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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소비 및 유통환경 변화

-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1.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온라인 비대면 거래, 모바일결제 확대

내국인 고용 경향 확대

거래정보 투명성 제고

국내 중심 특화 모델 개발·확산

재택근무 확대

시장 자율성 위축

글로벌소싱 감소, 국내 자급 확대

위생·안전 건강지상주의 확산

자국 중심 식량안보, 식품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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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소비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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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테이크아웃 배달음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농식품 소비 여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

• 음식점 이용 감소 64.2%

• 테이크아웃 이용 증가 35.0%

• 배달음식 이용 증가 20.5%

2020 식품소비행태 조사결과 발표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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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소비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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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는 잠정치임. 무점포 소매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소매점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소비 및 유통환경 변화

사진: 아시아경제(https://cm.asiae.co.kr/article/202007211040371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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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소비 및 유통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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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소비 및 유통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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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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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유통의 현실과 도전

-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필요성

-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경로 재편

-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현실과 도전

-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확대를 위한 과제



1.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필요성

자료: 농업전망 2016.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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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필요성

자료: 농업전망 2016. KREI.

생산자

예약출하로 수확량 조절

산지출하자 출하량, 출하시기,

거래교섭력 제고, 정가수의거래 확대

도매시장 경매가격및구매가격안정화,     

이미지경매 통한 물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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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경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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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경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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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경로 재편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료: 통계청.

16



3.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현실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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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현실과 도전

자료: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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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현실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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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현실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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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확대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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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확대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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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 확대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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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 농산물 유통혁신 기본 방향

-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1. 농산물 유통혁신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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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ext

상물분리, 거래시장 전국화, 맞춤형 중심 거래



2.1. 온라인 거래 활성화

26



2.1. 온라인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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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라인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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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지유통주체의 조직화와 상품화시설 첨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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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 및 시설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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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 및 시설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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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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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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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