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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농식품 소비 여건에

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소비자의 음식점 방문 횟수는 줄어들고 가정 조리와 배달 음식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 대형유통업체와 유통기업의 오프라인 소매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조직의 판로처 비중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비현물·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는 온택트(on-tact) 

마케팅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며, 온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농산물 유통의 현실과 도전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ICT 연계는 생산자, 대형마트, 일반소매점, 재래시장과의 B2B 거래

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단계별 연계효과로 생산자가 예약출하에 의한 수확량

을 조절하고 산지출하자는 출하량, 출하시기, 품위 조절을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와 정가수

의거래 확대가 가능하다.

∙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에서는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로의 거래 비중이 줄

어들 것이며, 기존 대형마트로의 출하가 대규모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판매조직(유통벤더)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농산물 공급 비

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지 유통업체와 대량수요처간 비대면(untact) 소비 및 유통시대 또한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확대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산지조직은 농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의 시설을 개선하여 농산물 온라인 거래를 위한 소

포장, 꾸러미, 가공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 품질·규격 표준화를 통해 품위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명확한 정보제공과 불공

정 거래행위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 상품코드를 표준화하여 거래 혼선을 줄이고 정보교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 

- 예약·선물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와 가격 조정 기능을 확보하고, 정보 체

계를 일원화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온라인 거래 참여를 유도한다.

3.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 농식품 유통은 온-오프라인 유통방식 다양화, 상물분리 거래와 물류, 거래시장의 전국화, 

정보(데이터)와 맞춤형 중심 거래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농가·생산자·가공조직은 온라인몰에 등재하

는 상품을 균일하게 생산하고, 산지유통시설은 APC 상품화시설을 보완함, 시·군 농업기

술센터는 농식품 가공을 지원하는 가공센터를 온라인 상품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

∙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 농산물 계약재배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

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 교섭력 제고, 생산자조직의 중간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온라인거래 관리사무국(가칭) 설립을 통해 온라인 거래질서 정립, 거래 참여자 보호, 건전

한 경쟁유도와 거래 활성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산지유통주체는 조직화와 상품화시설 첨단화를 통해 온라인 유통확대에 대응해야 하며, 

공영도매시장은 소비지 물류거점시설 육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래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물류기지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 끝으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거래소 관리 운영 및 분쟁해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거버넌스 조직 설치·운영

이 필요하다.

- 개방형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표준코드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본 코드를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APC·RPC 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선별포장 기계화, 1차가공시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한다.

- 시설현대화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오프라인·온라인 겸용 거래 및 물류기능

을 구축하고 물류 첨단화와 정보화를 이루어야 한다.

- 낙후된 농산물 운송차량의 저온차량화, 운반기기 첨단화·고도화, 정보의 데이터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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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환경0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 코로나19는 현대 인류에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확산되어 1년 만에 전 세계 국가에서 

9,000만 명 이상 감염되고 2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고 있는 팬데믹으로 다

가왔다. 전 세계 국가들의 방역과 예방, 백신개발과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코로나 팬데믹은 장기화될 조짐으로 공포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을 넘어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예측하고 우려하는 기관과 학자들이 많

으며 실제 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

-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개인의 심각한 인식은 국제사회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사회가 국민들에게 사회활동과 직장생활, 개인생활에 이르는 

모든 활동에 통제와 자제를 요구하여 심각한 활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 국가, 사회, 개인

의 활동이 변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다른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 직장 생활의 활동 변화로 재택근무 확대와 일상화(Routinization)

- 온라인 비대면 거래 급속 확대, 카드결제에서 모바일결제로 이동

- 외국인노동자 고용 감소와 내국인 고용 경향 확대

- 정보사회, 디지털경제사회 조기 도래로 거래정보 투명성, 공개성 확대

- 글로벌 기업모델, 산업모델의 퇴조와 국내 중심 특화 모델 개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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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중심 안보 중시 분위기 확산: 식량안보, 식품안보

-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의존도 감소와 국내 자급 확대 

- 시장 자율성의 위축과 국가개입(정부개입) 산업 통제, 복지제도 중시

- 건강지상주의 확산: 위생, 안전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집착과 강조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지속과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개인적 활동의 변화

가 초래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에 만연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되고 심화되면, 결국 사회적 고착화와 관습화가 진행되어 포스트코로나(PC) 시대

에는 이전 사회와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소비 및 유통환경 변화

1.2.1. 농식품 소비 여건 변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농식품 

소비 여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

과, 소비자의 61.3%는 3월 대비 12월에 음식점 방문을 줄인 반면, 가정 조리는 

61.9%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83.0%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

시장 등 식재료 구입을 위한 매장 방문을 3월보다 12월에 비슷하거나 줄였고, 배

달 음식은 69.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식품소비행태 조사결과 발표대회1)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식료품 구

매가 월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37.9%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30.7%) 대비 7.2%p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음식점 이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64.2%, 테이크아웃 이용 증가가 35.0%, 배달음식 이용 증가 응답 비중은 

20.5%로 농식품 소비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식품소비행태 조사결과 발표대회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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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음식점, 배달음식, 테이크아웃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식품소비행태 조사결과 발표대회 자료집 참조.

∙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하였을 때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구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이유로는 시간 절약이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

매 후 직접 옮기지 않아서, 가격 저렴, 신선식품 제때 구매 가능, 다양한 농식품 

구매 가능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5년간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 분석결과에서도 온라인 거래인 무점포 

판매액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구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9－1 ]  소비자의 신선식품 구매처별 구입 비율

단위: %

구 분 코로나 발생 전 2월 조사 4월 조사 6월 조사

대형마트, 백화점 26.8 21.9 23.4 15.5

중소형 및 기업형 수퍼마켓 32.5 33.7 34.5 53.0

전통시장 18.4 15.9 15.9 18.9

편의점 5.6 5.6 5.6 6.3

온라인 10.3 16.2 16.2 5.5

주: 온라인 구입비율이 6월에 낮아진 것은 재난지원금 때문임.

자료: 농촌진흥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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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2 ]  최근 5년간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 

단위: 십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19

2020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p)

합계 424,353 440,288 465,005 112,861 118,165 116,955 125,180 473,162 111,446 119,120 120,111

무점포
소매

54,047 61,241 70,323 19,049 19,639 19,324 21,571 79,582 22,401 23,812 25,503

대형마트 33,234 33,798 33,454 8,292 7,730 8,571 7,833 32,425 8,300 7,902 9,170

슈퍼마켓 
및 잡화점

44,368 45,593 46,457 10,722 11,029 11,672 10,755 44,178 11,424 11,803 12,198

백화점 29,911 29,324 29,968 7,433 7,437 7,051 8,465 30,386 6,042 6,835 6,645

편의점 19,481 22,238 24,407 5,752 6,557 6,881 6,501 25,692 6,014 6,646 7,131

주 1) p)는 잠정치임.

2) 무점포 소매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소매점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2.2. 농식품 소비 여건 변화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소비 여건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유통환경

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농산물 유통경로의 소매유통 축인 대형유통업체 및 

유통기업들의 오프라인 소매 매출액이 코로나로 인해 크게 감소하면서 몸집 줄이

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 매일일보(2020.12.28.) 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올해만 99개 매장을 폐점했으

며, 백화점 1개·마트 12개·슈퍼 63개·롭스 23개 등을 과감하게 정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롯데그룹은 향후 3~5년 내 200여 곳의 백화점·마트·슈퍼·롭스 등 오프라

인 매장을 폐점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체 700여 점포의 30% 수준이다. 

∙ 홈플러스도 점포 매각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안산점을 비롯해 대전 탄방점, 

2) 매일일보 2020 유통 10대뉴스(2020.1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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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점, 대구점 등 4개 매장을 매각했고, 이랜드는 올해 총 6개 부실점포를 

정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송도 NC커넬워크·대구 동아아울렛본점·2001아울렛 

수원남문점이, 하반기에는 동아마트 수성점·뉴코아아울렛 모란점·뉴코아아울렛 

안산점이 영업을 종료한다. 내년에도 부실 점포 위주로 추가 폐점이 이어질 전망

이라고 밝혔다. 

∙ 이처럼 대형유통기업들이 몸집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존의 농산물 유

통경로 비중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거

래했던 기존의 생산자조직의 판로처 비중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비자들이 외부활동

을 자제하면서 음식점 매출 감소에 따른 식재료 사용 감소와 학교의 등교수업 연기

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품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현안분석 제75호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

으로 2020년 2월부터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 기준, 2020

년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2월에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고, 3월에는 전년 대비 

32.0%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 4월 음식점 매출액 지수는 전년 대비 21.7%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식재료 사용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2020년 2~4월 기간 동안 전국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매액이 약 2조 

3,817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또한 학교 등교수업 연기로 인해 약 6,324억 원에 해당되는 학교급식 식재료가 납

품되지 않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음식점업 피해로 인한 식재료 소비 감소, 학교 급

식 중단으로 인한 식재료 사용량 감소 등에 따라 기존의 농산물 유통 여건에도 많

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생활이 고착화됨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제75호(2020.06.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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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농식품 시장이 온라인 B2C, B2B 등의 유통채널로 다양화되어 기존 주요 

판매채널이었던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의 이원화된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

망된다.

∙ 특히 농가 중에는 소비자에게 산지 직송 판매하는 개별적인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

고 있으며, 대중적 유통시장도 농가의 개별판매보다는 협동조합과 전문유통 농업

법인 등에 판매를 일임하여 생산에만 전념하는 양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untact) 소비 및 유통 시대가 빨라질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비현물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는 온택트(on-tact) 마케

팅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

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

기화되면서 ①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②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③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

화가 일어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

질 계획이다.

-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기존 우리나라의 강

점이었던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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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정부는 상기 세 가지 분야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88만 7,000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

출한다는 계획이다.

∙ 농업·농촌 관련 내용으로는 크게 스마트팜, 무인자동화 농업기반, 농축산물 온라

인 경매 시스템 등 총 19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2021년 총 2,67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총 14개의 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 내

용으로는 축산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

성, 농촌용수관리 자동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

화,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수질 자동측정망 구축, 농업기반 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노

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담수호 수질 개선 등

이 내용이 담겨 있다.

∙ 이에 농식품부에서도 2020년 하반기에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

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팜 확산 및 빅데이터 기반 구축, 그린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 기반 마련, 농식품 산업 및 농촌의 디지털 기반 확충 등이다.

- 먼저 스마트팜 확산 및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으로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구축, 노지 스마트팜 및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착수 등 농업 전 분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그린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육성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마이크로 바이

오,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생명 소재, 동물의약품 등 5대 그린 바이오산업 육

성을 위해 산업기반 구축, 기업지원 및 생태계 구축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 농식품 산업 및 농촌의 디지털 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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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매시장 의존도 완화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산물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농산물 전국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농식품 도매유통 방식을 온라

인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생산

자의 온라인거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9－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체계도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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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의 현실과 도전02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필요성

∙ 농업 생산과 농산물 유통부문에 ICT가 적용되어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고, 농업기

술 혁신과 새로운 농식품을 개발하여 수출농업화로 발전하고 있다. 

∙ ICT를 활용한 농산물 가치사슬을 보면, 생산에서는 작물의 생육환경과 가축의 사

육환경을 관리하여 첨단화 및 자동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선별, 포장, 저장, 가

공시설 자동화와 정보화를 통해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유통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요구와 선호 변화를 정보화하여 

상호 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9－3.  농업과 ICT 융합 구조

자료: 농업전망 2016.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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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치사슬의 효과는 각 주체별로 정보를 쌍방향으로 공유하여 필요한 작목

의 예약 생산, 주문 생산, 맞춤 생산(계약재배, 계약사육)이 가능해지며, 맞춤유통, 

구매자요구 생산 및 유통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농산물의 적량, 적시, 적품, 적가 생산이 가능하고 소비자 니즈를 파악

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중복 등 불필요한 생산비 및 물류비 절감으로 결국 

거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림 9－4.  농산물 가치사슬의 ICT 연계

자료: 농업전망 2016. KREI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의 ICT 연계는 생산자와 대형마트, 일반소매점, 재래시장 등

과의 B2B 직거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통단계별 연계효과를 보면, 생

산자는 예약출하에 의한 수확량을 조절하고 산지출하자는 출하량, 출하시기, 품위

를 조절하여 거래교섭력을 제고하고 정가수의거래를 확대할 수 있다. 

- 또한 도매시장에서는 출하량 안정화를 위해 경매가격 안정화, 이미지경매를 통

한 물류효율화, 정가수의거래를 확대하고 소매점은 물량의 안정적 확보, 구매가

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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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농산물 유통단계의 ICT 연계

자료: 농업전망 2016. KREI

2.2.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경로 재편

∙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 패턴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향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구매가 증

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 농산물 유통의 전통적인 경로는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를 거

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며, 생산자(개인, 조직, 농협 등)가 산지유통

인과 포전거래하거나, 도매시장 출하 및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유

통경로가 중심이었다.

- 그러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예상되는 농산물유통경로의 비중은 온라인 거래

는 증가, 공영도매시장 거래는 정체 내지 증가, 대형유통업체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농산물 판매조직(유통벤더)의 역할이 기존 대형유통업체 중심에서 온

라인 쇼핑몰에 대한 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에서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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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비중은 감소하고,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슈퍼, 전문 소매점의 매

출액 증가와 온라인을 통한 구매비중이 증가하면서 유통벤더가 공급하는 유통경

로가 재편되고 있다. 

- 농식품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쇼핑몰과 생산자(조직)가 직접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는 있으나, 농산물의 특성상 언제 얼마나 판매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고처리 부담, 포장 및 물류에 대한 전문성 결여, 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유통

벤더를 통한 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유통벤더들은 생산자(조직)와 계약 재배,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온라인 쇼

핑몰과 직접 거래(80%)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며, 일부 상품 구색을 위해 도매시

장(20%)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유통경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그림 9－6.  농산물 B2C거래 확대로 인한 유통경로의 재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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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가락동 도매시장과 주요 유통업체의 통계 데이터 분석 결과, 공영도매시장 

거래 단가는 증가한 반면,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액 및 구매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거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1월 20일 이후, 신천지 사태(2월 18일)가 

발생한 후의 도매시장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과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7월, 평년 1~7월, 2020년 1~7월의 거래단가(거래금액/거래물

량)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소비에 영향을 미쳤던 2020년 3월 이후의 가

락동 도매시장 거래 단가가 2019년 및 평년 동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의 경우 2020년 대형마트의 식품 매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였으며, 구매건수 또한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도 매출액과 구

매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준대규모점포(SSM)도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였지

만 온라인 유통은 전년 동월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9－3 ]  가락동 도매시장의 2020년 거래 단가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단위: 원, 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19 1,944,688 1,898,340 1,847,272 1,746,153 1,547,667 1,436,995 1,427,455 

평년 2,031,580 2,127,564 1,888,871 1,795,787 1,563,018 1,409,621 1,506,587 

2020 2,269,459 2,101,188 2,029,449 1,904,536 1,654,630 1,632,972 1,739,748 

전년대비 16.7% 10.7% 9.9% 9.1% 6.9% 13.6% 21.9%

평년대비 11.7% -1.2% 7.4% 6.1% 5.9% 15.8% 15.5%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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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4 ]  2020년 주요 유통업체 식품 매출액 및 구매 건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대형
마트

매출액 7.0 -2.9 -3.3 5.9 -9.1 -7.1 -2.7 -0.6 14.9 1.7 -0.3

구매건수 -0.5 -16.1 -22.8 -12.3 -18.1 -15.0 -14.9 -13.7 -9.3 -8.4 -12.7

백화점
매출액 2.5 -29.4 -39.3 -22.3 -20.1 -19.0 -15.1 -29.3 3.8 -13.3 -15.3

구매건수 -7.5 -33.0 -52.1 -31.5 -20.3 -24.6 -24.1 -27.5 -28.9 -17.3 -23.4

SSM
매출액 -6.7 8.0 7.1 -1.2 -12.0 -14.7 -11.6 -6.9 6.9 -12.0 -8.8

구매건수 -5.30 0.6 -3.3 -8.2 -16.5 -16.1 -15.5 -13.7 -6.8 -16.6 -12.9

온라인 매출액 18.9 92.5 75.4 56.4 38.8 37.2 46.0 43.0 60.2 42.1 46.4

자료: 통계청.

∙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농산물 온라인 B2C가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등에서의 농식품 구매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된다.

-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가 증가할수록 기존의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대형유통

업체로의 거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점포의 방문 감소로 매출액

이 감소하고 구매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대형마트로의 출하

가 도매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산지에서 규모화된 통합마케팅조직의 출하비중이 도매시장 37.2%, 대형유

통업체가 31.1%(2017년 기준)이었으나, 대규모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도매시

장으로의 출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향후에는 온라인을 통한 B2C 거래가 증가하고, 도매시장 거래 비중은 증

가하거나 정체, 대형유통업체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해 산지

와 도매유통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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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현실과 도전

2.3.1.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현황

∙ 농산물의 온라인거래는 상기에서 언급한 생산자(조직)가 소비자에게 직접 온라인 

상 거래로 택배 판매하는 B2C(거래방식은 대부분 정가판매) 방식과 생산자(조직)

가 1차농산물의 최종 수요처인 소비지 유통업체(주로 소매업체)와 대량수요처(가

공, 급식, 요식업)에 온라인 상 거래를 하는 B2B(거래방식에는 경매, 입찰, 정가수

의거래 등 포함)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일반 소비자의 농식품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지 유통업체와 대

량수요처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untact) 소비 및 유통 시대가 빨라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비현물·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는 온택트(on-tact) 마케

팅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자 및 산지조직과 대량수요처와의  농

산물 거래도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 위주에서 온라인거래 비중이 커지는 온-오프라

인 공존 거래로 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정부는 비대면 농산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을 운영주체로 하는 농산물 온

라인거래소를 설립하여 양파를 대상으로 온라인 B2B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마늘 등 주요 수급안정품목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2020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는 양파 품목을 대

상으로 저장 및 선별 기능을 갖추고 APC시설을 보유한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출

하처를 확보하였고, 도매시장 내 농협공판장 주거래 중도매인 및 하나로마트 중

심의 매매참가인 등록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2020년 11월 13일 기준, 시범사업 개시 이후 거래 건수는 약 2,275건(일평균 

19건, 거래량은 13,131톤(일평균 112톤), 거래액은 약 12,119백만 원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가락동 도매시장 내 농협 가락공판장의 일평균 거래건수 13.6건, 일

평균 거래량 39톤 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파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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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범사업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또한 제주시 농협 공판장에서는 처음으로 산지전자입찰거래를 통해 출하자와 매

참인 간의 거래체계를 구축하여 산지공판장에 반입 없이 거래에 참여한 매참인이 

희망하는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지주도형 

입찰 예정가격 제시 및 유통량 조절을 통해 홍수출하를 통한 시세 폭락 방지와 소

매유통업체(매매참가인) 거래를 통한 물류 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도

모하였다.

그림 9－7.  제주 농협공판장 산지전자입찰경매 물류 흐름도

<기존> 先물류 後거래 <산지전자입찰> 先거래 後물류

(5단계) 산지 → 도매시장 → 중도매인
→ 도소매상 → 소비자

(4단계) 산지 → 공판장(제주시농협)
→ 도소매상(매매참가인) → 소비자

자료: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내부자료

∙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는 2009년 설립된 사이버거래

소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기존 유통경로인 도매시

장 등과의 경쟁을 통하여 유통비용 절감 등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 aT 사이버거래소는 거래를 위한 상품정보 카달로그, 계약/주문/결제 기능, 물류

기능 지원을 위한 납품/배송, 입고/인수 기능, 거래 이후 정산 및 클레임 처리/분

쟁조정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거래 형태로는 1) 정가수의, 2) 경매, 3) 

견적거래방식, 4) 고정수발주 거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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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T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 플랫폼 운영으로 일부 품목에 대

해 B2B 온라인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9－8.  aT사이버거래소 운영체계

자료: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http://www.eat.co.kr/: 2020. 2. 5.)

∙ 한편 정부에서는 농산물 품질 표준화, 물류시스템 발전 등으로 인해 ICT를 기반으

로 하는 도매시장의 새로운 거래방식 도입 필요성과 도매시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

는 온라인 경매 도입으로 미래 유통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도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2월 공영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범사

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정부 지침에 따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A민간법인

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경매 내부 지침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경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A법인에서는 중도매인 등 소비처의 신뢰도가 높은 산지를 대상으로 온라인경매

에 적합한 산지를 우선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일은 사과, 배, 귤, 토마토를 

중심으로, 채소는 파프리카, 양파, 버섯, 양채류, 감자, 고구마, 호박 등을 중심으

로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 향후에도 온라인 경매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인은 주거래 중도매인, 

주요 출하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온라인 경매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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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확대를 위한 도전과제

가. 산지조직의 대응체계

∙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APC)는 도매

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를 위한 시설 중심으로(선별 및 단순 포장) 농산물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소포장, 꾸러미, 가공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금까지의 산지유통정책은 산지조직의 가격 교섭력 확보를 위해 조직화와 규모

화를 위한 정책 중심이었으며, 그동안 산지조직의 주요 거래처는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로, 산지유통시설은 단순 선별·포장 후 출하하는 단순 기능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산지에서의 온라인 B2B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응체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품질·규격 표준화

∙ 산지에서 표준 규격에 대한 지식과 선별 전문가가 부족하여 주관적 선별 판단이 이

루어짐에 따라 품질과 등급표시의 차이가 큰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지 못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품위에 대한 분쟁 가

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 명

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 상품코드 표준화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상이함에 따라 관리 

및 정보교류의 한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편의점, 중소형슈퍼마켓,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각자 개별업체의 코

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민간유통업체는 통계의 목적보다 거래를 위한 코드사용으

로 ‘품종단위’ 미분류, 규격·등급코드는 미사용 중이며 대부분 세부거래내역 제공을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드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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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영도매시장, 농협에서도 표준코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

하더라도 정부코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거래에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라. 예약·선물거래

∙ 예약·선물거래 활성화 시 농가 소득 안정화 및 가격 조정 기능 확보 등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소의 예약·선물거래 비중은 

전무한 실정이다. 

∙ aT사이버거래소는 현재 예약거래 및 선물거래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

며, 농협경제지주는 구매자가 구매 희망 상품  등록이 가능하나 출하처가 해당 내

용을 확인한 후 단가를 등록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또한 제주시농협공판장에서도 거래의 대부분이 정가·수의매매, 소비처에서 판촉 

행사 예정 시 공판장을 통해 역경매 방식으로 판매처를 찾는 경우는 있으나, 그 외 

예약·선물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다.

마. 정보 체계 일원화

∙ 현재 농산물 온라인 경매 관련 다수의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으나, 수집과 분산 역

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 출하처·품목별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정

보제공을 통해 농산물 온라인 거래 참여 유도 및 확산 기여가 필요하다. 또한, 각 

플랫폼의 경락 정보, 수요자 선호도 및 시장 수요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플랫

폼별 개선점 도출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266_ 제2부  2021년 농정 현안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0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농산물 유통혁신 기본 방향

그림 9－9.  농산물 맞춤형 중심 거래를 위한 유통의 디지털화

자료: 저자 작성.

∙ 농식품 유통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상물일치 거래와 물류, 도매시장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유통방식 다양화, 상물분리 거래와 물류, 거래시장의 전국화, 정보

(데이터)와 맞춤형 중심 거래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거래방식은 오프라인 경매입찰 중심에서 온라인거래, 첨단 이미지거래(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등 거래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

망된다.

∙ 산지에서는 산지유통주체(생산자조직 등)와 산지유통시설은 소비자, 소매기구, 도매

기구 등 다양한 구매자 주문 맞춤형 상품화시설로의 기능 강화를 통한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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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산지유통주체와 도매시장 및 소매기구 간의 다양한 온라인 거래방식 시스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어 한다.

∙ 그동안 농산물 오프라인 거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온 도매시장에서는 거래의 장

소로서 기능보다 온-오프라인 물류 거점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물류시설의 기

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

∙ 또한 농산물 운송차량, 포장박스, 운반 팰릿 등 운송물류시설, 장비의 고도화 및 데

이터 기반의 전자화를 통해 빅데이터 마케팅 및 수급조절을 위한 기반 작업 마련이 

필요하다.

3.2.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3.2.1. 온라인 거래 활성화 

가. 농산물 온라인 B2C 활성화 

∙ 농산물의 온라인 B2C는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몰 업체의 농산물 중개 능

력과 산지에서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중개업체의 요구에 얼마나 정확하게 대응하

느냐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달려있다.

∙ 특히 산지 농가와 생산자조직, 가공조직에서는 B2C 온라인몰에 등재하는 균일한 

상품을 만들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산지 상품화시설과 공급체계를 갖

추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산지 유통시설인 APC를 상품화시설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여 APC를 

운영하는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시설현대화와 장비 보완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지역의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 지역 농가들의 농식품 가공을 지원하기 위

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가공센터를 온라인 상품화시설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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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활성화

∙ 농산물 온라인 B2B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산 원재료 안정적 확보, 규모화 농

가와 생산자조직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수취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량 농산물의 계

약재배시스템 구축 촉진이 필요하며, 특히 자급률이 낮아지는 국산 원재료의 안정

적 공급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확대가 필요하다. 

∙ 농가의 교섭력 제고, 계약재배 규모화, 계약재배물량의 품질 확보 및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과 

육성방안이 필요하며, 배추, 무, 마늘, 양파, 감자, 양배추 등 가공, 외식 수요처의 

대량수요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

∙ 최근 정부에서는 농정 틀 전환 5대 목표를 발표(2019년12월)하고 농수산물 수급

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농협 온라인 거래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소 운영주체

의 등장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 거래의 원활한 운영, 기본적인 거래질서 정립, 거래 

참여자의 보호, 특히 판매농가 보호, 건전한 경쟁 유도와 거래 활성화, 거래가격‧상
품품질‧물량‧물류 등 거래데이터의 공유 및 이용, 정책적 지원 등 온라인거래 활성

화를 위한 거버넌스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1차 농산물의 온라인거래는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규격이나 품질 기

준, 거래 상품의 거래단위, 운송방식, 수수료, 비용 부담 주체, 리콜제도, 거래참여

자 자격, 거래보증, 정산 등에서 분쟁 소지가 오프라인 거래보다 크고, 거래에 참여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거래규범을 만들어 운영하지 

않으면 거래의 혼란과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게 때문에 온라인거래를 관리, 조정

하는 공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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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거래 활성화는 거래효율성과 물류효율성을 높이는 거

래방식으로 권장되는 추세에, 기존의 오프라인거래 중심의 농산물유통환경을 바

꾸기 위해 온라인 거래 방법이나 물류시스템 등 조성기능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거래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도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 현재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는 초보적인 단계로 정부의 관리, 지원, 육성, 온라인 

거래방식에 대한 연구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므로, 공공영역에서 거

버넌스 조직으로 ‘온라인거래 관리사무국’(가칭)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즉 농협, 도매법인 등 주로 민간이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거래시장이 확대되면 

온라인거래소가 늘어나고, 취급품목 범위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관리공사와 같은 전문적인 시장 관리, 분쟁조정, 거래 표준화, 지원 

등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전문화된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

∙ 또한 공공성이 큰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를 통합, 집중화할 수 있도록 농안법상 

거래주체(운영주체)를 지정하여(시행령) 운영토록 하며, 운영주체는 공공기관(농

식품부, 지자체, aT)에서 출자에 참여하고 협동조합 등 공공적 성격의 농산물 공동

판매를 담당하는 생산자조직에서 나머지 출자지분을 갖는 ‘공공출자법인’을 설립

하여 직접 농산물 온라인 B2B 통합 플랫폼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한 때이다.

3.2.2. 산지유통주체의 조직화와 상품화시설의 첨단화 

∙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등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따라 그동안 산지유통정책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가격교섭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취

급물량과 취급금액이 큰 생산자조직을 우수조직으로 선정하여 자금 등을 지원하

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 그러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비중 증가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및 백화점 등 오프라인 구매비중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규

모화된 산지조직의 출하가 도매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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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산지에서도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도 기존의 산지유통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산지유통조직은 그동안 농산물을 단순히 선별 포장하여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오프라인 거래에서 소포장, 단순가공, 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먼저 온라인 B2C, B2B 거래 확대를 위하여 수작업 인력의 기계 대체를 위한 산

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시설, 장비)과 온라인 비대면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 산지에서도 선별포장 및 소포장 자동화 시설, 예냉시설, 저온시설 등 저장시설, 

기계 장비 지원으로 온라인거래 적합 상품 선별포장, 맞춤형 포장, 선별포장 자동

화에 따른 인력 대체를 위한 인력풀 구축이 필요하다.

- 또한 저장, 선별포장, 가공, 운송 관련의 센서, 전자태그 등 데이터 기반도 필요하

기 때문에 정부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에 온라인 거래를 위해 시설 리

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온라

인 거래에 대한 평가 점수를 신설하여 온라인 거래 유도 및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3.2.3.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 및 시설현대화 

가. 공영도매시장의 온-오프라인 물류기지 기능 전환

∙ 기존의 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수집, 입찰, 분산이라는 단순한 거래 기능에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을 ‘소비지분산물류기지화’로 대대적인 기

능 전환을 통하여 소비지 물류거점시설로 육성 필요하다.

- 향후 전국 도매시장시설의 현대화사업을 물류 중심 시설현대화로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물류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기능 전

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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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2020년 현재,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8개 시장이 시설현대화가 완

료 및 진행 중이며, 나머지 25개가 시설현대화가 추진될 예정이니, 소비자분산 

물류기능 중심의 시설현대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영도매시장 거래방식의 다양화 

∙ 비대면 거래방식의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 방식에서 데이

터 기반의 온라인 거래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농산물의 생산자, 지역, 품종, 파종 및 수확 시기, 안전성, 품질, 규격, 이미지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거래할 수 있는 이미지경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락시장의 서울청과, 중앙청과에서 온라인 이미지경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확대도 계획되어 있

지 않아 이에 대한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 또한, 기계선별에 의한 표준규격출하 농산물, 공동선별 농산물, 브랜드명·출하자

이름만으로도 상품의 선별,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품목 중심으로 비현물, 비대면 

이미지경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이미

지경매 선행사례를 심층 검토하여 한국형 이미지 경매 시스템 개발과 추진이 필

요하다.

∙ 온라인경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결과제

이며 이를 위해 도매법인 평가항목에 온라인 경매 비중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

고, 시장사용료 인하와 같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현재 가락시장의 경우 0.55%의 시장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시장사용료를 0.3%까지 인하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개설자

간 협의를 통해 시장사용료 인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에게는 판

매장려금 인상(가락시장 0.6%)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우수 중도매인에게는 

정부 포상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온라인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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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산지에는 기존 도매시장이나 출하처의 상장수수료보다 낮은 상장수수료

를 설정(최소한 가락동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4%보다는 낮게 설정)하여 출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2.4. 농산물 물류 및 정보 기반 구축 

∙ 농산물 운송차량, 운송용기(CP; 컨테이너박스, 포장박스), 운반팰릿 등 운송물류

시설, 장비의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전자화가 필요하다.

- 일본의 경우, 농산물의 콜드체인 유통이 가능한 정온 박스차량(윙바디 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덮개 없는 차량(무개차량)으로 운송되는 경

우가 많다.

- 이에 산지에서도 포장박스와 팰릿, 운송차량에도 센서와 전자태그가 부착되도록 

하여 농산물의 모든 운송정보, 물류정보 등이 데이터화가 되어야 4차 산업혁명기

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마케팅 및 수급조절, 효율성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3.2.5.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그림 9－10.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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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농산물거래의 온라인화를 주도할 온라인거래소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정책적 지원과 온라인거래소의 관리 운영 및 분쟁해결, 제도적 뒷받침을 위

한 거버넌스 조직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2)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거래 촉진과 유통부문의 데이터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표준코드 체계를 재정비하여 기본 코드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개방형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만들 필요

가 있다.

3) 전국에 지원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산지유통 핵심시설인 청과물유통시설

(APC)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선별포장 기계화, 1차가공시설, 정보화 시스

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겸용 거래 및 물류 기능을 갖출 수 있

도록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물류 첨

단화와 정보화를 이루어야 한다.

5)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농산물 운송차량의 저온차량화 지원, 운반기기 첨단화, 고

도화 지원 및 정보의 데이터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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