활한 수급 가능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소비자와의 직거개
가능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능력 보유

약점(Weekness)
∙대량 생산이 어려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음
∙같은 장류의 경쟁업체 등장
∙새로운 사업 아이템 확보의 어려움
∙소비자 대상의 소매업 외의 대량 납품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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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지자체나 지역농업 관련 기관의 조력 없이 자체적으로 성장한 경영체임.
○ 전통 장류 생산으로 지역 콩, 고추 생산농가의 판로를 제공하고 있음.
- 원물 수급은 자가생산과 지역 내에서의 매입 충당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음.
-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 궁골식품의 성장으로 지역 내 고령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지
역을 홍보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

□ 성공요인

○ 지역 내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농가와 주민, 소
비자에게 좋은 평판이 형성됨.

- 자가생산 외의 원물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을 매입
- 궁골식품에 대한 좋은 평판 확대

○ 지역의 고령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고령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음.

- 궁골식품에 대한 좋은 평판이 확대

○ 수작업의 전통방식을 고집하는 된장·고추장을 통해 장인정신을 배양하고 향
토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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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전개와 단골 고객관리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음.

- 연간 3~4회의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및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실시
바. 개선사항

○ 수익률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 확보가 필요함.

- 농가레스토랑, 지역농산물 판매 등 새로운 사업 아이템 확보 필요
- 향후 체험(교육)사업과 농가 레스토랑 운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

○ 동종 업체와 경쟁하기 위한 제품차별화, 시장세분화를 통한 특정 고객층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전개가 필요함.

○ 생산능력 향상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형 소비처 발굴이 필요함.
2.3. 딸기마을
가. 원물수급과 주요 판매처

○ 총 딸기 취급물량은 75톤이며, 이 중 자가생산은 65톤, 수매는 10~12톤임.

- 자가생산한 물량 중 일부와 수매물량은 B급 딸기4를 딸기잼용으로 사용
(약 30톤)
- 수매는 연중으로 하며 매달 10회 정도 수매하고, 수매량은 1회당 약 20
박스(10kg

× 20box = 200kg)

- 논산딸기영농조합법인 소속의 촌놈딸기작목반(회원 50명)으로부터 수매
4 B급 딸기란 알이 작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딸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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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매 시기는 필요에 따라 농가와 협의하여 수매함. 향후 2013년 12월부터
가동 중인 떡 가공공장(100평)으로 물량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생딸기는 주로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 도매시장 출하, 학교급식
으로 납품되고 있음.

- 이 중,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의 비율은 70%, 도매시장은
25%, 학교급식은 5%임.

○ 가공품은 전량 인터넷판매와 체험객을 통한 현장판매로 소진됨.
나. 생산자조직

○ 수매물량은 전량 지역의 딸기작목반인 촌놈딸기작목반을 통하며, 딸기마을
또한 작목반 소속임.

- 촌놈딸기작목반은 2년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탑딸기’로 선정되었으며

·

(2012 2013년, 농진청), 서울 도매시장에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음.
- 대형마트 납품과 함께 대만과 러시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음.
다. 상품화 및 정보제공

○ 생딸기를 판매할 경우 농가마진은 약 70%임. 주로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 비중이 80%이며, 그 외는 도매시장으로 출하함.

- 상품파손과 신선도 등의 문제로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음.

○ 생딸기의 상품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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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기마을 생딸기의 수확에서 출하까지

×

- 수확, 선별, 포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포장은 500g 4개, 2kg 박스 단위
- 집하는 촌놈딸기작목반에서 행해지고, 서울 도매시장(가락시장)으로 출하

○ 딸기잼을 판매할 경우 농가마진은 60%임. 주로 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
비중이 70~80%이고, 인터넷 쇼핑몰 ‘딸기아줌마.com’의 비중이 20~30%임.

- 딸기잼은 멸균된 병에 담아 박스 형태로 배송

○ 딸기잼 상품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5-5. 딸기마을 딸기잼의 수확에서 판매까지

- 선별은 가공용 딸기 선별 및 꼭지 제거 작업
- 가공은 열을 가열하고 끊이고 설탕을 첨가하는 작업
- 포장은 멸균된 병으로 내장 포장
- 모든 작업은 수작업이며, 판매는 인터넷판매와 현장판매로 이루어짐(택
배비: 3,500원).

○ 딸기 신선도와 품질을 고려하여 자체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촌놈딸기작목반의 품질검수를 받으며 품질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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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농약과 논산시 브랜드(예스민) 인증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생산과정 공개

○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2012년 준공된 떡 가공공장(100평)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딸기떡 생산예정).

라. 프로모션 및 물류

○ 사업초기에는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효과를 보고 있음.

○ 체험객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연간 18,000명이 방문함.
- 홈페이지 통해 체험객을 모집하고 있으며 단골비중이 높음.

※ 체험비용: 학생 8,000원~1만 원 / 딸기잼 체험: 추가 5,000원
○ 물류에서는 도매시장 출하는 촌놈딸기작목반을 통하여 공동으로 출하하고,
개인 소비자에 대해서는 주로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함.

- 단,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 비중이 높아 택배배송이 많지 않음.
마. 유통플로우와 유통기능 분석

○ 유통플로우(Distribution Flow)는 상류, 물류, 정보류의 흐름을 말하며, 딸기
마을의 유통플로우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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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딸기마을의 유통플로우

○ 딸기마을의 유통플로우는 전형적인 직거래의 형태로 매우 간단함. 그러나 가
공식품인 딸기잼과 신선식품은 상류, 물류, 정보류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

○ 상류는 매매거래상의 이동을 의미함. 딸기잼의 경우, 딸기마을은 촌놈딸기작
목반 회원농가로부터 비품딸기를 구매하여, 제조·가공을 거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함. 생딸기의 경우, 딸기마을은 소속되어 있는 촌놈딸기작목반을 통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도매시장의 경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됨.

○ 물류는 상품의 이동이나 수송을 의미함. 딸기잼의 경우, 계약에 따라 딸기마
을은 농가로부터 원물을 공급받고, 이를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

함. 생딸기의 경우는 상류와 마찬가지로 촌놈딸기작목반의 소속으로 도매시
장에 출하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됨.

○ 정보류는 상품정보에 대한 흐름을 의미하므로, 이는 물류의 흐름에 따라 소
비자로 전달됨.

○ S-W 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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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딸기마을 S-W 분석

강점(Strength)
∙자체생산과 작목반을 통한 충분한 원물 수급
능력
∙시장성이 떨어지는 B급 딸기의 가공능력
∙충성도 높은 단골고객과 높은 인지도
∙높은 마진율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소비자와의 직거래
가능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능력 보유

약점(Weekness)
∙사업다변화의 한계성(딸기 이외 상품으
로의 확대 필요)
∙동종경쟁업체의 등장
∙계절성에 따른 큰 매출 변동 폭
∙사업주 중심의 생산·가공·판매로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 미비

□ 특징

○ 생딸기 생산·출하와 딸기잼 등의 가공품 생산, 딸기 관련 체험이 이루어지는
6차산업 경영체이며, 마진비율이 높은 편임.
- 생딸기 생산 출하와 딸기잼의 이윤비율이 각각 70%, 60%임.

·

○ 대표가 지역의 작목반(촌놈딸기작목반)의 멤버로서, 생딸기 품질관리와 출하,
가공품 원물의 수급에 있어서 지역 내 농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인터넷 판매와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판매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
통이 가능한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특별한 프로모션 없이 기존 체험객의 입소문을 통해 체험객 모집과 상품판
매가 가능하므로, 고객의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은 편임.

○ 생딸기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 외, 모양과 크기가 부족한 비품 딸기에 대한
지역 내 소비처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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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떡 가공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하급 딸기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성공 요인

○ 지역과 연계된 안정적인 원물 수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대표가 지역 딸기작목반의 일원으로 원물을 생산하고, 부족분은 지역 내
에서 충당

- B급 딸기를 원물로 하여 딸기잼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물 수급이 용이

○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원물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 도매시장에 출하되지 못하는 B급 딸기를 이용하여 딸기잼을 만들어 부
가가치 제고

○ 딸기체험과 인터넷 판매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직거래 확대(생딸기, 딸기잼)
○ 전국 최고품질의 원물을 사용함으로써 맛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음.
- 논산 촌놈딸기는 농진청에서 탑딸기로 선정(2012~2013년)

○ 대표의 사업확대 의지가 강하고, 상품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떡 가공공장 설립을 통한 상품다양화 노력
- 딸기 외, 고구마, 사과체험도 실시 중
바. 개선사항

○ 딸기에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아이템 확보가 필요함.
- 동종업체 등장에 따라 체험과 제조·가공 외의 새로운 사업아이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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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에 있어서 고구마, 사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딸기만큼 인지도

가 적기 때문에, 딸기 외 품목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역농산물과 체험을 주로 하는 농기업인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발신의 기회
를 확대할 필요 있음.

-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딸기재배과정, 생산
이력 등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대 필요

○ 지역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기업으로의
성장방안 마련이 필요함.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 필요

·

- 촌놈딸기작목반의 농기업화를 통한 공선조직 마케팅조직으로 육성 필요

3. 6차산업화를 통한 유통 개선 과제
□ 지역 직매장,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등과 연계한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 경영체가 자체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지역 직매장, 외부 인터
넷쇼핑몰을 활용하여 판로를 다양화해야 함.

○ 로컬푸드 확대로 직매장 설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비처로 이용하
여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상품으로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함.

- 공동의 마케팅을 실시하여 6차산업화 경영체 상품을 브랜드화하여, 지역
외 다른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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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화 경영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 지역에 한정된 인지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지
역 6차산업화 경영체가 생산한 품질에 대하여 지자체(시·군 또는 도)가 품질
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마케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 대부분 6차산업화 경영체가 직거래에 한정되어 있고, 판로도 다양하지 못하

기 때문에 지역 소비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직거래 채널을 개발하
고 장려하기 위해 지역 간의 연계 및 계약을 통해 상호 이익 창출

□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제도 마련

○ 농산물 가공은 6차산업화의 핵심이나, 대부분 농가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
고, 식품위생법 상으로 농가는 지자체의 특례조항 없이는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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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요약 및 결론

○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농산물 유통개선을 선정하여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단계 축
소로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음.

○ 이에 정부는 직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현대화,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맞추어 지역 단위에서 산
지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 등 산지유통개선,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
성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개선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성공 및 실패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야별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정책을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유통개선(유통계

열화), 도매시장 유통개선, 직거래 활성화, 6차산업화 등 총 4가지로 구분한
유통개선 사례연구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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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산지유통개선을 위해 정부의 산지유통개선정책을 보완하여야 하며,
공선출하조직과 연합판매사업을 확대하고 축산계열화를 구축 및 발전시켜
야 함.

- 농산물 산지 기초출하조직을 기존의 작목반, 협동출하반 중심에서 공동
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를 위한 공선출하회 조직으로 전환하여 품목별
로 육성하여야 하며, 특히 조직화가 부족한 엽근채류, 양념채소류에 집중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지 출하의 규모화, 조직화, 마케팅 전문화,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
한 연합판매사업을 시 군단위 이상 광역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지속하되,

·

다양한 모델의 연합판매사업을 육성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
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도매시장 육성정책과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공선출하조직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계산
회계, 생산에서 출하까지 엄격한 품질관리, 농가들과 상품화시설 및 판
매조직과의 계약체결, 선별장 시설에 의한 전문 선별 포장으로 상품화,

· ·

판매농협의 다양한 판로 확보와 거래교섭력 발휘, 농가별 파종 수확 출
하시기 자율 조절,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연합판매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품목과 지역에 적합한 연합사업
규모 설정 및 지도, 성공사례 공유 및 교육, 수준 높은 철저한 공동계산
제도 도입, 연합사업 단위의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화로 국제수준의 품
질관리체계 구축, APC를 다공장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가동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축산계열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여
야 함. 이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과 꾸준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보가 공급 체인 내의 다양한 참여주체 사이에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 공급체인 전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하여야 함.

○ 둘째, 농산물 유통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거래총수 최소화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운송단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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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횟수 감축으로 운송비용 절감, 대표가격 형성으로 거래기준가격 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전국 공영도매시장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도매
시장 종사자에 대한 지정 및 허가유효기간 제도 도입, 예약출하시스템
및 중간하역시스템 구축, 지방도매시장의 도소매 복합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개선과 취급품목 확대, 분산능력 있는 중도매인 양성 및 충원, 도매
법인과 중도매인의 공생시장 구축, 도매법인의 산지수집 활성화, 지방도
매시장 시설 개보수 계획적 추진, 도매시장 내 소포장선별 및 전처리 가
공시설 확충, 도매시장 관리체계를 보완을 통해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함.

○ 셋째,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거래 직매장 개소 수를 확대하여
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야 하며,
생산농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운영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함. 또한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농가 및 소비자 모두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마련
하고, 지역농협의 현실에 맞는 주체적 유통전략을 구현하여야 함. 생산자 조
직화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지유통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주체적인
판매처를 조직하는 시장 대응의 전략을 구사하고 지역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산지유통 전담조직을 구축하여야 함.

○ 넷째, 6차산업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여야 함. 이를 위해 지역 직매

장, 인터넷 쇼핑몰,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마케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6차산업화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간 연계
를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한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가공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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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착수 보고회 및 워크숍 회의
가. 개요

○ 일 시: 2013. 10. 31(목)
○ 장 소: 본관 대회의실
○참 석 자
소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직급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이름
김병률
김성우
김윤진
강종원
권용덕
정오락
김종화
강마야
한승철
강승진
황영모
신동훈
우장명
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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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주요 내용
□ 과제 추진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농산물 유통개선을 선정, 경로 간 건

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생산
농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유통환경을 만들고자 추진

○ 이에 지난 5월 27일 유통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직거래 활성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현대화,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농산물 유통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품목, 산지,
도매, 소매단계별로 다양한 여건에 있는 현장과 접목되어야 함. 또한 성공한
사례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사례
들을 만듦으로써 유통개선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 단위에서 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의 유통
계열화 등 산지유통개선,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개선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성공(또는 실패)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야
별로 전국적인 차원의 유통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제1차 워크숍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연구총괄을 담당하

는 KREI와 지역 연구원의 역할 정립(총괄보고서 담당, 지역조사 협조 등),

·

각 지역 발전연구원의 사례연구 확정 및 조정 추가 등 논의, 사례별 현황,
실태조사 방법 및 분석, 서술내용 협의 등임.

○ 최근에는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6차산업화, 지역 농산물 학교급식,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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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통 마케팅 기능강화와 같은 농산물 유통 관
련 등 6개의 주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유통
개선에 대한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체 연구를 총괄하며 지역 발전연구원이 협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

- 지역 발전연구원은 2013년 12월까지 협동연구를 수행

○ 먼저 생산자조직 중심 산지유통개선, 즉 유통계열화에 대한 주제가 있음. 생
산자조직의 산지유통 추진 현황은 지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협동하여
조사분석 후 지역별 산지유통 비교 및 강점-약점 분석 시도, 주요 사례조사
분석은 지역 발전연구원에서 사례별 추진 현황 및 실태 조사 후 성공(또는
실패) 요인 분석하여 유통개선 시사점을 도출

○ 산지 중심 축산물 계열화 연구는 지역별·축종별 축산물 계열화 현황과 비교
분석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지역이 협동으로 수행하며, 지역 발전연구원

에서 주요 사례별 추진 현황 및 실태조사와 성공 또는 실패 요인분석을 지
역 발전연구원이 수행하고 유통개선 시사점을 도출

○ 직거래 유통개선은 생산자조직의 지역별 추진 현황·지역별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비교, 강점-약점 분석(S-W분석)을 지역 발전연구원이 수행하고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이 협업하며, 주요 사례 조사분석으로 사례별 추진 현황 및 실
태조사, 성공(또는 실패) 요인 분석, 직거래 유통개선 시사점 도출을 지역 발
전연구원이 전담

○ 지방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는 지방도매시장 운영 현황을 한국농촌경제연구
원과 지역 발전연구원이 협동으로 분석하며, 주요 사례조사분석은 지역 발
전연구원에서 수행

150

○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개선의 경우 역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지역 발전연

구원에서 협동으로 지역별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 현황, 지역별 비교분석을
시도하며 주요 사례조사분석은 지역 발전연구원에서 전담

○ 각 주제별로 조사 분석 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
종적으로 농식품 유통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수립 및 제안하며 연구 프로세
스는 다음과 같음.

- 6개 범주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 비교 및 문제점 조사 정리
- 각 지역 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유통개선 사례 조사분석 연구를 지원
하여 사례조사연구와 분석 및 시사점 취합

- 분야별 유통개선방향과 정책과제 제안

○ 따라서 지역 발전연구원에서는 6개의 사례 범주 중 지역 발전연구원에서 조
사 및 연구하기를 희망하는 2~3개 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각각
의 범주는 사전에 서신으로 논의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잠정적).

·

- 범주 1: 생산자조직(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시 군유통회사 등) 유통
개선 사례

- 범주 2: 산지 중심의 축산물 계열화 사례
- 범주 3: 로컬푸드, 직판장 등 직거래 유통개선 사례
- 범주 4: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매유통개선 사례
- 범주 5: 학교 급식 등 식자재 유통개선 사례
- 범주 6: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 유통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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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추진 현황

○ 지역

·

단위에서의 생산자조직(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시 군유통회사

등) 유통개선 사례,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개선 사례, 로컬푸드
및 직거래 유통개선 사례,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 유통개선 사례, 산지 중
심의 축산물 계열화 사례, 학교 급식 등 식자재 유통개선 사례 등을 심도있
게 분석하고, 각 사례별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통개선
정책 및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수행을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농산물 유통 현황, 문제점 그리
고 현재 정책을 통해 강원도 내 주요 품목 유통 현황과 문제점 도출 순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음.

○ 또한 유통개선 사례 목록 중 2~3가지를 선택하여 지역별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성공요인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

- 생산자조직(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시 군유통회사 등) 유통개선 사례:
강원농협연합사업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개선 사례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개선 사례: 원주로컬푸드
-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 유통개선 사례
- 산지 중심의 축산물 계열화 사례: 횡성축협한우

○ 강원도 농산물 유통개선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정
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추진 현황

○ 충남은 3농혁신을 통하여 생산자가 갑이 되는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지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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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학교

·

급식운영시스템 구축, 지역생산 지역소비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6
차산업화 추진으로 농식품 유통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주제별
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산지유통시스템

- 효과적인 산지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공선조직 및 통합마케
팅 조직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공선조직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역량
을 집중하고 있음.

○ 학교급식

-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여, 유통단계 최소화로 농가
수취가격증대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현재 당진, 아산 운영 중)하고 있음.

○ 로컬푸드시스템

·

-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설치
운영 추진 중에 있음(현재 금산군 직매장 시범운영).

○ 6차산업화 유통

- 적극적인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농어업 6차산업화센터”를 설치하고,
두레기업(마을기업)을 중심으로 농식품 유통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
고 있음.

○ 이러한 충남 3농혁신을 통한 농산물 유통정책은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유
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3농 혁신에 기반한 지역 내 농산물
유통정책 중,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산지유통(생산자 조직), 학교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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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유통을 중심으로 충남의 유통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추진설계를 계획하였음.

○ 이에 따라, 향후 충남의 선진사례 산지유통(생산자 조직), 학교급식, 6차산
업화 유통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충남의 농산물

유통정책의 개선방안과 충남-중앙, 충남-타 지역 간의 유통정책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추진 현황

○ 제주지역의 경우 2011년 기준 1차 산업의 비중이 17.9%로 높고, 전체 농산

물 연간 생산량 141만 톤 중 67%가 육지부에 출하되고 있어 제주산농산물
의 유통개선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육지출하 주요 농산
물은 감귤을 제외하고 무, 양배추, 감자, 양파, 당근, 파 등 총 6개 품목임.

○ 따라서 제주산 농산물의 유통 개선 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및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
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개선 사례와 학교 급식 등 식자재 유통개선에서 제
주 지역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성공요인을 위한 주제로 각각 선정하였으
며, 향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협의 후 한 가지의 주제를 추가로 결정할
것임.

○ 2012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는 도내 전 유치원과 초등
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도심권 중학교 3학년까지 학부모 부담금 없이 실시
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도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 지원금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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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좋은 성공사례로 뽑히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사례를 선정하였음.

□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추진 현황

○ 충북지역 농산물의 유형별, 품목별 유통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충북 농축산
물의 유통개선 정책 및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방안을 마련을 연구 추진 방
향으로 설정하였음.

○ 생산자조직(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유통회사 등) 유통개선 사례,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개선 사례,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개선
사례,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품 유통개선 사례, 산지 중심의 축산물 계열화
사례, 학교 급식 등 식자재 유통개선 사례 등을 연구진 간 회의를 통해 구체
적으로 분석하여 충북의 농축산물 유통개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고자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본 연구원은 몇 번의 협의 후 생산자 조직 유통개선 사례(지역농협, 조합공동사
업법인, 시·군유통회사 등), 로컬푸드 및 직거래 사례, 6차산업화를 통한 농식
품 유통개선 사례를 충북발전연구원의 향후 조사 분석주제로 선정하였음.

○ 향후 연구 추진 방법은 충북 지역의 농축산물 유통 개선 사례와 성공 요인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 대상 파악, 현장 방
문조사를 통해 유형 발굴과 성공 요인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함.

□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추진 현황

○ 경남지역은 기초 자치단체 규모로서는 가장 큰 창원시, 광역시로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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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울산시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입지하거나 인접하고 있어, 거대한 소비
지 시장을 대상으로 도농상생은 물론 식량공급 배후기지로서 역할과 기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남의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유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산지유
통 주도와 도매시장의 활성화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됨.

○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는 도매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경남 지역 내 도매시장
법인체를 대상으로 유통개선에 대한 성공적 사례를 발굴 제시하고, 산지유

통 주도 측면에서 경남 고성의 축산물 가공 유통 판매 관광 등의 산지계열

· ·

화사업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정부 광역 기초자치
단체의 유통개선 정책 및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

○ 경남의 유통개선 성공사례와 접목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경남 창

원팔용시장 창원청과(주)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창원청과(주)는 지난 ’09
년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서 ‘부진’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문제점 도
출 및 자구노력을 통해 개선된 평가를 받아, 지역여건에 맞는 유통개선전략
으로서 적절한 성공사례로 생각됨.

○ 또한 경남지역 산지축산 계열화 및 민관 협력사업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경남 고성군에서는 선진 축산농가와 고성군의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에

· ·

의한 가공 유통 관광까지 동시에 접목한 산지축산계열화 사업을 추진중이
며 이를 두 번째 사례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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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추진 현황

○ 본 과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농산물 유통개선의
활성화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통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협동조합 등 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 조직화를 토
대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공사
례에 대한 심층연구가 주된 목적임.

○ 전라북도는 원예분야에 지역협동,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1시·군 1통합마케
팅전문조직으로 집중육성하고 있고 또한 지역축협이 참여한 한우 조합공동
사업법인(참예우)과 지역단위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실정임.

○ 전라북도의 향후 연구방향은 분야별로 원예, 축산, 양곡 등의 생산-유통 현
황 분석과 쟁점을 도출하고 도 및 시·군의 자체적인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개선 활성화 사례조사 및 활성화 요인분석을 실시
할 예정으로 지역농협의 산지유통 개선 사례를 연구를 위해 남원시 조공법
인과 완주군 로컬푸드, 참예우 조공법인-한우를 사례로 잠정 선정하였으며,
산지유통 주체, 생산자 조직화, 마케팅 혁시 등의 영역을 나누어 분석을 시
도할 예정임.

□ 향후 업무 일정 논의
○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각 지역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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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개최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고자, 오늘의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11월 말 2차 워크숍, 12월에 3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
산물 유통개선 심포지엄을 12월 중하순(잠정적)에 개회하여 분야별 유통개
선 사례 성공 요인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2. 제주발전연구원 간담회 및 현지 면담자료
가. 회의 개요

○ 과 제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지역별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연구

2013. 12. 17.(화) 14:00 ~ 18:00
제주발전연구원 회의실

- 원내: 김병률, 김성우, 김윤진
- 원외

소속
제주발전연구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제기획팀
테크노파크 코스메틱
제주도청 감귤특작과
성산농협
애월농협
구좌농협
제주대학교

직급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팀장
차장
단장
계장
조합장
조합장
조합장
농경제학과 교수

이름
강승진
한승철
이용민
김성만
김기옥
나종옥
현용행
하희찬
부인하
김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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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주요 내용

○ 1차 워크숍 및 착수보고회 그리고 수시업무 협의를 통해 제주발전연구원은
3개의 주요 연구 목표를 설정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음.
- 제주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고찰
- 제주지역에서 유통개선사례 발굴 및 현황 파악
- 종합적으로 제주농산물의 유통 개선 정책 방안 도출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유통개선 사례 중 로컬푸드와 직거래 유통개선
사례, 그리고 학교급식 등 식자재 유통개선 사례를 선정하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통개선 정책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제주지역 농산물 생산 유통 현황

○ 2011년 제주지역 GRDP는 11조 1,290억 원이며, 이 중 농림어업 부문의
GRDP는 1조 8,605억 원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011년 전국 평균 농림어업 생산 비중 2.3%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농림어업이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높
다고 할 수 있음.

○ 제주농업에서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경지면적은 2011년 호당 평
균 1.53ha(밭 면적 99.9%)로 밭이 대부분이었음.

- 전국 평균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46ha로 제주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농가의 호당 평균 밭 면적은 전국 평균 밭 면적의 2.4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제주지역 1차 산업 조수입은 3조 1,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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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으며, 이 중 농산물 1조 5,548억 원(49.3%), 수산물 8,599억 원(27.3%),
축산물 7,408억 원(23.4%)을 기록하였음.

- 농산물 조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귤이 7,642억 원(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채소류 5,553억 원(35.7%), 식량작물 1,502억
원(9.7%) 등으로 구성되었음.

○ 조공법인 조직개황을 보면 관내 4개 지역농협과 1개 원예농협 등 5개 농협
이 참여하였으며 출자금은 10억 원으로, 전략품목은 딸기, 감자, 포도, 복숭
아, 멜론, 파프리카가 있음.

○ 제주도 유통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조공법인 설립 전 농협별 운영되는 4개
산지유통시설(APC)의 통합운영하고 있음.

- 춘향골농협, 남원원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이 개별 APC를 운영하고 있
으며, 품목을 연계하여 산지유통시설을 연중 가동

․ 딸기 (12월~5월), 복숭아(6월~8월), 감자(3월~8월), 파프리카(4월~9월), 수
박(6월~8월), 오이(1월~12월), 사과(9월~4월), 배(8월~12월), 멜론(5월~11
월), 포도(7월~9월), 토마토(7월~9월)

□ 제주 농산물 유통 현황

○ 2011년 기준 연간 생산량 141만여 톤 중 94.9만 톤(67%)이 육지부로 출하되
고 있음.

- 육지출하 주요 농산물(감귤제외 6개 품목): 무(27만 톤), 양배추(10만 톤),
감자(4만 톤), 양파(6만 톤), 당근(5만 톤) 파(2천톤)

- 전국 채소 생산량 중에서 월동무 100%, 당근 65%, 양배추 40%
- 겨울철에도 기후가 온난하여 무, 양배추, 당근 등 월동채소들 생산, 신선
채소 생산이 어려운 동절기에 전국에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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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간쪽파, 취나물, 잎마늘, 화훼류, 유채나물 등 5만 5천 톤 항공
운송(출하농산물의 6.4%) 유통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상품적 특성으로 제주산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생산과 수급조절이 다소 어려움.

□ 도매시장 위주의 유통경로

○ 감귤 등 과수 유통은 농협과 감협을 통한 유통처리가 51%, 일반산지 유통인
19%, 가공용 17%, 기타 13% 등으로 구성됨.

○ 식량작물은 맥류, 콩, 땅콩이 대표적이며 정부수매로 유통되고 있고, 서류는
주산지 농협을 통해 유통 처리

○ 채소류는 월동채소류 주산지 품목별 대표조직에 의한 연합마케팅 공동구매
출하가 이뤄지고 그 외는 산지유통인 포전거래, 계약재배 방식으로 물량 확
보 출하

○ 특용작물은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의해 직거래 유통되거나 산지유통인의 계
약 출하

○ 화훼류는 백합, 양란은 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기타 화훼류는 직매처리되고
있음.

○ 타 시·도와는 달리, 도매시장 서울 가락시장
(

)

중심의 유통경로를 나타내고 있음.

○ 제주산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직거래,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또는 연합판매사
업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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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목반 혹은 지역단위 농협을 통해 종합유통센터로 유통되거나, 농협 계
통의 하나로클럽 혹은 하나로마트에 판매하고 있음.

- 서울과 경기 등에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거나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일부 유통

- 지역기반의 전문유통업체에 의해 소매점과 택배 유통

○ 청정이미지와 우수성을 내세워 브랜드 중심의 소량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인터넷쇼핑몰 등
을 통한 유통이 대표적

○ 최근 자치단체, 동사무소, 협회원조합 등 농협의 자매결연단체, 우리농산물
애용창구, 농산물직판장 등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증가

□ 해상운송 중심이라는 특성

○ 제주도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은 생산자조직, 상인조직과 화물선 운송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이뤄짐.

○ 제주도 농산물 해상운송 항구는 무역항 2개소, 연안항 5개소 등 모두 7개소

에 이르고, 해상화물 운송 주요 내륙항은 목포, 완도, 녹동, 감천, 인천, 평택
등 6개소

○ 운송방식은 컨테이너 해상운송 방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동화물 방식임.
□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례

○ 조합원 현황(2013년 9월 말 기준) 조합원이 3,054세대이며, 출자금은 268,073

천 원에 달하고, 공급액은 1,483,992천 원(2013년 1~9월)으로 매장은 제주시
내에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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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조직으로는 제주생드르생산자회가 있는데 제주 전역 5개 지역공동체
연합(제주시·대정·조천·구좌·성산/표선)
- 감귤·만감류, 콜라비,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무, 감자, 시설채소 등 생
산 및 가공

- 지역공동체 및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산물 생산 및 품질향상 노력

○ 다른 생산자조직은 제주동부권역생산자회가 있음.

- 조천과 구좌지역 생산자 중심의 한울공동체와 한디드렁공동체로 구성됨
- 감귤류, 채소류, 밭작물, 경축순환형 국산사료 한우입식사업 등 전개

□ 한살림 유통의 특성

○ 한살림 유통의 기본구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직거래 원칙으로 한 생산계획
수립, 예약과 인수, 생산물의 가격결정 등임.

○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교류와 신뢰를 통해 생산자는 농업을 안정

적으로 영위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매함으로써 생산
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업을 살리고 지키는 입장에서 연대하는 형태임(일반
시장에서는 평가되지 않는 부분).

- 이 방식은 생산자와 생산지, 재배방식을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음.

- 생산자와 소비자가 밀도 있게 교류함으로써 실질적 상호 제휴관계 실감

○ 한살림의 직거래는 지속가능한 거래형태로서, 생산자와는 종합적인 거래,
즉 복수품목 거래가 원칙

- 개인 거래보다는 지역 속에서 복수 생산자와의 거래, 즉 그룹거래를 지향함.
- 지역 농가들의 상호교류와 공동작업을 포함한 그룹거래 추진을 통해 협
동출하를 넘어 지역 생산자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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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 및 환경농업에 의한 재배 가능 시 언제든 거래가 가능토록 하
여, 돌려짓기-사이짓기-섞어짓기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복합농업과
지역순환농업이 정착되도록 함.

○ 생산방법과 수량을 우선 결정하고 있음.

- 전년도 소비량에 기초하여 공급예정량 설정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지에
별도 생산 의뢰

- 공급예정량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소비계획서’를 작성하며, 이는 일종
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약속임.

○ 생산-소비계획서에는 수량과 더불어 생산방법 상세 기록

- 농약의 사용여부와 농약의 종류-사용횟수-사용량, 화학비료의 사용여부
와 종류-사용횟수-사용량, 유기질 퇴비의 종류-사용량, 천연약제의 종류사용횟수-사용량 등 생산방법 상세 기록

○ 생산-소비계획서에 근거하여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시기별 또는 순서별 입고와 주문 공급 진행

○ 생산계획의 수립

- 생산자들은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한살림 생산자 연수회에 참석하여 당
해 연도 ‘생산-소비계획서’ 작성, 제출

- 연합실무팀에서 취합-정리하고 1~2개월 정도 지역생산자 연수회 또는
지역모임 등을 통해 상호협의 조정을 거침.

-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생산계획량 확정, 해당 생산자에게 통보

○ 실제 생산예정량과 실제 생산량, 소비자 조합원들의 소비수량은 일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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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림에서는 공급예정량 인수를 책임지고, 그만큼 공급예정량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생산자는 공급예정량에 기초하여 재배할 책임을 짐.
- 수량 불균형으로 인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위험부분은 가격에 반영
- 한살림은 이용 호소, 가격인하 등을 통해 공급촉진 운동을 병행하며 가
공 등의 수단도 강구하고 있음.

○ 생산물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농업 재생산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경영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생산비 보장방식에 따라 결정(농가수취가격)

- 이러한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계절 통일가격 또는 계절을 통
해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가격수준을 원칙으로 함.

- 가격결정은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여 전업농가가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

○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산지, 품종, 재배방법과 과정 등에 따라 가격에 차
등을 두고 있음.

- 단일 품목이 아니라 복수 품목을 종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기 때문에 가격결정도 복수 품목을 고려

- 계절적으로 작물 재배가 어려운 시기에 생산되는 품목이나 노동력이 특
히 많이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과 기준으로 가격결정

-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고, 생산자가 그 가격으로
재생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즉,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함.

□ 한살림 조합 사례의 시사점

○ 사회적 약자, 소자본의 자립-자치적 유통시스템에 대한 모색

- 상생적 관계의 생산과 소비네트워크 구축 시 시장에서 경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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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방식의 자본 형성 및 운영을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인
- 연대와 협업을 통한 자본 조달, 협업적 경영과 컨설팅, 마케팅

○ 생산자와 소비자 주체의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 가능성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와 상생의 가격정책을 통해 생산과 소비주체
로 등장

- 계획 생산과 소비를 통한 위험요소 축소

○ 일반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 가치적 소비 유통체계 모색

-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 가격 경쟁 중심의 시장논리에 대한 대안 모색
- 올바른 소비자로서의 자존과 만족감 제고를 통한 새로운 소비수요 확인
- 결론이 난 한살림의 명태 취급 논쟁,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설탕취급 논
쟁은 한살림의 가치에 입각한 물품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일반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논쟁이 유통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오랜
기간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불가일 수 있으며, 사업적-현실적 관점이 결
여된 이상주의자들의 논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음.

○ 그러나 한살림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한살림 사업과 운동을 지속시키
고 발전시켜 온 원동력은 한살림의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
하려는 노력이었고, 이런 관점에서 설탕 취급 논쟁 역시 한살림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건전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임.

○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수시장과 대도시 시장 개척

- 분산된 생산자들의 통합, 소비자들의 결집을 통한 자체 시장 형성
- 지역 내 기본 소비시장 구축을 통한 소량 다품종 생산과 유사시 최소한
의 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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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외 대도시 마켓 진입을 위한 지역 내 제품 수집 및 물류체계 통합적
구축의 가능성

○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자생적 농업과 유통

- 국산사료 한우의 경우 해당 농가에서 약정된 소를 국산사료로 완전 전환
하고, 또한 2~3산 이후에 비육하고 출하하기 때문에 신청 농가에서 생산
포기가 빈번하였음. 따라서 사료 자급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우는 2013년부터 자급률 50% 목표 진행, 우리보리살림 돼지는 2013년 초
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전체 사육농가에서 출하 가능토록 추진,

육계와 산란계는 발아쌀보리 10% 첨가 및 옥수수 제외 사료로 시험사육 후
사육 성적-육질-품질 평가를 통해 전체 전환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 한살림제주의 중기 목표는 2015년 조합원 7,000세대, 매출 45억 원 이상 목
표로 지역순환형 생산 및 소비구조와 이를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하여야 함.

- 겨울에 편중된 환금작물 위주의 농업에서 밭작물과 다품종 농산물이 연
중 생산되는 시스템으로 전환

- 조합원 확대, 물류센터를 비롯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살림 제주
생산자들의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켓과 공급
체계 형성

- 도내 농산물의 분산적 대도시 소비지 출하방식을 지양하고, 통합물류시
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마케팅과 물류사업 진행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과 연계한 지역물품의 발굴 및 판로개척

- 한살림 제주는 시작 단계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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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 전문 전시-홍보-판매 공간인 ‘스토어 36.5’를 제주에 유치, 제
주점을 2013년 9월부터 개설, 운영 중임.

- 지역 내 유사 목적 기관단체, 기업 등과 연대한 지역상품의 발굴 및 유통
체계 구축과 품질향상, 물품의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음.

○ 내수시장과 도외 대도시 시장을 겨냥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 생산과 소비, 물류, 마케팅이 소비적 필요(안전한 먹을거리, 신뢰할 수 있
는 상품)와 가치적 만족(농민과 농업에 대한 기여, 환경 보전, 가족의 건
강) 등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일반 물류사업자와 대자본이 운영하는 항공 및 선박에 의존한 물류행태
를 지양하고 지역의 기업과 생산자, 유통업체 등 현장 주체들이 관리, 통
제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구축

-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제주교역 등의 경
험을 거울삼아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민간의 현장 전문가들이 자
립-자치적 관점에서 연대-협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화물기 및 화물선 구입, 또는 임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
며,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행정적 지원이 요구됨.

□ 제주발전연구원의 결과보고서와 워크숍을 통한 향후 과제 논의

○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양은 방대한 편이나, 여전히 사례와 현황 중심의 조
사수준에 불과

- 앞으로 추가적으로 각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필요시 직
접 설문조사나 현장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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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전의 회의결과를 통해 나왔던 제주시 전체의 유통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도 추가로 보완되어야 하며, 학교 급식 사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미흡하
여 추후 추가 작업이 필요함.

3. 경남발전연구원 워크숍
가. 회의 개요

○ 과 제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지역별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연구

2013. 1. 9.(목)
경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원내(3): 김병률, 김성우, 김윤진
- 원외

소속기관
경남발전연구원
마산청과(주)

창원청과(주)
한국지식경영연구원
경상대학교
울산중앙청과(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대구중앙청과(주)
대구효성청과(주)

직 급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대표
부장
부회장
상무이사
대표
교수
전무
사무국장
차장
대표이사
대표이사

성 명
권용덕
정오락
안성진
안태희
박종훈
안형진
배종성
전상곤
황찬규
오세복
손창희
이용우
김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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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주요 내용
1)

주제

1.

축산계열화

□ 고성 축산계열화의 목적 및 농가 의식 문제

○ 고성이 축산계열화를 시작한 이유는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때문

임. 예를 들면 전염병으로 인해 안정적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발생하
거나, 농가가 기업의 ‘을’로 전락하여 끌려가는 현실 등을 들 수 있음. 따라
서 향후 축산계열화를 통해 농가가 책임지는 농민이 가격도 설정하고 주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축산계열화는 사양프로그램으로써 예방적 관리가 중요한대, 일반농가는 질

병이 발생되면 치료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한 예방관리까지 가축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고 자동적으로 생산성이 내려가 시스템에 아직도 소극적인 자
세를 취하고 있는 편임.

○ 축산계열화를 위한 농가를 선택할 때 주안점은 바로 농가의 의식 상태임. 미생

물 배양은 생산효과를 위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략
일반농가의 30배, 이를 위해 사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시간만 6개월이
걸림. 따라서 농가 시설 같은 인프라구축 측면 보다는 이러한 비용적, 시간적
노력에 대한 농가의 의지가 필수적이라, 안정성, 체계적 생산 시스템에 대한
농가의식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가사업 신청-> 신청 접수-> 자금 지원 -> 컨설팅 -> 농가의 무엇이 부
족한지 평가 -> 실행’ 이러한 프로그램의 선택여부는 농가의식에 의해
되고, 안 되고 차이이지 사실 시설점수 차이는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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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계열화 전반적 운영 현황

○ 군수의 요청으로 2008년부터 예산을 받았으며, 고성에는 한우가 2만, 양돈
이 20만 두수가 있고, 돼지는 2만 8천 두수까지 현재 무항생재 인증을 받은

상태임. HACCP는 기본이고 국가의 인증을 받고 고성이 컨설팅, 즉 인정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소는 26농가, 돼지가 11농가로 당초 무항생재 인증을 위한 목적 두
수는 양돈이 5만, 소가 5천 두수

○ 일정 고객을 타깃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시작이 되는 지역

마켓은 울산, 부산, 경남지역이며, 거점 도축장은 1만 5천 평으로 위생적으
로 도축과 가공이 이뤄지고 있고, 생산은 고성에서 한우, 양돈 유통은 협회
가 역할을 분류해서 하고 있음.

○ 안전축산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농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고성군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 결정이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면 탄력성 있는 인력
보충과 예산 집행 같은 것들이 고성군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현재 프로그램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로 1년에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
고 시작하는 현실임.

- 하지만 여전히 농가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든 문제임.
□ 향후 추진 방향

○ 백화점은 이미지 때문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는 진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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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음. 향후에도 대형마트 진출에는 다소 회의적인데, 이는 대형마트에
서 이윤의 10~20%를 가져가기 때문임.

- 결국은 주식회사, 영리회사로 가야 한다고 판단

○ 그동안은 생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유통과 판
매 쪽에도 노력이 필요함.

- 브랜드 마케팅 쪽이 문제 -> 농가교육이 특히 문제로 모든 제품에 “고성
군” 직인을 찍어 출시하려고 함.

□ 보고서 추가 수정 사항

○ 고성군 축산계열화는 우리나라 최초로 관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데 큰 의

의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정작 보고서에는 언제부터, 어떠한 동기로 시행되
었는지 간단한 개황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
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때 고성의 한우, 양돈 농가의 사육두수나 전반적인
자료가 있다면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

○ 고성군의 계열화 추진상황을 잘 설명하기에는 현재까지의 내용은 부족한 편
이며, 일반적으로 축산계열화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 위주임. 고성군의 문제
가 무엇이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구체성을 가지고 분석해야 함.

○ 농가의식 판단기준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도 명시화해주어야 하겠음.

- 농가의 평가 매뉴얼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유통과 타깃 마케팅에
대한 내용도 추가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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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2.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 창원과 마산이 행정적으로 시가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직면하는 문제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서에 넣으면 어떠할까 하는 의식문제에서
시작되었음.

○ 통계로 보면 경남지역의 도매시장 간의 거래실적은 유사하기 때문에 ‘전국
VS 경남시장’을 비교·분석
□ 지방 VS 중앙도매시장 양극화 문제

○ 정부는 지방(창원, 진주, 마산) VS 중앙도매시장(광역시)를 농안법을 기준으
로 분류해놓고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차별화는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님.

·

- 농안법을 근거로 지방도매시장 운영 특례라고 하여 매수 매매방법을 자
유롭게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두었지만 이를 적용하는 시장이 없음.

○ 산지가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수입식품, 인구집중화, 대형마
트의 등장과 같은 현상들과 수도권으로의 물류 집중현상이 도매시장에 가져
오는 영향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아마도 현시점에서는 양
극화 심화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미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는 문제

○ 원예농협이나 국가 출자업자들은 국가의 보조비, RPC 등 보조시스템이 많

고, 업체가 산지에 물건을 받으려고 해도 물량이 서울로 가며, 다시 서울에
서 수수료를 떼고 가져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

- 심지어 창원의 단감마저도 거의 서울로 물량이 넘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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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은 이미 양극화가 되고 있음.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극복·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방도매시장 간 공동수집(예를 들면, 창원에서 성주참외
가 반입이 불가할 시 마산, 진주 등과 협력하여 물량 확보) 등이 있음. 그러
나 이러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이뤄지기 힘든 현실적 상황임.

- 따라서 주식의 사후 출자나, MOU와 같은 경영적 제도 마련이 필요

○ 정부는 매매법에 대해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거
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인 정가·수의매매를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
하고 있음. 이에 더해 2016년까지 정가·수입을 20% 달성하도록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경매 중심으로 지방도매시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 판매법의 다양화

○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일시에 대량으로 들어와서 대량으로 방출되므로 거점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시스템임. 때문에 물량 핸들링 능력이 부족하고 전반
적으로 물량이 작은 지방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매법의
다양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됨.

○ 문제는 계획적, 사전적 거래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데 바로 지방도매시장

이 작기 때문임. 그러나 일본의 예를 보면 지방도매시장이 중앙시장보다 매
매의 자유화가 훨씬 다양하고 빨리 이뤄졌음.

○ 정가매매, 정가·수의매매, 전자매매 등 어떠한 방법이든 사전적인 거래 방법
의 다양화하려면 산지와의 거래를 선별 및 차별화하는 등의 타켓 마케팅을
적극 권장하고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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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선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도매시장은 영세 다품종이 압도적이
며 따라서 경매사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함.

·

- 사전적 계획적 대응이 필요함.

○ 중도매인들이 많이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외부에 있는 실수요
자, 즉 우리지역에서 실제로 대량으로 농산물을 수용하는 대형마트, 저장업
자 등 직접 거래자를 발굴하는 능력이 필요함.

- 중도매인의 반대가 크므로, 그들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우선 중도매
인이 거래하는 거래처를 피해서 매매참여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참여자 비중이 30%
□ 지방도매시장 시설 및 운영 문제

○ 도매시장은 일시에 농산물이 대량 반입·반출되는 구조라 계획·사전적인 유
통기능을 도매시장 안에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함. 전처리 부분에 있어서

도 단순히 농산물의 ‘전처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요구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줘야 함.

- 선별, 포장, 가공, 보관의 기능까지 하는 복합적 시설을 갖추고 이를 연결
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

○ 도매시장 내 운영관리 주체들의 농산물 인식이 열악하며, 관계자들 간의 의

견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개선을 위한 애로 사항들이
많음.

- 현장의 일하는 업체들과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 간의 이해상충이 가장
크며 도매시장 평가가 갈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시설 측면에서 계획유통을 위해서 사전유통을 위한 보관 시설이 더욱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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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통과형’ 물류라면 앞으로는 ‘체류형’ 물
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도매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도매시장 기능에 대한 수직분산을 넘어서서 결국
도매시장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설정이 필요함.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매기능을 벗어나야만 최소한에 대형유통업체들과 비견
할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고성군 직인이 찍힌 상품을 출하하여, 안정성과 상품성은 자연스레 증명하

는 것처럼 경남도매시장에서도 (주)창원청과의 마크를 달고 출하한다면 지
금처럼 막무가내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객의 신임도도 상승할 것임.

○ 학교급식을 경남도와 제휴해서 지역농산물의 전매 사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가운데 도매시장이
나서서 물량을 확보하고 연계시키는 방향도 필요함.

- 현재까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판로 뚫기도 용이하지 않음.

○ 마트와 같이 소비지에 근접한 곳에서 구입하지 전통도매시장에 방문하여 구
입하려 하지 않아, 최근 창원청과도 분산, 소포장을 하여 소비자가 직접 먹
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작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시설 현대화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할 것임.

□ 창원/마산 도매시장 통합 문제

○ 시설 정비에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데 이미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정부는 지방도매시장을 거점, 소비지, 산지형
으로 도매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할 예정임. 경남지역을 보면 진주-산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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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비지, 울산도 소비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창원-마산은 그 기준이 다소
애매한 데다가 현재는 행정적으로도 그 경계가 애매해진 형국임.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시장이 똑같은 기능과 문제를 가지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 연구 결과 통합이전은 거의 불가하다고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결

과 통합이전은 제3의 부지에 해야 한다고 나왔으며 이는 보고서와 달라 수
정이 필요

○ 그동안 통합에 대해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음. 그러나 실

제로 시설현대화 5개년 사업을 수립한 상황이고, 올해 초에 발표가 예정되
어있는데 5개년이 지나면 또 5개년이 수립될 것임. 내서와 팔용, 이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시설이 지어진 시간차는 8년 정도가 있음. 두 시장이
동시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선정되면 상관없지만 한쪽만 되고 한쪽이 안
된다면 큰 문제와 갈등이 생길 것

○ 행정적으로 통합된 창원이지만 여전히 지역민의 정서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
문에 지역민의 정서상에도 갈등의 소지가 될 것임.

- 따라서 동시에 시설 현대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의견임.

○ 만약 한쪽이 해당되고, 다른 쪽은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통합이전을 고

려해봐야 할 것임. 통합이전은 연구결과상으로는 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우선순위로 미뤄진 상태고 앞으로도 도매시장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면
밀한 연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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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논의 내용

○ 구조적인 문제는 맞지만 실제 접목 측면에서 본다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
데, 정가·수의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그
것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은 상황임(예: 일부는 정가·수의매매, 일부는 아님).
- 이것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앞으로는 ‘경매장’이 아니라 ‘판매장’으로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경
매라는 단어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향후 도매시장이 추구해야 할 판매
법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개념들을 확장하여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경남발전연구원 워크숍

대구도매시장 현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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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현지 출장
가. 회의 개요

○ 과 제 명: 지역별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연구
○ 일 시: 2014. 1. 23.(목)
○ 장 소: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
○ 참 석 자:
- 원내: 김병률, 김성우, 김윤진
- 원외

소속기관
광주 두레청과
호남청과(주)
수협광주공판장
광주농협공판장
관리사무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협회
중도매인연합회
생산자대표
대전중앙청과(주)

직 급
대표이상
대표이사
총무이사
조합장
대표자
공판장장
소장
관리담당관
사무국장
차장
연합회장
한국농업유통법인
광주전남연합회
상무이사

성 명
한동주
고인수
이웅혁
박주성
김병학
황준연
변주봉
김병용
오세복
손충환
오금귀
석승환
양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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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주요 내용

○ 유통개선대책의 주요 이슈 4개 중 하나가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로, 공영 도
매시장 중 서울시가락동시장은 이미 체계화와 규모화를 이루었으나 정작 문
제는 지방도매시장이 문제임. 일본의 경우도 살펴보면 지방도매시장의 물량
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몰리면서, 물량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방도매시장과 중앙도매시장의 양극화 현

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경우, 절반이 도매시장 문제
이며 나머지가 직거래와 산지직거래에 관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
런 직거래와 산지직거래가 이슈화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
으로는 도매시장이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책정에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도매
시장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공영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

○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낙찰되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대형마트 가격결정의 근
거와 기준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농수산물의 중심은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현재는 대형유통업체가 커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위험을 받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좋은 상품의 경우 그에 걸맞은 가격을 받아야 농
민들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상품은 대형마트나 백
화점으로 주로 납품되고, 도매시장으로는 하등품이 들어가는데, 도매시장에
서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서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대형유통
업체들이 자연스레 특상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좋은 상품의 가격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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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농업 대국인 유럽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결국 농민들의 소득증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1등품을 대형마트에서 자동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는 좋은 물건들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중도매인이 좋은 물건을 갖기 위
한 경매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도 잘 나왔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쟁이 없
어지고 자연스레 가격도 낮아지고 있음.

○ 따라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농산물의 기준 가격이 제대로 서게 됨. 이
러한 가격기능이 도매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도매시장 내 도소매 병행문제

○ 현재는 대형마트에 소매의 기능을 다 뺏기고 있으므로 판매장을 넓히거나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함.

○ 현재 광주서부도매시장에는 이러한 공간이 많이 부족하며 설계적으로도 판
매장과 경매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복잡한 상황임.

- 저온창고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만약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시에는
중도매인의 자리에 소형으로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소매로 소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도매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음.

○ 소매용 소포장 판매에 있어 저온창고는 물론 단순가공시설 추가에 대한 논
의가 있어야 하는데 중도매인이 점포 내에서 소매용으로 단순 가공 및 포장
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임.

- 따라서 시장 안에 별도의 단순가공 시설을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포장 패
킹을 운영하는 것이 중도매인 개개별로 영세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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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도매 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그 숫자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30평 정도의 점포를 중도매인에게 주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미 서부도매시장은 정돈되지 않아 복잡한 상황이며 현재 시장 내에 전처리
시설, 저온창고 그리고 가공시설 등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중도매인의 매장 안에 따로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불가능함. 따라서 서부도매시장 근처에 이러한 시설을
지어 중도매인이 이용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정가·수의매매 문제

○ 정가·수의매매의 비중을 2016년까지 20%대로 올리자는 정부의 정책이 있

음. 대도시의 경우에는 전부터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이 산지에서 직접 물건
을 받는 직거래식의 형태로 운영되어오고 있었음. 산지에서 작업 후 매장으
로 옮겨서 판매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서류상장만 하는 식인데, 지방에서는
이렇게 대도시처럼 대량으로 가져갈 거래처를 갖는 것이 현실적애로가 많은
지방에서는 물량 확보 자체에도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정

·

가 수의매매의 비중을 올리는 방안은 결국 지방도매시장을 오히려 죽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

·

- 이런 방식의 운영 자체가 힘든 현실적 상황에서 정가 수의매매 비중 실
적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한다면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광주 원협이 도매시장 2팀이라 하여, 산지와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연

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존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 원협의 매출은 좋

·

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정가 수의매매 실적을 맞춰 운영하다 보니, 2013년
청과의 경우 매출이 77억에 불과함(광주청과가 800억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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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거래의 한 측면만 보면, 유통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직거래나 산지

유통을 확대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전체로 따지면 산지에
서 도매시장 거쳐 소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물류가 공영도매시장으로 집중화되니까 대형마트도 결국은 도매시장에
서 물건을 가져오는 현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
서 물류 효율화가 증대될 수 있음. 결국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도매시장이며, 도매시장이 중심을 잡아야 함.

□ 농협의 기능 확장이 도매시장에 주는 피해

○ 농협이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매까지 다 손을 대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방도매시장의 법
인이 피해를 받고 있음.

○ 대형마트에서 도매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2가지임.

- 1. 소포장을 해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제품을 납품
- 2. 신선한 농산물 공급

□ 물량집중화 문제

○ 또한 중도매인도 최근에는 장외거래를 하는데, 중매인 개인도 직접 산지의

밭을 사서 작업을 하여 바로 납품을 해버리고 있음. 이때 농협유통 등을 이
용하는데 결과적으로 도매시장에서도 중매인의 수가 줄어들고, 물건도 좋은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니 가격이 잘 안 나오는 구조가 되어버림.

□ 도매시장 시설 문제

○ 보통 경매인이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물건을 가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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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처리하고 다시 가져오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적지
않아 시장 내부에서 이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올라갈 것임.

○ 물류시설이 잘 갖추어야 하는데 광주서부도매시장의 경우 전처리 시설도 부
족함.

○ 도매시장의 내부에 다시 판매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경매

장과는 분리하여 혼잡을 막아야 함. 현재 서부도매시장에는 그러한 공간도
부족한데 이는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보다는 시설의 불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자체 냉장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중매인의 자리에 냉장고를 주면 거기서 판
매할 수 있음.

○ 서부도매시장의 경우 지하에서 소포장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위생검열에서

부터 원산지 표기 같이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제도적 보완과 시설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런 문제는 영세한 중도매인이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매협회가
공동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도소매의 기능까지 확장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해
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산지 APC의 가동 기간이 3~6개월인데 만약 도매시장 내에 쇼핑센터나 APC
를 설치한다면 산지와는 달리 연중 가동이 가능하므로 효율성이 높을 것임.

○ 시설적, 제도적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농협과 경쟁하면서 대형마트에 유
통도 가능하여 경쟁체제에서 도매시장의 궁극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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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매시장이 산지소비지 역할, 생산지+소비지 역할 양쪽을 다 할 수 있
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판매할 수 있는 소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
록 해야 함.

○ 주차장에 차를 대기도 힘든 상황인데 일반자가용보다 물류차량들에 주차장
을 내주기가 힘듦.

○ 도매시장, 도매차량 주차장 공간이 매우 협소함. 전용주차시설을 따로 개설
해줘야 함.

○ 또한 현재 비가림 시설이 없는데 현장에 꼭 필요한 시설임.
○ 각화, 서부도매시장은 시장처럼 주부나 고객들이 와서 장을 보는데 따로 주
차장이 없음.

○ 도소매 분리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 일반적인
형평상 주차장 공간이 좁아 일반자가용은 물론 물류차량들에게도 주차장을
내주기가 쉽지 않음.

□ 예산 및 지자체 운영 문제

○ 예산 증대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실행기구인 기재부, 농림부의 기본적인 시
각이 국고를 가지고 지방도매시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방도매시장
내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합
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임. 기재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해도 힘든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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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는 다른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

도매시장 시설에 관한 부분에는 관심도가 높지 않아, 다른 예산에 밀리는 것
이 현실

- 도매시장에 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임.

○ 시설낙후는 지자체 의지 문제가 크며 이는 도매시장법인과 지자체의 꾸준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 대전의 경우가 좋은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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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지 출장
가. 회의 개요

○ 과 제 명: 지역별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연구
○ 일 시: 2014. 2. 4.(화)
○ 장 소: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 장 자:
- 원내: 김병률, 김성우, 김윤진
- 원외

소속기관
청주청과
천안청과
도매시장팀

직 급
대표
전무
팀장

성 명
양승민
양승묵
김인수

나. 주요 회의 내용

○ 청과물의 경우 50%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
고 있음.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의 30%가 가락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70%가 나머지 전국 도매시장으로 경유되고 있음.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

째, 전체 물량 자체의 비중을 확대하여 활성화를 하는 방안, 둘째, 도매시장
으로 경유하는 물량 중에 가락시장으로 집중화되는 것을 지방도매시장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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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방도매시장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물량 확대이며 청주
도매시장과 춘천도매시장 역시 물량 자체의 부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
며, 이와 함께 시설낙후의 문제가 있었음.

□ 청주도매시장의 문제점

○ 약 2만 302㎡의 건축규모로 1988년에 개장해 현재 27년의 역사를 가진 청주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음. 최근에는 시설에 대
한 투자도 하려고 노력 중이나 2013년 한국산업기술개발원의 연구용역 결
과 2025년 충북 청원군 옥산면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어 이러한 시설 투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도매시장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청주도매시장은 소매를 통

한 매출 비중이 비교적 큰데, 이러한 이전으로 발생할 또 다른 문제점은 중
도매인의 도소매 겸업이 힘들 가능성이 큰다는 점임.

- 지방도매시장의 특성상 지역밀착형이 되어야 활성화는 물론 현재의 어
려움도 타파해 나갈 수 있음.

- 이전 장소인 옥산면의 위치가 소매지와는 거리가 멀어 소매의 기능이 더
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시설현대화는 전면적으로 시설현대화가 필요한데 그나마 최근에 3,000평의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전보다 혼잡함이 덜 함. 그러나 개장한지

26년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설현대화가 어느 곳보다 필요한 상황임. 공
간과 예산의 제약이 있다면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공
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주차장은 어느 시장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주차타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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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매인의 잔품처리라는 용어는 어감상 좋지 않아 용어를 바꾸어야 하며,
경매장 역시 판매장으로 바꾸어 향후 다양한 판매방법을 감안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 지방도매인의 경우 중도매인의 숫자가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제도로 인해 진입초기에 1년 내로 나가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음. 비록 중도매인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 해도 행정적인 처벌 때문
에 나가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기보다 유예기
간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이렇듯 중도매인의 숫자가 감소하여 경매 경쟁이 약화되고 물건의 값이 낮
게 나오게 됨.

○ 또한 최근에 중도매인 간 거래가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순번

을 정하여 경매에 낙찰시켜 나눠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도 역
시 시세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인근의 마트나 대형유통업체들도 매참인으로 등록시키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시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중도매인의 반발로 인해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관리 공사같은 운영주체나 정부가 개설자 평가 지표에 ‘매참인 신고
접수 사항’을 배점으로 부여하여, 개설자 평가는 물론 법인평가에도 넣어 행

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이는 단순히 법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매참인을 전
략적으로 몇 명만 키우더라도 시장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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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청주도매시장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무, 배추는 2~3명의 중도매인 밖에 없는데

·

이들을 두고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가 수의매매로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작목반, 생산자, 농협 등에 홍보를 하여 법인에게 경매가 어려운 시
기에 정가매매를 하도록 권장하면 이는 오히려 도매시장과 산지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임.

- 양파와 같이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정가매매 판매가 용이하지만 한창 생

·

산되고 활발한 시기에 정가 수의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음.

□ 충주도매시장의 문제점

○ 근처 충주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은 넉넉한 편이지만 경매시설이 많
이 부족하여 이쪽으로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충주는 지역밀착형 도매시장으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여전
히 주변 지역 발전이 더디어 도매시장 역시 커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복합적 쇼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함.

○ 충주의 경우 컨테이너 경매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한 단위가 20kg임. 회

수관리 체계만 잘되면 포장 부담도 적고 효율적임. 또한 충주가 산지도매시

ㅡ 도매시장’의 시스템은 농민이익에도 도움이 됨.

장이다 보니 ‘산지

- 도매시장 내 선별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 충주는 사과와 복숭아의 주산지로 소포장 가공 겸영사업을 하고, 중도매인
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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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청주도매시장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무, 배추는 2~3명의 중도매인밖에 없는데 이

·

들을 두고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가 수의매매로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작목반, 생산자, 농협 등에 홍보를 하여 법인에게 경매가 어려운 시
기에 정가매매를 하도록 권장하면 이는 오히려 도매시장과 산지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임.

- 양파와 같이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정가매매 판매가 용이하지만 한창 생

·

산되고 활발한 시기에 정가 수의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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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원발전연구원 회의 및 춘천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지 출장
가. 회의 개요

○ 과 제 명: 지역별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연구
○ 일 시: 2014. 2. 5(수)
○ 장 소: 강원발전연구원 회의실, 춘천도매시장
○ 출 장 자:
- 원내: 김병률, 김성우, 김윤진
- 원외

소속기관
강원발전연구원
춘천 중앙청과
관리사무소

직 급
연구위원
대표
소장

성 명
강종원
강진호
양재준

나. 주요 출장 결과

○ 나머지 전국 도매시청과물의 경우 50%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나머지는 다
른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음.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의 30%가 가락시장
이 차지하고 있으며, 70%가 전국 도매시장으로 경유되고 있음.

○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

째, 전체 물량 자체의 비중을 확대하여 활성화를 하는 방안, 둘째, 도매시장
으로 경유하는 물량 중에 가락시장으로 집중화되는 것을 지방도매시장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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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든 궁극적으로 지방도매시
장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물량 확대이며 춘천도매시장 역시 물량 자체의 부
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설낙후의 문제가 있었음.

○ 지방도매인의 경우 중도매인의 숫자가 점점 더 줄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제도로 인해 진입 초기에 1년 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비록 중도매인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 해도 행정적인 처벌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함.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제
한을 두기보다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중도매
인의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경매 경쟁이 약화되고 물건의 값이 낮게 나오게
되어 생산자에게 가는 이익도 함께 감소

- 더욱이 춘천의 중앙청과는 중도매인의 절대적인 수가 적어 중도매인의
수를 늘리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시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중도매인의 반발로 인해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
가 있음.

○ 따라서 개설자 평가 지표에 ‘매참인 신고 접수 사항’을 배점으로 부여하여,

개설자 평가는 물론 법인평가에도 넣어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이는 단
순히 법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매참인을 전략적으로 몇 명만 키우더라도 시
장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 춘천도매시장은 유일하게 aT에 위탁하여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음. 이로 인

한 장점은 예산 집행과 민원 등의 행정적 처리가 신속하다는 점임. aT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으로 도매시장의 시설 쪽 지원도 있음.

-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통한 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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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와 같이 트럭을 산지에 보내면 원주 쪽이 가격이 더 잘 나오거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시 생산자가 추후에 물건을 판매할 때 원주에만 보내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춘천도매시장의 경우에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지의 물품의 시장 유입 역시 원활하지 않음. 또한 중도매인의 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부족

○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청주도매시장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무, 배추는 2~3명의 중도매인밖에 없는데 이

·

들을 두고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가 수의매매로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음.

○ 춘천도매시장도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의견임. 작목반,

생산자, 농협 등에 홍보를 하여 법인에게 경매가 어려운 시기에 정가매매를
하도록 권장하면 이는 오히려 도매시장과 산지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임.

- 양파와 같이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정가매매 판매가 용이하지만 한창 생

·

산되고 활발한 시기에 정가 수의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음.

○ 춘천 도매시장의 경우에 주차공간은 주차공간과 경매시설이 실질적으로 부

족한 것이 사실이나, 워낙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시설적으로 큰
보완점은 없음. 하지만 앞으로 대대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노력으로 필요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춘천의 지역밀착형 도매시장이 되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외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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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이며, 춘천의 경우는 재
래시장이 활성화되어있어, 도매시장이 살아남기에 더욱 힘든 상황임.

- 심지어 춘천도매시장의 인지도 자체가 상당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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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정책 워크숍

가. 워크숍 개요

○ 일 시: 2014. 3. 20.(목)~21.(금)
○ 장 소: 대전 세종상황실
○참 석 자
소속

직급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초청연구원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장
서기관
사무관

원내: 7명, 원외: 26명

이름
김병률
국승용
최병옥
김성우
박성진
김윤진
노호영
이재욱
안영수
변상문
신우식
김고은
조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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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동국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물도매법인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대관령농협
한서아그리코
산지유통인 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김천 송원 APC
해남 이레유통
국무조정실

직급
교수
교수
사무국장
차장
처장
팀장
연합수급사업단장
전무
소장
대표
사무총장
회장
대표
대표
사무관

농민신문

기자

농업인신문
농수축산신문

기자
기자

이름
권승구
송춘호
오세복
손충희
성창현
윤도언
김홍배
곽기성
전낙진
하석건
이광형
강용
백남진
김영진
정홍곤
한재희
이성제
서륜
최현식
박현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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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1일 참석자>
직급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장
서기관

농협중앙회
대관령농협
한서아그리코
산지유통인 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김천 송원 APC
농산무역

사무관
교수
교수
이사
처장
팀장
연합수급사업단장
전무
소장
대표
사무총장
회장
대표
대표

농민신문

기자

농업인신문
농수축산신문

기자
기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름
김병률
국승용
최병옥
김성우
박성진
김윤진
노호영
이재욱
안영수
변상문
신우식
김고은
조민경
김성훈
송춘호
윤정인
성창현
윤도언
김홍배
곽기성
전낙진
하석건
이광형
강용
백남진
조기심
한재희
이성제
서륜
최현식
박현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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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워크숍 주요 주제 및 회의 결과
□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KREI 세종상황실에서 유통 정책워크숍을 개최

○ 농식품부가 지난해 5. 27.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유통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개선대책 세부대책들이 현장에 적용
되며 미흡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이 나타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음. 유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와 소외된 분야도 있어
정책의 공정성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식품부는
금년 4월 말까지 유통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농산물

유통개선 종합대책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시점에 국책연구기관인

KREI 유통연구자들과 농식품부 유통국의 정책 담당자들, 유통전문가들이
모여 집중 토론을 통해 유통개선 보완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
단하여, 유통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20일 -‘도매유통개선’과 ‘유통개선대책 성과 및 보완대책 방향·이슈’에 대한
논의
1)

유통 전반의 현황 논의

○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해짐에 따라 경제장치가 필요함. 도매시장의 규제
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중도매인의 담합 가능성도 높
아, 상인들 상거래에 관해 투명한 거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경매에 치중되어 있는 거래매매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이의 목적으로는 현
재 경매만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출하와 거래 안정화를 위
해 거래매매의 다양화는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유통개선을 위해 필요함.

199
2)

공영도매시장의 문제점

○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는지부터 의문이 있음. 도매시장의 독특한 특성으로 경영체
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에서 충분
한 검토를 한 후 방향 제시를 해줘야 함.

○ 산지 측면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편하고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품질이
균일하고 앞으로 브랜드화만 잘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도매시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은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주체별, 문제
별로 구분한 접근이 필요함.

3)

제도 문제

○ 하드웨어 부분은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소프트웨어 쪽이 미흡
하며,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연구에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

○ 현재 제도가 넘치고 있는 데 반해 15년 전과 똑같은 현상이 여전히 반복되
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매시장과 유통
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4)

산지 문제

○ 산지조직화는 길게 두고 봐야 하는 문제로서 산지, 도매시장의 법인, 중도매

인 이 세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산지규모화를 통해 물건을
도매시장에 밀어 압박하는 것이 해결 방안

○ 산지의 문제는 ‘조직화’임. 현재 자조금도 불가능하며 FTA 대응의 주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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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산지의 힘이 전국적으로 많이 커지고 농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임.

○ 유통 측면에서 보면 산지와 소비를 서로 분리해서 논하면 안되며, 크게 봐야
객관적인 대응책이 나올 것임.

5)

기타 논의

○ 유통계열화가 너무 상부에만 치중되고 있음. 농협은 철저하게 지역 농협을
분류하고 출하하는 농협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함.

○ 인력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미국도 멕시코 등 남미 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으
며 농촌인력 수급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이 관심을 가져야 함.

○ 농협은 농협, 영농 법인은 영농법인에 맞게 정책 시행해야 함. 영농조합법인

의 경우 명확하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며, 농협처럼 생산자를 위한 조직
인지, 수입추구단체로 규정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지원을 해야 함.

□ 21일 ‘직거래 및 로컬푸드’‘수급안정방안 발표 및 토론’ 논의
1)

직거래의 개념 문제

○ 직거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정확히 하여, 직

거래의 개념을 협의로 좁혀서 체계를 정리한 뒤 정책지원을 하고, 매장별로
특색과 스토리를 가지도록 독려하여, 직거래 장터의 본연 목적 이외에도 부
합되어야 함.

○ 직매장은 6차 산업의 거점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 직매장의 단점은 직원
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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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 일본은 비교적 설명을 잘함. 직매장 활성화를 통해 일본은 star 농가가 생기기

도 하는데, 일본은 직매장 간에 전국적으로 연결시스템이 있고, 점장의 능력
이 매출을 좌우하기도 함. 이러한 결과의 주요인은 교육으로 꼽히기도 하는
데, 자회사를 성립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농협 내에서도 관심이 많
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3)

수급안정화 방안

○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좋지 않으며, 이 단어에 대한 교체
도 생각해 봐야함.

○ 수급조절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하며, 관측센터로는 무
리가 있으므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해줘야 함.

○ 비축 문제는 농가가 작물선택의 위협을 그 스스로 깨닫고 행동해야 하는데
정부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음. 농업정책이 농민·농촌까지 끌고 가고자
하지만 이제는 농업정책으로 이해하고 추진해야 함.

다. 회의 참석자 발언 및 전체 내용
□ 20일 -‘도매유통개선’과 ‘유통개선대책 성과 및 보완대책 방향·이슈’에 대한
논의

○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해지고 있음. 경제장치가 필요한데, 도매시장의 규

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음. 이러한 현상으로 중도매인의 담합 가능성도 높
아, 상인들 상거래에 관해 투명한 거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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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 치중되어 있는 거래매매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이의 목적으로는 현재
경매만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출하와 거래 안정화를 위해
거래매매의 다양화는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유통개선을 위해 필요함.

○ 정가·수의매매는 현재 정부에서 2016년까지 20%대로 확대하고자 추진 중

인 정책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주로
경매에 의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 정가 수의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
법’으로, 정가매매는 산지에서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 도매법인과 산지가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대로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며, 공산품 등
에서 흔히 얘기하는 정찰 판매와 비슷한 개념임. 수의매매는 특정한 판
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상대, 가격을 흥정해 결정하는 것을 말함.

○ 그러나 경매는 주로 단기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큰 단점이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경매제에 따른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가·수
의매매제도를 지난 2012년 8월에 도입하였음.

·

- 그러나 아직까지 정가 수의매매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

○ 이렇듯 정부는 지난 5. 27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따라 도매시
장 가격결정을 경매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며, 정가·
수의매매 비중을 2012년 8.9%에서 2016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
과 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정가·수의매매 물량의 예측 가능성
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와 도매시장 간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 그러나 정가·수의매매는 출하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비용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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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아직

·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도매시장 내 정가 수의매매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음.

○ 실정을 보면, 국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농산물 중 정가·수의방식으
로 매매되는 물량은 2013년 현재 10% 선이며,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

물 열 개 중 한 개 정도만이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전송되는 셈임.

○ 이런 정가·수의매매는 2012년 8월 도매시장 정식 거래원칙으로 전격 포함되
었으나, 이에 따른 거래물량 증가세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미미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정가 수의매매 물량은

2011년 8.3%에 이어 2012년엔 8.9% 수준으로 나타났음.

○ 정가·수의매매의 정착이 더딘 이유는 산지와 소비지(도매시장)의 입장 차이
가 여전하고 각 부분의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탓이라는 데 이견이 없으며,

산지는 경매 가격보다는 높게 받으려고 하고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속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서로 평행
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임.

○ 한 예로 농협가락공판장의 경우 설대목 기간 한 산지출하조직과 배를 정가·
수의매매하였음. 7.5㎏들이 한 상자당 2만 8,000원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열
흘도 못돼 경락값이 2만 2,000원선으로 급락하면서 미리 정한 가격을 놓고
산지와 중도매인 간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경매로 해당 물량을 처리하는 경
우도 있었음.

○ 가격이 어쨌거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결정되는 경매제에 30년 가까이 익숙
해진 시장 관계자들에겐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라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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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산지로부터는 약속한 물량을 왜 처리해
주지 않느냐, 또는 기상 이변으로 미리 선보인 견본품과 다른 품질의 상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 시장 유통인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경남 진주의 한 딸기주산지 농협 공선출하회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가락시
장 한 청과도매법인과 딸기를 정가·수의 거래하기로 했지만 한달도 못 돼
해당 거래계약이 파기되었음. 가격산정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 법

인 중도매인들의 분산능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아 당초 원했던 만큼의 물량
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성공사례를 들면, 대량 수요처를 거래처로 삼는 중도매인의 경우 균일화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일정 기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반
기고 있으며, 버섯이나 신품종 농산물 등 이른바 틈새작목 취급 중도매인들

·

은 정가 수의매매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충북의 한 사과 주산지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영세 중도매인들
과 연계해 원하는 품질별로 수요를 규모화하여 정가·수의형태로 공급받은

결과, 중도매인들은 그동안 취급하지 못했던 품질의 사과를 고루 받을 수 있
었으며, 산지는 물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었음. 특히 버섯 등 품질과 생산

·

량이 연중 일정한 작목의 경우 정가 수의매매 방식이 훨씬 효율적임.

○ 정가·수의매매의 정착이 더디긴 하지만 향후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막대하

다는 데는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함. 경매사가 산지는 물론 시장 상황
을 동시에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경매사
는 도태되고 중도매인 역시 분산 기능이 취약할 경우 양극화 현상에 시달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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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수의매매는 1985년 서울 가락시장 개장과 동시에 도입된 상장경매제

나 1998년 처음 실시된 전자경매에 이어 도매시장을 움직이는 세번째 큰 획
이 될 것임.

○ 이러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일반 농산물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친환

경 농산물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하며, 특히 지방도매시장에

·

서 정가 수의매매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음.

○ 공영도매시장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는지부터 의문이 있음. 도매시장의 독특한 특성으로 경영체
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에서 충분
한 검토를 한 후 방향 제시를 해줘야 함.

○ 또한 정부의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해야 할지 아니면 사업자의 입장을
고수해야 할지, 현재 마트와 비교해서도, 공영도매시장이 규제가 많은 편으

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과 현지가 모두 헤매고 있는 중이기 때문
에 혼선이 존재하고 있음.

○ 산지 측면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편하고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품질이
균일하고 앞으로 브랜드화만 잘 한다면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APC의 경우는 공영도매시장보다 산지에 개인농가가 더 많은 APC를 소유
하고 있음.

·

- 산지의 경우 정가 수의매매는 곧 APC의 성공가능과 직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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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의 경우 조직화, 계열화되어있는 곳과 추진해야 한다면, ‘품질 +가격’이
동일해지고, 안정화가 될 수 있음.

○ 현재 도매법인협회의 역할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이들이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품질을 균일하게 조직화하여 이끌어나갈 조직체가 필요한데 이들에게
인센티브와 지원 마련이 필요함.

○ 매매자유화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거래 대상인 시장 내의 중도매인이

매매참가인(실수요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는 등 문제가 있음.

○ 사전적인 성격으로 당일 현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는 말이 되지 않으며, 최
소 3일, 일주일, 시즌 단위로 사전에 거래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가·수
의매매가 이뤄지는 것임.

○ 정부거래 참여자 수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장려 및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하며,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의 재전환도 필요함.

○ 도매시장 관련해서 정책과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분해서 접근하여야 함. 도
매시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은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 기정사실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관은 농안법을 근거로 하여, 시설사용료는 지불하지만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주었으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농안법을 보면 규제 측면에서 풀어져야 할 부분은 이미 많이 풀어진 상태이
며, 실질적으로 중앙법인도매시장의 경우 상호출자를 하여 전송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현지인들이 느끼는 정도의 법 제한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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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겸영을 못하는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출자
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됨. 시설투자의 경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민간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어,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고, 규제
완화에 대해 꾸준히 검토 중

- 다만 공공성이라는 제약은 존재하고 있음.
- 시설사용료도 인하 예정이며, 시장사용료도 전자경매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
- 추가적 조정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리인하/저온저장시설과 같은 문제도 공영도매시장 내

시설 사용 확장을 위해 검토하도록 할 것임. 현재 개설자 평가를 외부위탁
및 법제화할 예정이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을 인터넷에 입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안영수 과장은 산지조직 가격 결정구조가 어려운데 정책 마

련은 하였으나 실효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하석건 대표는 시장에서의 경영마인드가 제도적 장치 내에서 자신의 이익에
대한 걱정과 생각이 강한 것이 자연적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많이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함. 시장과 유통의 문화와 사고 방식에 대한 전환 노력
도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규제를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 송춘호 교수는 정가·수의매매를 20%를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달성 취지에
목적이 부합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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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수의매매를 정부 측에서 20% 설정을 하는 취지를 생각하고 개선노
력을 해야 함.

○ 소견으로는 산지에 포커스를 맞춰 해결을 도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
음. 정가·수의매매라는 것이, 1주일 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실제로 진정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한

·

다면 파종부터 정가 수의매매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광형 대표는 산지관리는 도매법인이 관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

서, 이는 도매법인시장의 입장에서 산지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메리트가 없

·

을 뿐만 아니라, 정가 수의매매를 더 일찍할 수록 그 리스크가 법인시장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늦추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함.

○ 오세복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법인회사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의 예를 들며, 필드가 아니라 정책이 먼저 시
행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도매법인 시장이 따라가야 함을 주장함.

○ 최병옥 박사는 도매시장 법인은 이익을 내야 하는 단체이며 투자비용이 들

고, 인력문제, 물류비, 물량수집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매법인시장 차원에서 산지관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제도개선의 문제에서 중도매인이 상장을 못하는데, 밖에서 이미 거래
를 많이 하고 있음. 원인은 법인이 가져온 물량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으며,

현재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중도매인의 이런 행동에 법인이 고소하
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문제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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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매시장법인 연착륙 방안과 중도매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
익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곽기성 전무는 과연 이러한 제도에 대한 수용자의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거래 다양화가 산지중도매인 법인입장에서
좋아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산지에게도 득이 되는, 즉 금전적으로 생산자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유통정책의 하드웨어 부분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함. 소프트웨어 쪽을 신경써야 함.

○ 김홍배 대표는 정가·수의매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인력조직
개편이 요구되며 산지와 도매의 의견대립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농협

·

은 정가 수의매매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음.

○ 김영진 대표는 오히려 중도매인이 정가·수의매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고 사료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정비가 많이 필요한 제도임에 분

·

명하다고 발언함. 그러나 산지 쪽에서는 정가 수의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음

(대형마트가 산지에 요구하고 있기도 함).

○ 솔직히 산지의 하등품을 도매시장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음.
○ 게다가 현재는 너무 많은 제도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전과 똑같
은 현상이 나타남. 이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권승구 교수는 산지조직화를 길게 봐야 하는 문제로 간주하며, 현지생산자

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이 세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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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모화를 통해 물건을 도매시장에 밀어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음.

○ 현재의 상황을 경계하고 반성하자는 이야기는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항상 명
심해야 하며, 각 주체의 각성과 반성이 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세 주체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시장
내에서 갈등은 당연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농안법임. 현재의 농안법은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점 중 하나가 이러한 법도 제대로 시행이 되
지 않고, 관리자 정책담당자들의 역할이 뒤바뀐 현실이라고 주장하였음.

- 관리자가 정책자가 되어버린 실정

○ 도매시장이라는 제도는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 정착

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며, 산지와 항상 같이 생각하고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
야 함. 왜냐하면, 정부에서 도매시장을 만들고, 규제를 하는 이유가 산지 때
문인데 오히려 현재는 산지가 을의 입장이 되었으며, 관리자까지 뒤섞여 이
득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정홍곤 국무총리 사무관은 지난 농산물 유통구조 대책에서 보완대책이 나왔

으며 그중 가장 시급한 이슈 2개는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나머지의
경우 기존대책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이 어떻게 될 지에 따라 충분
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유통정책 워크숍에서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보안대책의 마련으로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
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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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 대책 마련에서 도매유통개선과 정가·수의매매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도매시장의 효율화라는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어떠

·

한 노력을 하였으며, 정가 수의매매 확대가 진정한 해답인지 고민해봐야 한
다고 주장하였음.

○ 정가·수의매매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보완점과 필요점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함.

·

-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도 정가 수의매매에 관심을
가졌음. 이러한 정가 수의매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내어
주면 좋음.

- 민원해결을 통한 것에서도 대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 윤도언 팀장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과제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제의 정책이 현장과 실제에 접목돼서 추진이 안 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시행을 하기 전에 사전 검증과정이 수행되고,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급하게 전체 시장을 다

·

가지고 가려니 힘든 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상위거래자 위주로(정가

수의매매라는 것이 소수거래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제대로 된 정

·

가 수의매매를 하는 대상을 포커스로 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현재 중도매인의 수가 많지 않은데 중도매인을 규모화하려고 한다면, 인위
적인 수단이 개입되어야 하며, 규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
시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김영진 대표는 농협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 농협은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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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향후 법인도 대출과 같은 문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현재 농업으로 거대자본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구전략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형화가 되면 유지비용도 올라가고 가격 등락도 심해지
면서 회복이 힘든데, 이 과정에서 이마트와 안성 APC 영향이 분명히 작용하
였다고 주장함.

○ 강용 대표는 산지대형화는 본인이 선택한 것임.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첫 번

째는 산지대형화를 추진한 해당자에게 있으며, 유통업체의 배반과 복합적인
문제들이 뒤섞여 발생한 것이라고 현장을 분석하였음.

○ 백남진 대표는 농협과 농업법인을 통한 산지조직을 지역단위(지역한정)와
영농(전국적)단위로 분류해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 손실을 보조해주면 유통업체에게 이득이 되

고,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는데, 이러한 보조는 제대로 평가하고 시행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현재 산지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데 농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은 법과 행정적인 원인으로 제약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음.

○ 이 밖에도 농협과 세금체계를 같이 공평하게 시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산지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농협과 생산자 조직 간의 차
별문제를 들었음.

- 영농법인도 충분히 계열화등이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차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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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형 대표는 산지에서 소득안정 방안 마련이 선수되어야 하며 정책의 양

극화 문제에 따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의 안정(기계
화의 문제)/ 인력부분 문제(지역 바운더리에 한해서만 인력사용 가능, 시스
템, 정책적 문제 존재)/ 산지 APC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음.

○ 권승구 교수는 산지의 문제는 ‘조직화’이며, 현재 자조금도 불가능하며 FTA
대응의 주체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적으로 산지가 많이 커지고 농민들
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분석하였음.

○ 또한 산지 문제를 서구의 모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우리와
비교적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일본의 케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주장하였음.

○ 유통 측면에서 보면 산지와 소비를 서로 분리해서 논하면 안되며, 크게 봐야
객관적인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 함. 유통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하였고,

생산자와 농협을 통해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소비/대형마트로 가는 구조
가 가장 현실적인 루트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루트는 현재 주류 주체를 끌고
가는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라인이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유통계열화가 너무 상부에만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하
며, 농협은 철저하게 지역 농협을 분류하고 출하하는 농협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농협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고 언급

○ 노동 인력 확보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농업 대국인 미국도 멕시코 등 남

미 인력으로 현재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며, 우리나라
의 농촌인력 수급도 농협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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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석건 대표는 현재의 문제에서 영농법인이 스스로 대응을 못했다고 할 수

는 없으며, 따라서 지원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고민해 봐야 한
다고 언급하였음.

○ 농협의 장점과 영농법인의 장점을 구분해서 지원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음.

- 농업법인은 행정속도와 의사속도가 빠르고, 아이디어를 통한 상품개발이
뛰어남.

○ 정부는 과감하게 농업법인 발전기금 지원을 하고, 기업경영회생을 위한 마
케팅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 또한 서구모델과의 차이점을 1. 자본력 차이 2. 영농규모의 차이 3. 시장규모
의 차이로 꼽으면서, 이러한 서구 모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강용 대표는 주류 루트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진짜 주류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 정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함.

○ 백남진 대표는 영농법인과 농협이 품목 중심으로 가면 APC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단위와 소외된 품목을 잘 활용하면, APC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곽기성 전무는 대관령 농협은 품목농협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품목을 안 넣으면 정부 차원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이 있
다고 지적하였음.

○ 대관령 원예농협의 경우 시·군유통회사, 연합사업단, 영농법인, 조공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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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가 애매모호한 현실이며, 같은 군단위에서도 품목 조합은 같이 상생
하기 어려워 농업법인과 비슷한 위치라고 언급하면서 조직의 위치가 명확하
지 않기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있다고 호소하였음.

○ 농협은 산지유통을 하려면 수지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농업노동력이 없어
정식해서 산지에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원론적으로 수탁사업 수수
료 받아 유지하기가 형평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음.

○ 인력문제는 수탁으로 되지 않으며, 수탁도 매취로 끝난다고 말하면서, 산지
유통은 새로운 수익창출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계열화·조직화·규모화가 되
어야한다고 언급하였음.

○ 대기업이 현재는 이러한 조직화·규모화를 다 하고 있어, 남아있는 시장의 업
체들은 소상공인들뿐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식당 택배물류추적시
스템과 같이 대기업이 하기 전에 산지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성창현 처장은 농협 중심 계열화는 오히려 원망을 살 수 있으며, 계열화를
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곳곳에서 농협 중심 계열화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같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산지유통 측면은 통합마케팅이 필요한데 100개의 전국통합주체를 만들어서
물류거래량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올리고,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마케팅을 시행하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수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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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영농 법인은 각각에 맞게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신우식 서기관은 대안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생각
을 많이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최병옥 박사는 산지유통 종합 대책은 규모화, 조직화, 체계화가 잡힌 상태라
고 생각한다면서, 통합 마케팅·연합 마케팅을 비교적 잘하는 조직도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조직화·규모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불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음.

○ 수급안정화 대책은 밴드, 수매, 비축, 품목 수입 등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으며,
수급 유통대책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명확하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농협처럼 생산자를 위한 조직인
지, 수입추구단체로 규정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음.

○ 시각을 수급안정 측면에서 농협만 바라보고, 정부가 정책 지원에 힘써야 하

는지 의문이 들며, 정책적 사업파트너를 농협에만 집중하지 말고, 수급안정
조직, 영농조합 등도 파트너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21일 ‘직거래 및 로컬푸드’‘수급안정방안 발표 및 토론’ 논의

○ 강용 대표는 매장과 장터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
급하였음.

○ 무조건 좋은 자리에 실적을 위해서만 한다면 민원등 문제가 꼭 발생하기 때
문에 특색과 스토리를 가지고 직거래 장터가 지닌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부
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1. 생산자 주거형 + 조직 주거형에 제일 먼저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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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품목 중 중간에 텀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

지, 판매자와 소비자 어느 쪽을 맞춰 정책을 지원할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국승용 박사는 직거래의 정의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다고 말하면서, 생

협을 과연 직거래로 범주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생협 중에 무늬만 생협인 곳도 존재함.
- 생협은 ‘생산자&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거래 개념으로 봐도 될것
인가?

○ 송춘호 교수는 직거래에서는 인증문제가 중요한데, 우선 직거래가 무엇인
가? 직거래와 직매장의 구별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
급하였음.

○ 또한 직거래매장이 다른 유통업체 및 대형마트보다 싸다고 인식하고 있지

만,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가격이 낮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 측면보
다 신선도에서 이점이 있음.

○ 직매장은 6차 산업의 거점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 직매장의 단점은 직원
의 홍보가 미흡한 점을 꼽음. 현재 일본의 직거래 매장은 직원이 품목에 대

해 지식을 갖추어 손님에게 설명을 잘하고 있으며, 직매장이 활성화되면서

star 농가가 생기고 있다고 비교 분석하였음.

○ 또한 일본은 직매장 간에 전국적으로 연결시스템이 있고, 점장의 능력이 매

출을 좌우하기도 함. 이러한 결과의 주 요인을 교육으로 꼽으면서, 자회사를
성립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농협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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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기성 전무는 소비자 가격이 안정적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어떨지, 직거래도 이러한 개념을 잘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재욱 유통정책관은 실제로 장터매장은 정부에서 어디까지라고 규정해야

하는지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하면서, 유통대책 워크숍에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입장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함.

○ 김성훈 교수는 운동개념으로 직거래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거래 개

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지원을 왜 다해줘야 하는지의 협의로 좁혀서 직거
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일본은 매장지원, 건축을 지원하는데 이는 6차 산업과 연계방안을 고려하였
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에 맞게끔 설계해주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
관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일본은 정책 지원대상이 비교적 명확하여, 그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난
다고 발언하였음.

□ 수급방안 문제

○ 김병률 박사는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좋지 않다고 언급
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교체를 우선 생각해 봐야 함을 제안하였음.

○ 김성훈 교수는 수급조절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하며, 관
측 센터만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지
원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였음.

○ 또한 비축 문제는 농가가 작물선택의 위협을 그 스스로 깨닫고 행동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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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정부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함. 농업정책이 너무 농민과
농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점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농업정책으로 이해하
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동시에, 현재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시
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단순 비축으로 끝낼 것인가는 식재료와 연계하는 고민도 필요하며, 현재는
절임배추에만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 김병률 박사와 같이 최저보장가격이라는 용어는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면
서 이러한 단어는 농민들에게 무한서비스로 와닿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
장하였음.

○ 곽전무 전무는 생산안정은 너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자
의 과잉생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급함. 예를 들어 배추만을 주로 하고 있는 태백의 경우는 생산농가
에도 수급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자급방법을 개선하는 고민의 필요성과 비축기지 운전에 대한 후속정책이 필
요함을 추가로 언급하였음.

- 배추의 경우 매립지가 없는데, 원물 100톤 중 40톤이 쓰레기인데 이는
연간 12억이 쓰레기가 되는 비용으로, 비용도 문제고 매립지 자체가 없
다는 것도 문제

○ 자조금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비축기지 운용에 대한 문제와 원료로
사용했을 때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 윤정인 이사는 고추는 전염병 등으로 비축문제가 없으나, 다른 품목 등이 현
재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공업자의 목적은 저장성 낮은 품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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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도 방출이 목적이며, 폐기를 해야 한다면 정부의 정책수단을 어떻게 해
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함.

○ 자조금 문제는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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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을 위한 정핵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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