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2014)
 2015년 6월 농업부 시장 및 경제 정보사는 농산물도매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2014)를 발표하
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혁개방과 농업 경영 관리체제 개혁이 만들어 낸 중요한 결과로는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
물 시장과 정기시장으로부터 시작되어 20세기 1970년대 말부터 1984년의 자발적인 형성단계,
1985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고속 성장단계, 199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의 초고속 성장단계,
1990년대 중･후기의 규정을 정리하고 개선하는 발전 단계를 거쳤음. 21세기부터는 양적 확장으로
부터 품질 제고로 단계가 전환되어 물량적으로 무(無)에서 유(有)로, 규모는 작은 시장으로부터 큰
시장으로, 시장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고성장 단계를 거쳤음.
 정보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흐름도 빨라지고 원활해져서 상품의 유통도 나날이
효율화되었음. 물류의 유통도 점차 합리화되었으며 자금의 흐름도 안정화되었음. 유통 속도도 점점
빨라졌으며 생산지 시장과 판매지 시장, 집산지 시장을 포함한 농산물도매시장 체계는 농업 생산물
의 상품화와 전문화, 규모화를 촉진시겼음. 대형 농산물 시장, 거대한 유통 구조, 농업의 구조조정
촉진, 생산 증대, 소득 증가를 실현하고 도시민들의 “장바구니”와 “쌀 포대”의 공급을 안정시키는
데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미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에서 중추가 되어 생산과 판매
의 연결을 촉진하는 매개자가 되었으며 생산지 농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무대와 도시 주민에게 식품
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당 중앙과 국무원은 농산물 체계 구축을 매우 중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매
시장 발전 촉진을 중요사업으로 규정하였음. 최근 몇 년의 중앙의 1호 문건에 포함시켰음. 2014년
1호 문건은 “농산물 시장 체계 건설을 강화”를 “농업 지원 보호제도 강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명확하게 제기하면서 아울러 전국 농산물 시장 발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였음. 관련 부서의 협조
구조를 실현하여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친 시장 유통망 구축과 더불어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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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을 시험적으로 건설하도록 함.
 주산지 대량 농산물을 조속히 발전시키고 저장과 물류 시설을 현대화하고 신선 농산물 냉장 물류
체계를 보완하도록 했음.
 생산지 소형 농산물 수집시장과 집배센터 건설을 지원함. 농촌 유통 설비와 농산물도매시장 정보화
업그레이드 사업을 개시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설립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요구했음. 이는
중앙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의 목표와 발전 방향, 발전의 중점 등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국가는 세비 감면을 포함한 우대 정책을 연속해서 시행하여 각급 정부
는 농업 관련 부서가 시장 정보 수집, 공개시스템, 전자 쇼핑몰, 생산 후 처리와 신선 보관, 품질
안전 검측, 위생 감독 통제, 쓰레기 처리 및 도매시장 지면 평탄작업, 수도, 전기, 도로 시스템 개조,
거래장 확장 건설, 고객 생활 서비스 실시, 정보 시스템 관리 등 여러 방면에 있어 전문 항목을 지원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뚜렷한 모순과 문제는 여전히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전반부에서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 현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색함. 또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발전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건의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 이념
의 주요한 기본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짐.

Ⅰ. 중국 농상물 도매시장 발전 현황
1. 농산물도매시장의 환경은 아직 좋다
전 세계의 주요 선진 경제 체제의 성장은 쇠퇴해 가고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완만함을 지속하고 있음.
여전히 새로운 도시화, 정보화,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유리함.
(1) 국가의 농산물도매시장 발전 중시
 최근 몇 년간 국무원은 연속해서 《국무원 새로운 “장바구니” 사업 수립에 관한 총괄 관리 추진
에 관한 조치》와 《신선 농산물 유통체계 수립 강화에 관한 조치》 등 공문을 발표하였음.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위생부, 국가양식국 등의 부서도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 건설을 지지하는 관련 정책과 조치를 발표하였음. 간단하게 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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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신선농산물 생산은 “공급 보장” 정책으로 새로운 “장바구니” 사업에서 각 도시는 일정한
채소 자급률 달성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둘째, 도매시장 기본 시설을 강화하는 정책임.
 셋째,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 원가를 절감하는 정책임.
 효과가 현저한 신선농산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녹색통도(綠色通道) 정책
외에도 국가는 “대형 농산물 거래시장의 전기, 가스, 난방 가격을 공업과 동일한 가격으로 시행
한다”고 반복해서 거듭 천명하였음. “채소 냉장 물류 운반 중인 냉장차량의 전기 사용은 공업과
동일하게 한다”, “도매시장 용지는 공업용지에 준해서 대우한다”는 정책, “일정한 기간 내에 농
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 거래시장은 도시 토지 사용세와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앞으로는
채소 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조건을 갖춘 신선 농산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요구
했음.
 넷째, 농민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을 협의하는 정책임.
 계속해서 강조하는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농가” 정책 외에 최근 몇 년간 농민 품목과
대형 전문 농가, 가정농장에 대한 우대와 지원 또한 강조하고 있음.
 다섯째, 취약계층 보조 정책
 소비자의 지불 능력에 대한 정책임.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 대해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이 있을
때 현금 또는 농산물 상품권 등의 형식으로 일정한 보조를 해 주는 정책이 대표적임.
 여섯째, 농산물 물류 특히 냉장 물류 운송 지원 정책
 정부는 물류의 이동 단계를 간소화와 직접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농민과 슈퍼마켓 직거
래”하는 정책을 시행했음.
(2) 충분한 국가 재정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은 완만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충분한 국가 재정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 덕분에 농산물도매시장은 비교적 나은 발전 기회를 잠재하고 있음. 거액의 신용대출 자금
과 재정 보조금은 도매시장 기반 건설과 개조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도매시장의
업그레이드와 등급의 격상과 전환에 기초를 다질 수 있음. 일본과 유럽 각 국은 최근 몇 년간
재정 불안으로 인해 농산물도매시장의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며 중국 국가재
정의 수입 지출 상황은 낙관적임. 장기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음.
(3)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소비 요구
 앞으로 몇 년간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주민들은 양(量), 영양, 식감,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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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안전성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면서 상품 유통, 물류,
정보와 자금 흐름, 관리, 서비스, 운송 등의 분야에서 큰 전환이 발생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이 빠
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본 동력이 될 것임. 북경의 신발지 농산물도매시장을 예를 들면 2003년
시장 총 거래액이 100억 위안을 돌파했고 2007년에는 200억 위안, 2009년에는 300만 위안,
2013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500억 위안에 달함.
2. 시장의 물량 총량은 안정을 유지하나 구조 개량은 있음
(1) 도매시장의 총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산물도매시장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음. 국가공상행정총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했는데 2000년에 4,532개 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4,351
개로 감소하여 181개가 줄어들었음. 과거 10년 동안 전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의 수는 4,100에서
4,500개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총 수량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 판매액이 1억 위안
을 초과하는 시장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그래프1>, <표1>과 같이
2000년에 1,142개였던 것이 2013년에는 1,708개로 54% 가까이 증가하였음.

<표1> 중국 1억 이상 도매시장 기본 현황(2000∼2013년)
연도

시장 수(개)

거래액(억 위안)

시장 당 평균 거래액(억 위안)

2000

1,142

3,665

3.21

2001

1,210

3,830

3.17

2002

1,189

4,336

3.65

2003

1,198

4,657

3.89

2004

1,213

5,475

4.51

2005

1,256

7,079

5.64

2006

1,482

9,187

6.20

2007

1,545

11,056

7.16

2008

1,551

11,848

7.64

2009

1,603

13,690

8.54

2010

1,672

16,062

9.61

2011

1,722

18,860

10.95

2012

1,759

20,724

11.78

2013

1,708

22,621

13.24

자료 출처: 《중국 상품 교역시장 연감》(2001∼2014년)을 계산하여 정리.
주: 시장 수는 종합 도매시장과 품목 도매시장 수를 합한 것으로 통계 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소매시
장을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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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매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거래량이나 평균 규모를 막론하고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1억 위안 이상의 농산물도매시장의 총 거래액을 보면 <그래프1>, <그래프2>에서 나타난 것처
럼 2000년에는 3,665억 위안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22,621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음. 시
장당 평균 거래액은 2000년의 3.21억 위안에서 2013년에 13.24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음.

<그래프1> 2000∼2013년 중국의 1억 이상 도매시장 거래액 변동 상황
(단위: 억 위안)

자료 출처: 《중국 상품 교역시장 연감》 2001∼2014년을 근거로 계산하여 정리.

<그래프2> 2000∼2013년 중국 1억 이상 도매시장 시장당 거래액 변동 상황
(단위: 억 위안)

자료 출처: 《중국 상품 교역시장 연감》 2001∼2014년을 근거로 계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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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매시장 구조가 개선되었음
 먼저 품목 도매시장과 종합 도매시장의 비율을 보면 구조상 개선이 있었음.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1억 이상의 도매시장 가운데 종합 도매시장의 수는 감소했음. 2000년 820개이던 것이
2012년에 712개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 다시 539개로 감소했음. 그러나 농산물 품목 도매시
장은 2000년 322개에서 2012년에 1,043개로 13년 간 2.24배 증가하였음. 그중 축산과 수산물,
채소 및 기타 농산물 시장의 증가가 비교적 빨랐음. 품목 도매시장의 수는 2008년 처음으로
종합 도매시장의 수를 앞서기 시작한 이후 품목 도매시장 수의 빠른 증가는 지속되어 농산물도
매시장의 품목화가 도매시장 발전의 중요한 추세가 되었음.
 1억 이상의 농산물도매시장 가운데 종합시장의 점유율은 2000년 72%에서 2012년에는 41%로
감소한 반면 품목시장은 28%에서 59%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농산물도
매시장의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문화 수준은 업계와 경제의 발전 수준
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

<표2> 2000년부터 중국의 1억 위안 이상 농산물도매시장 발전 상황
(단위: 개)

연도

종합
시장

품목
시장

식용유
시장

축산
시장

수산
시장

채소
시장

과일
시장

면화, 대마
토산물, 담배

기타
농산물

2000

820

322

52

23

52

123

56

16

-

2001

858

352

46

23

57

146

61

19

-

2002

834

355

41

25

65

146

57

21

-

2003

820

378

42

32

64

152

65

23

-

2004

816

397

50

29

72

157

66

23

-

2005

539

717

146

116

69

265

102

19

-

2006

811

671

86

82

110

228

119

46

-

2007

830

715

91

86

120

247

126

45

-

2008

630

921

99

111

132

280

128

25

146

2009

657

946

102

116

142

289

136

23

138

2010

691

981

109

124

150

295

147

23

133

2011

702

1020

111

114

157

313

147

34

144

2012

715

1044

111

121

160

312

147

24

169

2013

689

1019

103

134

150

312

137

22

161

자료 출처: 《중국 상품 교역시장 연감》 2001∼2014년을 근거로 계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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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소비지 시장에 비해 생산지 시장이 심각하게 낙후된 현상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음.
최근 몇 년간 중앙과 지방정부는 생산지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농업부의 지원
아래 중앙정부에서 통과 시킨 공동건설 모델을 이미 섬서(陝西) 성 낙천(洛川) 사과, 절강(浙江)
성 주산(舟山) 수산물, 감숙(甘肅)성 정서(定西) 의 감자, 강서(江西)성 공남(贛南)의 오렌지, 흑룡
강(黑龍江)성 목단(牧丹)의 목이버섯, 호북(湖北)성 형주(荊州)의 민물 수산물, 운남(雲南)성 두남
(斗南)의 화훼, 섬서(陝西)성 미현(眉縣)의 다래, 중경(重慶)시 영창(榮昌)의 돼지, 하남(河南)성 신
양(信陽)의 차(茶), 대련(大連)시의 수산물 시장 등 국가 등급의 농산물 품목시장에 적용하기 시작
했음. 이 가운데 일부 시장은 이미 완공되어 영업을 시작하였고 시장 구조도 어느 정도 최적화
되었음.
 농업부가 발표한 《농업부의 2014년 농업･농촌 경제사업 완수에 관한 조치》라는 공문에 농산물
생산지 시장 체계 수립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였음.
 《전국 농산물 생산지 시장 발전 요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또한 국가 등급과 지역적,
농촌 직거래 시장을 연결하여 현대식 농산물 생산지 시장 체계를 수립하고 농산물 유통 손실을
감소시키고 생산지 시장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반사 효과를 향상시킴. 관련 금융기관과 협력하
여 국가 등급과 지역 시장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의 역할을 보완하여 운영과 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했음.
3. 유통 매체의 하드웨어 수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1) 생산지 도매시장의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함
 최근 몇 년간 농업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앙 부서와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하에 소비지 도매시장의 시장 정보 수집･보급과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생산 후 처리와 신선 보
관, 식품안전 검사, 위생 관리 감독, 쓰레기 처리 시스템과 시장 평토, 수리, 전기, 도로에 대한
체계 개량, 교역장 확장, 고객 생활 서비스 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등 시반시설이 현저하게 개선
되었음. 도매시장의 공급 보장, 가격 안정, 정보 공개, 가격 형성, 신속 검측 등 역할을 실현하여
거래 효율을 높여 물량과 품질의 기반을 안정시켰음.
 일부 중대형 도시의 소비지 도매시장은 도시 발전, 계획 정리, 교통 체증 해소 등의 원인으로
교외로 이전되었음. 이전되어 새로 건립된 시장들은 보편적으로 기초 시설 건설에 투자를 증가
하여 등급을 업그레이드하였음.
(2) 일부 생산지 도매시장의 하드웨어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었음
 최근 몇 년간 일부 생산지 시장의 기초 시설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음. 조사 연구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생산지 시장의 수도, 전기, 도로, 거래장, 창고 등 모든 기반 시설이 개선되었음.
일부 생산지의 냉장 운반 체계의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 해남(海南)성 농업청이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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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치에 따르면 2012년 해남성의 예랭창고는 184개에 달하고 수용 총량이 30만 톤에
달했음. 이는 2008년과 비교하면 170%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며 해남성 전체 농산물 유통량
의 60%를 해당함.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랭창고 건설이 생산지와 생산지 시장을 연결하여 건설
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임.
4. 유통 주체의 마케팅 능력이 향상되었음
(1) 농촌에 정착한 농산물 중계인의 마케팅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
 현재 중국의 도매시장을 중추로 하는 농산물 유통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케팅의 주체로서
도매시장의 농산물 전문 중계인임.
 지연, 혈연, 업계의 인연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연결망과 인터넷, 지연, 농촌에 정착한 농산물
중계인 등으로 이루어 진 정식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협력 조직들이 실제로는 중국의 많은 지역
에서 신선농산물 유통의 중견 주체로 활동하고 있음.
 선도기업과 모범적인 협동조합의 선도적인 역할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남성 등 신선 농산물
주산지에서는 효율적인 신선 농산물 유통을 실현시켰음. 현지 조사연구에 의하면 해남성에서
현지 또는 다른 성에서 진입한 적응력이 높은 농산물 마케팅 주체들이 대부분 농산물 중계인으
로 성장하였음. 이들은 모두 농산물 유통업계에서 몇 년을 힘들게 일한 사람들로 과거에는 농민
이거나 소행상이었음. 이들의 농산물 마케팅의 경험과 사회적 네트워크, 특히 인맥과 핵심 정보
는 해남성의 신선 농산물 유통 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력자본과 사회자본이 되었음.
 호북(湖北)성 공안(公安)현은 동시에 이곳에 이주해 정착한 많은 포도 재배 전문농가의 농산물
중계인이 신선 농산물 유통을 주도하고 있음. 농가와 현지 중계인 사이는 긴밀하지만 정식적
관계가 아닌 협력 방법이 이 현의 포도 재배 농가가 외지 상인에 대항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음.
(2) 전통 중계인 인터넷 도움으로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킴
 아리연구센터(阿里研究中心) 2011년 5월, 2011년 11월, 2012월 11월에 각각 실시한 “바나나
공동구매”, “채소 공동구매”, “과일 공동구매” 등 세 차례의 공동구매에 대한 연구들 통해 전통
중개인이 농산물 유통 단계에 익숙하고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자 상거래에
뛰어들면 막대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했음. 이 세 차례의 공동구매에는 각각 14만 5천
명의 네티즌들이 해남의 바나나 농장들로부터 520톤, 4만 2천명 네티즌이 30만 근(斤)의 채소
를, 절강성, 상해, 중부 5개 성, 북경, 천진지역, 광동, 복건지역 공동구매 11,500건(件) 약 80.5
톤의 홍 부사 사과를 구매했음.
 이러한 새로운 구매 방식은 각 지역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통
마케팅 중계인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전국의 소비자와 생산지 농민을 연결하는 효율성이 높
은 판매 방법임. 이러한 사례는 전통 중개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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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전자 상거래 방식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전환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유통 패턴의
대세가 될 것이 분명함.
5.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새로운 거래방식의 출현
“현대식” 또는 “새로 출현한” 거래 패턴과 “전통” 거래 패턴의 관계는 결코 하나는 하락하고 하나는
성장하는 것이 아님.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거래 방식이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여 함께 번영하는 이상적
인 국면을 보이고 있음.
(1) 경매 거래의 지속적인 탐색
 경매 거래는 이론상으로는 거래원가를 낮추는 공개적, 공평한, 공정한 거래 방식으로 거래 시간
을 절약할 수 있고 거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 경영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또한 정확한
시장 정보와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데 유리함.
 1990년 말부터 시작하여 중국은 심천(深圳)의 복전(福田), 산동(山東)의 수광(壽光), 광주(廣州)의
화훼, 북경(北京)의 채태화훼(菜太花卉), 상해(上海)의 농산물도매시장 등 시장에서 시험적인 경
매 거래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시험 경매를 도입한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경매 거래를 중단할지 또는 경영
이 어려워도 지속할지 망설이고 있음.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개 판매상의 경영은 대부
분 소규모이고 농산물은 보통 품질 등급화, 중량 표준화, 포장의 규격화 등에 있어서 경매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또한 소비 수준, 거래 신용, 지불 수단에 있어서 얼마
간의 문제가 존재할 뿐 아니라 시험적으로 경매 거래를 하는 경매 거래와 직접 거래를 함께
하는 등이 경매 거래가 지속되기 어려운 중요한 원인임. 이상의 시범사업은 중국의 현재단계에
서 신선 농산물은 경매 거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을 증명함.
(2) 농산물 선물거래의 안정적 발전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병행 운영은 일부 선진국이 경험한 농산물 유통의 결과임. 선진국에서
발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한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기능을 완비한 농산물 선물시장도 공존함.
 현물시장, 특히 도매시장과 선물시장이 형성한 대량의 농산물 가격정보는 즉시 생산자와 소비
자에게 전달되어 가격 확인, 위험 회피, 생산 지도, 소비 조절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함.
 현재 중국에 있는 3개의 상품 선물거래소 가운데 상해 선물거래소의 품종은 주로 동(銅), 알루미
늄, 아연, 나사 무늬 강, 와이어로프, 황금, 연료유, 고무 등 금속과 기타 공업용 재료를 위주로
하고 농산물, 기타 원료 재료, 에너지 선물거래를 병행하는 곳은 대련(大連) 상품거래소와 정주
(鄭州) 상품거래소21)가 있음.

21) 대련 상품거래소의 주요 품종은 대두, 대두박, 옥수수, 콩기름, 종려유, 계란 등 농산물 및 LLDPE, PVC, 코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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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중국 농산물 선물시장은 가격 확인과 위험 회피 등에 있어 비교적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 품종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농산물 선물의 품종
수가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식용유 제품이고 신선 농산물 품종은 신선
계란 1종류뿐이고 산돼지 선물은 아직은 출시되지 않았음. 미국 등 국가의 선물시장의 발전 경
로와는 다름. 미국 선물시장은 발전 초기 단계에서 생우, 생돈, 모피 등은 농산물 선물거래의
주력 품목이었음.
(3) 농산물의 현물 전자거래의 고속 발전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 경영의 리스크도 증가됨. 객관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재 출시된 선물 품종이 현물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과 현대의 정보 기술의 추진 아래 계약거래, 입찰경매, 선물협약거
래, 공시거래 등 중장기 현물 전자거래 등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출현했음.
 농산물의 현물 전자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전자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를 수단으
로 정보교환과 현물 전자계약서 체결, 양도, 이행 등을 통해 자금 청산과 결산, 창고 저장, 보험
을 통하여, 물류 결재와 물류 배송 등 장기적 거래를 포함한 현물 거래의 범위를 넓히는 것임.
 농산물의 현물 전자거래는 리스크 방지가 어느 정도 실현된다는 상황 하에 효과적인 가격 발견
과 위험 회피, 정보 획득, 효과적인 생산물 집산과 농업 생산 등 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2000년을 전후로 잠사, 백설탕, 식량 등 대량 상품에 전자화 거래방식이 사용되기 시작했음.
광서(廣西)성 남녕(南寧)의 잠사거래 사이트와 백설탕 거래 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량상
품을 현물 거래하는 도매시장이 많이 생겨났음.
 2006년 5월 산동 수광 채소 전자거래시장이 정식으로 개장하였음. 이후 산동 금향(金鄕) 마늘
거래 시장, 산동 서하(栖霞) 사과 전자거래 시장, 북천(北川) 웨스트(維斯特)상품거래소 등 농산물
현물 전자거래시장이 전국 각 지에서 신속하게 발전했음. 북경의 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 주식회
사 역시 2010년 12월에 정식으로 북경 신발지 농산물 전자거래센터를 가동시켰음.
 중국의 농산물 현물 전자거래 품목은 마늘, 옥수수, 땅콩, 호박, 고추, 돼지고기, 보이차(普洱茶),
호두, 사과 등이 있음.
 대량 상품의 현물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모범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국무원은 《각 종
거래장소의 청결한 정비에 관한 금융 리스크 방지 실현을 위한 결정》(국발〔2011〕38호)를 발

점결탄, 철광석, 섬유판, 베니어합판, 폴리프로필렌 등 공업용 원료 또는 에너지이고, 정주 상품거래소의 주요 교
역 품종은 경질 소맥, 스트롱 에일, 백설탕, PTA, 목화, 채유, 유채유, 채유박, 조생종 쌀, 메벼 및 PTA, 메틸알코
올, 평면유리, 연료용 석타 등 공업용 원재료 또는 에너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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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음.
(4) 도매시장이 국경을 허무는 거래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음
 오랜 기간 중국 농산물의 국제거래 주체는 농산물 수출입공사, 농산물 중계 가공기업, 외국 소
매그룹의 구매기업이었음.
 최근 몇 년간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의 관세의 대폭 하락(특히 태국과 대만의 “무관세” 정책)과
더불어 광주(廣州) 강남(江南)의 과채시장과 담강(湛江) 하산(霞山)수산물 도매시장, 신발지 농산
물도매시장 등 농산물도매시장들이 대규모 농산물 수출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신선 농산물 거래
에 큰 변화가 발생했음.
 2007년 북경 신발지 농산물도매시장이 수입 과일청(廳)을 신설(이 이전에 이미 대규모 과일 수
입을 하고 있었음)하였음. 2009년에 과일 수입액이 40억 위안에 도달했음. 이밖에 중국에 우수
한 자원과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이 있으며 가격이 싸고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집산되기 때
문에 국제 수입상이 중국 농산푼의 수입을 확대하는데 유리함.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은 장차 중국 우수 농산물의 국제거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
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2009년까지 중국이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한 수출입 총액(식량과 목화,
식용유 등 농산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은 이미 300억 위안22)에 달했음. 중국 농산물 특히,
신선 농산물의 국제무역은 이미 새로운 무대를 형성했음.
(5) 농산물 전자 상거래라는 새로운 세력이 갑자기 일어났음
 최근 몇 년간 도농 교통과 통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을 보급하여 농산물 전자 상거래
의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상승하엿음. 도보(淘宝), 천묘(天猫), 경동(京东), 순풍우선(顺丰优选),
일호점(一号店), 중량아매망(中粮我买网) 등을 대표로 하는 전자 상거래 사이트가 농산물 전자
상거래 도입에 박차를 가함과 더불어 B2B, B2C, C2C 등 다양한 방식의 거래 패턴을 통해 인터
넷에서의 비즈니스와 실물 세계에서의 비즈니스를 함께 병행하는 클릭앤드모타르(click-andmortar) 방식을 융합하여 농산물 유통 경로를 하나의 경로(single channel)에서 여러 경로
(multi-channel)와 크로스 채널 (cross channel), 옴니채널(omin-channel)로 유통 방식이 옮겨 가
는 추세임.
 아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의 연구 센터는 도보(淘宝)의 수정 수치를 근거로 2012년 아리바바 사
이트에서 성립된 농산물 거래액(GMV)은 200억 위안에 근접했음. 중요한 것은 성장이 매우 빠르
다는 것인데 2010년, 2011년, 2012년의 거래액은 각각 37.35억 위안, 113.66억 위안, 198.61

22) 참고: 전국 도시 농산물무역 센터 연합회: 《중국농산물도매업계 발전보고(2009)》, 무한: 무한출판사, 20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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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위안이었음. 2013년 아리바바 사이트의 농산물 판매 역시 계속 증가하여 연 증가율이
112.15%에 달했음.
 이밖에 아리바바의 1,688 사이트는 농산물 인터넷 도매 영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은 2012년 대비 성장률이 301.78%에 달했음. 일부 지방정부는 전자 상거래 기업
과의 협력을 강화했음. 예를 들면 귀주(貴州)성은 “淘宝-貴州館”과 “京东—貴州館”을 개설하여
특산 농산물의 지명도와 상품화율을 향상시켰음.
 모든 품목의 농산물 전자 상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뿐 아니라 주목할 만한 것은 채소, 과일
류, 고기, 계란, 가금류 등 포장과 운송이 불편하고 전통적인 전자 상거래 정의에서 본다면 쉽게
할 수 없는 품목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임. 2012년을 예로 들면 해산, 수산물, 신선 과일
등 활어나 신선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모든 농산물 가운데 거래액의 증가가
가장 빠른 품목으로 2012년 대비 증가폭이 모두 400%를 초과했음.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신선 채소와 과일은 점차 전자 상거래의 주력 상품이 되어 동비 성장률이 여전히
194.58%에 달했음.
 중국의 저명한 “수창(遂昌) 모델: 절강성 수창현의 전자창업,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촌정보화 서
비스를 일체화시킨 모델”을 보면 처음에는 영업 품목이 말린 간식 위주였다가 현재는 신선 채소
와 과일이 점차 수창 지역의 주력 상품이 되었음. 농민의 인터넷 쇼핑몰 역시 농산물 전자 상거
래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음.
 산동성 가상(嘉祥)현 황해(黃垓)향 촌민 맹굉위(孟宏偉)는 도보(淘宝)를 이용하여 두바이(Dubai)에
서 온 1,000만 위안의 주문서를 접하고 촌에서 사육하고 있는 500두의 젖소와 3,000마리의 면
양을 두바이에 팔았음. 살아 있는 소와 양의 연 판매량 10만 두를 달성했음. 몇 년간의 발전을
통해 황해향 주위의 1,000가구 가까운 사육농가는 전자 상거래에 가입하고, 소와 양을 운반하
는 전국 각지의 300여 개의 운송 조직과 합작하여 농산물 생산 판매망을 구축했음.
 중국의 전자 상거래는 “농가+인터넷+회사” 형식의 “사집(沙集) 모델”과 “인터넷+품목” 형식의
“백구(白溝) 모델”, “수창(遂昌) 모델” 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성공한 발전 모델이 출현했음.
이러한 모델은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농민 소득 증대와 유통 원가 절감
을 촉진하고 농가의 브랜드 가치와 계약, 신용 의식을 증대시킴. 이로써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농민들이 시장의 수습을 토대로 맞춤형 생산을 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했음.
(6) “직판” 소매 모델의 지속적인 대량 출현
 우선적으로 도시 지역의 채소 직판장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음.
 각 지역 농업 부서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2011년 말까지 서녕(西寧)시와 은천(銀川)시는 각각 지
역 채소 직판장을 306개, 424개를 설립했고, 소주(蘇州)시의 남환교(南環橋) 시장은 농산물 지역
사회 진입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이 조치는 농산물 소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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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민들의 채소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였음. 또한 각 지역을 연결하는 배송 판매 전문기업의
수가 증가했츰.
 다음으로 “농가와 슈퍼마켓의 직거래, 농가와 식당의 직거래, 농가와 학교의 직거래, 도매시장
과 대형 생산농가의 계약재배” 등의 마케팅 방식이 급속하게 발전(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해 보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방식 중에 많은 비중이 도매시장과의 직접거래를 개척
하지 않고, 도매시장이 진행하는 거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고 있음.
 소주(蘇州)시의 남환교(南環橋) 시장은 “농가+도매시장+소매상”과 “농가+도매시장+슈퍼마켓”
을 연결하는 농산물 마케팅 모델을 연구하여 생산기지의 채소를 시장의 배송센터를 통통 소주
대학에 직접 배송함. 일부 도시의 지역에서는 “주말 채소시장” 열고 있음. 북경시 교외의 연경
(延慶)현의 농업 기업은 농민품목조합을 이끌고 시내의 북항(北航)과 망경(望京)지역에서 주말 채
소시장을 열어 성공했음.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신선한 채소를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근 슈퍼마켓들이 채소 가격을
내리도록 압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지역 채소 직판장이나 배송 판매 전문기업 또는 각종
“직거래”, “주말 채소시장”의 물건은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가져옴.
6. 도매시장의 기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음
 우선 도매시장은 기본적으로 신선 농산물의 집산, 가격 형성, 결산, 창고 보관 등의 기능을 실현
했음. 예를 들어 북경은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을 농산물의 주요한 집산의 중심과 지역 도매시장
을 중요한 유통단계로 하는 도매시장 구조를 형성했음. 공간상으로 중국의 동, 서, 남, 북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북경의 서남, 동쪽, 북쪽에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이 모여 있는 구역을 대
체적으로 형성하여 여러 품목의 도매시장이 서로 보완하며 전체적인 구조를 안정시킴.
 전국 각지에서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농산물 시장, 새벽 시장, 지역사회 채소 상점, 신선 채소
체인슈퍼마켓, 배송 및 인터넷 쇼핑몰 등 종합적인 기초 단계의 연결체계를 형성하였음. 이로써
도농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소비 구조가 향상되어 차별화된 수요에도
맞추고 있음.
 다음으로 도매시장은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의 기능을 함. 최근 몇 년간 각종 농산물의 유･무형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고 도농 주민들의 “장바구니”를 풍부하게 하
여 많은 지역에서 지속되어 오던 판매난과 상품적체 현상을 점차 해소하였음. 일부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 냉장보관 시설, 인터넷 판매는 농산물의 판매난과 상품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음. 북경 등 특별히 큰 도시는 정부의 채소 저장과 순환구조를 만들어 긴급한 상
황에서 시장 공급을 확실하게 하고 있음.
 호남성의 형양(衡陽)시는 규범적인 채소 시장을 건립하지 않아서 시의 채소 생산에 매우 큰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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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었음. 2011년 전문적인 채소 생산지 시장을 건립한 후 채소 농가는 비교적 높은 가격
으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었음. 시민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
었음. 이로써 시민과 농민이 함께 이득을 보게 되었음.
 여러 지역에서 부설한 냉장설비는 가격과 물량 조정에 도움을 주었음. 신선 농산물의 집중 출시,
가격이 하락하는 “기복현상”, “가격폭락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을 방지함.
 앞에서 거론한 도보(淘宝), 천묘(天猫), 취획산(聚划算) 등 인터넷 사이트의 신선 농산물의 전자
상거래 모델(예약판매, 공동구매, 소비자 체험,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微博, MicroBlog를 지
칭” 마케팅 등 인터넷 전파 및 녹색식품의 참여 방식 보장체계를 포함)은 신선농산물의 구매와
판매난 해소에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였음.
 마지막으로 도매시장의 시너지 효과 창출 기능도 실현되었음. 도매시장이 고속으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된 산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라는 대동 효과도 뚜렷이 나타났음. 북경의 신선
농산물도매시장 체계는 도시의 안정된 운영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화북 지역의
신선 농산물 유통 경로의 중추가 되었음.
 심천(深圳) 포길(布吉) 농산물 센터 도매시장이 판매하는 채소, 과일, 식용유, 특산물은 각각 심
천시 소비량의 85%, 90%, 40%, 65% 이상을 점유함. 심천에 거주하는 천만 명에 가까운 주민
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화남 지역과 동남아시아, 남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 각 지역의 시장과
긴밀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음.
 유명한 채소 생산지인 산동성 수광에 건립된 채소 도매시장은 그 시너지 효과의 범위가 수광에
속해있는 유방(濰坊)시를 크게 넘어서고 있음.
 영하(寧夏) 중녕(中寧)의 구기자 쇼핑타운은 이 현의 구기자 거래를 제외하고도 영하 및 주변
성의 60% 이상의 구기자 건과 거래를 책임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구기자 집산지가 되었음.
 귀주(貴州)성 존의(尊義)현의 “새우 고추” 도매시장은 고추 주산지의 장점을 가지고 전국 최대의
고추 품목 도매시장 중 하나가 되었음.
 호남성 상덕(常德)시의 사가포(謝家鋪) 산돼지 교역 시장은 중･남방 5성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산돼지 집산지 중 하나가 되었음. 연 산돼지 거래량은 80만 마리 이상이
고 거래액은 20억 위안에 달함.
 청해(靑海)성은 50%에 가까운 소와 30%의 양을 서녕(西寧) 주변의 정진(靑眞) 소, 양고기 도매
시장으로 운반하여 도살과 거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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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발전 과정에서의 중요 문제 및 원인
1.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발전 중의 중요 문제
(1)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소비지 도매시장과 생산지 도매시장 간, 중･대도시 도매시장과 현급 및 현급 이하의 도매시장
간에 불균형이 존재함.
 지난 몇 년간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의 “정책 시발점”은 주로 상무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였음. 농림부 부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은 하였으나 지원이 극히 미미한 수준
이었음.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 지원, 특히 특정 사업의 지원금이 대형 도매시장(특히 도시의 도매시장)
으로 집중되었고 적은 지원금만이 현급 이하 농산물 시장 건설과 승급에 투입되었음.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중서부 지역의 시장 발전은 정체되어 있음.
 북경, 상해, 천진, 광주 등 동부 지역은 다양한 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중복 건설되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광대한 서부 지역 예를 들면 검북(黔北: 귀주성의 북쪽)과 사천성 서남 등지
와 서로 인접해 있는 여러 현에는 제대로 모양을 갖춘 농산물도매시장이 한 개도 없음.
 건설 속도와 발전 정도를 막론하고, 중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
농업부의 2009년 전문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 규모 이상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모두 4,300개가
있음. 그중 70%가 동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중서부 지역에는 단지 20%와 10% 정도만이
분포되어 있음.
 최근 몇 년간 국가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음. 2012년 통계 수치에 따르면 동부와 동북을 합치면 거래액이 1억 이상인 농산물
품목 도매시장의 점유율이 이 지역이 여전히 전국의 70%를 초과하고 중부와 서부지역은 각각
16.9%와 12.7%에 불과함.<표3>
 중부의 식량, 목화, 식용유, 채소, 과일 주산지 및 서부 특색 농업 지역의 생산지 도매시장의
발전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함. 중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국 우수 농산물 지역 배치 계
획》과 《전국 특산물 지역 배치 계획》을 대조해 보면 많은 우수농산물과 특산물 기지에 영향을
그다지 받지 못하거나 대규모 도매시장이 부족함. 이러한 현상은 서부 지역에서 특히 뚜렷이
나타남.
 거래 수단, 시장 규모, 시장 내 시설, 서비스 기능 등에서도 중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도매시장
의 차이는 더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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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2년 중국 품목 도매시장의 지역적 분포
(단위: 개, %)

시장유형

전국 합계
수량

비율

동부지역
수량

비율

농산물 품목시장

1,044

100

658

63.0

그중 식용유시장

111

100

69

수산물시장

147

100

86

채소시장

312

100

축산시장

121

100

24
169

목화, 대마, 특산물시장
기타 농산물시장

동북지역
수량

중부지역

비율

수량

서부지역

비율

수량

비율

77

7.4

176

16.9

133

12.7

62.2

7

6.3

17

15.3

18

16.2

58.5

13

8.8

30

20.4

18

12.2

189

60.6

23

7.4

55

17.6

45

14.4

75

62.0

6

5.0

21

17.4

19

15.7

100

18

75.0

1

4.2

2

8.3

3

12.5

100

96

56.8

17

10.1

33

19.5

23

13.6

자료 출처: 《중국 상품 교역시장 통계연감(2013년)》을 근거로 수치를 계산했음.

(2) 일부 시장의 기반 시설이 여전히 취약함
 여러 차례 개선을 하면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반 시설은 전반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음.
그러나 도농 주민의 농산물 유통의 수요와 현대식 농업의 수요를 서로 비교해 보면 기반 시설을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생산지 시장, 농촌 시장, 중서부 지역의 시장은 시장체계 수립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자 “단점”임.
 이러한 도매시장에는 필수적인 냉장 시설, 품질･검측 시설, 정보 수집 및 전파 시설이 부족함.
햇볕을 가리고 비를 막는 시설도 부실하고 일부는 여전히 도로 시장과 노점삼 경영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농림부가 2012년에 실시한 연구조사 의하면 강서(江西)성의 농산물 생산지 시장 가운데 잔류농
약 속성 검사기가 없는 시장이 76%를 차지하였음. 또한 감시카메라를 갖추지 않은 냉장 시설이
91%를 차지하였음.
(3)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필요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어떤 지방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과다 건설하였음. 심지어 한곳에 집중하여 건설하여 상당
수는 이미 완공하였으나 사용율이 지극히 낮음.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빈 껍질 시장”, “시장은
있으나 장이 서지 않는 시장”, “시장 간 악성 경쟁”이 병존함.
 최근 몇 년간 많은 대도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복 건설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어떤 성위원
회는 신축하는 점유 면적 1,500아르 이상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4개가 넘게 도시 계획에 세워
놓았음.
 북경(北京), 태원(太原), 성도(成都) 등 대도시에 이미 존재하는 대형 종합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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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킬로미터 안에 대형 종합 농산물 도매시장을 신축하는 계획을 비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장 점유율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으며 이 현상은 농산물 중계상, 소비자, 생산자
등 모든 단계에 파급 효과를 주어 정상적인 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둘째, 일부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 주체는 독점 혐의를 받고 있음.
 일부 도시에서 극히 소수의 도매시장이 지리적 위치나 교통조건 등의 원인으로 비합리적인 시
장 점유율을 차지하였음. 이로 인해 사실상 독점 지위를 형성함. 조사에 따르면 일부 대형 도매
시장의 운영 주체는 도매상과 거래자에 대하여 시장 진입비와 입장료를 받고 있음. 또한 진열장
과 판매대 “입찰” 등의 형식을 통해 도매상의 판매 원가를 계속 올려서 독점 혐의를 받고 있음.
 셋째, 일부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부도덕한 세력이 동업자를 괴롭히며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가
존재함. 이는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넷째, 농산물 품질 안전의 중요한 통제의 중심인 도매시장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함.
 많은 도매시장이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실을 갖추고 있더라도 통일된 표준이 없고 검사원 인원
배치가 부족함. 중요한 것은 검사 과정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상인이 떠나고 도매시장이 검사
동력을 상실함.
(4) 정보 수집과 공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2000년 농업부는 “전자 통일 결산 장려”와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정보 수집과 공개 사업을
완수하자”라는 지침을 제기하였음. 지난 10여 년간 많은 부서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정보 수집과 공개 수준을 높이도록 각종 재원 지원을 하였음.
 농업부의 농산물도매시장 “업그레이드 확장 5520사업”과 국가발전위원회의 “전국 농산물도매
시장 국채 프로젝트”, 상무부의 100개의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과 100개의 대형 농산물 유통기
업을 지원하는 “쌍백(雙百) 프로젝트”과 “농산물 현대식 유통 종합시험”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승급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임. 특히 정보화 건설을 중요한 지원 방향으로 삼고 있음.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승급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농산물 도매시장은 정보 수집과 공개 시스
템 등 분야의 하드웨어 수준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 정보 수집과 공개 능력이 현저히 상승
했음. 또한 관련 정보의 공개 수량과 범위가 크게 진보하였음. 그러나 체제와 정책 등의 원인으
로 정보의 품질은 오히려 시급한 향상이 필요함. 비록 관련된 웹사이트와 TV 방송국 등 매체가
있어서 거의 매일 새로운 농산물 시장 정보를 전달해 주지만 구조상의 모순으로 인해 발표되는
정보의 품질은 떨어짐.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가격 정보만 발표하는데 어떤 때는 실시간 가격이 아니고 어떤 때는 정확하지 않고 어떤
때는 확실하지 않음. 대부분의 농산물 도매가격은 품목, 시점, 주문량 등에 차이가 있고, 가격
차이가 큰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매체가 최종 발표하는 단일 도매가격 정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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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 않음.
 둘째, 일반적으로 외부로 발표하지 않는 거래 성립 양 정보는 실질적으로 이 정보는 가격과 같
이 중요함.
 셋째, 신선 농산물의 품질 안전 정보는 발표할 방법이 없음.
 이를 종합하면 관련 시장 정보의 진실성, 투명성, 정확성, 시간적으로 정확한 지, 전면적인 문제,
상세하고 확실한지, 정책 결정과의 상관성 등을 향상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생상 경영자가
이것을 근거로 결정을 개진하고, 국가 주관 부서가 이를 근거로 농산물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예비 경보를 발령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
(5) 가격의 변동성과 도･소매가격의 차이가 큼
 최근 중국의 많은 도시는 신선 농산물, 특히 채소가격의 변동성이 커졌음. 변동하는 품목의 수
가 증가하고 변동 주기도 짧아졌으면 변동의 폭도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상품의 적체와 판매난
현상이 수시로 발생함.
 한편 농산물, 특히 채소의 도매와 소매 가격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중간 상인이 이익을 많이
보거나 “폭리ˮ를 취하는 지 알 수 없지만 유통 원가가 높은 기업에 비난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
음. 또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자주 변동하는 원인일 것임. 이는 농산물도매시장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임.
 일반인은 농가의 규모가 작고 조직화 수준이 낮으며 중개상인의 규모가 작고 농업 표준화 수준
이 낮으며 유통 단계가 많은 것을 중국 농산물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인식할 것임.
2.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
(1) 법률과 계획에 결함이 있음
 전국에 4천 개가 넘는 중･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으나 아직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법률23)
이 구비되지 않았음. 이것이 바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임.
또한 농산물 유통 행정관리체제가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임.
 기본 법률이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문제의 소재를 찾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어떤 지역의 도매시장 개수와 부지 선정에 정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중국은 강한 구속력을
지닌 전국적인 농산물도매시장 발전 계획이 미비함. 각 지방정부도 상응하는 계획이 없으며 전

23) 1983년 국무원이 발표한 《도농 집합시장관리방법》은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정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1994년 국내무역부가 발표한 《도매시장 관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이미 변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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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도시계획과 상업상점망 계획과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이의 연결 고리 절단이 중국 도매시
장의 거래 질서가 문란한 주요 원인임.
 장기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의 임의 건설과 무질서한 경쟁 독점 혐의 및 최근 나타난 외국자본의
주식 통제 등 여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공익성” 요구
가 실현돼야 함. “농산물 도매시장법” 또는 “농산물 시장 거래법”을 공포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 있는 계획을 제정해야 함.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법치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가 농산물 유통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함.
 이는 일본, 한국, 대만의 경험임. 관련 법률과 계획을 일본, 한국, 대만으로부터 벤치마킹해야
비로소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실현시킬 수 있음.거래 질서를 정상화시키고 경매 등 새로운 거래
방식을 보장할 수 있음. 행정관리체제가 옥상가옥(屋上架屋)식으로 여러 관리 부서가 교차 관리
(일본과 대만의 관련 법률을 보면 농산물 유통의 주관 부서를 농업청 행정 부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피할 수 있음.
(2) 행정 관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음
 중국은 계획경제 시대의 업계 구분과 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다원화된 농업청의
행정관리체제를 계속 답습해서 무역, 공업, 농업이 분리되고 농민, 농산물가공, 판매기업이 분리
되어 종합 협력 능력이 결핍되었음. 현재 농업, 상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소(供銷), 공상, 질
검, 식약 등 부서가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에 대한 일정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2014년 초의 《농산물시장 체계 수립을 강화에 관한 진일보한 지도 의견》은 상무부,
국가발전위원회,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방성향건설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인민은행, 국가자원
위원회, 세무총국, 은행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국가 표준위원회 등 13개의 부서가 연합해
서 발표하였음. 많은 부서들이 동시에 관리하면 행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원화되
는 구조 아래서 농산물 유통의 직능과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음. 횡(橫)으로는 여러 관리 부서
가 교차해서 관리하고, 종(縱)으로는 체계적인 유통 체계를 유지함. 또한 관리 원가가 증가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정보를 공유할 방법이 없으며 정책 협조가 어려워 행정 효율을 낮춤.
중앙정부의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에 대해 시행한 여러 가지의 우대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
기 어려운 것은 여러 부서의 공동 관리가 주요 원인임.
(3) 도매시장의 공익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국가 정책은 농산물 유통의 기반 시설,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재차 강조함.
업계 역시 같은 인식을 공유함. 그러나 시장 자원의 분포에서 기본적인 역할, 심지어는 결정적
인 역할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의 전제 하에서 지역의 경제 발전 차이를 고려하면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논쟁이 발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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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의 관리자와 투자자는 동일 주체로서 어떤 경우에는 경영자 또는 얼굴을 바꾼 바지
사장의 신분으로 시장 거래에 참여함. 이 현상은 정부의 관리 부서 혹은 관리 부서와 다른 기업
이 공동으로 설립한 도매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 질서를 혼란케 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실현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임.
(4)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법률과 계획의 결함으로 인해 행정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움. 지방
정부의 농산물 도매시장, 특히 생산지 시장에 대한 인식에 착오가 있음. 이 결과는 지방정부의
농산물 도매시장, 특히 생산지 도매시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임.
 최근 몇 년간 각급 정부는 생산지 시장을 포함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다방면의 지원을 하지
만 농업 현대화에 대한 요구와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시장 용지, 이자 대출, 융자
기준, 정보 네트워크 건설, 품질 검사와 검측 등 방면의 정책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정부 투자를 보면 농산물 유통을 관리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원래 적은 투자 금액 분산시키게
됨. 이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일본과 대만 정부는 전문 예산을 도매시장에 대량의 무상자금
으로 투입한다는 점임. 대만의 무상자금 투입의 중요한 대상은 생산지 시장임.
(5) 정책이 종합적이지 않고 집행에 편차가 있음
 장기적으로 중국의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에 관련된 정책은 “투자는 많이 하고 효과는 미미하
다”, “하드웨어는 튼튼히 하고 관리는 가볍게 한다”, “물건은 중시하고 사람은 경시한다”, “사업
체 건설은 중시하고 교육은 경시한다”, “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중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는
경시한다” 등의 경향을 보였음.
 총괄 관리, 부대 설비, 협조 부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난감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미리
“능력”과 “하드웨어” 건설을 중시하고 “인력”과 제도 수립을 가볍게 보았어야 했음.
 각 부서는 부서마다 자기 부서의 정책을 시행함. 부서 간의 총괄적인 협조가 결핍되어 있음.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일수록 각기 다른 부서가 전문 지원금을 지원함. 일부 “스타(유명한)” 도매
시장은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이 보편화됨. 이러한 경비는 대부분 설비나 하드웨어 기초 시설에
투자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공급 지향”적인 정책임. 반면 도매시장 자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가를 고려하지 않음. 예를 들어 채소, 활어, 고기, 신선 계란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그러나 도매업자는 세무부서가 “가을의 수확한 뒤에 총결산 한다”고 하듯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 가격과 거래량 등을 허위로 “모호하게” 작성하고 원본은 완정하고 즉시 거래와
관계있는 가격, 수량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 전자 결산시스템은 현장에서는 방치해 놓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전형적인 “등급 변경”과 “유통기간 변조”를
하고 있음. 관련 정책은 아직도 “발표는 무겁게 하고 집행은 가볍게 한다” 등의 편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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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가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토지, 세금 징수, 행정적 사업비용 징수 등에 대한 우대정책
및 수도, 전기, 가스, 난방 가격 등을 내려 주는 정책에도 현장에서는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음.
 2008년의 중앙 1호 문건 《중공 중앙 국무원 농업 기초시설 진일보 촉진 농업발전 농민 소득
증대에 관한 약간의 의견》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용지를 공업용지와 같이 대우해 준다는
정책을 실현 한다”를 요구했음. 용지 가격을 내린다(2012년 국무원 39호 문서, 또 다시 반복함).
현재까지 중앙이 문서로 규정한 우대 정책은 지방의 하부 조직에게 배척당해서 소멸되었음. 북
경시를 포함한 많은 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토지는 여전히 “불법화”에 놓여 있음.
(6) 농산물 유통원가는 낮추기 어려움
 최근 농산물의 도･소매가격의 격차가 벌어지고 소매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생산 원가가 증가했
고 유통 원가. 특히 소매단계의 원가를 낮추기가 힘들기 때문임.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도시가 빠르게 확장하여 소매점을 신축하기에 불리함. 과거에는 소매의 마지막 계층이던
구멍가게가 임대료 상승으로 문을 닫게 되었음. 이에 따라 신선 농산물 소매 업무도 점차 줄어
들었고 소매 단계의 경쟁도 감소했음. 새로 만들어진 지역의 채소시장의 용지도 여러 가지 이유
로 보증하기가 힘들어 졌음.
 둘째, 도농 이원화 체제는 신선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는 중요한 원인임. 도농 이원화 체제
하에서 신선 농산물 유통 종사자(특히 채소 소매업 종사자)의 기본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
였음. 이 원가는 채소 소매가격에 포함되므로 채소의 소매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임.
 셋째, 부당 단속이 원가의 강성 증가를 유도함.
 유관 부서의 신선 농산물 유통업자의 영업지점을 부당하게 단속함. 특히 이동식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새벽시장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여 신선 농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임. 북경
현지 조사에 따르면 과채 거래가 활발한 새벽시장이 있는 지역의 농산물 시장의 임대료는 쉽게
올리지 못하고 슈퍼마켓의 채소 가격이 높지 않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갈수록 늘어나는 성
(城), 진(鎭)의 주민들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하기 편리한, 특히 채소 판매의 중요한 마지막 단계
인 새벽시장의 발전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제약을 받고 있음. 이는 성, 진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번영과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줌.

Ⅲ. 농산물도매시장 국제 경험의 벤치마킹
각 나라의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 발전 모델은 동일하지 않지만 토지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동아
시아 지역 또는 영국의 식민지 혹은 양단의 중간인 유럽을 막론하고 성숙한 시장경제 국가는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 발전에 현대식 농업과 농산물 유통의 기본 규율을 반영되어 있음. 주요 경험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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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가 선행되어야 함: 법률과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 경영
 엄격한 법률의 통과는 앞으로 정부가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에 대해 여러 우대 정책을 법률의
형식으로 정식 확정함으로써 이상적인 법치 하의 상업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이는 시장경제 국가에서 보편화된 방법임.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법률과 계획은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 관리의 기초임.
 일본 농산물 시장 유통과 가격 부분의 법률은 《도매시장법》과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등이 있음. 그중 《도매시장법》은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기본 방침, 중앙과
지방 도매시장 건설 계획, 설립 및 조건 심사, 거래규칙 및 도매업자에 대한 감독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음.
 한국의 《중앙도매시장법》, (《농수산품 도매시장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으로 수
정)의 내용은 일본의 《도매시장법》과 유사함.
 대만에는 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와 밀접한 법규가 많은데 주요 법규는 “농산물 시장 교역법”,
“농산물 시장 교역법 시행세칙”, “농산물품 도매시장관리방법”, “농산물품 판운상(販運商) 지도
관리방법” 등이 있음.
 유럽에는 도매시장에서의 영업 행위는 법률의 제약을 받음. 제품의 품질은 유럽연합의 포장 규
격, 포장 재질, 운송 방법, 통일 표준에 부합한다고 보증해야 하는데 특별한 것은 위생 표준임.
이탈리아는 규범적인 도매시장이 발달하면서 일련의 법률이 생겨났는데 주요 법률로는 도에 시
장에 적용되는 Law 125/1959, 주(州) 건설기금에 적용되는 Law 41/1986, 건설재정 보조 출자
에 관한 Deliberation 31. 1. 92, 도매시장 출자 기관 표준 평가에 관한 Decree 2. 2. 1990 등이
있음.
 프랑스는 1953년의 법률에 의거하여 도매시장을 국가시장 조직에 포함시켰음. 그 목적은 경로
를 간소화시켜 원가를 낮추고, 시장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품질을 높이는 것임. 엄밀한 법률 외
에도 각국 정부는 도매시장 계획을 중요시하는데 일본과 한국 정부가 전형적 사례임.
 일본의 《도매시장법》은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설립과 배치, 발전 계획을 규정하였음. 그중 도매
시장 발전 계획의 기본 근거는 10년 이내에 도매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임. 도매시장
거래 물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최대한 유통을 합리화하고 효율을 높일 것을 요구함. 도매시장
발전의 기본방침 및 중앙도매시장 발전 계획은 모두 농림수산대신의 비준과 식품유통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지방정부의 도매시장 발전 계획의 제정도 도매시장 발전의 기본 계획을 준수
해야 함. 도(都), 도(道), 부(府), 현(縣) 지사(知事)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함. 도, 도, 부, 현은 도,
도, 부, 현의 도매시장 건설 계획을 제정한 후에 농림수산대신에게 건설 계획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포해야함.
 한국의 사례를 보면 초기 계획은 1971년부터 시작해서 10개년 계획이었음. 실제로 거의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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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수정하였음. 1971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 정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였음. 전
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농산물 유통체계를 보완하는 전
국적 정비계획을 제정했음.
 국가 공익시장 네트워크가 있는 프랑스, 이태리 등 국가는 농산물도매시장 계획을 중시하고 영
국, 미국, 독일 등 국가도 국가 공익시장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지방정부가 현지의 자원, 건설,
발전 수요를 근거로 계획을 제정함.
2. 체제 보장: 일체화된 행전관리체제
 경제가 발달한 국가와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체화된 행정관리체계를 운영함. 일본의 농림수산성
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 및 생산 자료의 공급을 책임을 짐. 농업의 생산, 공급,
판매에 대해 일체화 관리를 실시하여 경제, 행정, 법률 등 여러 수단을 종합하여 기능을 수행함.
경제 발전에 따라 구조 조정과 직능 전환을 하여 높은 업무 효율을 얻음.
 정책의 계획, 관리, 시행 등 “모든 정치 조치는 한 담당 부서에 나오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도매시장과 상품거래소는 주로 식품유통국이 관리 감독함. 농림
수산성은 농산물의 유통과 소비, 식품 공업의 감독을 책임지고 농산물 관련 가격 정책에 참여하
는 “식품유통국” 직원이 281명에 달함. 지방의 도매시장의 관리는 도(都), 도(道), 부(府), 현(縣)
에서 일반적으로 현의 지사(知事), 농정부장, 원예경제과장이 함. 1급 시(市)는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부장, 시장장(市場長)이 함.
 중국 중앙의 농림성은 지방정부와 함께 도매시장의 분포 계획, 시설 개조, 발전, 심사 비준 설립
자, 도매업자의 자격, 거래행위의 감독, 업무지도 진행, 정보처리 통계,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집행 등에 대해 관리 권한을 분담했고 책임 전가와 누락 문제도 없었음.
 한국이 농업에 관하여 시행한 것은 일체화된 관리 체계로 농림부에 시장관리국을 설치하여 시
장 구조를 보완하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며 가공업을 촉진시키도록 했음.
 미국 농업부의 기능은 농업･농촌과 관련된 각 단계와 밭에서부터 식탁까지 모든 연결 사슬을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방침, 정책, 계획, 협조, 법 집행 등을 통해 관리를 진행하는 데 편중되어
있음. 농산물 유통의 행정관리 권한은 농업부에 있는데 산하에 특별히 농산물 운송판매국(달리
번역하면 “농업시장 서비스국” 또는 “농산물시장 마케팅국”,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을
설립해서 농산물의 생산 판매와 관련된 행정 관리, 중요 경제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전국에 통용
되는 농산물의 등급 공포, 상품 검사, 등급 분류, 등급 증명, 신선과일과 채소의 잔류농약에 대한
수시 표본검사 등 기능을 수행함. 녹색유기식품의 표준과 농장 인정을 직접 책임지고 공평경쟁
과 고효율 시장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함.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의 농업 행정 관리는 전형적인 “밭에서 식탁으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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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전 과정이 일체화된 행정관리 체계임.
 독일은 “연방 식량, 농업, 임업부”의 시장정책사(市場政策司)가 농산물 시장 정책, 시장구조, 시
장 경쟁, 생산 판매, 정부 보조 등의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함. 또한 식품 경제, 시장 규칙, 식품
저장, 관세 보호 등을 시행함.
 프랑스는 “농업과 농촌발전부”에 식품국과 생산과 무역국을 두어 관리와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대만의 《농산물 시장 교역법》의 제2조에 “본 법이 칭하는 주관기관은 중앙의 행정원 농업위원
회”라고 규정했음. 제4조는 “중앙 주관기관은 마땅히 전국 농업 생산판매 방침에 따라서 전국
농업 생산판매 및 국제 무역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음. 제5조는 “중앙 주관기관은 마
땅히 국제 농업 생산판매 현황 및 농산물업계의 변화를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3. 우대 정책: 정부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정방위적인 지원
많은 국가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농산물 도매상은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하나의 연결 고리일 뿐
만 아니라 농민의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간주함. 실제로 어느 국가나 지역에서 농산물 도매시
장의 투자자는 농민 또는 농민들의 조직한 협력조직인 경우가 많음. 이들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할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재정, 금융 등 방면의 정책 지원을 해 준다면 도매시장은 성공적으로 발전할
것임.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가지고 도매시장을 공익성 사업에 참여시키고, 아울
러 강력한 전 방위적인 지원을 함.
(1) 투자 자금 지원
 대다수 국가에서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에 투입하는 투자비가 총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은 비교적 높음. 일본은 정부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에 투자금을 무상으로 투입했지만
투자금의 비율에 차이는 있음. 신축 시장은 국가가 가옥, 창고, 용지, 도로 등 주 설비에 대해서
5분의 2를 투자하고 냉난방, 전기, 통신 등 중요한 시설은 3분의 1을, 가공시설, 관리사업 등
부대시설은 4분의 1을 투자함.
 한국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도매시장 총 건설자금의 30%를 무상 투입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정
부가 출자함.
 대만에서는 정부가 농업예산을 배정하여 향(鄕)과 진(鎭) 농회(農會)와 하층 작목반을 지원해 주
고 있음. 농산물 유통 장소를 건립할 경우에 정부기구가 일반적으로 총투자금의 40% 정도를
지원함.
 프랑스 정부는 모두 23개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했음. 예를 들어 파리 헝지스(Rungis)
과채 도매시장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공익성 시장인데 초기 투자 10억 프랑 가운데 국가의 투자
가 56.85%, 파리 소재 성(省), 파리시(市), 파리은행이 모두 합쳐 28.5%를 투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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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매년 농산물 운송과 보관, 가공, 마케팅 등에 재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로,
항구, 냉장고를 포함한 창고, 도매시장 등 기반시설 보수에 유럽연합 농업 보조금의 25%를 보
조해 줌. 일부 기반 시설이 부실할 경우는 30~5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각국 정부의 재정 투입은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떠맡
는 것은 아님.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할 것임. 외국의
경험은 공익성 도매시장과 시장성 도매시장을 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 줌.
(2) 세수 우대 조치
 각국 정부는 농산물 생산 유통의 각 경로에 세수 혜택을 주고 있음. 미국의 대부분 주(州)에서
1차 농산물 상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식품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을 전면 지원함.
 미국의 메릴랜드(Maryland) 식품 센터는 정부의 투자를 받아 설립되었음. 하나의 독립된 관리기
구에 관리를 위탁하여 매년 정부에 임차료를 내게 했으나 세금은 징수하지 않음.
 유럽연합의 상황은 미국과 비슷한데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만 실제 운
영 과정에서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농산물에 대한 우대정책을 취하지 않는 국가는 한 국가도
없음. 면세, 특별세 시행 등을 통해 농가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음.
 대만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된 이후 독립적인 시장법인이 시장관리를 총괄해서 관리할 것을
명확히 함. 이에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비용이 낮아졌음. 대만 정부는 농산물 거래에 면세 정
책을 실행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을 징수함.
 일본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있어서 정부가 대출 금리와 대출 기간뿐만 아니라 세수에서도
우대함.
 한국은 공공(公共)도매시장인 중앙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농협이 운영하는 지방 도매시장, 심지어
기업이 경영하는 민영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함.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농산물 도매시장, 파리 헝지스(Rungis) 과채 도매시장의 중개상인들
은 정부에 세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도매시장 자체가 공익성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중개인도
세금을 면제함.
(3) 토지에 대한 우대
 일부 국가와 지역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면 토지와 관련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1986년 미국 서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과채 도매시장을 건립할 때
레이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토지를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했음.
 네델란드의 농산물 경매시장이 발전을 지속하자 정부는 세수뿐만 아니라 토지도 우대 정책으로
지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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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농산물시장 교역법》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필요로 하는 공유지는 정부가 먼저 임대
해 주거나 현재 가격으로 판매함. 농산물 도매시장에 필요한 사유지는 정부가 거래를 도와서
구입하도록 하거나 법에 의거해 징수하고 그 토지를 농업 용지로 간주하여 우대 혜택을 누리도
록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함.
4. 조직의 세부화: 전문 농가가 주도하는 “운송 판매 협동”
 미국, 서유럽과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또는 지역을 막론하고 농업 발전은 예외 없
이 국가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가장 적합한 농민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중 전문
농가가 주도하는 “협동 운수판매” 또는 “공동 운송판매”가 좋은 방안임. 농장의 규모와 문화,
도시 특색, 소비 습관 등 여러 원인에서 생겨난 동남아 지역의 “협동 운수판매”의 경험은 중국
사람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음.
 1961년 일본 정부가 《농업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을 공포했을 때 일본의 농협
체계와 대형 농산물 집하장이 드러남. 기층 협동조합과 시(市), 정(町), 촌(村) 1급의 정부기관이
연합하여 농정협의회(農政協議會)의 성립을 규정하면서 농업 협동조합이 농촌 경제에 있어서 지
도하는 지위를 확보하자 각종 사업은 크케 발전함.
 농업 협동조합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농민의 대표, 농가 경영의 대리인, 정부의 대리인
등 세 가지 중대한 역할을 함. 일본 농협이 신선 농산물 유통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중요함. 생산
지 단계에서 보면 각기 다른 출하농가가 도매시장으로 발송한 출하 비율을 보면 1998년도 농협
계통의 채소 출하 비율이 출하 총량의 59.8%이고 과일은 61.6%의 점유율을 보임. 일본 농협의
협력 판매는 건전한 운영을 지속시키면서 신용협동조합과 농협보험 등에도 막대한 도움을 줄
것임.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사업이 서로 도움을 주어 농협의 공익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함.
 실제로 한국의 농협 역시 이러한 유형의 특징을 가짐.
 대만의 협동운수판매(대만에서는 공동운소: 共同運銷라고도 부른다) 시스템은 특색 있는 생산판
매반(産銷班) 외에도 농회(農會), 농업합작사(農業合作社), 합작농장(合作農場) 등을 포함함. 농회
는 “농회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지위를 가진 농민단체로 지방정부의 등급별 통제를 받음.
일반 농업합작 조직과 다른 점은 경제, 교육, 사회, 정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임.
 합작사와 합작농장은 “합작사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 지위의 농민단체임. 합작사는 일반적으로
단일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일 종류의 업무를 위주로 운영함. 그 종류는 채소합
작사, 과일합작사, 화훼합작사 등이 있음. 합작농장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구성원의 경작지
가 이어져 있음. 합작농장의 경영은 공동 생산, 운송 판매, 공급 등의 복합 업무임.
 대만의 특색을 갖춘 생산판매반(産銷班)은 농민의 자기 계발을 위해 자연적으로 결성되거나 농
정 부서의 지도로 조직됨. 생산판매반은 법인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제도화된 농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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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임. 이들은 현대식 농업 마케팅 기법을 교육함. 생산판매반(産銷班)의 주요 교육 내용은 기
술교육 외에 채소 판매 행사, 소포장 판매를 통해 생산 판매를 일원화한 직판, 생산품 전시회를
통한 판촉 행사, 시장 개척 등이 있음.
 2006년 말 대만에는 각 종류의 생산판매반(産銷班)이 6,159개가 있었음. 그중 채소반이 4,225
개로 약 70%를 차지함. 생산판매반(産銷班)은 “판매처를 함께 누리고 품질 책임도 같이 지자”를
실현했음. 앞으로는 협동 운송판매와 농산물 품질안전검사, 원산지 추적, 브랜드 추구를 통해
고품질과 고가격을 달성할 계획임.
5. 하드웨어 기초: 역할에 부합되는 기본시설 완비
 시장의 기능에 부합하는 기반 시설은 각국 농산물도매시장 발전의 공통점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과채 도매시장을 유지하고 있음. 프랑스 파리의 헝지스(Rungis) 과
채 도매시장의 연 교역량은 300만 톤 이상임. 세계에서 가장 큰 저온 유통체계(cold chain), 24
시간 청결 운송센터, 소각장, 난방설비, 운송조직, 은행신용보험조직 및 호텔 등을 보유함. 세관
이나 우체국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방대한 면적은 거래에 편리함을 더
해 줌.
 네덜란드 경매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좋은 서비스 조건을 제공함. 경매장 외부의 임시 저
장실, 냉장고, 포장, 운수, 검역, 세관, 은행, 수출입 대행, 호텔 등을 갖추고 있음. 화훼에 대한
신선도 유지, 포장, 운수, 검역, 세관, 운수, 결산 등으로 이어지는 원 스텝 시스템을 완비함.
또한 시장 연구, 판매 관리, 판촉 등 직무능력 교육 및 수급정보를 제공함.
 구매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화훼 경매 마케팅 시스템은 화훼 상품이 경매 후 24시간 내, 세계
80여 개 국가와 지역의 꽃집에 도착하도록 함. 이로써 거래 원가와 리스크를 낮추고 거래 효율
을 높였음.
6. 근거에 의한 결정: 필요한 정보와 감시, 예비 경보 체계 제공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시장 정보의 수집 및 발표는 농업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임.
 미국 등 선진국은 우정부(郵政府)가 주도하고 협회, 연구기구, 대학이 참여하여 수집에서 분석,
발표하는 전 과정을 갖춘 농업 정보 감시, 측정, 예비경보 시스템을 수립했음. 공개, 투명, 전면,
진실, 즉시 발표되는 시장정보(면적, 생산량, 가격, 잔고, 소비, 무역 등 생산, 소비 정보)는 농산
물 생산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인도함. 또한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일부 농산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국제 시장에서 발언권을 얻고 무역 주도권
을 독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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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건의

“시장은 자원의 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한다”와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자”을 지도 지침
으로 삼음. “국내 무역의 유통 체계를 개혁하여 법치 상업 환경을 만들자”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중앙의
“농산물 시장 체계 수립 강화”에 관한 전략 배치를 따라서 “삼농(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봉사함. 또한
농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체화 행정관리 체계를 개혁하고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 지도 계획을 강화
함. 농가와 중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유통의 기반 설비 개선에 중점을 둠. 정책의 실현과
달성을 촉진하여 생산지 시장의 공익성과 전문화를 강화함. 시장 정보 감시, 예비경보 시스템을 보완하
고 시장화를 진전시켜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함.
1. 관련 법률 수정, 계획, 표준을 조속히 실시함
 법률과 계획은 농산물 유통과 도매시장 발전의 기초임. 국내외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입법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10여 년간 관련 입법 및 수정을 하였
음. 이를 참고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법을 이뤄나가야 함.
 《농산물도매시장법》 혹은 《농산물시장교역법》을 실현해야 함. 우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조
례》 혹은 《농산물시장교역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 이를 토대로 실시 세칙을 동시에 시
행함.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수정하여 합작사연합사의 발전을 격려하고 우대
조건으로 합작사의 농촌금융과 보험 업무를 비준해야 함. 2014년 중앙1호 문건의 “농산물의
공평한 교역과 유통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전국 농산물 시장 발전 계획을 제정하는
데 진력해야 함”이라는 요구에 따라 관련 발전 계획을 제정해야 함. 동시에 농산물 유통과 도매
시장 관련 표준과 규범적인 체계 건설를 강화해야 함.
2. 생산지 시장 건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함
 정부는 도매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생산지 위주로 하고 농촌과 중･서부지역의 시장을 위주로
함. 그 원인은 다음 다섯 가지가 있음.
 첫째, 생산지 시장은 농가 소득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장기적인 정부 지원은 적어서 생
산지 시장이 농산물 시장에서 취약한 지역이 되었음.
 둘째, 최근 국내 발전과 외국의 경험은 생산지 시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시사함. 반면
소비지 시장의 시장 이전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
 셋째, 생산지 시장은 우수 농산물의 주산지이므로 시장 형성과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넷째, 농산물도매시장 간의 악성 경쟁은 대부분 소비지 시장에서 발생했음. 어떤 면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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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였음. 이러한 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계속해서 보조할
필요는 없음.
 다섯째, 생산지 도매시장, 특히 과채 생산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생산품이 쉽게 변질･부패하는
특성 및 계절성 때문에 시장에 통풍창고와 냉장고를 부설해야 함. 그러나 매년 운영 기간이 종
종 짧고 시장 수익이 낮음. 산지시장, 특히 밭머리시장과 산지 집배센터를 건설해서 운영하면
투자는 많고 수익은 적어서 투자 수익률은 낮고 투자 회수기간은 김. 생산지에 시장을 건설(교
역장의 평토작업, 냉장고, 1차 가공공장시설 등)하면 재정 보조를 해주는데 일본, 한국, 대만의
성공 사례도 그러함.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지 시장을 품목 위주로 발전하도록 인도해야
함. 농업부에서 확정한 우수 농산물 생산구역은 우수 농산물 생산지 계획에 따라 건립해야 함.
3. 재산세, 금융세, 토지세 등에 관한 정책을 실시함
 도매시장이 중국의 농산물 시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함. 중앙정부가 도매시장에 시
행한 우대 정책을 지방정부도 시행하도록 독촉해야 함. 도매시장, 특히 생산지 시장에 대한 정
책 지원을 계속하여 시장이 승급하도록 지원하고 토지, 세비, 융자, 수도, 전기비 등에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함. 외국의 보편적인 경험을 벤치마킹함. 중국의 구조적 감세를 고려해서 활어, 신
선 농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해 생산, 가공, 도소매, 시장의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임.
농산물의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이고 농산물 가격을 낮추어 국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도매업자를
규모화함.
4. 시장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공익성을 강화함
 농산물 도매시장에 정부가 출자 또는 재정 보조를 할 수 있지만 도매시장의 경영에 관여하면
안 됨. 동아시아 국가의 사례는 공익성과 시장화의 병행 가능성을 증명함.
 대만 정부는 농업 예산을 배정하여여 향(鄕)과 진(鎭) 농회(農會)와 하층 작목반을 지원함. 농산물
유통 장소를 건립할 경우에 구매, 등급 분류, 포장, 신선 보관, 통일 운송 판매 등의 기능을 갖추
면 정부 기구가 일반적으로 총 투자금의 40%를 지원함. 정부는 소액의 시장 관리비만 받고 기
본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농회 등 농민단체가 투자를 완성하고 관리함.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함. 공익성 시장이라고 인정받은 도매시장은 국가 재정이 기본 설비
에 투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음. 비공익성 도매시장은 국가가 농산물 품질 검사, 정보 수집과
발표 등에 투자와 책임을 담당함.
 농산물 품질검사를 공익성 사업의 시험으로 삼아 정부의 공익성 감사를 최소한 생산지 시장에
시범 추진하여 도매시장에서 검사 인원 부족으로 검사를 못하는 문제는 해결할 것임. 정부가
기반 시설, 품질 검사, 정보 등 방면에 공익성 지원을 다는 전제 하에 대규모 사회자본이, 도매
시장 특히 생산지 시장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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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시장의 정보 감측 예보경보체계
(1) 이미 보급된 전자결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산물 시장 정보를 수집함
 시장 정보를 핵심 공공서비스로 삼고 도매시장의 도움을 받아 농산물 시장정보 서비스를 강화
함. 많은 농산물 도매시장에 전자통일결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농산물에 대한 유통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형 도매시장에 전자통일결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함. 이로써 농산물
시장 정보를 수집, 발표하면 즉시성, 목적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거래 방식을 개발할 수
있음.
(2) 기초 데이터 수집 강화와 발표
 몇 개의 생산지 시장과 소비지 시장을 선택하여(현 단계에서 농업부가 지정한 시장부터 시작하고
다음에는 대표성 있는 밭머리시장을 추가) 전문직 시장조사요원, 수집 책임자, 보고자를 배치함.
 전국 주요 농산물도매시장 정보네트워크 구축함. 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농업과 상관 없
는 정보를 공표해서 “보아서 모르겠다, 들어도 모르겠다, 쓰일 데가 없다” 등 문제를 해결함.
주산지 농민이 정보 서비스 센터로 정보를 전달하는 코너를 신설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함.
 전국 농산물 정보 통일 발표 코너를 신설하여 중요한 정보를 권위자가 발표하는 제도를 만들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함.
(3) 건전한 시장 정보 발굴과 예측 경보경부 발령 작업구조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위원회, 과학연구소, 대학, 도매시장, 협회 간의 장기 협력구조를 수립하여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구매를 증대시킴.
 전국 각지의 농업과학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과학원, 관련대학 등을 연결하여 수집한 시
장 정보를 분석, 예측, 예비경보를 함.
 농업부와 농업청의 중요한 분석과 연구, 예비경보 등 지식 집약형 작업을 전국 각지의 권위 있
는 기관에 설립함. 농업행정 부서의 인력을 파견하는 등 거시적인 사업을 수행함. 농업부, 국가
통계국, 농촌 사회 경제 조사사 간의 연합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6. 농가와 중개인에 대한 마케팅 능력 배양을 중시해야 함
 지나친 대응으로 농산물 유통의 하드웨어 건설 정책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유통주체와
도매시장 등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유통주체의 마케팅 능력 배양도 중시해야 함. 중국의 국가
상황이나 농가 상황에서 보면 가정농장을 포함한 전문적인 대형 재배농가의 경영자, 모범적인
협동조합 경영자, 농산물 중개인의 마케팅 능력 배양이 중요함.
 농촌에서 나서 자란 농산물 중개인은 생산 영역에서 유통 영역으로 전업 또는 두 영역을 겸업하
면서 농산물을 운반해사 판매함. 전통적인 중개인은 전자 상거래에 진입하여 막대한 양의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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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외지로 반출함.
 앞으로 농촌 현장에 적응할 젊은 실용 인재를 배양해야 함. 대형 농가, 가정농가, 품목조합, 농촌
중개인 등 생산과 경영의 주체가 정보를 수집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직거래와 배송을 하고, 밭
머리에 굴을 파고 농산물을 저장하는 등 다방면으로 능력을 함양시켜야 함.
 농산물 중개상, 중개인의 시장에 대한 민감도 및 농산물 유통과 현대 농업에서 발휘한 중추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야 함. 중개인은 농산물 사장님, 농산
물 도매상은 농산물 도매업자 또는 상판(商販) 등 원래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비교적 자리를 잡은 생산지로 대만의 고웅(高雄)국제화훼도매시장이 있음. 이 시장은 상판(중개
인)과 품목농민이 주요 주식보유자로서 고웅국제화훼주식회사의 법인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시
장을 운영함. 그는 전체 주식의 45%, 주주와 화훼판매상이 55%를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주식
구조는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종식농민이 일하기 좋은 측면도 있음. 주주대회에
참가하여 주식시장 운영에 직접 참가해 볼 수도 있음. 한편 판매상이 투자자가 되면 거래의 장
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불량거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7. 품종을 나누어 질서 있게 새로 일어난 거래방식의 시험과 보급
산업의 특징, 거래 습관, 법률 등 기반 조건과 세트정책, 정책을 시행했음. 농산물의 표준화, 브랜드
형성, 세비감면, 전자거래 추진, 검사 효율 제고, 신용체계 수립이 강화되었다는 전제 하에 재정 보조와
세수 우대 등 방식으로 지원함.
(1) 경매거래의 시험과 보급
 국내외 경험을 종합해 보면 농산물의 표준화, 규범화, 등급화 등 산업조건이 있음. 일본을 예를
들어 일본 《도매시장법》과 같은 법률임. 중국은 오랜 기간 경매가 시장 내 거래의 유일한 합법
적 방법이었음.
 품종의 차이로 인해 경매에 적합한 품종을 판정해야 함. 앞으로 정부가 경매를 보급하려면 경매
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야 함. 예를 들어 화훼, 수산물, 육류 등이 무난함. 관련 법규를 준수하
고 산업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국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화훼, 수산물, 산돼지 등 보편적으로
증명된 경매를 보급함. 적합한 품종으로 시험을 진행함. 직접 거래와 경매 방식을 병행하는 경
매 방식으로 단일화함. 생산지 시장, 특히 국가급 생산지 시장을 중점 지원하여 경매의 거래액
을 증대시킬 것임. 시행 방식으로는 현장 실물경매, 전자경매, 선물 경매 순서로 추진할 것임.
(2) 선물 품종의 추가
 2014년 중앙 1호 문건 “대량 농산물 선물거래 품종체계 정비”의 지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
에 활어와 신선농산물 신품종을 출품할 것임. 계란 선물을 출시한 이후 현재 출시를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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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품목은 생돈과 도살된 몸통(carcass)임.
(3) 농산물 전자거래와 인터넷 쇼핑몰
 2014년 1호 문건 “농산물 전자거래와 인터넷 쇼핑몰 구축”의 지침에 근거하여 관리감독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농산물 전자 거래와 인터넷 쇼핑몰을 발전시킴. 생산지 도매시장과 인터
넷 쇼핑몰을 연결하여 물류 쇼핑몰 시험을 시범 실시함.
(4) 다양한 경영주체가 “직거래” 장려
 일부 관청의 활어, 신선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운영자와 도매들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주체가 “직거래” 유통에 참여하도록 장려함. 채소와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의
원가를 낮추어 직접 도시로 진입하게 함. 농산물 소매상 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주민들의 신선
농산물 구매를 편리하게 하고 시장의 활성화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직거래를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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