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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리 금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가격과 생산자 소득
을 안정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
물유통 중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대
량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
대, 도매상에 대한 감독관리, 농산물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성 등 공익기능
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로 전환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과 소비단계를 연결하고 농산물의 효
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4년 3월
중국의 첫 채소도매시장인 산동수광채소도매시장이 건립되었고 이를 시작으
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유통체계로 빠르게 전환되어 농산물유통중 도매
시장 경유률은 70% 이상에 달하였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농산물에 대
한 소비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고유한 기능인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외에 농산물가
격파동 억제, 식품안전 등 다양한 공익성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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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전문 법률도 제정된바 없기 때문에 명확한 위상이 정
립되어 있지 않다. 심천부길, 북경신발지, 수광물류원 등 일부 선진 농산물
도매시장은 현대화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농산물도매시
장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수익률도 저조하다. 도매시장의 대부분 운영주체
가 소규모 도매상이고 이들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도․관리․감독업무가 허
술하며 이들의 규모화를 통한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정부는 정
액제세금정책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지
만 이는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도매시장 발전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상은 자신의 거래정보를 노출하려 하지
않으며, 정부는 도매시장의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합리적인 농산물 유
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 집체, 민간 등 투자자가 누구이든 대부분 기업화 관리운영방식을 채택
하고 있어 이윤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과 가격 정
보에 대한 관리, 수급안정,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관리 등 기본적인 공익 기
능조차 스스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70%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
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전반의
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도시화의 진전, 소매업체의 기업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도매시장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도매시장은 선진국 도
매시장과 도매시장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후발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이
루어진다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토
대로 선진국사례의 시사점을 결부하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섯 개 핵심과제로 종합하였다.
첫째,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법(가칭)》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 ii -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업무는 농업관련 행정부처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을 법적근거로 지방정부는 지역별
실정에 부합되는 도매시장 개설 등 규정을 제정하고, 시장별로는 정부가 도
매시장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 업무규정을 제정․실행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신설 혹은 지정을 통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체계는 반드시 중앙정부 혹은 지방
정부가 직접 공영(公營)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설하거나
혹은 지정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도록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세금정책에 따라 세
금우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세금징수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액제 세금을 징수체계를 유지하되 거래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거래규모에 따른 차등세금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세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필요
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초기에는 도매시장의 시설과 설비 등 하드웨어투자에 주
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지원방향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급안정과 품
질안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류효율화 소프트웨어투자에 집중되
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초기에는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
하여 관리주체가 운영주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전문성을 지닌 시장관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관리업무는 농
산물도매시장의 장기발전과 투명성, 공정성 유지에 목적을 두도록 한다. 운
영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진행
하여 규모화와 경영 개선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이 안정되어 투명성
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관리와 운영을 통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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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농산물도매시장은 효과적인 관리․감독업무를 통해 신속성, 투명
성, 공정성, 유통비용절감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 현재 도매상체계의 수의매매 거래방식은 효과적인 관리․감독를
통해 신속, 투명, 공정, 비용절감의 거래방식으로 정착․발전하도록 개선하
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거래방식인 경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시설비
용 투자, 관리운영주체의 장기간 적응과정 필요, 유통비용증가 등 문제점들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 도매시장의 사례에 비
추어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거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주요어: 농산물유통,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거래제도, DEA 모형
학

번: 2002-3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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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건국 이후 중국정부의 경제 및 농업에 대한 정책노선은 농산물에 대한 국
민의 소비수요와 공업화를 위한 생산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1953년부터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매할당제를 실행하였고 농산물에 대한 저
가 통일구매와 통일판매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 제도는 개혁개방 이전까지
30여 년간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농산물의 자유로운 거래와 장
거리 운송판매,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무역시장을 제한하였다. 농산물 유통조
직 및 거래에 대한 정부의 독점과 통제로 1978년 국영 집단상업기관의 유통
점유비중은 전체 상업조직의 85.8%, 총인원의 95.7%, 농산물수매총액의
94.4%, 상품매출총액의 97.9%에 달하였다(전창곤외, 2002).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공급이 대폭 증가되었
다. 1983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우선 수십 년 동안 지속하여온 통일구매․통
일판매체제를 개혁하여 수산물과 채소에 대한 시장 거래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중국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집무시장을 발전시키는 동시
에 농산물유통개혁을 통해 다각적인 경로의 유통 체계를 지원하여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1984년 3월 중국의 첫 채소도매시장인 산동수광채소도
매시장이 건립되었고 이는 중국의 농산물유통이 계획경제시대에서 시장경제
시대로 이동하는 전환점이었다. 1990년대 이후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지속
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유통체계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과 소비단계를 연결하고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4년 수광채소도매시장
건립을 시작으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수량, 거래규모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양적으로 급증하던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정돈단계를 거쳐
현재 4,000개 수준으로 안정되었고 시장별 거래 규모는 뚜렷하게 확대되었
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도매
시장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거래량은 전체 농산물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일부 대도시는 80%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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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기존의 통일계획관리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
였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초기에 농산물시장의 개설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공상국(工商局)이 일괄 수행하였으며 각 지역의 공상부문은 농산물도매시장
의 개설자,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체계가 시장의 유통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폐단들이 나타나면서 1995년에 정
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공상부문의 직무분리정책을 채택하였다. 공상
부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등록, 임대료징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등 업무
를 진행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가 건립하였든 집체 혹은 기업이 투자하여 건
설하였든 대부분 기업화 관리운영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단계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
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역사가 짧고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반면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식
품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 전체가 농산물도
매시장이 단일한 농산물집산기능 이외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농산물가
격파동 억제, 식품안전 등 공익성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산
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이 기
업화 관리운영방식을 취하고 있고 동시에 전반적인 발전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 등 외부환경과 농산물도매
시장자체 내부조건의 한계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이 주요기능 특히 공익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개선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를 분석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정하
고 투명한 거래를 기본으로 관리운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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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기능 특히 공익성기능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운영체
계와 거래제도 측면에서 집중 분석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
다. 동시에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해 분
석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한다.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후발자 이익(後發者 利益)1)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정에 맞는 중장기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및 거래제도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먼저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정을 정책변화와 경제발
전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현재의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특징을 파악한다.
농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
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계량분석결과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
는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거래제도 측
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을 선정하여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시행착
오사례를 집중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
율성을 제고하는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를 제시함으로써 후발자 이익 효
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1) 선진국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착오를 줄여 상
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발자(first mover)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발자(late mover)에게도 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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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우선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정과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현황, 농산
물도매시장 자체의 관리와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동시에 설
문조사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관리운영효
율성과 운영주체인 도매상의 경영실적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근거자료로 활
용하도록 한다. 또한 선진국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사례를 통해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이 후발자 이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거래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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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 연구의 중심이 될 농산물도매시장의 개념과 주요기능, 공익
성과 경제성, 관리와 운영체계, 거래제도 등 관련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3장은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정을 정책변화, 경제발전상황과 결부
시켜 현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고, 농산물도매시장
의 관리운영현황과 거래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문제점들을 도출하였
다. 이를 위해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내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
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사용하였다.
4장은 전국 10개 성시 도매시장의 총 368명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
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도매상 경영실적의 영향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도
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는 도매상의 기본상황, 물적자본, 사
회자본 변수를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5장에서는 전국 22개 성시 총 31개 도매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
대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도매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을 평가하고, 관리운영효율성 평가에서 고려한 투
입․산출 요소 외에 관리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영향요인들을
Truncated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선진국들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를 살펴보
고 중국 실정에 부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국으로는 중
국과 가까이에 위치하여 있고 ‘소규모 농가 대규모 유통’이라는 유사한 특징
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과 유사한 도매상제도를 실행하
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7장에서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에 대한 현실
성과 장래성이 있는 기본방향과 발전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3장에서 종합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4장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5장의 도매시장
관리운영효율성 평가와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그리고 6
장에서 제시한 선진국의 시사점을 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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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 거래방식 등에 관한 기존의 국
내외 연구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문헌조사방법과 내용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기능, 관리와
운영 등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전반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 경영실적의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설문조사 방법
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8월∼9월 사이 중국의 호북성, 절강성,
사천성, 운남성, 광동성, 섬서성, 녕하자치구, 북경시, 하남성, 산동성 등 10개
지역의 산지도매시장과 소비지도매시장, 오랜 경력을 지닌 도매상과 새로
시작한 도매상을 포함하였다. 성별로 평균 5개 도매시장을 선정, 도매시장별
30명 도매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701개 설문조사표를 얻었
다. 회수한 701개 설문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여 본 분석의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 문항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설문지를 삭제하여 최종 368개 유효 설문
지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도매상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매상의 기본상황, 물적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 분석에서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2012년 중국 22개 성시에서 대표성적인 농산물도매시장 총 31개를 선정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용한 소프트웨
어는 박만희(2008)가 개발한 EnPAS(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System-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시스템)이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의의 관리
운영효율성의 결정요인에 대해 Truncated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6 -

5. 선행 연구 검토
농산물도매시장체계에 대해 많은 국내외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许柏
圆(2005)은 “농산물도매시장연구”에서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실정과 국제경험을 결합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본이
론에 대한 인식문제와 주요 발전방식을 제시하였다. 罗必良(1999)은 시장화
발전과정 중 조직제도창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론과 실정을 결합하
는 각도로 “포길(布吉)모델”이 농산물유통체제 시장화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창조임을 소개하고 포길모델의 이론적 가치를 발견함과 동시에 농산물유통
체제개혁의 전반 구상을 제기하였다. 刘大集(2004)는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
모델 연구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재산권 문제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주로서
출자하여 국가급 중앙대형도매시장을 설립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
또한 정부가 주주의 형태로 출자한 현대화기업제도를 지지하였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는 저자별로 다소 상이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전반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낙후 문제가 심
각하다. 셋째, 도매사장 토지취득 정책이 모호하여 불안정을 야기한다. 넷째,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내 도매상들의 이윤율이 낮다. 다섯째,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安玉發(2008)는 중국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역사,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경영방식, 선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사점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중요한 공익기능을 강조하였고 현재 기업화 형식으로 운
영되고 있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공익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
제점들을 지적하였다. 韩喜艳(2005)은 “중국 농산물도매시장건설과 발전전략
문제에 대한 사고”에서 중국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공익성 기초시설을 견지하고 기업화경영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曾寅初(2006)는 “중국농산물도매시장구조특징에 대한 분석연구”에
서 실제 조사통계자료를 통해 중국농산물도매시장의 구조현황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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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의 조직수준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농산
물도매시장은 공익성기능을 갖추고 법을 제정하고 토지사용제도와 세금징수
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도
매시장승급개조정책이 현실적으로 더딘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
들을 지적하였다.
중국의 농산물무역은 수의매매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다. 최근 농산물도매
시장의 경매거래가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
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방식으로 전통적 수의매매 방식을 대체해야 한
다는 입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주장이 존재한다. 姜法竹(2002)는 농산물도매
시장의 수의매매와 경매거래방법을 거래비용과 거래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
여 현재 중국이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수의매매방식은 비용이 과다하고 규모
가 작아 농산물가격형성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매거래방식으로 전통적인
수의매매 방식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李泽华(2002)는 중국 신선
농산물 경매시장의 발전가치, 발전조건을 연구하고 경매방식을 채택한 농산
물도매시장의 수의매매와 경매거래관계 등을 분석한 후 중국 산업시장화발
전에 따라 신선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경매거래는
전반 농산물무역의 주도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卢凤君(2003)은 중국은 농산물경매거래방식을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농업생산은 소규모 농가가 주체이고 산지의 농산물
품질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등 조건은 경매방식 도입에 불리하다고 주장하
였다. 朱信凯(2005)는 중국은 현실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거
시적 조절이 미비하고 시장구조가 불건전하며 중개조직의 조직화수준이 낮
은 등 종합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경매거래방식은 중국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향후 중국농산물거래방식의 방향을 고려할 때
일부 발전지역에서 경매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더라도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사회경제조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매거래는 농산물거래
방식의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王志刚(2006)은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방식선택
요소에 대해 정리하고 도매시장거래방식선택모형으로 수의매매와 경매방식
을 채택하는 이윤에 대해 비교분석을 진행한 후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이
경매거래를 실행함에 있어서 효과가 좋지 않은 중요한 원인은 농산물도매시

- 8 -

장 자체경영관리수준이 높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전반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도
매시장별로 거래규모, 도매상 규모, 도매시장 공익기능 발휘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이에 대한 강제요청 권한이 없기 때
문에 대부분 연구는 포괄적인 현황, 문제점, 대응방안만을 다루고 있고 세부
적인 문제점 파악 내지는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을 정책변화와 경제발전상황 속에서 발전
한 역사적 특징을 토대로 전반적인 현황,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
리현황, 농산물도매시장 자체의 관리 및 운영현황,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
도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실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농산물도
매시장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였고 동시에 설
문조사자료를 계량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의 관리운영체계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유력한 근거로 제공
하였다. 선진국의 사례연구분석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와 거
래제도 측면에서 중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점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
고 특히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시행착오의 배경과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
색함으로써 중국이 후발자 이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궁극적
으로

중국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의 기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발전단계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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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산물도매시장의 이론적 고찰
1. 농산물도매시장의 개념
시장이라는 본래의 뜻은 매매 쌍방은 진열된 현물을 보거나 서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각자가 시황(市況)을 충분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래장소를 말한다. 도매거래란 생산자 또는 출하자로부터 출하된 농수산물
을 불특정 다수의 도․소매상에게 재판매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이라 함은 구체적 시설과 제도 하에서 항상 도
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구체적 시장)를 말한다.
농산물유통은 상품의 특성, 생산․유통주체, 환경 등의 특수성에 의해 공
산품이나 서비스 등 상품과는 유통채널과 그 채널에서의 경제행위 및 현상
이 다르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기술규범”은 농산물도매시장(Wholesale Markets of Agricultural Products)을 매매쌍방에게 식량유, 축산물, 수
산물, 채소, 과일, 화훼 등 농산물과 기초가공품의 도매거래를 위해 제공하
는 장소로서 상품집산, 정보공시, 결산, 가격형성 등 종합적인 부대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라 약칭함)2)”은 “농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

류․조개류․ 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도시자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이라고 정의
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 도매상과 매매참가인 등 광범한 시장 내 유통종
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매시장 거래 주체와 구분이 필
요하다3). 도매시장 자체는 상품의 도매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 아니하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라 약칭함)”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 제정․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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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입은 도매시장 거래 주체의 상업 활동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루어진다.

2.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기능
농산물도매시장은 유통과정에서 중계기능은 물론 집하와 분산기능을 동시
에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유통기구 중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농산물유
통과정 중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행하는 주요 유통기능에는 크게 물적유통
기능, 상적유통기능, 유통정보기능, 수급조절기능 및 품질안전성기능 등이
있다(기회성, 2010).

물적유통기능이란 상품 즉 농산물의 이동에 관한 기능으로서 농산물의
집하, 분산 등 집산기능과 농산물의 저장, 보관, 운송, 표준화 등 물류서비
스 기능을 말한다.
농산물집하란 분산되어 규모화, 조직화가 일반화되지 않은 영세한 생산
자들이 공급하는 전국의 농산물을 도매상이나 중개인이 산지를 개발하여
위탁 또는 매취, 중개하여 도매시장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의 물량을 확보
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분산기능은 도매시장 내에 집하된 상품을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전달시켜주는 분배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매시
장에서 거래된 농산물이 중도매인에 의해 소매상에게 신속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필요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한 소매
시장 간에 농산물 가격을 평준화할 수도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대량거래가 형성되는 장소로서 각 지역의 농산물을 대량 수집하고 동시에
단시간 내에 거래를 완성하여 다시 농산물을 각 지역으로 분산한다.
상적유통기능은 거래에 관한 기능이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조와 관련된
기능이다. 소유권의 이전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상적유통기능에는 가격형성, 대금결제, 금융기능, 위험부

3) 도매시장의 기능은 스스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논 도매시장 거래
주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거래 주체는 구
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11 -

담 등 4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가격형성기능은 농산물의 출하 및 구매에 참고 할 수 있는 균형가격을 형
성하여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매시장은 공개 경쟁적 방법
으로 가격을 형성하여 수급상황을 반영케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가격
은 다른 소매시장 또는 산지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전국농산물 가격의 기준을 제공한다.
대금결제기능이란 생산자나 출하자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이 빠른 시간 내
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시장 내의 대량거래는 필연
적으로 대량 정산업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정산의
중심이 된다. 거래정산형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매매쌍방이 직접 정산하는 상대정산이다. 둘째, 집중정산이다. 시장 내 모든
거래는 거래 쌍방이 직접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통일된 정산시스템
을 통한다. 시장 내 모든 거래는 시장과 연관되어 시장은 거래상의 거래정
산을 책임지고 감독한다. 셋째, 은행이 시장에 입주하여 고객을 위하여 정산
업무를 서비스한다. 매매쌍방은 은행창구를 통하여 적시에 입금, 계좌이체
등 수단을 통해 처리한다.
금융기능 및 위험전가기능이란 출하자 측에서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위험
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출하자는 가격 변동을 예상하
여 출하를 조절하여 매출인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
유통정보기능은 정보수집 및 전파기능은 도매시장 참여자나 정책당국자들
로 하여금 시장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효과적인 정
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생산자나 출하자뿐만 아니라 도매상 및 매매참가인 또는 정책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서 새로운 품목 및 품종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수요 및 기호 변화동향
을 생산자에게 전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여 생산자가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기 때문에 정보내원이 광범하고
다양화, 현대화된 정보전송수단을 갖고 있어 농산물시장관련 정보를 수집,
정리, 발표할 수 있는 용이한 장소이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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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중심으로서 가격 등 각종 정보서비스를 통해 생산과 판매관계를 조절하고
수급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도매시장은 다량의 농수산물을 한 장소에 집중시킴으로써 일정한 권역 내
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나타내는 나침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유통종사자들은 도매시장의 상황변동을 고려하여 출하량과 구
매량을 조절함으로써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농산물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은 불확실성이
크다. 반면 농산물소비는 균형적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에 대한 대규
모집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수급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가격 등 정보서비스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
품질안전성기능은 도매시장 내의 시설과 여러 제도를 통해 거래과정에
농산물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능이다. 또한 보관, 저온창고 등 상품성 유지
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고 시장내 거래 농산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검사 등 활동을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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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제성과 공익성
농산물도매시장은 유통기구로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도매시장이 창출
하는 사회적인 편익은 일반적으로 총거래수 최소화, 집중저장과 불확실성
풀의 원리로 설명된다(신종국 외 2008). 생산자와 소비자가 개별 거래하는
것보다 유통기구가 거래를 중개하면 총 거래수가 줄어들어 거래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리이다. 농산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재고를 보유해야 하나 소매상이 개별적으로 재고를
보유하는 것보다 도매상이 통합적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재고관리 비용
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집중저장의 원리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이처
럼 농산물의 총거래수를 감축시키고,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사
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단계에서 농산물생산자의 판매활동과 소비자
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고 현재 변화발전하는 농산물유
통환경속에서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사회 전반 구성원의 생활필수품인 식품이라는 점에서

공익성(公益性)4)이

강조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종합할 수 있
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은 소규모 출하자인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가소
득 증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농가는 판매전략 뿐
만 아니라 품질을 높이고 선별, 표준규격화, 포장 등의 상품성 제고, 출하조
절과 적절한 판매처를 선택하는 등의 의사결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출하자
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규격화 지원시스템을 통해
산지의 표준규격화를 유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서 도농격차
를 축소하도록 한다.
둘째, 시장의 중요한 운영주체인 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지원 등을 통

4) 공익성(公益性)이라고 함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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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매상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진행하고 신용을 높이도록 한다. 한
편 도매상들에 대한 감독관리는 구매거래상대인 출하자 농가의 이익을 보호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도매상들이 시장내에서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개선,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파동을 억
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을 실행하는 데는 농산물
거래량과 가격 등 유통정보를 수집․분석․발표하여 유통종사자의 출하와
판매행위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일부 품목 농산물이 가격과 거래량이 이
상적으로 폭등 혹은 폭락할 경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비축물량 혹은 농산물
수입 등 경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금융위험부담기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야 한다.
넷째, 농산물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먹거리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
물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
비수준이 향상하면서 안전한 식품소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안전농산
물 유통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익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중
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공영(公營)5)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
만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익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철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여야 하며 농산
물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전반 농산물도매시장의 거시적 조절 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익성을 띤 민생시설로 중요시하고
거시적 조절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매시장 건설
과 관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엄격한 감독집행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익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화 정책
추진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도 개
방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업화 형태로 자체적으로 발전
5) 공영(公營)이라 함은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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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그 발전수준이 낮아 단일한 농산물집산기능 외에 다양한 공
익성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
고 소비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이 다양한 공익성기능을 수
행할 것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은 공익성을 띤 서비스조직이지만 도매시장의 거래
주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유통기구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은 효율적으로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유통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거래주체의 상업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장내 운영주체가 최대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경
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공익성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복잡한 관
리운영체계를 수립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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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체계
매니지먼트(Management)로서의 ‘관리’는 조직체의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
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ㆍ물적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
합하여 그 운영(Operation)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지도, 통제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을 가리킨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도매시장의 시설,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도
매시장 거래 주체 등을 관리하여 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 기능은 농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정책․제도적 지원, 농산
물도매시장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기능 등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
리사업소를 구성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출자한 관리공사를 설립하고 있다. 이
들 도매시장 관리기구는 도매시장 시설, 도매시장 종사자, 도매시장 거래 질
서 등을 직접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는 농산물 출하기능을 수행하는 출하자와 산지
유통인, 농산물을 수집, 분산하고 대금결제, 정보전파기능을 수행하는 도매
상, 주로 농산물분산기능을 수행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매매참가인
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거래당사자는 아니지만 하역을 담당하는 하역노조,
관련 상품 상인 등도 운영주체에 포함된다.
세계 선진국들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 기능을 중요시하여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외부관리로서 정부의 관리와 도매시장 개설자의 유
통종사자를 위한 서비스활동 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특징에 따라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간의 경제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정부로서 관리주체는
도매시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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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하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업형태로 운영되어 개설자는 관리비용
외에 도매시장 운영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전
자는 한국과 일본이 취하고 있는 형태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후자는 중국, 미국 등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형태
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경우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이 구분되
어 있는 반면, 후자는 관리와 운영이 통합된 관리운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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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거래방법에 대한 이론에서는 가격발견메커니즘(price discovery mechan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Thomsen과 Foote(1952)로부터 시
작되었으며, 가격발견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정 가격에 도달해 나가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말하는 것(Tomek et al. 2003)으로 시장구조에 의해 주
어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과는 구분된다. 농산물 거래방식에는 경매,
수의매매, 입찰매매, 정가매매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
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수의매매와 최근 시험도입하고 있는 경매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도록 한다.
경매는 “시장참여자의 호가(bidding)를 기초로 하여 자원배분과 가격을 결
정하는 공개적인 일련의 규칙을 가진 시장기구”라 정의할 수 있다(McAfee,
1987). 경매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다수의 구매자가 경쟁입찰하여 최고가
를 제시한 구매자가 낙찰 받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경매방식에는 호가방법
에 따라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호가를 높여가는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와 최고가에서 호가를 낮추어가는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cution)
가 있다. 응찰방법에 따라 응찰자들이 각자에게 놓여진 선택장치를 통해 가
격을 제시하는 기계식(clock), 응찰자들이 미리 약속된 숫자 표현에 따라 손
가락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격을 제시하는 수지식, 컴퓨터화면을 통해 상품
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구입희망가격을 전송하는 전자식 방식이 있다.
경매는 판매자와 구매자 외에 ‘경매사’라는 경매를 진행하고 감독하는 제3자
가 개입하는데 구매자들로부터 구입희망가격을 접수하고 최고가격 제시자에
게 해당 물건을 경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매제의 가장 큰 장점은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입회한 가운데 제3자가 경
매를 주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이 결정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출
하대금이 생산자에게 정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매거래과정은 단시간내 대
량판매라는 이점이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대량거래에 따른 이점이 거의 없
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즉 경매거래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
게 되는 이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대량으로 구입하려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고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동시에 경매를 위한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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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농산물의 대기시간 증가에 의해 양적 질적 감모가 발생하며 낙찰
후 중도매인 점포까지 농산물을 이송하는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한다.
수의매매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방법으로서 농산물거래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고 전통적인 상관행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수의매매
는 개별협상(private negotiation)의 한 형태로서 비공식적이고 일정한 규칙
이 없는 거래방식이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가격흥정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
키는 거래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수의매매에는 도매상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매취거래와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도매
상이 농산물을 판매한 후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하자에게 지불하는
위탁거래가 있다. 수의매매는 경쟁상대방이 취하는 태도에 염두를 두지 않
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욕구치가 토대로 되어 거래에 임하게 된다. 구매자
욕구가격이 판매자가 의도하는 가격수준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거래성립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다 같이 경험에 의해 품질을 판별
해 낼 수 있는 기술적 판단력이 우선 필요하다. 가격결정에 있어서 출하주
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위탁을 받는 도매상은 해당 물품에 대한 평
가와 타당한 가격을 상정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을 지닐 필요가 있게 된
다. 그와 동시에 개별 구매자인 도매상의 거래처 확보수준에도 관계된다. 우
수한 고정 거래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도매상은 거래교섭력측면에서 우위
에 있게 되어 가격 협상 시 우월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때문에 수의매
매 거래방식하에 도매상은 물품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겸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의매매는

거래의 편리성과

거래단계의 간소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operational efficiency)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의매매
에서는 경쟁 상대방의 상향호가에 따라 자신의 호가 역시 올리게 되는 경매
거래방식에 반하여 독자적인 가치판단이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 있다. 동시
에 수의매매의 특징은 성립된 가격이 수량과 관련을 가지게 되는 점이다.
수의매매에서는 구입수량의 다소에 따라 구성가격의 단가를 언제든지 변경
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량의 물품을 단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고 따라
서 보다 능률적일 수도 있다.
반면 수의매매는 농민과 상인간의 거래교섭력(barganing power) 차이와
거래내용의 비공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의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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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인 협상력의 차이와 거래내용의 비공개성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농민들은 협상력에 있어 상인들보다 열세에 있다. 정보의 양이나 질에 있어
낮은 수준인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인들보다 거래교섭력이 떨
어는 경향이 있다. 결국 수의매매에 의한 거래의 성패는 거래자 쌍방간의
신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신뢰는 수의매매의 거래특성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위탁판매의 경우 신뢰관계의 중요성이 거래 성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경매와는 달리 위탁매매의 경우 출하자가
자신의 농산물에 대한 가치예상을 거래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
을 거짓으로 전달할 경우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지속적인 거래는 성사되기
힘들다. 특히 위탁상은 평판을 잃게 되면 지속적인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신뢰관계의 구축은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의매매는 구입수
량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구입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단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대량거래 시 가격할인 등의 혜택은 단가에 영
향을 미치게 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속적인 관계 및 신용유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표 2-1> 수의매매와 경매의 장단점 비교
거래
방식
수의
매매

경매

장 점

단 점

․거래 편리화, 거래단계 간소화
․경매장, 경매사 등 거래비용 절감
․거래선 유지를 위한 도매상 노력
․대량거래 촉진
․거래 투명성․공정성
․거래과정 신속성
․단시간 내 대량 판매
․신속․안정적인 대금정산

․투명성․공정성 결여
․거래과정 고정성․폐쇄성
․영세 출하자의 거래교섭력 취약
․진열,상품이송 등 물류비용 증가
․출하자 희망가격 제시 불가
․대량거래시 이점 부재

경매는 거래투명성으로 인해 수의매매에 비해 공정하다고 평가되는 반면
신속성 및 유통비용 측면에서는 수의매매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완배, 1994). 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함이 필
요하다. 첫째, 부패성으로 인해 거래방식의 신속성이 필요하다. 이는 신선도
가 중요한 농산물이 시간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가격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산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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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수요의 특성으로 인한 가격의 진폭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농산물의 경우 부피대비 상품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수송, 저
장비 등의 유통비용 과다의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대량유
통 시킬 수 있는 거래방식을 필요로 한다. 넷째, 거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
성 문제는 거래교섭력이 낮은 농민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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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의 틀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농산물유통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
은 농산물유통의 주경로로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와 기능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경제발전의 추세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와 기능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사회는 농산물이라
는 특성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그 기
능은 경제발전의 필연적 역할이다. 사회가 부여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수행
하여야 하는 기능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가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물적유통기능, 상적유통기능, 유통정보기능, 수급조절기능,
품질안전성기능 등 주요 기능에 따라 국가의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는 농산
물도매시장의 중요한 지위가 결정된다. 이같은 이유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익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
에 부합하는 지위가 부여되어야 농산물도매시장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와 기능은 외부환경과 농산물도매시장 자체
내부조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감독과 관리, 법적기반 등 외부환경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와 기능발휘를 담보해 준다. 농산물도매시장 자체의
관리체계, 운영체계, 거래제도 등 내부조건이 적합한지의 여부는 농산물도매
시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
이 연구는 도매시장의 공익적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도매시장에 대한 사
회적 요구, 도매시장 관리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 실질적인 도매
시장 관리주체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정부의 정책, 제도 등은 외부 요
인으로 관리제도, 운영체계, 거래 제도 등은 내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다. 또한 도매시장은 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도매시장의 거래를 주관
하는 운영 주체의 효율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매시
장의 관리와 운영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매시장 발전 방향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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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그림 2-2).

<그림 2-2> 분석의 틀

물적유통기능
상적유통기능
유통정보기능
수급조절기능
품질안전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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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농산물도매시장의 개황
1.1. 발전 과정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화 정책추진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 유통정책과 관련 제도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시장과 유통시설이 산지와 소비지에 건설되었고
유통종사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여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원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매시장 중
심의 농산물유통체계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과 소비
단계를 연결하고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정책과 농업정책은 건국 이후 정부의 경제 및 농업에 대한 정
책노선과 1953년부터 시작된 순차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대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역사를 1978년 개혁개방
이전 계획경제하의 시기를 첫 번째 단계로, 이 후 처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이 건립된 80년대 중반까지를 두 번째 단계로 구분하고 다음은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5개년 계획시대별로 총 6개 단계로 구분하도록 한다(표 3-1).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정은 시대별 사회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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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시대적 변화
구 분
통일구매․통일판매 단계
도농집무시장6) 번영단계

기 간
1978년
이전
80년대
중반까지

9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농산물도매시장 양적성장
중반까지
2000년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체계화 초반까지
농산물도매시장 도입단계

농산물도매시장 질적성장

현재까지

주요 추진정책 내용
․1953년 저가통일구매통일판매제도 시행
․농산물무역시장 제한 및 취소
․농가토지도급경영제7) 출현
․통일구매통일판매제도 개혁
․농산물자유시장 합법화
․1984년 첫 수광채소농산물도매시장 건립
․1985년 통일구매통일판매제도 폐지
․지방은 농산물도매시장건설정책에서 ‘누
가 투자,누가 수익’방침을 제시
․공상부문의 시장에 대한 직무분리실행
․2005년《농산물도매시장승급개조공정8)》
․2006년 《쌍백공정(双百工程)9)》

자료: 孫慶莉, 2010.

1.1.1 농산물 통일구매-통일판매 단계 (1978년 이전)
경제가 발전하는 초기단계에 국가는 공업발전을 중시하게 된다. 중국도 예
외는 아니었다. 계획경제하에서 농산물시장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와 공업화를 위한 생산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1953년부터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매할당제를 실행하였는데 이것이 농산물
유통체계의 기본골격이 되었다. 농산물에 대한 저가 통일구매와 통일판매
제도가 실시되었고 이 제도는 개혁개방 이전까지 30여 년간 지속되었다. 다
시 말해서 정부는 ‘지령성(指令性) 계획’에 따라 저가로 농산물을 일괄 수
6) 중국의 집무시장은 농산물자유시장 혹은 농산물집시시장을 가리킨다. 주로 농산물
소매거래를 진행하는 장소이다. 거래규모가 작고 거래주체가 대부분 개인이다.
7)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집단(촌 정부, 국영농장 등)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농
가에 부여하여 농가단위로 자주적으로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농가토지도급경영제(혹은 농가승포제-家庭承包責任制)라고 한다.
8) 농산물도매시장승급개조공정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환경 등 하드웨어 조건을 개
조하여 시장의 관리수준을 규범화하고 식품안전과 소비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과제이다.
9) 2006년 상무부는 농산물현대유통체계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100개 대형농산물도매시
장을 중점적으로 개조하고 100개 대형농산물유통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쌍백공정
(双百工程)”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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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괄 판매함으로써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식량
및 원료공급을 충족시키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점적 국영상업조직을 건
립․발전시키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는 통제하고 협동화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농촌에 농산물공급체제가 형성되었고 이
는 점차 제도화되어 소비자들은 티켓으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이른바 “배급
제”가 실행되었다. 따라서 농산물의 자유무역과 장거리 운송판매, 도시와 농
촌의 농산물무역시장을 점차 제한 또는 취소하였다.
농산물 유통조직 및 거래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관리로 1978년 국영 집단
상업기관의 유통점유비중은 전체 상업조직의 85.8%, 총인원의 95.7%, 농산
물수매총액의 94.4%, 상품매출총액의 97.9%에 달하였다(전창곤외, 2002). 농
산물의 통일구매-통일판매제도는 가격형성 및 수급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농
민들의 생산의욕을 위축시키고 유통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2 도시와 농촌 집무시장의 번영단계 (1978년～80년대 중반)
개혁개방 이후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공급이 대폭 증가되었다. 1978
년 공산당 11기 3중 전회10)는 중국의 개혁개방 시작을 발표하였고 잇따라
가족단위 부업, 농촌의 시장무역을 지지하는 정책을 출범하였다. 이 시기 일
부 지역에서 농가토지도급경영제라는 개혁을 시험 진행하였고 점차 중앙정
부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새로운 체제의 특징은 농가가 토지의 사용권과
잉여농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어 농업생산과 경영의 기본단위로 되었
다. 농가는 국가가 지정한 할당량에 대해 국가수매에 응한 후 잉여분을 시
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부터 일부 도시가 우선 수십 년 동안
지속하여온 통일구매-통일판매체제를 개혁하여 수산물과 채소에 대한 시장
거래가 시작되었다. 농가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하였고 농산물시장에 출하되
는 물량, 품목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농산물거래규모가 확대되었다. 농산물생
산전문농가, 운송판매전문상인 등 기능에 따라 전문화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농산물시장의 주체역할을 하였다. 1984년 말 농촌개혁이 전반적으로 발전하
면서 농산물시장의 취급품목도 육류, 계란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어 농산
10) 1978년 12월에 개최한 공산당 11기 3중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역사상 전환점
으로서 개혁개방 개시를 뜻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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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시장에 대한 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1978년부터 1984년 사이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30,475만 톤에서 40,730만 톤으로 33.7% 증가하였다.
정부는 농산물유통체제개혁을 진행하여 통일구매-통일판매정책을 단계별
로 개혁하였다. 사회주의 공유제 유지원칙을 견지하면서 유통조직과 유통경
로가 다원화되고 상호경쟁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유통패턴이 형
성되었다. 농산물자유시장의 합법화를 실시하고 농산물가격을 개방하는 등
정책을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집무시장이 대량 증가하였고 농산물거래규
모가 확대되었다. 농산물거래규모와 거래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신선농
산물, 특산물은 해당지역의 자급자족을 넘어 전국으로 판매되었다. 거래 규
모가 성장함에 따라 집무시장이 농산물집산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기능을 수
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도시와 농촌지역의 집무시장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공상(工商)부문11)이 설립,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였다.

1.1.3 농산물도매시장의 도입단계 (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1980년대 중후반에 중국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집무시장을 발전시키는 동
시에 농산물유통개혁을 통해 유통경로 다각화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였다.
1984년 3월, 중국의 첫 채소도매시장인 산동수광채소도매시장이 건립되었다.
이는 중국 농산물유통이 계획경제시대에서 시장경제시대로 이동하는 전환점
이 되었다. 각종 농산물시장이 신규로 건설되고 정기(定期)시장이 상설 도매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4년 국무원 사업보고에서는 “모든 도시와 농산물 집산지는 다양한 무
역12)센터와 도매시장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85년 정부는 30
여 년간 실시해온 통일구매-통일판매정책을 폐지하고 농산물의 자유생산판
매를 전반적으로 추진하였다. 도시경제체제개혁이 전반적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향진기업13)이라는 새로운 기업형태가 출현하여 도매시장의 신속한 발
11) 공업과 상업을 주관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서를 의미한다.
12) 중국에서는 국내 거래를 교역, 무역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
13) 향진기업은 농촌집체경제조직 혹은 농민투자를 주로 하는 향․진(관할촌포함)에서
농업의무를 책임, 지원하는 각종기업을 가리킨다. 향진기업은 중국 향진 행정단위지
역의 다형식, 다단계, 다종류, 다경로 합작기업과 개체기업의 총칭이다. 향진기업,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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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시 향진기업이 설립한 농산물도매시장은 집체(集
体)소유제 형식을 취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중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가 급등하였고 식
량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에 대한 공급부족이 발생하였다. 시장구조가 불안
정하여 농산물 공급부족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농
산물유통 특히 도시농산물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대 말 선후하
여 “쌀포대공정(米袋子工程)”과 “채람자공정(菜篮子工程)”14)이 추진되었다.
동시에 도시의 농산물공급을 보장하고 농가의 재배구조를 조정하여 소득증
대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적극 건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장경제발전과 정책지원의 힘을 입어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1986년에서 1991년, 6년 사이 전국 농
산물도매시장은 892개에서 1,509개로 69.2%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전
국 농산물도매시장 연간 거래총액은 28.35억 위안에서 153.09억 위안으로
4.4배 증가하였다. 시장당 거래액도 317.8만 위안에서 1,014.5만 위안으로
2.19배 증가하였다.

1.1.4 농산물도매시장의 양적 성장 단계 (90년대 초반～90년대 중반)
1992년 이후 국민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하여 도시주민의 소
득과 소비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축산물, 수산물, 채소, 과일 등 신선농산
물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신선농산물공급을 안정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확대되었다. 동시에 농업재배구조가 변화하면서 규모화, 전문화, 지
역화 생산단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생산과 소비측면의 발전과 수요 변
화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빠르게 발전하여 농산물의 시
장 및 유통의 주요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중국 농산물
유통의 연결고리로서 농산물시장체계의 중심지위를 확립하였다. 농산물도매
시장의 수는 1991년 1,509개에서 1995년 3,517개로 급증하여 5년간의 2배이

기업, 농민연합경영합작기업, 기타형식의 합작기업과 개체기업을 포함한다.
14) “채람자공정(shopping basket program)”은 채소바구니과제라는 뜻으로 1988년 식
품공급부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농업부가 출범한 정책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충족한 신선농산물을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쌀포대공정”은 식량재배, 운송, 판매가
격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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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42.3%에 달하였다.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인도 하에 지방에서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谁
投资, 谁收益)” 방침을 제기하여 사회단체가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무분별한 농산물도매시장건설 열풍이 확산되
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였다.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고 농
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장건설
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장소만 있고 거래현상이 없는 이른바 “공백시장(空白
市场)”이 대량 출현하여 농산물거래 혼란상황이 발생하였다.

1.1.5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체계화 단계 (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1996년을 전후하여 농산물수급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곡물 등 일부 농
산물은 공급부족에서 점차 수급균형을 이루었고 심지어 공급과잉현상이 나
타나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지방별로 지방
이익보호 차원에서 지방간 거래를 제한하는 인위적인 시장봉쇄와 분할정책
을 취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였다.
정부는 지역차원의 유통 규제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규범을 제정하였다. 첫째, 시장관리에 대한 공상부문의
직무분리를 시행하였다. 중국 국무원의 1995년 40호 문건은 공상국이 시장
과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15). 그동안 공상부문은 시장경영의 주
체였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시장의 경영관리는 책임을 독립적으로 질
수 있는 경영주체에게 맡기도록 하여 정부가 시장을 건립하는 시대가 종료
되었다. 둘째, 시장등록과 연도별 검사 제도를 실행하였다. 6개월 이상 휴업
하거나 시장장소가 있지만 거래행위가 1년 이상 없는 등 시장을 폐쇄하여
시장의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였다. 셋째, 시장 질서 정돈을 위하여 길거리
악당과 시장거래행위를 기만하는 위법행위를 타격하고 지방정부가 발표한
시장봉쇄실행과 지방보호에 대한 정책조치를 청산하였다. 넷째, 지방의 공상
행정관리기구를 조정하고 성급의 공상국에서 수직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여

15) 개혁개방은 이루어졌으나 공상국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수급관리를 하려는 경향
이 있었으며, 이같은 계획관리가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공상부문에서 시장을 분리하였다.

- 30 -

지방정부가 시장에 대한 관리, 집법, 간섭을 줄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
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6년 공상부문의 통계에 의하면 농산물도매시장 수는 3,844개이고 총 거
래규모는 1,906억 위안이었으며 시장당 평균 거래규모는 4,958.4만 위안이었
다. 2001년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수는 4,351개, 총 거래규모는 3,423.1억 위안,
시장당 평균거래규모는 7,867.4만 위안이었다. 시장의 수, 거래총액과 평균
거래액 모두가 매년 소폭 증가하였는데 2001년 시장 수는

2000년의 4,532

개에 비해 181개 감소하여 처음으로 시장 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는 농
산물도매시장의 무분별한 확대가 진정되고 개별 시장의 운영이 안정되고 있
음을 나타낸다.

1.1.6 농산물도매시장의 질적 성장 단계 (2000년대 초반～현재)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농업정책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조
직화․규모화를 촉진하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도
농 주민의 생활수준도 크게 제고되어 소비자들은 농식품 품질안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농산물도매시장도 10여 년간의 빠른 성장을 바탕으
로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시장체계를 형성하였고 도매시장의 수
가 증가하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개별 도매시장의 경영 안정 등 질적 발전을
시도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2004년부터 중앙1호문건16)은 매년 농산물도매시장의 승급개조(昇級改造)
를 통해 농산물시장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였
다. 2005년부터 농업부는 《농산물도매시장승급개조공정》을 시작하여 이를
“11.5”기간17) 농산물시장체제건설의 중점임무로 하였다. 상무부도 “쌍백공정
(双百工程)”에 대한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같은 정부정책에 힘입어 중
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양적인 확장에서 시설개선, 경영안정 등 점차 질적
인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16) 중앙1호문건은 중앙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제1호 문건이다. 중앙정부가 농업, 농촌,
농민 이른바 3농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2004년부터 중앙1호문건의 주제가 줄곧 3농
문제였다.
17) 정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제11기 5개년 계획으로서 2005년부
터 2010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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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법률
농산물시장은 또한 공익성 특징에 따라 정부의 거시적 조절수단을 행사하
고 농산물시장가격을 안정화하는 목적에 따라 특정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
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농산물시장의 가격형성의 기초에서 다양한 정도로
정부간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농산물시장의 공정한 가
격형성에 주요한 요소이다. 선진국들은 농산물도매시장을 하나의 공공시설
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통일된 법률
조차 존재하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명확한 위치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4년 국내무역부가『도매시장관리방법』을 발표하였지만 현실
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무부, 농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련 규정을 발표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를 각각 진행하고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표 3-2>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정부의 정책 및 법규
발행연도
1983년
1991년
1994년
1996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3년
2004년
2004년
2006년
2006년
2006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09년

발행기관
국무원
국무원
국내무역부
국가공상총국
농업부

정책 및 법규 명칭
《도농집시무역관리방법》
《농산물유통을 활성화할데 대한 통지》
《도매시장관리방법》
《매대임대경영활동에 대한 관리방법》
《농산물산지도매시장건설을 강화할데 대한 의견》
《전국‘채람자공정’지정신선농산물중심도매시장에
농업부
대한 관리방법》
국가공상총국,농업부 《수산물도매시장관리방법》
상무부
《녹색시장인증관리방법》
국무원
《식품안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결정》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기술규범》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농산물품질안전법》
상무부
《‘쌍백시장공정’을 실시할데 대한 통지》
상무부
《농촌시장체계건설 “십일오”계획》
《농산물도매시장“승급확장5520공정‘을
실시할데
농업부
대한 통지
상무부
《유통분야 식품안전관리방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개정)
상무부
《수산물도매거래규장》

자료: 安玉发, 2008.

- 32 -

1.3. 유형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법률 부재로 법률로 정해진 분류가 없어 학
자마다 상이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형성과정, 경영범
위, 지리적 위치, 소유구조, 개설자 등을 기준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형을
구분하였다(표 3-3).

<표 3-3> 농산물도매시장 분류방식별 유형
분류방식

시장유형
자발형도매시장
형성과정
정부주도형도매시장
종합도매시장
경영범위
전문도매시장
지리적
산지도매시장
소비지도매시장
위치
국유제
집체소유제
소유구조
민영주식제, 합작제
민영독자제
국영상업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개설자
향촌집체
사적투자

특 징
농민집체가 자발적으로 형성
정부비준을 거쳐 정식 건립된 규범시장
다양한 농부산물 경영
단일농부산물 경영
농산물생산지역 위치,해당지역 농산물 대량출하
대중도시에 위치, 타지역농산물 대량 출하
공상행정관리부문 및 지방정부 투자 및 관리
향진기업 및 농촌기업이 투자 및 관리
민간이 주식제 및 합작제 형식으로 창건
민간 개체가 창건
국영식량, 과일, 채소기업이 창건
1995년이후 국유자산관리부문 전환
향진기업 및 농촌기업이 투자 및 관리
민간 개체가 창건

자료: 曾寅初, 2006. 참조 및 재정리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을 형성 방식에 따라 자발형도매시장과 정부주도형
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형도매시장은 보통 농민집체18)가 자발적
으로 형성한 것이고 정부주도형 도매시장은 정부가 비준하여 정식 건립한
것으로 규범화한 도매시장에 속한다. 거래범위, 거래방식, 사회참여수준 및
경제기초와 규범측면에서 볼 때 정부주도형 도매시장은 안정된 조직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활력이 부족하여 예상 경제수익을 달성하지 못한다. 자발형
도매시장은 거래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
하여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산지도매시장과 소비지도매시장으
18) 향․촌위원회 등 농민들로 이루어진 자치 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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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한다. 산지도매시장은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에 위치하
여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적시, 신속, 대량 집산역할을 하는 수집형도매시장
이다. 산지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산지시장을 이용하여 지역 산업
구조 조정을 지도하며 시장역량을 이용하여 농산물 품질을 제고한다. 산지
농산물도매시장 중 대표적인 시장은 산동성 수광시 서부 교외에 위치한 수
광채소도매시장으로서, 부지는 23만㎡, 일별 출입자 수는 3만 명, 일별 채소
출하품목 수는 70여 개, 이 중 70%가 당해 지역, 30%가 전국 각 지역의 반
입물량이다. 소비지도매시장은 대중도시에 건립된 소비형 도매시장이다. 대
표적인 도매시장은 심천포길농산물중심도매시장(深川布吉农产品批发市场)으
로서 1989년 10월에 주식제 형식으로 건립한 대규모 농산물도매시장이다.
부지면적은 15만㎡, 건축면적은 25만㎡, 고정 매대수 1,200개, 임시 매대수
2,000여개, 전국 30여개 성시 1,000여 국영, 집체, 개인 도매상들이 입주경영
하고 있다. 일별 출입 차량수는 5,000여대, 거래 성수기에는 2만 여대에 달
하며 일별 출입자 수는 20,000여명에 달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소유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도농집무시장의
감독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던 시장에서 전환된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에서
일부 자금보조를 하기도 한다. 1997년 국무원은 공상부문의 농산물도매시장
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채권채무, 시장운행에 대한 일상관리 권한을 동급
정부에 이전하고 공상부문이 시장건설과 구체적인 관리업무와 기능을 행하
지 않는 직무분리를 진행하면서 국유제로 전환되었다. 다른 하나는 대중(大
中)도시의 시, 구정부 및 지역급 시, 현(시), 향진정부가 출자하여 건설한 농
산물도매시장이다. 둘째, 집체소유제 다시 말해서 공급합작사, 향진기업 및
농촌기업이 창건한 농산물도매시장이다. 셋째, 민영 주식제 혹은 합작제이
다. 민간이 주식제 형태 혹은 합작형식으로 창건한 농산물도매시장이다. 넷
째, 민영독자제이다. 이는 개인기업이 출자하여 건립한 시장이다. 2000년 이
전에는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중 국유제와 집체소유제 시장이 2/3이상을 차
지하였다. 2001년 이후 국유기업 재산권제도 개혁으로 정부가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유제 도매시장은 감소하고 있
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재산권 개혁 추진 결과 기존 국유제 농산물도매시장
은 대부분 지분 소유구조가 다원화한 주식제를 도입하였다. 소유구조 개편
과정에서 시장 임직원의 주식보유 비중이 확대되었다. 2004년 상무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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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료에 의하면 국유제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33%, 집
체소유제는 21%, 주식(집체합작주식 위주)제는 21%, 개인투자는 12.1%를
차지하였다. 연구에 따라서 집체, 주식제와 개인투자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총수의 57.1%를 차지한다는 주장도 있다(朱江林，2006).
1997년 심천시농산물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상장하면서 중국 농산
물도매시장분야의 최초 상장기업으로 되는 등 상장 농산물도매시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자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曾寅初, 2006). 첫째,
국영상업부문이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국영식량부문이 개설한 도매시
장, 국영 채소과일회가가 개설한 도매시장, 국영상업부문이 농산물도매시장
분야에 진출한 도매시장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절강성 농도 농산물도매시장
은 절강성 농발그룹 등 2개 국영기업이 출자하여 건립하였다. 둘째, 국가공
상행정관리부문이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이다. 예를 들면 산동성 로중(魯中)
과일도매시시장, 로중채소도매시장, 수광채소도매시장 등이다. 이러한 시장
의 대부분은 1995년에 국가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관리업무를 도매시장과
분리한 후 기존 투자한 부분을 국유자산관리 부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
다. 셋째, 향(진)촌집체가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이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개설한 농산물도매시장이 관리업무가 분리한 후 상당수 시장의 소유권이 토
지를 소유하고 있는 향촌집체의 소유로 전환되었다. 넷째, 개인투자로 개설
된 농산물도매시장이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개설․투자자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관리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일본, 한국, 대만과 달리 기업경영 방식
을 도입하고 있다.

1.4. 위상과 역할
중국의 농산물유통은 1978년의 개혁개방 시점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나타
낸다. 개혁개방이전은 정부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유통․소비가 정부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농산물시장기능
이 왜곡되고 자원배분 및 수급 불균형이 만성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
개방이후에는 생산체제가 개혁되고 국가, 집단, 개인 등으로 소유가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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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각종 시장을 포함한 유
통기구의 소유는 국가소유에서 집체, 합자, 개체, 사영, 주식회사 등으로 다
원화되었다. 생산과 소비측면의 발전수요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연결고리로서 농산물시장체계의 중심지위를 확립하였다. 농산물유통
은 농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는 대형할인
마트와 농민합작사가 보완하는 2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림 3-1> 농산물 유통구조

자료: 张利祥, 2009. 참조 및 재정리

중국의 전반적인 농산물유통은 “농가토지도급경영제를 기초로 한 분산된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유통”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
산물유통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의 연
간 거래량은 전체 농산물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대도시는 80%
를 초과한다.
중국 북경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과 최근 현대화시설규모로 재건축한 산동
성수광물류원의 거래규모를 세계 주요시장과 비교할 때 연간 900만톤 이상
으로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그림 3-2). 산동성은 중국 농산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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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성(省)으로서 중국의 주요한 농산물생산기지이다. 산동성산 농산물은
60% 이상이 타성과 국외로 수출되고 있다. 산동성의 농산물은 성내 소비,
타성 소비, 국제시장수출이 각각 1/3 정도를 차지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수광채소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농산물을 포함하여 산동성이 생산하는 전체 농산물의 70% 이상에 대한 농
산물유통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북경의 경우 8대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한 거
래물량은 북경시 총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북경신발지농산물
도매시장은 북경시에 대한 채소공급총수요량의 70% 이상, 과일은 80%이상,
수입과일은 90%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새로 건설한 3,000여톤 냉장저장
고는 북경농산물수요량의 5일분을 비축할 수 있다(马增俊, 2012).

<그림 3-2> 세계주요 농산물도매시장과 중국시장의 비교
단위: 천㎡, 만톤

자료: 중국(직접 작성), 중국 이외(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참조)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 농산물유통환경은 다양화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5년에 외국기업의 중국 내 유통업 취급을 허가한 이후 다국적 유통업체
의 등장과 함께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창고형 상점, 쇼핑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유통업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슈퍼마켓 수는 매년 30%의 증가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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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슈퍼마켓인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계 유통기업의 대형할인점들이 상해
등 대도시에 점포를 확장하면서 산지에서 직접 농장을 경영하거나 산지유통
인 또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구매하는 형태가 빠
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농촌과 슈퍼의 연결(農超對接)”정책의 추
진으로 대형할인마트의 산지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형할인마
트의 산지 직거래 비중은 15～18% 수준(楊廣寧, 2010)이지만 점차 빠른 속
도로 증가할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아직 자체 물류배송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있고 대량의 물량을 산지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 없다. 또한 구색 갖춤
과 구매의 편리성 차원에서 도매시장의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는 등 도매시
장 구매와 산지직거래를 병행함으로써 구매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농산물도
매시장의 경우도 이러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자체 배송물류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측면의 발전수요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빠르게 발전하여 농산물 시장, 유통의 주요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1984년 수
광채소도매시장 건립을 시작으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수량, 거래규모 모
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양적으로 급증하던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정돈단계를 통해 2010년 현재 4,000개 정도로 안정되었고 시장별 거래규모
는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농업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국 농산
물도매시장은 3,600개, 연간 거래총액은 14,488.9억 위안, 시장 당 연평균 거
래액은 4억 위안에 달한다(農業部, 2010).
1986년과 2008년의 농산물도매시장의 상황을 비교하면 도매시장수는 892
개에서 4,249개로 급증하였고 동기간동안 연간 거래규모도 28.35억 위안에서
13,450.01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孫慶莉, 2010).

- 38 -

<그림 3-3> 농산물도매시장 수와 거래액 동향 (1986년-2008년)
단위: 개, 억 위안

자료: 孫慶莉, 2010.

농업부가 2010년 발표한 농산물도매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은 경영종류별로 종합류 35%, 채소류 27%, 과일류 11%, 축산물류
9%, 특산물류 7%, 수산물류 5%를 차지한다(그림 3-3). 전체 농산물도매시
장 중 70%가 동부지역에 분포되고 중, 서부지역에 각각 20%, 10% 정도 분
포되었다19). 동부지역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수준이 중서부 대비 높고 도시
지역이 농촌지역 대비 높다. 산지농산물도매시장은 2,632개로 농산물도매시
장 총수의 72.9%를 차지하고 소비지농산물도매시장은 975개로 27.1%를 차
지한다. 거래액 규모로 보면 연간 거래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인 시장은 1,709
개로 농산물도매시장 총수의 46.9%에 달하는데 이 중 산지농산물도매시장이
19) 중국은 대산맥, 강, 지역별 특징에 따라 전국을 구분하는데 경제발전수준을 설명할
때 대체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로 구분한다. 동부지역 중국의 동부에 위치한 지역
으로서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북경, 천진, 상해, 요녕성, 하북성, 산동
성, 절강성,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등 11개 지역이 포함되고, 중서부지역은
지역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점 경제발전 대상 지역으로서 중부지역에는 흑룡
강성, 길림성, 산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안휘성, 강서성 등 8개 지역, 서부지
역은 내몽고, 광서, 사천성, 중경시, 귀주성, 운남성, 섬서성, 감숙성, 녕하, 티벳, 청
해성, 신강 등 12개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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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개, 소비지도매시장이 558개이다. 농산물 소비지역인 대중도시의 소비
지도매시장은 규모가 크고 시설조건이 좋은 반면 농촌지역 특히 중부의 식
량면화 재배지역과 과채주산지 및 서부의 특색농업지역인 산지도매시장의
조건이 열악하고 발전속도가 더디다. 이는 도농경차를 줄이고 지역적 조화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그림 3-4>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경영품종별 비중 (2009년)
양곡유류
6%
종합류
35%

채소류
27%

축산물류
9%
특산물류
7%

과일류
11%

수산물류
5%

자료: 農業部, 2010.

농업부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시설, 거래규모,
거래설비 등이 소비지, 산지별 기준에 부합되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농업부
지정 도매시장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5년부터 15회의 선정을 통
해 2012년 현재 전국 31개 성급 행정구역중 해남성과 티벳을 제외한 29개
지역에 444개를 농업부지정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지정하였다. <그림 3-5>는
농업부가 지정한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역별 분포수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분
포수는 동부지역 37.8%, 중부지역 31.5%, 서부지역 30.7%로 골고루 분포되
었고 농산물도매시장수가 상위 10위인 지역은 대부분 중동부지역에 분포되
어 있다. 지역별로는 산동성이 가장 많아 45개, 다음으로 하남성 29개, 강소
성 27개, 사천성과 산서성 25개, 하북성 24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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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역별 분포 (2012년)

주 1)
2)

,

안의 수치는 해당 지역 농업부지정 농산물도매시장수이다.

는 농업부지정 농산물도매시장수가 상위 10위인 지역이다.

자료: 农业部信息中心

지역별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와 경작지규모, 인구분포의 관계
를 살펴보면 농업부지정 농산물도매시장수가 상위 지역은 대체로 경작지규
모와 인구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그림 3-6). 반면 농산물 재
배작목이 특화된 지역은 경작지규모와 인구분포 대비 지정 시장수가 적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식량재배단지인 흑룡강성과 화훼특화단지인 운남성 지
역이다.

- 41 -

<표 3-4> 지역별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장 수, 경작지면적, 인구
단위: 개, 천ha, 만명
지역

지정시장수

경작지면적

인구수

지역

지정시장수

경작지면적

인구수

산동성
하남성
강소성
사천성
산서성
하북성
신 강
절강성
강서성
호북성
안휘성
광동성
요녕성
내몽고
호남성

45
29
27
25
25
24
21
19
19
18
16
15
15
15
14

7,515
7,926
4,764
5,947
4,056
6,317
4,125
1,921
2,827
4,664
5,730
2,831
4,085
7,147
3,789

9,588
9,405
7,869
8,045
3,574
7,194
2,185
5,447
4,462
5,728
5,957
10,441
4,375
2,472
6,570

감숙성
북경시
천진시
흑룡강성
섬서성
길림성
광 서
복건성
귀주성
녕 하
청해성
운남성
중경시
상해시
평 균

14
13
12
10
10
9
8
7
7
7
6
5
5
3
15

4,658
232
441
11,830
4,050
5,535
4,218
1,330
4,485
1,107
543
6,072
2,236
244
4,159

2,560
1,962
1,299
3,833
3,735
2,747
4,610
3,693
3,479
633
563
4,602
2,885
2,303
4,559

자료: 农业部信息中心，中国统计年鉴 2011

<그림 3-6> 지역별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장 수, 경작지면적, 인구
단위: 개, 천ha, 만명

자료: 农业部信息中心，中国统计年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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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의 현황
2.1. 정부의 관리체계 현황

2.1.1. 관리체계 변천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리업무 중에서 거시적 조절, 통일계획,
자금지원, 감독, 과학적인 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계획경제체제에서 개
혁개방을 진행하여 사회주의시장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통일계획관리에서 개방을 진행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
한 정부관리 역사를 단계별로 보면 초기 모색단계, 다부처의 품목별 관리단
계와 현재 다부처 기능별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표 3-5).

<표 3-5> 시대별 농산물도매시장 정부관리부처 및 관리내용
기 간

특 징

1990년 이전

모색단계

1991년～200
3년

2004년～현
재

다부처
품목별
관리

다부처
기능별
관리

정부관리담당부처

관리담당내용

국가공상총국

시장개설․관리․감독

식량행정관리부문

식량유통업무지도
식량유통법률법규집행

어업행정주관부문

수산물도매시장 업무지도

공상행정주관부문

시장등록,임대료,거래행위감독

국가품질총국

농산물유통 관련 직무수행

농업부

농산물생산단계 품질감독관리

위생부

농산물유통단계 품질감독관리

국가공상총국

시장등록관리

개혁과발전위원회

도매시장관련 과제심사비준

상무부

업무지도․시장체계건설

농업부,위생부

농식품안전감독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기업 자산관리

자료: 安玉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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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하의 국영상업조직으
로부터 발전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초기에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설감
독과 관리는 공상국이 일괄 수행하였다. 각 지역의 공상부문은 농산물도매
시장의 개설자,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였다.
시장의 유통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국가통일관리제도의 폐단들이 나타나면
서 1995년에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공상부문의 직무분리정책을 채
택하였다. 공상부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등록, 임대료징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동시에
농산물도매사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 부서가 품목(업무)별로 농산물도매시
장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였다. 국가식량행정관리부문은 식량유통에 대
한 행정관리와 업무지도를 진행하였고 식량유통관련 법률, 법규, 정책 및 제
도를 집행하였다. 어업행정주관부문은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업무지도와
관리를 진행하였고 품질감독부문, 위생부문은 각자 직책범위 내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관련 사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다양한 부처별로 각자 관련 업
무에 대해 관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비준, 감독, 처벌 등에 대한 중복관리
현상이 발생하였다.

2.1.2. 정부 부서별 업무 분담 체계
도매시장은 도매 거래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거래활동은 공상, 세무, 공안,
사법, 도시건설, 위생, 금융, 물가, 기술감독, 교통 등 관련 부처의 관리와 감
독 하에 진행된다. 2004년부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돈단계에 진입하면
서 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를 상무부가 중심이 되어 담당하는 것
으로 원칙을 정하였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중심
인 상무부 외에 국토자원부, 농업부와 직속기구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세무총국, 특설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이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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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정부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체계

자료: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

현재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관리의 주관부문이 상무부다. 상
무부의 시장체계건설사(司)는 전반 상품시장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데 그중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2004년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정부관리를 강화하고 분산된 다부처 관리에서 상무부를 중
심으로 진행하였다. 상무부는 국무원의 위임 하에 전반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정 및 집행하고 있다.
농업부 시장과경제정보사(司)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제품품질에 대해 감독
을 진행하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업무발전보고를 편집하는 등 업무를 진
행한다. 농업부는 농산물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
설, 거래규모, 거래설비 등이 소비지, 산지별 기준에 부합되는 농산물도매시
장과 농자재시장을 농업부지정시장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표 3-6). 지
방 농업관련부처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보 시장에서 농업부가 최종 심사
비준을 통해 농업부 지정시장으로 확정한다(표 4-2).

1995년부터 15회에 걸

쳐 선정된 지정시장은 2012년 현재 828개인데 이 중 농산물도매시장은 444
개이다.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장 중 지역별로 산동성이 가장 많아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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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하남성 29개, 강소성 27개, 사천성과 산서성 25개, 하북성 24개 순
이다. 북경시는 13개이다. 해남성, 티베트자치구에 저정 농산물도매시장이
없다.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장은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공
동으로 농산물품질안전 검역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진행해야 하고 가
격정보수집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

<표 3-6>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장의 구비조건
시장유형
기본조건
소비
지
동부지역
시장 중부지역
서부지역
기본조건
산지 동부지역
시장 중부지역
서부지역
채소도매시장
과일도매시장
축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도매시장

구비 조건
비농업인구 50만이상 도시에 위치,
취급품목은 주로해당지역 소비자수요를 만족
연간 거래액 8억 위안 이상
연간 거래액 6억 위안 이상
연간 거래액 4억 위안 이상
우위농산물 주산지에 위치, 교통조건이 양호
연간 거래액 2억 위안 이상
연간 거래액 1.5억 위안 이상
연간 거래액 1억 위안 이상
시장파급범위내 채소재배면적 30만 무20) 이상
연간 거래량은 당지 채소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
시장파급범위내 과일재배면적 30만 무 이상
연간 거래량은 당지 과일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
시장파급범위내 육류 혹은 계란류 총생산량은 10만톤 이상
연간 거래량은 당지 축산물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
시장소재지역은 전국 중요 어항 혹은 해담수어 주산지역 위치
파급범위내 수산물 연간 생산량은 10만톤 이상
연간 거래량은 당지 수산물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

자료: 农业部信息中心

농업부 지정농산물도매시장은 「농업부지정시장」간판을 걸고 소재지역의
현급 이상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농
산물도매시장 정보망에 가입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정보원을 배
정하여야 한다. 농산물시장가격과 거래량 등 정보는 매일 12시 전에 농업부
정보센터(农业部信息中心)에 발송하고 수시로 시장유통 중에 발생한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반영하도록 한다. 농업부정보센터는 수집한 농산물가격정보
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 무(亩)는 중국의 경작지 면적 단위로서 1무는 약 6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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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국무원 부설 기구의 역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의 등록, 거
래행위 감독 등 관리를 진행한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초기에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설감독과 관리는 공상국이 일괄 수행하면서 각 지역의 공상부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였다. 1995
년에 정부는 공상부문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직무분리정책을 채택하였
다. 공상부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등록, 임대료징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을 진행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도매시장내 도매상은 해당 지역 공상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공상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장에만 등록하고
활동하는 도매상도 일부 존재하지만 10%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대부분 도
매상은 공상국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개인 경영주다(纳绍平, 2012).
국가세무총국은 세무업무를 관할하는 행정부처로서 농산물도매시장과 시
장내 도매상에 대한 세무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전반적
으로 보면 아직도 발전수준이 낮다. 대부분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자체 이윤
율이 2～3% 수준으로 낮고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들의 이윤율도 6% 미만
으로 매우 낮다(曾寅初, 2006).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현행 세금정책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적용하게 되면 시장자체와 도매상들은 모두 운영이 어려
워진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시장내 도매상에 대한 세금정책은
대부분 정액제를 실행하고 있다. 세금 책정액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별로 책정한 세금액은 다양하다. 해당 세무부
처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내 도매상들에 대한 징수세금
액을 책정하고 도매시장에 상주하거나 혹은 도매시장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세금징수 업무를 진행한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자가 세무부문을 대신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세금을 징
수하기도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은 우선 세무부처와 세금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세액을 정하고 정해진 세금에 따라 도매상들한테서 세금을 징수하여 세
무부문에 지정된 시일에 납부한다. 고정도매상일 경우 보통 1년에 한번 씩
정액제로 납부한다(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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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도매시장세금징수대행 흐름도

자료: 深川布吉农产品批发市场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
토자원부가 관할집행한다. 정부는 아직 농산물도매시장의 토지사용에 대한
표준과 토지양도모델에 대해 명확한 정책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농산물도
매시장의 토지 사용권 취득, 사용문제에 있어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업용지로 혹은 상업용지로 규정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상업용지 혹은 공업용지로 토지를 취득하
려고 할 때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토지를 확보
하기 어렵다.
국무원 특설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정부소속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1995년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공상행정부
문의 직무분리정책을 실행하면서 기존의 정부투자 부분은 국유자산관리국에
이전되었다. 정부투자 부분이라고 하면 대부분 토지와 시설로서 국유자산관
리국은 지분의 형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기업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상당부분은 국유자산관리국이 지분보유 형식으로 농산물도매시
장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중국 최초의 주식상장기업형식으로 설립된 심천포길(布吉)농산물도매시장
은 주식회사 심천시농산물주식유한공사의 자회사이다. 심천시농산물주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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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사는 1989년 심천시정부가 건설한 국유기업으로 1996년에 심천시과채공
사 등 7개 국유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상장기업이다. 2010년말 기준, 산하
에 심천포길농산물도매시장 등 33개 농산물도매시장, 가공배송양식기업 3개,
농산물전자상거래 등 서비스기업 5개를 투자운영하고 있는 농산업물류업계
의 대규모 기업이다.
심천시농산물주식유한공사의 최대 주주는 심천시국유자산감독관리국으로
서 심천시정부의 행정부처다. 심천국유자산감독관리국은 현재 21.52%에 해
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산하 심천시원치투자유한공사가 추가로 5.22%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총 26.74%를 보유하고 있다(그림 3-9). 현재,
심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국외, 심천시농산물주식유한공사의 주식을 10% 이
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천시국유자산감독관리국
21.52%, 심천시원치투자유한공사 5.22%외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비국유기업인 세기양광(世紀陽光)주식그룹유한공사 3.32 %다.

<그림 3-9> 심천시농산물주식유한공사와 심천시국유자산감독관리국의
주식관계

자료: 深圳农产品股份有限公司, 2011.

수광물류원의 전신은 수광채소도매시장으로 2009년 시설개선을 위해 국무
원비준, 수광시정부 지원, 홍콩 왕익(旺益)그룹의 투자를 바탕으로 이전 건
립되었다. 20억 위안의 투자를 유치하여

60만평 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

의 현대적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수광시 인민정부는 국유자산관리국의 형
식으로 수광물류원의 최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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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설과 관리구조

2.2.1. 개설과 관리
2004년 6월 농업부가『농산물도매시장건설과관리지침(시행)』을 발표하였
는데 이 지침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장의 일상 관리제도, 시장경영 관리제
도, 시장거래지침, 시장상품거래 관리제도, 상품품질 검사제도, 시장치안과
안전보장제도, 시장환경위생 관리제도, 차량관리제도, 재무관리와 통계보고
제도 등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상품은 직
접 사람의 건강, 안전과 관련되는 식품으로서 반드시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
여 시장유통의 식품안전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구체적인 경영관리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시장
경영자가 관련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관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관리인원과 광범한 유통종사자들이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의 내용과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시장관리와 참여의 책임감을 증대하여 시장관리수준
을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가 건립하였든 집체 혹은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하였든 대부분 기업화 관리운영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심천
포길농산물도매시장은 심천시과채공사(深圳市果菜公司), 심천시식품공사(深
圳市食品公司), 심천시수산공사深圳市水产公司, 광심철로대외서비스공사(广
深铁路对外服务公司), 심천농무센터(深圳农贸中心), 심천시사회노동보험공사
(深圳市社会劳动保险公司) 등 7개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심천시농산물주식유
한공사(深圳市农产品股份有限公司)가 관리를 수행한다. 안휘성 합비주곡퇴농
부산물도매시장(合肥周谷堆农副产品批发市场)은

주곡비농산물도매시장주식

유한회사(周谷堆农产品批发市场股份有限公司)가 관리를 진행하고 대주주는
“합비백화(合肥百货)”, “심천농산물(深圳农产品)”과 기타 등등이다.
농산물도매시장기업은 시장내 운영주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에는 거래장소 제공, 농산물 생산과 판매동향, 가격과 수급정보 제공 운송,
저장, 가공, 포장, 선별, 정산, 품질검역, 우편, 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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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은 운영주체의 거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운영주체는
도매시장의 관리를 받게 된다.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능력은 농산물도매시장
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농산물도매시장 경
영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운영 주체의 경영이 활성화되어야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주체의 경영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

2.2.1. 중점 관리 사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는 운영주체와 협력하여 상품의 집산, 정확한 가격형
성, 적시적인 정보전파, 빠른 물류배송 등 기능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판매상인, 상품거래, 시설, 관리인원 등에 대해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 및 설비 관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기술규범』(2006)은 도매시장 시설과 설비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농업부는 도매시장 승급개조정책에 따라 농산물도매시
장의 시설과 설비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및 설비
관리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安玉發, 2008). 도매
시장은 통일된 계량단위를 사용하고 계량설비에 대해 정기적인 A/S 및 검
사를 진행하여 거래수치의 객관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시장거래의 공평, 공
정을 유지하며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자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
한 시장 내에는 규격표준에 부합되는 창고시설이 설립되어야 한다. 축산물,
수산물 등의 경영장소는 표준에 부합되는 저온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
장은 전문부서를 설립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창고, 냉장설비에 대한 관
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시장거래규모에 적합한 주차장을 제공하고 시장 내
의 차량운행 질서를 유지하고 비용징수 등 관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시장
내에 충분한 상하차설비를 배치하여 상하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하
역인원에 대한 배정과 관리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시장별로 지원부서에 상
하역지원부서가 존재하며 출하자 혹은 도매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하역을
진행하고 일정 비용을 징수한다.
② 운영주체 관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으로 운영주체 전반의 운영자질, 물품품질, 신용도기록 등 상황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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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는 시장진입관리, 거래
동향에 대한 감독관리, 장부관리, 퇴출관리 등이 포함된다. 운영주체 관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허가증서, 세무등기증, 코드증서, 위생허가증, 생산
허가증, 경영허가증, 상표등록증, 판매수탁서, 법정대표자가 서명인에 대한
위임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도매시장 관
리주체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주체를 관리하면 그 수가 감소하
여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고정도매상을 유치하기 위해 운영주
체 등록에 대한 요구 수준을 완화하고 있다.
③ 비용징수 관리
도매시장 관리주체는 운영주체들을 위해 양호한 경영환경, 하드웨어를 구
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로부터 일정한 매대임대
료, 주차료, 서비스관리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장 특성에 맞는 비용징수방식을 채택
하고 이를 위한 전문재무인원, 거래감독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장의 공정
한 거래를 보장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징수하여 운영주체의 부
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수익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법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농산
물도매시장의 비용징수 방식과 표준은 다양하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자체의
수익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많은 고정도매상을 유치하는 조화로운 “균형”이
되는 수익모델을 선택하고 있는데 동일한 모델을 채택하더라도 시장별 비용
징수 표준이 다양하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익원은 주로 매대임대료, 시장진입료, 거래수수
료, 시설사용료, 서비스료, 정부보조, 주식모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농산물도매시장의 매대임대료가 주된 수입원이다(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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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수익구조
비용유형

특

징

매대임대료

고정도매상들의 연간 매대임대비를 징수, 시장수익의 주류이다.

시장진입료

시장진입시 거래량별, 품종별로 수수료 사전 지불, 출타시 재정산

거래수수료

거래량별, 품종별로 1.5～4% 수수료 납부

시설사용료

물전기관리비, 운송서비스비, 창고저장시설료, 주차료 등

서비스료

상하역서비스료, 세무대행수수료 등

정부보조

농산물품질검역, 가격정보관리 등 공익기능 업무 지원

주식모금

상장기업일 경우 외부 주식을 통한 수입

자료: 曾寅初, 2006

매대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집무시장에서 보통 취
하는 방식이다. 국내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은 대부분 집무시장이 발전․개조
된 산물로서 이러한 비용징수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고정도매상들의 매대임
대에 대해 연간 1회, 분기별, 혹은 월별로 매대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
다. 중국농업대학 安玉發교수 연구팀의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대임대
료는

시장별로

각이한

것으로

북경

순의구

농산물도매시장은

매대당

1400-1800위안/월, 북경 퉁저우구는 300-800위안/월, 내몽고 900-1,700위안
수준이었다. 임대료를 차량당으로 계산하는 도매시장도 존재하였다.
도매시장 내에 고정매대를 갖고 있지 않는 도매상들에 대해 보통 거래수
수료를 징수한다. 주로 채소, 과일과 같은 고정매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품
목이 이에 해당된다. 거래량별, 거래품목별로 서로 다른 비용징수표준을 제
정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지역산과 타지
역산 진입차량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시장도 있다. 거래수수료는 보
통 거래액의 1.5～4.0% 로 낮은 수준인데 2% 미만인 농산물시장이 대부분
이다(曾寅初, 2006).
시장진입비용은 도매시장 진입차량에 대해 차량당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
인데 시장진입비용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 도매시장이 대부분이다. 중국농업
대학 安玉發교수 연구팀의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입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도매시장이 32.4%, 50위안 미만을 징수하는 도매시장은 23.5%, 50-100
위안미만은 15.3%, 100-200위안 비용을 징수하는 시장은 20%, 200위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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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징수하는 시장이 8.8%를 차지하였다. 차량당 100위안 미만 비용을 징수
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71.2%에 달하는 것으로 시장진입료는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저장창고시설 사용료, 상하역서비스비용, 시장관리비 등 기타 수
익이 있다. 서설이 완비된 농산물도매시장일수록 시설사용료 비중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장소외 저온저장창고 등 부대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적은 실정이다.
심천시포길농산물도매시장을 예를 들면 수입에서 매대임대소득이 가장 많
은 것으로 3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부대시설서비스소득(시설손상배상비,
주차관리비, 창고저장소득, 물․전기세 관리비, 운송서비스비 포함)이 33%,
전자결산 등 거래수수료가 21%, 시장관리비, 계약변경비, 상하역서비스비,
세무수수료 등 서비스소득이 11%를 차지한다. 대부분 도매시장은 아직 기초
물류관리단계로서 대부분의 소득은 매대임대비 수입으로 구성되고 부대서비
스소득이 적으며 수수료소득은 거의 0인 실정이다(王骏, 2007).
④ 대금정산 관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은 매매 쌍방이 거래협상이 체결되면 매도인이 상
품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
이다. 소량 상품거래는 현금결산을 주로 하고 대규모 거래와 고정고객에 대
한 거래는 보통 수표 혹은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근 대형 도
매시장은 전자결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에 결산창구를 설립하여 바이어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결산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바이어의 현금거래에 대한 불안문제를 해소하였다. 동시에 전자결산을 통하
면 바이어가 납부해야할 시장관리비용을 정산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는 인원을 시장출구에 배치하여 바이어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던 기존 방법을
대체함으로써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하지만 2002년 농업부
지정 190개 농산물도매시장 중 30개 시장만이 전자결산을 실행하고 있었다
(曾祥静, 2008).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는 현금 정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매시장 운영자
와 거래당사자 모두 협의에 의한 가격결정을 선호한다. 하지만 도매시장 이
용료 징수 및 거래투명성 향상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현금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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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고 있다.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량이
나 수량은 도매시장 직원인 관리요원이 측정해 전표로 발행한다. 판매자는
이 전표를 정산소에서 현금과 교환하며 구매자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반
출할 때 관리요원에게 전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거래질서 관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일상적인 상품거래관리는 상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와 운영주체들간 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불합격상품을 발견할 경우 즉각 조치를 취
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압류하고 관련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추
적하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농산물품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매시장별로 다양한 안전농산물시장진입제
도를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심천포길농산물도매시장은 채소농가에 대한
IC카드 컴퓨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채소의 농약잔류치가 초과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책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한 거래를 유
지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저울을 속이는 행위,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처벌한다. 북경시 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은 별
도로 분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⑥ 농산물품질검역관리
농산물도매시장은『중화인민공화국농산물품질안전법』요구에

따라

전문

검역소 를 건립하고 전문 검역설비와 자격을 갖춘 전문검역인원을 배치하여
야 하며 정부의 식품안전품질검역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은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샘플검사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
다. 이를 통해 잔류농약이 표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나 변질된 농산물의 시
장진입 및 유통을 제한한다. 축산물은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관련
요구에 따라 질병동물 격리실과 오염수, 오염물질, 변처리시설을 건립하고
무공해처리와 세척소독시설, 설비를 건설하여야 한다.
상무부의「2008년 유통분야식품안전조사보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체
적으로 농산물품질검역을 진행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비중은 64.7%에 달한
다. 하지만 농산물 샘플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북경시농산물도매시장품질안전감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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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009)의 조사결과 북경시 8대 대규모 농산물도매시장 모두가 식품안전
검역실이 설치되어 있고 검역설비도 갖추고 있지만 통일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검역설비 가동율은 낮고 검역인원도 2～5명 수준이었다고 지적하였다
(刘雯, 2009).
⑦ 환경 및 보안 유지관리
안전․안심의 시장환경과 질서는 판매상인과 고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조
건이다. 시장은 사람이 많고 혼잡하여 도둑, 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
장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고객의 재산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시장안전보장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시장은 전문안전보안부서를 건립하
고 전문 안전보안인원을 배치하며 공안부문과 협동하여 시장질서의 보호사
업을 잘해야 한다. 시장은 정기적 순찰제도를 실행하고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분쟁을 해결하며 절도, 사기, 기만행위와 가짜화폐사용 등
위법범죄활동을 엄격히 타격하여야 한다. 북경 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은 관
리인원 1,759명 중 보안인원이 400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도
매시장 관리업무 중 보안유지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매시장은 인원, 물품, 건축 등이 고도로 밀집된 장소로서 소방사업을 중
시하여야 한다. 안보부서 인원에게 시스템적 소방지식과 기술훈련을 진행하
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안보부서는 소방기재, 소방통로 등 시설
에 대해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보호하고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농산물은 쉽게 변질하고 부식하는 특징이 있다. 시장의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은 양호한 시장환경을 건설하고 고객과 판매상인들의 양호한 매매환경을
창조하는데 유리하며 이는 농산물소비자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문 위생보장부서를 건립하고 훈련을 거친 전문위생청결
인원을 배치하여 매대, 통로, 주차장 등 각 장소의 일별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⑧ 거래정보수집 및 발표
가격생성, 정보공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한 기본기능이다. 시장거래의
“공평, 공개, 투명”성을 촉진하고 판매상인과 고객 모두가 적시에 시장거래
동향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시장가격생성에 전제를 제공
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정보공개채널(공고판, 공고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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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게시판 등), 인터넷정보채널 등 경로를 이용하여 시장의 각종 가격정보,
거래동향 등을 판매상인과 고객에 공표하여야 한다.
1995년부터 농업부는 전국적으로 여건을 갖춘 농산물도매시장을 지정하여
가격정보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장 뿐
만 아니라 많은 도매시장은 전문부서와 인원을 배치하여 도매시장 일별 가
격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한 가격정보는 지정한 시간에 농업부정보센터
에 보내지는 동시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가
격정보수집 및 발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3. 운영주체의 현황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더욱이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직접 도매시장별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운영주체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매상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기 위하여 관
련 연구자료를 참고로 함과 동시에 중국농업대학의 설문조사결과21)를 통계
적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팀은 21개 성급 행정지역의 도매시장별
5-10명 도매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395개 설문조사표를 얻
었다. 그중 결측치가 다량 존재하는 설문지를 삭제하여 최종 286개 유효 설
문지를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그중 북경시 조사자료가 가장 많아 북경신
발지, 북경대양로 등 8개 도매시장의 총 83명 도매상이 포함되었고 기타 성
시는 0명 내외의 도매상이 선정하였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체계는 발전초기단계로 시장 내 유통종사자 즉 운
영주체간 기능분화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운영주체는 대부분이 개인
경영자로서 독립적인 정산을 진행하며 자체로 손익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
유로운 시장 거래를 수행한다. 자유거래과정에서 운영주체 간에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s)가 형성된다. 중국의 전통문화에

21) 설문조사는 중국농업대학 농경제학과 安玉發(안옥발) 교수 연구팀이 2008년 7월
-8월 사이 중국 21개 성급 행정지역의 산지소비지도매시장의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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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간관계와 인정 등 인문특징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상업거래관계에
도 장기고객관계를 중시하는 잠재적인 경향이 존재한다(王志剛, 2009).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다양한 운영주체를 출하자, 도매상, 매매참가인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의 집무시장이 발전한 산
물로서 도소매 기능이 완전 분리되지는 않고 있다. 도매상 중 소매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산지농산물도매시장, 소비지농산물도
매시장별로 운영주체의 지역분포에 차이가 있지만 타지역 운영주체의 비중
이 상당하다. 산동수광채소도매시장의 경우 출하자 중 타지역 출하자 비중
이 40%를 차지하고 도매상과 매매참가인 중 타지역 비중이 80% 이상을 차
지한다(曾寅初, 2006).
출하자에는 산지유통인(經濟人이라 칭함), 농민전업합작조직, 개별농가 등
이 있는데 산지유통인 비중이 가장 높다. 소비지농산물도매시장일 경우 출
하자 중 대규모 산지유통인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농민전
업합작조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曾寅初, 2006).
도매상은 농산물시장에서 가장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운영주체로서 농산
물 집산기능을 동시에 진행한다. 농산물도매시장내 고정도매상은 공상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회사와 개인영업자, 공상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장에만 등록을 한 개인영업자가 있다. 그중 공상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
인영업자 비중이 가장 많다. 법인기업 형태의 도매상도 있지만 비중이 적다.
그 외, 공상국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시장에만 신고를 하고 도소매
업무를 진행하는 상인도 있지만 이들은 소규모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 비중
도 10% 수준으로 적다. 도매시장내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진행하는 고정도
매상 외에 타지역 유동도매상도 상당 비중 차지하고 있다. 4장의 전국 36개
농산물도매시장 대상 조사자료에서 볼 때 시장당 고정도매상수는 평균
1,814명이었고 신발지 도매시장의 고정도매상수는 5,200명이다.
설문조사의 도매상 농산물집하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산지시장에서 구입
하거나 산지 직접 구매를 진행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포함하면 69%에 달하
는 것으로 상당부분은 직접 구입활동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산지유통인
으로부터 조달 받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13%로 이는 고정수집상간의 거래관
계라 볼 수 있다(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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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도매상의 농산물수집 방식

세방식 혼합
18%

밭뙈기 구매
33%

산지시장 구매
36%

산지유통인고용
13%

매매참가인은 소매상, 배송업체, 단체, 기타 구매자 등이 있다. 중국의 농
산물도매시장은 기존의 농무시장이 발전한 산물로서 도소매 기능이 완전 분
리되지는 않고 있다. 도매상 중 소매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또한 산지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타지역 도매상들이 매매참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4. 거래제도의 현황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30여년 간의 발전과정을 거쳐 거래방식은 수의
매매(상대매매)가 주류를 형성하고 다양한 거래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
이다. 현단계 중국 농산물거래방식에는 주로 수의매매, 경매거래, 계약거래,
전자상거래, 선물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
의 집무시장의 발전산물이다. 시장의 거래방식은 쌍방간 직접 거래를 진행
하는 전통적인 현물거래인 수의매매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 도입에 대해 정반 대립의 주장
들이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경매거래가 농산물의 정보공개가 투명하고 거
래비용을 경감하고 거래효율성을 제고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록 경매거래방식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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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상품특성에 적합하고 경매시장체제는 농산물유통체계개혁의 필연
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한다(李大勝외 2003, 李澤華

2002, 林錫彬 외 2001, 賈

生華 2001). 경매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의 학자들은 중국농산물유통의 구
체상황에 따라 농산물의 “3화(품질등급화, 중량표준화와 포장규격화)를 개선
하고 시장중개조직을 배양하고 도매시장경매체제 및 도매시장의 소프트․하
드웨어 등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대하는 입
장의 학자들은 정부의 권한이 미비하고 시장구조가 온전하지 못하며 중개조
직화수준이 낮은 등 여러 가지 장애요소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농산물경매가
중국의 현실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朱信凱, 2005).
본 절에서는 최근 농산물도매시장의 보완적인 거래방식으로 도입단계에
있고 또한 확대발전에 대해 찬반 논의가 되고 있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제도 도입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980년말 농산물유통개혁에 힘입어 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도를 시범적
으로 도입하였다. 1988년 남경양모시장(南京羊毛市场)은 최초로 경매제도를
진행한 축산물경매시장이었다. 그후 하남성 정주식량도매시장(郑州粮食批发
市场)은 1990년에 경매거래방식을 시도하였는데 첫 경매거래의 실적은 1.95
만 톤이었다. 하지만 이는 경매거래방식을 시범적으로 시도한 사례일 뿐 정
식적인 경매거래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경매거래제도의 시작은 1997년 심천복전농산물도매
시장(深川福田批发市场)이라고 할 수 있다. 심천복전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매품종의 “품질등급화, 중
량표준화, 포장규격화”를 실행하고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으로 통일경매
를 진행하고 중앙결산을 실행하도록 하여 일정수준 발전하였다. 경매품종은
배추, 감자, 토마토, 고추 등 30개에 달하였다. 하지만 경매설비가 낙후하고
거래량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없어 장기간의 결손상태에 이르렀다.
그 이후 2002년 운남곤명국제화훼경매시장(云南昆明花卉拍卖市场)이 1.25
억 위안 투자규모로 네덜란드 선진설비를 도입하여 설립되었고 2003년에 광
주화훼경매센터(广州花卉拍卖中心)가 1.3억 위안 투자규모로 설립되었다. 이
어 북경래태화훼(北京莱太花卉), 운남성두남화훼거래중심(云南省斗南花卉交
易中心), 산동성수광물류원(山东省寿光物流园) 등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선
진설비를 도입하여 경매거래방식을 일부 도입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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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러한 시장의 경매거래방식은 여전히 시범적인 단계로서 부분적인 성과
는 있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국 4,000여개
농산물도매시장중 경매거래방식을 진행하는 시장수는 1% 미만이고 농산물
경매금액은 전체 경매업종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낮은 수준이다(学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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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화 정책추진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과 소비단계를 연결하고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유
통체계가 형성되어 농산물유통중 도매시장 경유율은 70% 이상에 달하게 되
었다. 경제성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소비자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사회는 농
산물유통중 핵심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시장조직의 단일한
농산물집산기능 외에 농산물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 등 다양한 공익성기능
을 수행할 것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업화 형태로 자체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농산물집

산기능 외에 투명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매상에 대한 감독
관리, 농산물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성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인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이 사회가 요구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기능 특히 공익성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관리와 시장자체의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
제도 등 내부조건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3.1. 정부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1978년에 계획경제체제로부터 개혁개방을 진행
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시장체제로 전환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도
중국 경제발전의 개혁과정을 진행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
리도 통일게획관리로부터 전반 개방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리업무 중에서 거시적 조절, 통일계획, 자금지원, 감독, 과학적인
지도 등 중요한 공익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의 발전배경 하에서 정부의 관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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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은 아직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통일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명확한 위치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4년에
무역부가 『도매시장관리방법』을 발표하였지만 현재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
운 현실이다. 상무부, 농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자체 업무와 관
련이 있는 규정을 발표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
농산물도매시장관련 법규가 부재하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
의 관리가 어렵다. 또한 현재 발표한 조례, 규정 등도 구체적인 규명이 부족
하고 집법과정도 엄격하지 않아 규정은 있지만 따르지 않는 현상이 많은 실
정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자체 관리도 정부의 관련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 근거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효
력을 발생하기 어렵다.
둘째,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통일된 계획이 없기 때
문에 정부관리는 여전히 여러 부처가 분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건 사안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오히려 정부가 관리를 행사할 권한이 약해지는 등 문
제점이 존재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돈단계에 진입하면
서 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도 한 개 부처가 담당하는 원칙을 취하
였다. 하지만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는 주로 상무부가 총괄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통계자료는 상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국공상
행정관리연감》에 포함된 시장수와 거래금액이 전부이다.
농업부 시장과경제정보사(司)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제품품질에 대해 감독
을 진행하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업무발전보고를 편집하는 등 업무를 진
행한다. 전반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에 대해 총괄하여야 할 부처임에도 거
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전국농산물가격정보 수집 및 발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도매시장별로 농산물가격과 거래량 정보를 전
송하는 데는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으로 진행된다. 현재 농산물가격정보는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지만 품목별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로만 수집되고
있고 품목별 품질 등급에 대한 표기가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품질규격이
없다. 거래량 정보는 시장별로 수집하지 않거나 혹은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집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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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장개설허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
장은 통상 자금과 토지만 있으면 현지 정부의 비준, 심지어 해당 지역 공상
부문의 등기만을 통하여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농산물도
매시장의 수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통일된 계획이 부족하여 맹목적인
건설, 중복건설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전반 도시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을 설립하려
고 해도 입지선정이 어렵다.
넷째, 세금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심천포길농
산물도매시장과 같이 기업체관리운영으로 자리매김하여 선두역할을 하고 있
는 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발전수준이 낮다. 대부분 농산물도
매시장은 자체 이윤율이 2～3% 수준으로 낮고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들의
이윤율도 6% 미만으로 매우 낮다(曾寅初, 2006).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현행 세금정책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적용하게 되면 시장자체와 도매상들은
모두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에 정부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세금정책은
현재까지 모호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내 도매
상들에 대해 정액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승급개조를 추진하여 전반적인 관리수준을 향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이 승급개조하게 되면 동시에 시장
운영은 규범화, 투명화가 요구되어 세금징수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정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도매상들의 거래규모가 파악․공개되고 농산물도매
시장의 수익이 공개되는 등의 여파가 있어 정상적인 세금정책을 실행에 대
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의 승급개조를 회피하거나
현재 도매시장별로 거래물량 등 정보가 파악되더라도 기밀로 외부에 공개하
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원활한 토지사용이 곤란하다.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입지조건은 교통조건, 제품자원, 판
매망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은 교통이 원활하고 상
품집산지역의 최적입지지역으로서 이러한 장소는 대부분 도시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아직 농산물도매시장의 토지
사용에 대한 표준과 토지양도모델에 대해 명확한 정책규정이 따로 없기 때
문에 농산물도매시장의 토지 사용권 취득, 사용문제에 있어 불투명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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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토지 용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업용지로 혹은 상업용지로 구분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상업용지 혹은 공업용지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입찰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정부의 규정에 따라 입
찰 전 해당토지에 대한 설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토지취득절차는 낙
찰가능성을 희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토지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농산물도매시
장의 토지사용권 취득이 어려운 것은 각 지역의 도시전반계획에 농산물도매
시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해당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한
이는 국가 토지를 양도하는 정책과도 관련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인정하고 있고 또한 관련 규정을 발표하였지만 공익성
은 관련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농업부가 《농업정보와
농산물시장체계 건설규획》을 발표하였는데 “농업정보와 농산물시장체계건
설은 공익성, 기반사업으로서 공공재정의 지지범위에 속한다. 당면 정부의
중점 지원 사업으로 빠르게 발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
지만 실제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 성격은 관련 정책에서 구체적으
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농산물도매시장 토지사용권 취득정책을 보면
개설자는 자체적으로 토지사용권 취득과정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익획득을 통해 높은 토지비용을 보충하는 관행도
존재한다. 도매시장은 부대시설 토지사용 형식으로 오피스텔 혹은 기타 상
업시장의 건설을 신청하여 이 부분의 수익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개발비용을
충당하려고 한다. 농산물도매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부 개발상들이
부동산투자목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기도 한다.
여섯째,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영도매시장 건립 계획이 미흡하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대부분 기업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산물도
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초 정부는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북
경시 농업위원회는 북경시의 전반 규획에 따라 5환 밖에 부지규모가 약 30
만평에 이르는 북경농산물중앙물류원의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도매시
장이 건설되면 현재 북경시 최대 농산물도매시장인 신발지농산물도매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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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북경시의 농산물유통에서 2대 핵심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북경시의 채
소시장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북경농산물중앙물류원은 북경시 상무위워회
와 농업위원회 등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정부투자 농산물도매시장이다.
하지만 공영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업계는 반발이 심
하다(馬增俊, 2012). 첫째, 농산물도매시장은 맹목적으로 건설되면서 전국적
으로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양적으로 급증하던 농산물도매시장 수는
정돈단계에 진입하였고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4,000여개로 안정된 상태
이다. 공영도매시장을 추가로 건설하면 중복 투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
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도매시장을 공
영도매시장으로 선정하여 인수할 경우 상응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농산물도매시장은 국영운영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열악한 조건하에서 현재까지 발전하여 왔다. 토지, 건물, 시설 등 농산물도
매시장의 자본비용에 있어서 국가인수기준에 따른다면 정부가 농산물도매시
장을 강제 징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공영도매시장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발전을 이루어온 기존 농
산물도매시장과의 관계를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영도매시장건립에
대한 전반계획과 도시별 관련 계획을 제정하여 도매시장 설립, 관리, 운영
등 면의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체계적이고 신속한 가격정보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농
산물도매시장의 주요기능으로 유통정보기능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정보수집 및 전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
대 농산물정보네트워크인 농업부정보센터의 정보관리에는 두 개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보수집 규모가 광범하지 못하고 대량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4,000여개 농산물도매시장 중 농업부 지정 농산물도매시
장은 444개이다. 현재 가격과 거래량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거래량 정보
는 권장사항으로서 도매시장별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격정보 또한 농산
물 품목별로 구분되고 품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품목 부동
한 품종의 비교가 어렵다. 다른 하나는 정보의 전파경로가 원활하지 못하다.
도매시장의 농산물가격정보를 수집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전파경로가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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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설자 관리구조의 문제점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가 건립하였든 집체 혹은 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하였든 대부분 기업화 관리운영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농
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개설자관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초시설과 설비가 낙후되었다. 심천부길, 북경신발지, 수광물류원
등 일부 발달한 농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전
국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정부의 지원은 아직까지
도 시장의 기반시설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현대화식 시설과 설비에 대한 지
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도매시장이 노천거래, 하우스동내 거
래를 진행하고 있고 저장, 냉장 등 건축시설을 갖추기 어렵다.
둘째,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자체
의 관리운영을 위해 각종 비용징수를 통해 수익을 높여야 하는 동시에 비용
을 납부하는 고정도매상들을 대량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은 이윤이 낮은 현실에 따라 고정도매상에 대한 시장진입허
가 기준을 낮추고 있다. 대부분 운영주체가 개인상인 위주이고 독립적인 정
산을 진행하며 자체로 손익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소규모 거래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유통종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관
리가 곤란해 지면 도매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시장의 거
래활동에 있어서 소규모 운영주체들의 거래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업무 부담이 크다. 반면 시장의 고정도매상 유치문제로 운영
주체에 대해 엄격한 퇴출관리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 중 타 지역 운영주체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관리가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도매시장 관리주체가 정상적인 비용징수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
련하기 어렵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자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
기 위해 각종 비용을 징수한다. 현재 국내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대부분 집시
시장이 발전한 산물로서 매대임대료 비용징수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현
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대
임대료 수익은 부동산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정책을 채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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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농산물도매시장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매대임대료 수익대신에 거래수수
료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그 비중이 적고 수수료율도 1.5～4% 미
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세금에 대한 정부정책이 모호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를 통한 비용징수 방식으로 인해 거래량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이 방식을 회피하기도 한다.
넷째, 대금정산 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최근 몇 년이래 일부 대형 도
매시장은 전자결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
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현금결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
의 대금정산업무가 전자결산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
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한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
자결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거래당사자인 도매상의 수익에 대한 공개로 이어지게 된다. 현
재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들에 대한 정액제 세금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 모두가 현대화 전자결산시스템 도입
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섯째, 거래량정보, 가격정보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현재 농산물도매
시장의 농산물 거래량정보와 가격정보 관리는 정보원이 직접 시장 내 도매
상들에게 질문하여 가격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정보원의
조사 시간, 조사 상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집정보의 정확도에 문
제점이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2008년 하북성 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결
과에 따르면 신선채소 재배농가들의 정보내원은 자체경험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 얻는 정보가 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曾祥静(2008). 또한 농산물도
매시장과 시장 내 도매상 모두가 거래량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농산물거래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섯째, 농산물품질안전검역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대부분 농산물
도매시장에 농산물품질검역부서가 존재하지만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전
국 통일된 농산물검역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별로 다양한
검역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검역설비와 기술 등 문제로 검역결과가 농산물
거래 이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검역비용이 높고 검역인원이 부족하기 때
문에 샘플링 검역조사 비중이 낮다. 농산물도매시장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역 중 문제가 발견된 농산물에 대한 추적처리가 어렵

- 68 -

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장외거래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엄격한
검역을 실행하면 시장외 유통 비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도매시장자체도
이를 묵인하기도 한다.

3.3. 운영주체와 관련한 문제점
본 연구는 운영주체중 주도적 지위인 도매상의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
관련 연구자료를 참고로 함과 동시에 중국농업대학의 설문조사결과(각주 21
참조)를 통계적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첫째, 운영주체의 규모가 작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대부분 도매상은
사업자등록한 개인경영주로서 규모가 작다. 설문조사자료중 도매상의 고용
인원수는 평균 3.3명,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도매상수는 전체의 3.5%를 차지
하였고 대부분이 2-3명을 고용하고 있고 가족, 친척과의 협력관계가 많은
실정이었다.
둘째, 출하농산물의 감모현상이 심각하다. 중국 농산물운송차량은 대부분
트럭이다. 대형 할인마트의 산지직구입시 컨테이너 형식 운송방식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 차량은 대부분 5톤 트럭에 포장을 덮어 햇
볕을 가리는 정도로 운송되고 있다. 도매상중 40.5%가 자체 적재차량을 보
유하고 있어 자체차량으로 농산물집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13.8%가 1톤
트럭, 32.1%가 3톤 트럭, 28.8%가 5톤 이상 적재가능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산지에서 포장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과일의 경우, 광주리, 종이박스로 포장을 하고, 채소는 대부분 볏짚
이고, 감자의 경우 비닐포대 등을 사용한다.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의 감모율
이 높은 편이고 감모가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운송
중 눌림현상으로 48%를 차지하였다(그림 3-12). 이는 농산물 운송차량과 포
장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금정산이 낙후되어 정산 신뢰성이 낮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은
소량 상품거래는 현금결산을 주로 하고 대규모 거래와 고정고객에 대한 거
래는 보통 수표 혹은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매상의 대금지불
기한에 대한 답변에서 응답자 200명중 현장직접 지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82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일주일내, 일개월내가 각 2% 정도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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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는 현장결제와 기간내 결제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답하였다.

<그림 3-12>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의 감모발생 유형

이물질 혼합
12%
익음•부패•변질
22%

운송중 눌림•손상
48%
수분증발
18%

넷째, 농산물가격정보수집기능이 미약하다. 조사대상 도매상에게 시장내
경영활동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중 39%가 농산물
가격파동이 심한 사항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농산물감모율이 심각한
사항, 도매시장 징수비용 높음과 비용지불기간이 김 순이었다(그림 3-13).

<그림 3-13> 도매상의 경영활동에 불리한 요소

농산물 감모율 큼
30%

농산물가격파동
심함
39%

도매시장
징수비용 높음
22%

비용지불기간 김
9%

도매상들의 농산물가격정보의 입수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중 과반수
가 자체수소문에 의존한다고 답하였고 도매시장을 통해 획득한다고 답한 응
답자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소문과 동일업종 종사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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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입수를 합쳐 자체 경험이라고 볼 때 이 비중은 80%에 달하였다(그림
3-14).

<그림 3-14> 도매상의 가격정보 입수경로

업종 파트너
27%
자체 수소문
53%

도매시장 획득
13%
기타
4%

뉴스매체
3%

3.4. 거래제도의 문제점
거래방식은 농산물유통체계의 핵심내용 중 하나이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
장은 매매 쌍방간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수의매매가 주류를 이룬다. 최근에
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경매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하지만 중국은 농산물도매
시장 발전수준이 낮고 경매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경매거래제도가 정착․성공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의 실정으로부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朱信凯, 2005).
첫째,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주체의 경영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크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운영주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의 거래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의 자금신용도에 대한 관리와
담보가 부족하여 경매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농산물 표준화수준은 경매사업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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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화수준이 낮고 농산물표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산물도
매시장에는 아직도 신선농산물물에 대한 전국 통일된 표준이 없는 실정이
다.
셋째, 경매거래를 위한 하드웨어 시설설비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자금마
련이 어렵다. 경매거래를 진행하려면 전용 하드시설과 설비를 신설하여야
하고 또한 전자화 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
하여야 하는데 현재 경매경영실적 대비 부담이 크다.
넷째, 농산물경매제도 관련 법률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1996
년 『중화인민공화국경매법』을 통과하였는데 이는 현재 변화된 환경요구를
만족하기 어렵다. 특히 농산물경매거래방식은 자체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 투명, 공정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관련 법률법규가 뒷받침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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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상 경영실적 영향요인 분석
1. 분석방법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제활동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장
의 관리주체와 시장내 운영주체간의 경제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주체간
의 경제관계라 할 수 있다.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들의 경제행위는 본인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실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농산물도매
시장 관리주체는 거래주체인 도매상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는 도매시장의 발전에서 이익공동체다. 따라
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자체 관리운영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뿐
만 아니라 개별 도매상들의 경영실적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주는 지를 파
악하여 도매상들의 경영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주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장내 도매상들의 경영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도매상들의 경영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요인분석이란 변수간의 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인자를 찾아내고 변수와 인
자관계에서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
물도매시장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한다. 회귀분석은 하나 또는 둘 이
상의 설명변수가 다른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을 파
악하고,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통계기
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회귀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김
두섭 외, 2000).
(1)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2)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제시해 준다. 즉, 각 설명변수의 값
이 한 단위 증가(또는 감소)할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화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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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목적 중 종속변수로 선정한 농산물도매시장내
도매상들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파악하고 설명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모집단의 다중회귀모형은 일반적으로 식 4-1과 같은 형태를 지닌다. 모형
에서 Y는 종속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내 도
매상의 연간 경영실적이 되며, 각 관찰개체가 K(≥2)개의 변수 X1, X2, ...,
Xk에 관해 측정되어 K개의 원소를 가진 각각의 다변량 설명변수벡터 X를
형성한다.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는 도매상의 기본상황, 물적자본, 사회자본
의 척도로 되는 도매상의 연령, 학력, 전직여부, 장기고용인원수, 유종자본금,
투자파트너 유무, 고정공급상수, 고정판매상수, 정보입수경로 유무 등 9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설명변수중 고용인원수, 고정공급상수, 고정판매상수는
비선형효과가 회귀모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곱항을 설명변수에 포함
하였다.

       ⋯    

- 식 (4-1)

 는 회귀계수로서 설명변수  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
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는  이외의 모든 설명변수를 고정시킨 상태에
서  값의 변화에 따른 회귀식의 기울기로 해석된다. 한편, 오차항  은 회
귀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이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 무작
위 잔여요소(random residual element)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
기서 오차항  는 선형회귀모형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만족한다.
첫째, 기댓값이 0이다.     
둘째, 오차항들은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지닌다.    
셋째, 오차항간에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다.      ≠
넷째, 오차항은 독립변수와 선형독립(linearly independ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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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은 둘 이상의 설명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므로 설명변수간에
강한 선형관계가 존재할 경우 회귀계수가 자료나 회귀식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커다란 표준오차를 가지게 되고 통계적인 유의미도를 감
소시킬 수 있으므로

설명변수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을 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회귀식의 추정은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OLS)으로 이루어 진다. 최소제곱법에 의한 회귀식 추정의 기본 원리


는 오차항의 제곱합     을 최소로 하는 의 추정값을 구하는 것이다.
 

도매상 경영실적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STATA 10.0을 이용, 조사대상
도매상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analysis)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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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2. 분석에 활용된 자료
본 장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들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고저 한다. 설문조사22)는 2004년 8월～9월 사이 중국의 호북성,
절강성, 사천성, 운남성, 광동성, 섬서성, 녕하자치구, 북경시, 하남성, 산동성
등 10개 성급 행정구역23)의 산지도매시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을 포함하며 오
랜 경력을 지닌 도매상과 새로 시작한 도매상을 포함하였다. 조사팀은 성급
별로 평균 5개 도매시장을 선정하고 도매시장별 30명 도매상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여 총 673개 설문조사표를 얻었다.
전국 10개 성급 행정구역별 도매상분포를 보면 호북성이 가장 많아 135명,
다음은 사천성 122명이고 광동성이 13명으로 가장 적다.

<그림 4-1> 지역별 도매상 분포상황

광동성, 13
섬서성, 83

호북성, 135
하남성, 36

녕하, 62
북경, 46
절강성, 89
사천성, 122
산동성, 61

운남성, 26

22) 설문조사는 중국인민대학교 농업․농촌발전대학의 교육부 “211공정” 중점과제중
획득한 자료로서 주신카이(朱信凱)교수의 조사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23) 중국의 행정구역은 전국을 성(省), 시(市), 현(縣), 향(鄕)․진(鎭), 촌(村)순으로 등
급을 나눔. 성급 행정구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현
재 전국에는 23개의 성과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와 홍콩, 마카오 등 2개의 특
별행정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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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도매상의 인적사항을 볼 때 연령대가 낮고 또한 학력수준이 낮
은 특징이 있다. 응답자 도매상중 40%가 30대이고 30대와 40대를 합치면 과
반수인 73%를 차지하였다.

<그림 4-2> 조사대상 도매상의 연령분포

267
216

71
93

20대

16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또한 응답자 총 673명중 중졸이 341명으로 50% 수준이고 대졸이상은 4명
으로 1% 미만이었다. 중졸미만 도매상도 141명인 것으로 전반 학력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도매상은 대부분 전직 도매상이었고 10%가 겸
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3> 조사대상 도매상의 학력수준
전문대졸
5.1%

대졸이상
0.6%
중졸미만
21.0%

고졸
22.7%

중졸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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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도매상들의 경영규모를 보면 소규모 도매상이 많고 도매상간 격
차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 도매상의 평균 유동자본금은 35만 위안이었지
만 평균수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만 위안 미만 유동자본금 규모를
가진 도매상이 50%를 초과하였다. 도매상별 자산규모에 따라 경영실적도 비
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 도매상중 응답자 총 459명의 평균 연
간 경영실적은 363만 위안이지만 30%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 위안 미만 경
영실적의 도매상이 52%를 차지하였다.

<표 4-1> 조사대상 도매상의 경영규모
단위: 명, %
구

분

유동자본금 전체
3만 위안 미만
3만 이상 5만위안 미만
5만 이상 10만위안 미만
10만 이상 20만위안 미만
20만 이상 40만위안 미만
40만 이상 70만위안 미만
70만 위안 이상
경영실적 전체
50만 위안 미만
50만 이상 100만 위안 미만
100만 이상 200만 위안 미만
200만 이상 500만 위안 미만
500만 위안 이상

응답자수

비중

609
134
105
66
84
93
59
68
459
154
83
70
77
75

100
22.0
17.2
10.8
13.8
15.3
9.7
11.2
100.0
33.6
18.1
15.3
16.8
16.3

누적 비중
22.0
39.2
50.0
63.8
79.1
88.8
100.0
33.6
51.7
67.0
83.8
100.0

조사대상 도매상들의 경영규모를 산지와 소비지시장별로 구분해 보면 소
비지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상 경영규모가 산지시장 대비 대체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500만 위안 이상 경영실적을 지닌 대규모 도매상일 경우 소
비지역이 17.0% 비중을 차지하고 산지지역은 14.1%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만 위안 이상 경영실적을 지닌 도매상을 비교해보면 소비
지는 33.8%, 산지는 30.2%를 차지하였다. 반면 50만 미만 경영실적을 지닌
소규모 도매상은 산지시장이 35.4%, 소비지 지역은 32.4%를 차지하였다. 전
반적으로 산지와 소비지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상의 경영실적은 큰 격차가
존재하지 않고 약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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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사대상 도매상의 산지소비지별 경영규모
단위: 명
구 분
전 체

50만
미만

50만이상 100만이상 200만이상
100만미만 200만미만 500만미만

500만
이상

응답자수
합계

147(33.0%) 83(18.7%) 68(15.3%) 74(16.6%) 73(16.4%) 445(100%)

산 지 35(35.4%) 17(17.2%) 17(17.2%) 16(16.1%) 14(14.1%) 99(100%)
소비지 112(32.4%) 66(19.1%) 51(14.7%) 58(16.8%)

59(17.0% 346(100%)

고객관계는 시장의 운영주체가 상업행위 중 개인간의 신용으로 건립한 상
업 파트너관계이다. 앞장에서 중국의 전통문화는 인간관계와 인정 등 인문
특징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상업거래관계에도 장기고객관계를 중시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도매상들의 경영활동은 아직까지 경험에 대부분 의존함을
지적하였었다. 표 4-3는 도매상들이 거래하고 있는 고정공급판매상수를 보
여주고 있다. 1명 이상 고정고객 관계가 있는 도매상을 분석할 때 고정공급
상수는 평균 11명, 고정판매상수는 19명으로서 고정판매상규모가 더 높다.
응답자 도매상중 고정공급상수가 30명 이상이 10.2%인 반면, 고정판매상수
가 30명 이상인 도매상 비중은 20.1%로 나타났다. 이는 도매상들의 경영활
동에서 판매활동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 조사대상 도매상의 고정고객
단위: 명, %
구 분
고정공급상 전체
1명 이상 3명 미만
3명 이상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고정판매상 전체
1명 이상 3명 미만
3명 이상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30명 이상

응답자수
313
59
66
79
77
32
309
24
34
76
11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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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누적 비중

18.9
21.1
25.2
24.6
10.2

18.9
40.0
65.2
89.8
100.0

7.8
11.0
24.6
36.5
20.1

7.8
18.8
43.4
79.9
100.0

조사대상 도매상들의 고정고객수를 산지와 소비지시장별로 구분해 보면
고정판매상수는 소비지시장이 산지시장 대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30명 이상 고정판매상을 둔 도매상일 경우 소비지역이 21.5% 비중을
차지하고 산지지역은 13.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이상
고정판매상을 둔 도매상을 비교해보면 소비지는 58.6%, 산지는 47.6%를 차
지하였고 5명 미만 고정판매상을 둔 도매상은 산지시장이 21.6%, 소비지 지
역은 18.5%를 차지하였다. 반면 고정공급상수는 산지시장이 소비지시장대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이상 고정판매상을 둔 도매상일 경우 산
지시장이 13.7% 비중을 차지하고 소비지시장은 9.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10명 이상 고정판매상을 둔 도매상을 비교해보면 산지가
41.1%, 소비지는 33.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산지도
매시장일 경우 농산물수집활동을 중시하고 소비지도매시장일 경우 농산물판
매활동을 더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조사대상 도매상의 산지소비지별 고정고객
단위: 명, %
구 분
고정공급상수
산 지
소비지
고정판매상수
산 지
소비지

1명이상
3명미만
56(18.6%)
10(19.6%)
46(18.3%)
24(7.9%)
5(7.7%)
19(8.0%)

3명이상
5명미만
64(21.2%)
11(21.6%)
53(21.1%)
34(11.3%)
9(13.9%)
25(10.5%)

5명 이상
10명 미만
78(25.8%)
9(17.7%)
69(27.5%)
74(24.5%)
20(30.8%)
54(22.8%)

10명 이상
30명 미만
73(24.2%)
14(27.4%)
59(23.5%)
110(36.4%)
22(33.8%)
88(37.1%)

30명
이상
31(10.3%)
7(13.7%)
24(9.6%)
60(19.9%)
9(13.8%)
51(21.5%)

응답자수
합계
302(100%)
51(100%)
251(100%)
302(100%)
65(100%)
237(100%)

조사대상 도매상한테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총
467명중 76.6%에 달하는 358명이 가족 혹은 친척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도
매상의 규모가 작고 또한 사업파트너의 1순위가 친인척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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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조사대상 도매상 사업파트너와의 관계

358

75
8
가족친척

친구

고향사람

26
기타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들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이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매상의 연간
경영실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예상되는 영향요인 9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수한 673개 설문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여
본 분석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문항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설문지를 삭제하
여 최종 368개 유효 설문지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는 도매상들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도매상 자체
의 기본상황,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자본과 경영경험을 통해 축적되
는 사회자본이라고 가정한다. 도매상의 기본상황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도매
상의 연령, 학력과 전직 혹은 겸직여부를 선정하였다. 도매상이 갖고 있는
물적자본의 척도로 될 수 있는 변수로는 유동자본금, 장기고용인원수를 선
정하였다. 그리고 도매상의 네트워크력 즉 사회자본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
로 공동 투자한 파트너가 있는지 여부, 고정공급상수. 고정판매상수와 자체
경험이외에 도매시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여부를 선정하였다. 여
기에서 전직 혹은 겸직 여부는 전직일 경우 1, 겸직일 경우를 0으로 하였고
공동 투자 파트너가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를 0으로 하였다. 도매시장으로
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면 1, 타 정보입수 경로가 없이 자체 경험만으로
경영할 경우를 0으로 하였고 고정공급상과 고정판매상에는 0인 도매상도 포
함하였다. 설명변수중 고용인원수, 고정공급상수, 고정판매상수는 비선형효
과가 회귀모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곱항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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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연간 경영실적과 독립변수인 유동자본금은 변수간 격차가 큰 점
을 감안하여 분산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그변환을 진행하였다.

<표 4-5> 설문조사 기초 통계량
변수
기본
상황
물적
자본

사회
자본

평균치

도매상 연령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38.70924

9.309965

18

70

도매상 학력

0.288043

0.453468

0

1

전직 여부

0.913043

0.282155

0

1

1)

장기고용인원수

2.201087

6.658898

0

70

장기고용인원수제곱

49.06522

350.025

0

4900

ln(유동자본금)

5.019295

0.7496196

2.69897

6.92942

투자파트너

0.432065

0.496037

0

1

고정공급상수

6.054348

13.56134

0

99

고정공급상수제곱

220.0652

1063.398

0

9801

고정판매상수

8.668478

17.84596

0

99

고정판매상수제곱

392.7554

1,404.855

0

9801

정보입수경로

0.326087

0.469417

0

1

5.964325

0.815564

1.92942

7.92428

ln(연간 경영실적)

주 1) 0-중졸 및 중졸 미만, 1-중졸 이상

분석대상 총 368명 도매상의 평균 연령은 38세이고 학력은 평균이 중졸
수준이었다. 장기고용인원수는 평균 2.2명이고 가장 많은 도매상은 7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투자파트너가 있는지 여부는 거의 반반 수준이었다. 고정
공급상과 판매상에는 0인 도매상도 포함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평
균 수준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각 6명,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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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도매상의 경영실적 영향요인 분석은 STATA 10.0을 이용하여 368개 유
효 조사대상 도매상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표 4-6> 조사대상 도매상 자본특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명
도매상 연령(   )

-0.000459

도매상 학력(   )
전직 여부(   )

추정치

표준편차

z

P>|z|

0.003773

-0.12

0.903

-0.0320877

0.077868

-0.41

0.681

0.035633

0.1226521

0.29

0.772

장기고용인원수(   )

0.029812

**

0.0118040

2.53

0.012

장기고용인원수 제곱(   )

-0.0003936*

0.0002211

-1.78

0.076

***

0.501898

8.63

0.000

**

0.0688349

2.22

0.027

0.007515

0.0054395

1.38

0.168

-0.0000358

0.0000684

-0.52

0.601

*

0.0066030

1.74

0.083

-0.000093

0.000082

-1.13

0.258

**

0.0757834

2.40

0.017

3.525086

0.2989856

11.79

0.000

ln(유동자본금)(   )
투자파트너(   )
고정공급상수(   )
고정공급상수 제곱(   )
고정판매상수(   )
고정판매상수 제곱(   )
정보입수경로(   )
상수(   )

0.432925

0.1529854

0.0114804
0.1818574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분석결과 도매상의 물적자본을 나타내는 유동자본금 규모와 장기고용인
원수, 사회자본중 투자파트너 유모, 고정판매상수, 도매시장으로부터의 정보
입수 유무 상황이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매상의 기본상황을 나타내는 도매상의 연령, 학력, 전직여부는 경
영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상별 연령, 학력
은 별로 크게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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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도매상의 물적자본을 나타내는 변수인 유동자본금 규모와 장기고용
인원수는 모두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고
용인원에 따른 탄력도는 ‘   × 장기고용인원수   ×   × 장기고용인원수  ’과 같
은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장기고용인원수를 평균값으로 상정할 경우 그 값
은

0.062로 나타난다.

이는

장기고용인원수를

1%

늘리면,

경영실적이

0.062%로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로그변환된 유동자본금 규
모의 탄력성은   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값은 0.433이다. 즉, 유동
자본금 규모가 1% 늘리는 규모 확대를 실현할 경우 경영실적은 0.433% 증
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도매상의 사업중 투자파트너가 있는지 여부와 고정판매상수는 도매
상의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파트너가 있
는 도매상일수록 규모, 위험부담, 정보입수 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판매상수가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유의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도매상의 경영실적중 판로개척이 중요한 사항임을 설명한다.
넷째, 반면 고정공급상수가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매상들이 농산물집하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출하자 공급에 의존하기보다 산지도매시장 구입, 산지 직접 구입 등 직접구
매활동을 통해 조달하는 중국의 실정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또한 도매시장으로부터 농산물정보를 입수하는 지 여부가 도매상
의 경영실적에 영향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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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는 시장발전에서 이익공동체다. 농
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시장내 도매상들의 경영실적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여 도매상들의 경영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운영
업무를 진행하여 시장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장의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
과를 종합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주체의 관리운영업무에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분석결과 도매상의 기본 인적상황은 경영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도매상의 연령, 학력 등이 경영실적을 좌
우하는 척도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사대상 도매상들의 학력수준
은 전반적으로 낮은 중요한 특징이 존재함을 무시할 수 없다. 응답자 총
673명중 중졸이 341명으로 50% 수준이고 대졸이상은 4명으로 1% 미만이었
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주체인 도매상의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수준은 정부
정책 실행과 현대화된 설비도입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도매시장
관리주체는 운영주체에 대한 지도, 교육, 감독 등 관리업무를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매상의 물적자본을 나타내는 변수인 유동자본금 규모와 장기고용
인원수는 모두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
매상의 규모화가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매상들의 규모
화 확대를 위한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도매상의 고정판매상수가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고정공급상수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매상들의 경영실적중 판로개쳑이 중요한 사항일뿐만 아니
라 고정판매상수가 많음에 따라 소비지 정보를 다량 획득할 수 있는 사항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시장 관리주체는 도매상들의 판로개척 업무를
위해 정보제공, 홍보비용지원 등 업무를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고
정공급상수는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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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농산물집하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출하자 공급에 의존하기보다
산지도매시장 구입, 산지 직접 구입 등 직접구매활동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중국실정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매상들의 산지개척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도매상의 수집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도매시장으로부터 농산물정보를 입수하는지 여부가 도매상의 경영
실적에 영향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장에서도 도매시장내 도매상들
의 농산물정보 입수경로는 대부분 자체 경험인 것으로 지적되었었다. 농산
물유통정보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주체의 경영활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농산물유통정보에 대한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었다. 농업부 농업정보중심과 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정보 수
집, 분석 및 확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운영주체의 경영활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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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 분석
1. 설문조사자료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통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장에 필
요한 통계자료는 저자가 직접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부록 1). 설문조사는 전국도시농무중심연협회24) 의 도움으로 해당 협
회의 농산물도매시장 회원을 상대로 책임자한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 및
회수하는 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자료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
영효율성 분석에 필요한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투자현황, 시장 관리운영
을 나타낼 수 있는 경영자 및 관리인원 현황과 감독, 정산 등 현황,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현황과 향후 도매시장의 발전에 대한 경영자의 전망 등

내

용을 포함하였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시
장정보 공개를 회피하는 등 상황을 감안하여 설문조사대상은 전국 지역별로
대표성적인 농산물도매시장 총 36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 농산
물도매시장명칭은 지역과 시장유형만을 공개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대상 시장수가 제한되어 있어 중국 전반 농산물도매
시장을 설명하기에 국한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문조사대상 시
장은 지역별 분포, 시장유형, 재산권유형별로 다양하게 선정하였고 또한 오
래된 시장과 새로 건설한 시장을 골고루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별 분포를 보면 중국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총 31개 성급 행정구역중 22개 성급 지역을 포함한다.
24) 전국도시농무중심연합회(全国城市农贸中心联合会, China Agriculture Wholesale
Market Association,약자：CAWA)는 민정부 비준 전국범위 전문협회로 국유자산감
독관리위원회 소속, 상업부로부터 직접 업무지도를 받고 있는 국가급 농부식품 도
매․소매시장을 주체로 동종 기업, 사업기관, 연구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으로 구성
된 농부식품유통분야 권위 있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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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역별 분포

설문조사대상 총 36개 농산물도매시장 중 종합시장이 28개로 가장 많아
7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과일시장 3개, 채소시장과 양곡시장 각 2개, 축산
시장 1개이다.

<그림 5-2> 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형분포
과일시장 양곡시장
5%
9%

축산시장
3%

채소시장
5%

종합시장
78%

설문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기한은 10년 미만이 12개로 33.3%,
다음은 20년 이상이 9개로 25.0%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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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집무시장, 국영채소과일시장이 개조를 진행하였거나 혹은 새로 건설
한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문조사대상 시장 중 40.6%에 해당하는 시장
은 기존 집시시장 혹은 국영채소과일시장이 구조개혁을 진행한 도매시장이
고 34.4%가 새로 건설한 도매시장이다. 재산권 현황을 볼 때, 국유자산과 집
체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은 각 8개로 26.7%를 차지하고 개인투자
시장이 14개로 46.6%를 차지한다. 도매시장 설립 부지규모는 10만∼30만㎡
규모가 15개로 가장 많아 41.7%를 차지하였고 고정자산규모는 1억 위안 미
만 도매시장이 13개로 41.9%를 차지하였다(표 5-1).

<표 5-1> 설문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 및 투자현황

설립기간
10년 미만
10년∼15년
15년∼20년
20년 이상
초기시장성격
집시시장
국영채소과일시장
신건설시장
기 타
도매시장 개조여부
개조를 진행한 도매시장
개조를 진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
재산권현황
국유자산
집체자산
개인투자
부지면적
10만㎡ 미만
10만∼30만㎡
30만∼50만㎡
50만㎡ 이상
고정자산
1억 위안 미만
1억∼3억 위안
3억∼5억 위안
5억 위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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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
36
12
8
7
9
32
10
3
11
8
31
20
11
30
8
8
14
36
8
15
6
7
31
13
12
4
2

비중
100.0
33.3
22.2
19.5
25.0
100.0
31.2
9.4
34.4
25.0
100.0
64.5
35.5
100.0
26.7
26.7
46.6
100.0
22.2
41.7
16.7
19.4
100.0
41.9
38.7
12.9
6.5

누적 비중
33.3
55.5
75.0
100.0
31.2
40.6
75.0
100.0
64.5
100.0
26.7
53.4
100.0
22.2
63.9
80.6
100.0
41.9
80.6
93.5
100.0

농산물도매시장 경영자의 현황을 보기 위해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사장의
연령, 학력과 2012년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을 조사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영자는 40대가 56.5%로 가장 많았는데 30대와 40대를 합치면 65.7%인 것
으로 경영자의 연령대가 높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경영자는 대부분 전문
대 혹은 대졸이었고 고졸학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의 재직기간
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5개로 가장 많아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여기
에 경영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도매시장까지 포함하면 74%에 달하는
데 이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장임기는 사장한테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
는 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표 5-2).

<표 5-2> 설문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영자 상황
응답자수
32
3
18
11
31
17
14
31
8
15
8

경영자 연령
30대
40대
50대
경영자 학력
전문대졸
대졸이상
경영자 재직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비중
100
9.4
56.3
34.3
100.0
54.8
45.2
100.0
25.8
48.4
25.8

누적비중
9.4
65.7
100.0
54.8
100.0
25.8
74.2
100.0

설문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직원규모는 100명 미만이 32.4%, 100명이
상 300명 미만이 35.3%인 것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500명이상 규모는
14.7%를 차지하였다. 직원규모를 시장의 재산권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집
체자산유형의 직원규모가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집체자산유형 시장의 직
원규모는 300명이상이 과반수인 62.5%를 차지하였다. 집체자산유형인 농산
물도매시장은 대부분 향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향진기업이라고 하면 정
부가 농촌노동력의 고용창출을 위해 농촌지역에 설립토록 한 기업인 것으로
설립목적에 부응하여 직원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당 고정도매상수
는 1,000명이상 3,000명 미만 규모가 11개로 가장 많아 31.4%를 차지하고 있
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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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설문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주체의

상황

전체
재산권유형별 분류
응답
응답
비중 국유자산 집체자산 개인투자
자수
자수
농산물도매시장 직원수
34 100.0
8
8
14
30
100명 이하
11 32.4 4(50.0%) 1(12.5%) 5(35.7%) 10
100명이상 300명 미만
12 35.3 2(25.0%) 2(25.0%) 6(42.9%) 10
300명이상 500명 미만
6
17.6 1(12.5%) 3(37.5%) 2(14.3%) 6
500명 이상
5
14.7 1(12.5) 2(25.0%) 1(7.1%)
4
고정도매상수
35 100.0
8
8
13
29
500명 이하
8
22.9 3(37.5%) 1(12.5% 3(23.1%) 7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25.7 2(25.0%) 3(37.5% 3(23.1%) 8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11 31.4 1(12.5%) 4(50.0%) 4(30.7%) 9
3,000명 이상
7
20.0 2(25.0%) 0(0.0) 3(23.1%) 5

설문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2011년 연간 거래규모는 10억 이상 100억
위안 미만이 4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의 2011년 연간
거래액을 부지당 규모로 보면 천㎡당 1,000만 위안 미만인 도매시장이
35.3%로 가장 많고 5,000만 위안 이상인 도매시장도 7개로 20.6%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표 5-4> 설문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규모 상황

2011년도 연간 거래액
10억위안 미만
10억이상 100억위안 미만
100억이상 200억위안 미만
200억 이상
부지당 연간거래액 (천㎡당)
1,000만위안 미만
1,000만이상 2,000만 위안 미만
2,000만이상 5,000만 위안 미만
5,000만 위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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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수
34
7
16
8
3
34
12
6
9
7

비중

누적비중

20.6
47.1
23.5
8.8

20.6
67.7
91.2
100.0

35.3
17.6
26.5
20.6

35.3
52.9
79.4
100.0

2. 분석방법
효율성(Efficiency)이란 특정 조직이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산출물을
창출해내는 생산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라는 좁
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기술적 효율성은 조직의 내적 운영에 대한 평가로
서 생산요소의 가변성과 대체 가능성을 전제로 투입 생산요소의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최대의 생산량을 얻는 생산방법을 말한다(박만희, 2008). 모
든 조직에서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향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
이며 특히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조직의 효율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유통종사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
조직으로서 시장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
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은 이러한 이중 신분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내의 공익
성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에서의 경제적 기능도 중요
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농산물도매시장 조직자체의 상대적인 관리운영효율성을 측정
하고 그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결정요인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
여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결과를 근거로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31개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고 관리운영효율
성 측정과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 두 개 단계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을 측정하는데 거
리함수(Distance Function)를 기반으로 하고 최근 영리 및 비영리조직의 운
영효율성 분석에 활발히 이용되어지고 있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DEA 분석을 통해 측정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조사하고 통
계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본 논문의 DEA 분석에서는 박만희(2008)가 개발한 EnPAS(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System,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시스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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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DEA분석을 통해 측정한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2단계는
효율성점수인 종속변수가 0과 1사이의 제한된 구간내의 값을 갖기 때문에
Truncated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2.1. 효율성 분석방법
효율성(Efficiency)이란 특정 조직이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산출물을
창출해내는 생산기술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논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운영효율성은 여기의 기술적 효율성과 동등하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효율성에 대하여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기업이 주어진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산출
물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는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은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다른 기업보다 더 많
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수준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산가능
집합(Production Possibility Set)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생산가능 집합은
투입된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의 조합을 의미한다. 그
림 5-3은 생산가능 집합과 기술적 효율성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의 투입요
소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림에서 P1은
생산가능한 점을 나타내고 투입요소 X1을 투입하여 Y1단위의 산출물을 생산
하고 있다. 생산가능 집합은 이런 생산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그림에서
생산함수로 표현된 곡선 아래쪽과 X축 사이에 존재하는 음영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생산 점을 고려하는 경우 생산가능 집합 중에서 기
술적으로 효율적인 점들만을 고려하면 된다. 그림에서 점 P1과 P2를 살펴보
면 동일한 투입요소인 X1을 이용하여 점 P2가 점 P1보다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생산 점 P2와 P3을 비교해 보면 산출물 수준(Y2)은 동일하지만 P2가
P3에 비해 더 적은 투입요소를 이용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소투입
량이 동일하면서 산출물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점 또는 산출물이 동일
하면서 요소투입량을 더 적게 투입할 수 있는 점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가능 집합의 내부 점들은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생산점이다. 투입물
수준이 주어졌을 때 산출 가능한 최대점 또는 산출물 수준이 주어졌을 때

- 93 -

가능한 투입요소 최소점을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생산 점이라고 한다.

<그림 5-3> 생산가능 집합과 기술적 효율성

출처: 박만희, 2008.

비모수적 효율성 측정방법인 DEA는 다른 효율성 측정방법과는 다르게
사전에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계
획법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의 경험적인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자료를 이
용하여 경험적 효율프론티어를 도출한 후 평가대상들이 효율적 프론티어로
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로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DEA
는 유사한 다수 투입물을 사용하여 유사한 다수 산출물을 얻기 위하여 동일
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DMU(Decision making units, 의사결
정단위)라 불리는 유사한 조직들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한다.
DEA 모형의 대표적인 예는 CCR(Charnes, Cooper, and Rhodes, 1978)모
형과 BCC(Banker, Charnes, and Cooper, 1984)모형이 있다. CCR모형은
Charnes, Cooper, and Rhodes (1978)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인데 이는
Farrell(1957)의 효율성 모형에서 목적함수의 분모를 1로 놓고 이를 제약조
건으로 전환한 선형모형이며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의 특징이 있다. DMU들의 투입물의 가중합계에 대한 산출물의 가중합계의
비율이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가중치들은 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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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다는 단순한 제약조건하에서 DMU의 투입물 가중합계에 대한 산출물
가중합계의 비율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선형분수계획법이다. BCC모형은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가 규모수익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 VRS)을 제시하여 CCR모형에 볼록성(convexity) 조건을 추가하여 규
모수익체증과 규모수익체감을 포함시킨 것이다(박만희, 2008).
CCR모형과 BCC모형은 투입요소와 산출물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투입지향(Input Oriented)모형과 산출지향(Output Oriented)모형으로
구분하는데 투입지향모형은 산출수준은 유지하면서 투입요소 사용량의 비례
감소로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하고, 산출지향모형은 투입수준은 유지하면서
산출물생산의 비례증가로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한다. 두 모형은 CRS 가정
하에서는 동일한 값을 가지지만 VRS 가정 하에서는 값이 다르다.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모형 선택 여부가 계량경제 추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
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입량 선정이 주요 의사결정변수로 대두되므로 투입지향모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중에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투입지향 혹은 산출지향 모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박만
희, 2008). 본 논문은 T개의 DMU가 있고 m개의 투입요소, n개의 산출요소
가 있을 때 평가 대상이 되는 DMU의 상대적 효율성 점수를 주어진 산출물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여기에서

투입요소

벡터를

    ∈  ,

산출요소

벡터를

  ∈  라고 가정하자. 농산물도매시장을 하나의 기업체로 고려
할 때 시장의 생산과정은 투입요소 집합  를 이용하여 산출물  를 가능하
게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입요소집합  조건하에서 생산가능집합은   가
되고   는 산출물  를 유지하는 요소요구집합(Input reqirement set)이며
투입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infα       ∈   if there is a   ∈  
 ∞ otherwise

- 식 (5-1)

투입거리함수     는 생산가능한 Y상태에서 투입물 X를 최소화한다.
      이면 기술효율적인 것으로 생산가능집합에 속하고          ≤ 

- 95 -

이면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산가능집합 내부 즉 그림 5-3의 음영부분에 속한
다. 만약     가   의 연속함수라면   ∈  내에서 기술효율적인
      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그림 5-3 에서처럼

P3은 Y2 수준하에서 생산가능집합 내부에서 투입요소를 감축하여 효율적인
P2점까지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DEA 접근법은 선형계획법에 근거하여 투입요소와 산출물 자료를 이용하
여 경험적 프론티어를 도출한 후 평가대상들이 효율적 프론티어로부터 얼마
나 떨어져있는지의 여부로서 비효율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Charnes
et al., 1978; Färe et al., 1994). DEA기법은 비모수적 접근법의 하나로써 단
일 투입-산출 뿐 아니라 다수 투입-산출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어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EA는 다
른 효율성 측정방법과는 다르게 사전에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
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계획법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의 경험적인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 효율프론티어를 도출한 후
평가대상들이 효율적 프론티어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로 비효
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 과정은 아래 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infα 



       ∈  



infα,,λ    ≤









  ≥





- 식 (5-2)




     ≥    







여기에서  는 각 의사결정단위 t에 적용되는 가중치로서 (  ,  )
로 표시된 산출물-투입물 조합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


상의 의시결정단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위 식에서







  제약은 규

모에 대한 수확가변(Variable Return to Scale) 가정을 나타내며, 규모에 대
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인 경우는 이 제약이 불필요하다.
DEA에 의한 평가결과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DMU들에 대해서 효율성
개선을 위한 참조집합(Reference Set)을 제공한다. 개별 DMU의 참조집합을
찾는 방법은 첫째, 효율적인 DMU인 경우에는 참조집합이 자기 자신이다.
둘째, 비효율적인 DMU의 경우에는   인 DMU가 참조집합이 된다. 이
에 따라 비효율적인 DMU는 투입, 산출과 관련된 참조집합이 제공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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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  )의 결합을 통해서 비효율성의 정도를 투영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의
원인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투입요소로는 고정
유동자산, 고정도매상수와 관리직원수이고 산출요소로는 도매시장의 2011년
연간

경영실적

자료를

사용하고

DEA분석에서

박만희(2008)가

개발한

EnPAS(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System, 효율성 및 생산성 분
석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2.2.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방법
DEA 분석기법을 통해 평가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치 데이터가 제공
된다. 평가결과 농산물도매시장별로 다양한 효율치가 제시되고 효율적인 시
장과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구분됨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
는 농산물도매시장별로 차등하게 측정된 효율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농산물도매시장 효율성의 결정요인 분석도 둘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요인분석으로서 앞장에서 설명
한 다중회귀분석의 식 3-1를 통해 구하도록 한다. DEA 분석기법을 통해 측
정한 효율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효율치에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본상황과 영리․비영리 조직으로서의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내용 관련 요소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농산물도
매시장의 설립연한, 경영자의 학력, 재직기간, 이사회개최횟수와 정보관리인
원, 품질검역인원수, 보안인원수, 전자결제여부 등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본장의 종속변수는 도매시장의 효율성 수치로서 0에서 1사이 숫자
로 중도절단된(censorted sample) 특징을 갖게 되어 앞장의 영향요인분석과
차별화된다.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는 2단계 회귀분석에서 많은 연구들이 종속변수의 범주가 한정된
토빗모형(Tobit model, Tobin, 1958)을 사용해왔다.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효

율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는 방정식은 다음 5-3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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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     ≤ 

   
i f      
 
i f      

- 식(5-3)

여기서 는 i번째 DMU의 효율성이며  는 설명변수 벡터이고, 는 설
명변수들의 계수값, 는 정규분포의 오차항이다. 하지만 Tobit 모형은 0과
다른 관측치가 같은 모수를 가진다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영향
요인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효율성은 0보
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중도절단된 수치로서 0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Lin et, al(1984)는 Tobit모형은 0과 다른 관측치가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
진다고 가정하기에 효율성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Foltz et, al(2012)는 미국 대학의 연구실적 효율성에 대한 결정
요인분석을 진행하는 연구에서 효율성분석에서 토빗모형, 프로빗모형(Probit
model), 절사모형(Truncated model) 등을 비교분석한후 절사모형의 타당성
을 지적하였다.
절사모형은 중도절단모형이면서 0이 아닌 관측치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동시에 효율적이지 않을 조건부에 비효율도를 회귀분석한다. 위에서 DEA
분석기법으로 추정한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1과 같은 중도절단된 변수다. 효율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0을 포함하지 않는 절사모형
(Truncated model)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분석자료
3.1. 효율성 분석자료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 분석을 위한 분석자료는 위에서 서술
한 전국 22개 성급 지역 총 36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
결측치를 제거한 31개 농산물도매시장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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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분석 요소 명칭
DMU

요소명

지역 DMU

요소명

지역

감숙성 16 衢州农贸有限公司

1 武威农产品批发市场

절강성

2 南昌农产品中心批发市场有限公司강서성 17 绍兴蔬菜果品批发交易市场有限公司 절강성
3 无锡股份有限公司

강소성 18 重庆市场有限公司

중경시

4 凌家塘市场发展有限公司

天津农产品批发市场

천진시

天津农业贸易股份有限公司

천진시

内蒙古股份有限公司

내몽고

郑州农副产品有限公司

하남성

商丘农产品中心批发市场

하남성

红星农副产品大市场

호남성

12 阳朔农产品批发市场

강소성 19
20
북경시
21
산동성
22
산동성
23
상해시
24
상해시
25
안휘성
26
안휘성
27
광서 28

13 东莞果菜副食交易市场

광동성 29 辽宁农产品大市场有限责任公司

요녕성

14 佛山农业科技有限公司

광동성 30 西部欣桥农产品物流中心

섬서성

15 宁夏果品蔬菜批发市场

녕하 31 西宁畜产品交易加工园区

청해성

5 北京粮油批发市场有限公司
6 山东农贸有限公司
7 济南有限责任公司
8 上海农产品交易有限公司
9 上海蔬菜有限公司
10 合肥农产品批发市场
11 微商城农产品批发市场有限公司

齐齐哈尔市粮油交易市场

흑룡강성

遵义绿色农产品交易中心

귀주성

辽宁鞍山农产品批发市场

요녕성

沈阳粮油食品有限责任公司

요녕성

31개 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
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정리하면 표 5-6과 같다. 투입변수로는 고정자산,
관리직원수와 고정도매상수이고 산출변수로는 2011년 연간 매출액을 선정하
였다.

<표 5-6> 투입 ․ 산출변수
분석대상

투입변수

산출변수

고정유동자산
전국 성금
31개 농산물도매시장

고정 도매상수

2011년도 연간 매출액

관리직원수

투입변수로 농산물도매시장의 물적자원인 고장자산과 유동자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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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의 자산을 선정하였다. 고정 도매상수를 투입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가 도매상으로서 시장의 성장과 발
전은 도매상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직원수를 투입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시장은 유통종사자, 소비자를 위해 필
요로 하는 영리 및 비영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관리직원이 농산물도
매시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진행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산출변수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규모 척도로 2011년 연간 거래액을
선정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연간 거래규모는 운영주체의 소득증대와 연
관 되는 것으로 조직의 운영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5-7> 산출변수 ․ 투입변수의 기초통계량
구 분
투입
변수
산출
변수

고정유동자산(만위안)
관리직원수(명)
고정도매상수(명)
연간 매출액(만위안)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9,820.7

26049.5

10

109,169

55.6

97.4

1

506

1681.4

2053.2

90

10000

728,519.7

746,710.5

411

2,470,000

설문조사대상자는 각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춘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
산출변수와 투입변수 평균치는 전국 평균수준 보다 월등히 높다. 도매시장
별 자본금은 평균 1.9억 위안, 연간 매출액은 73억 위안에 달한다. 도매시장
내 등록된 고정도매상수는 평균 1,681명, 그중 가장 많은 도매시장은 10,000
명에 달한다.

3.2.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자료
여기서는 앞에서 DEA를 통한 분석 결과인 운영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
고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Truncated 모형
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본상황과
영리․비영리 조직으로서의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내용 관련 요소들을 선정
하도록 한다.
설립연한은 농산물도매시장의 내부운영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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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경영자의 능력은 조직의 운영효율성에 결
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의 국영 집무시장에서 발전한 조직으로서 기업화로 전환한 후 기존 공
무원 사장이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정부부처와
의 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장의 재직기간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회는 기업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서 시
장의 목표와 전략 제정,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감독 평가하는 등 역할을 한
다. 조직의 내부운영을 감독하는 체계의 정비 여부는 그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감독상황을 나타내는 요소
로 연간 이사회 개최 횟수를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업화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임에도 그 기능면에서 볼
때 공익성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익성기능의 수행여
부가 시장내 유통종사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의 발전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의 척도로 정보관리
인원수, 품질검역인원수, 보안인원수, 전자결제여부 등 변수를 선정하였다.

<표 5-8> 운영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기초통계량
구분
기본상황
경영자
능력
감독상황

비영리
운영상황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설립연한

31

14.1

10.5418

1

56

부지면적(천㎡)

31

348.4

314.6554

22

1134

사장 재직기간

31

6.7

3.9849

1

15

31

2.8

0.4016

2

3

연간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

31

8.2

13.6008

0

50

정보관리인원수

31

6.9

5.5121

0

24

품질검역인원수

31

8.8

12.5159

1

68

보안인원수

31

47.9

55.8724

5

258

전자결제여부

31

0.4

0.5016

0

1

사장 학력

1)

주: 1-고졸, 2-전문대졸, 3-대졸이상

조사대상 31개 농산물도매시장의 평균 설립연한은 14.1년이고 가장 오래
된 도매시장은 1956년도에 건립되었다. 사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6.7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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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설립초기부터 연임한 경우가 많다. 연간이사회 개최 횟수는 평균 8.2회,
일년 동안 한번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시장도 9개로 1/3를 차지하였
다. 정보관리인원수는 평균 6.9명이고 품질검역인원수는 평균 8.8명인 반면
시장당 평균 보안인원수는 47.9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8 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자 한다.
1)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본상황
①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연한이 길수록 시장의 관리운영체계가 안정되
어 관리운영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② 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면적은 규모화의 척도로 부지면적이 클수록 관
리운영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2) 농산물도매시장 경영자 특징
① 경영자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이 높
을 것이다.
② 경영자의 학력수준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긍정역할을
할 것이다.
3) 감독상황
① 이사회 개최횟수가 많을수록 관리운영효율성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4) 비영리 운영상황
① 정보관리인원수가 많을수록 시장정보수집 기능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운영효율을 높일 것이다.
② 품질검역관리인원이 많을수록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여 관리운
영효율성 제고에 유리할 것이다.
③ 과다한 보안인원수는 관리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④ 전자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시장의 체계적인 대금정산관리로서 효율적
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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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4.1. 효율성 분석결과
조사대상 31개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치 평가는 표 5-8의 투입변수와 산
출변수를 이용하였고 효율성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효율적인
도매시장으로 평가된 경우는 7개, 나머지 24개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
었다.

<표 5-9>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효율성 평가 결과
DMU
1

효율성
99.8%

참조집합 참조횟수 DMU
16
2, 5
0
17
2
8

효율성
94.9%
61.2%

참조집합
2, 30
5, 20

참조횟수
0
0

2

100.0%

3

56.5%

5, 8

0

18

40.8%

5, 26, 30

0

4

84.5%

24

0

19

58.4%

5, 8

0

5

100.0%

5

15

20

100.0%

20

2

6

68.8%

5, 8

0

21

99.8%

5

0

7

71.4%

5, 8, 20

0

22

48.2%

2, 5

0

8

100.0%

8

7

23

29.7%

2, 5, 26

0

9

74.8%

24, 30

0

24

100.0%

24

3

93.6%

8

0

25

56.9%

2, 30

0

10

91.9%

5, 26

0

26

100.0%

26

6

11

83.9%

8, 26

0

27

80.1%

26

0

12

41.4%

5, 8

0

28

88.8%

2, 30

0

13
14

68.3%

5, 26

0

29
30

15.4%
100.0%

2, 8
30

0
6

15

88.6%

30

0

31

89.2%

2, 24

0

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치 범위를 볼 때 100% 효율적으로 평가
된 도매시장수가 7개 22.6%를 차지하고 30% 미만 비효율적 도매시장은 2개
로 6.4%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전체 효율성은 7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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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는데 평균 효율성 값보다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농산물도매시장이 13개
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였다(표 5-10).

<표 5-10> 효율치 범위별 농산물도매시장의 분포 수
구분

효율치 범위

농산물도매시장 분포수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2개 (6.4%)
3개 (9.7%)

50% 이상 80% 미만

8개 (25.8%)

80%%이상 100% 미만

11개 (35.5%)

100%

7개 (22.6%)

전체 평균

비효율적

효율적

77.0 %

31개 (100%)

계

주: ( ) 는 전체 농산물도매시장중 차지하는 비중이다.

31개 분석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치 범위별로 다양하게 분포된 투입
변수와 산출변수들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
다(표 5-11).

<표 5-11> 효율치 범위별 변수의 평균치
단위: 만위안, 명, %
구분

효율치 범위

전체 평균
30% 미만
30%∼49%
비효율적
50%～79%
80%～99%
효율적
100%

고정자산
19,820.5
23,500.0
19,728.7
27,337.1
8,391.5
28,178.3

관리
직원수
55.6
25.5
50.7
88.1
34.5
62.3

관리직원수
고정
연간거래액
비중
도매상수
17.6%
1,681
728,519.7
20.0%
2,550
767,500.0
29.0%
3,569
1,116,666.7
13.9%
1,465
733,060.0
18.6%
1,354
544,738.3
15.9%
1,386
834,644.4

첫째, 자산규모는 농산물도매시장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전제이다. 효율적인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평가된 경우 자산규모는 전체 평균
수준인 1억 9천만 위안 보다 70% 정도 많은 2억 8천만 위안 정도로 나타났
다. 반면 효율치가 30%미만의 비효율적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평가된 경우의
자산규모도 2억 3천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
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는 농산물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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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리직원수는 전체 평균이 55.6명인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 농
산물도매시장의 경우 평균 62.3명이다. 관리직원수가 많을수록 효율적인 것
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 직원수중 관리직원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효율
적인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15.9%로 전체 평균보다 적다. 효율치가 낮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관리직원수 비중이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과 고정도매상은 이익공동체다. 고정도매상 규모가
큰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의 성장발전에 유리하여야 하지만 평가 결과 효율적
인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고정도매상수는 전체 평균인 1,681명보다 적은
1,386명 수준이었다. 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고정도매상 진입조건이 낮아 형
식적인 고정도매상수가 많은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효율치가 50% 미만의
비효율적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고정도매상수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맹목
적인 고정도매상수 확대는 오히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을 저하
시킴을 설명한다.
넷째, 농산물도매시장의 연간거래액 수준은 시장의 발전규모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상
위 100대 농산물도매시장의 평가기준에서도 도매시장별 연간거래액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 평
가결과로 볼 때 시장별 연간거래액 규모가 관리운영효율성 수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효율적인 농산물도매시장의 연
간거래액은 83억 위안으로 전체 평균인 72억 위안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경
영실적이 좋게 나타났지만 반면 효율치가 낮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도 연
간거래규모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
DEA를 통한 효율성 분석은 비효율적인 DMU들에 대해 비효율의 원인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참조집합, 참조집합에 대한 람다값(가중치)을 도출하고,
도출된 참조집합과 람다값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DMU에 대한 개선치를 도
출한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DMU에 대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초과
내지 부족분을 얻을 수 있다(백승우, 2005).

- 105 -

비효율적인 DMU에 있어서 참

조집합

 값을

참조집합 DMU의 실제투입물과 실제산출물에 곱하여 이들

값을 합산하면 효율적이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적인 투입․산출 규모를 계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효율적인 DMU는 최적활동을 통해 효율적 프론티
어상에 머물고 있는 참조집합에 의해서 얼마만큼이 비효율적인가를 평가받
게 되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운영개선을 위한 시장은 운영효율성 수치가 48.2%인 하남성
정주시 농산물도매시장 DMU 22를 선정하였다. DMU22 참조집합으로는 참
조횟수가 가장 많은 DMU2와 DMU5이고 DMU2와는 상호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 DMU22는 1998년에 설립한 개인투자 종합농산물시장이고, DMU
2도 1999년에 설립한 강서성의

개인투자 종합농산물시장이다. DMU5는 참

조횟수가 가장 많은 북경시 양곡도매시장으로 2003년에 건립한 집체투자기
업이다. 참조집합 DMU2와 DMU5의

 값은  =0.3784,  =0.6216이다.

이

경우 DMU22가 효율적이기 위한 적정투입물과 적정산출물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 식 5-4과 같이 구해진다.

 × 
  × 
 
 - 식 (5-4)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한 비효율적인 평가대상 DMU의 적정투입량, 효율
적으로 되기 위한 투입물의 조정율과 산출물의 조정율을 다음 표 5-12에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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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농산물도매시장 DMU22에 대한 상세분석 결과
분석대상 농산물도매시장

DMU22 (48.2%)

참조집합(  )

DMU2(0.3784), DMU5(0.6216)

구

분

변수값

효율적
가상농산물도매시장
의 변수값

개선량

투입
변수

관리직원수(명)

130

128

-2

고정도매상수(명)

3,000

1,522

-1,478

자산(만 위안)

16,516

4,976

-11,540

산출
변수

연간 거래액(만
위안)

550,000

1,408,702

858,702

DMU22는 관리직원수, 고정도매상수, 자산규모 등 투입요소가 과잉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정자산은 현재수준에서 1억 정도 70% 정도 대폭 줄여야
하고, 관리직원은 약간한 조정율을 보이는 것으로 2명 정도 감축하며, 고정
도매상은 49% 정도 줄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고정도매
상수를 오히려 상당 수준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재 고정도매상들이 정상적
인 경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도매시장은 고정도매상 등록조
건을 제정하여 정예맴버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출요소의 경우는 효율적이기 위한 적정값에서 실제값을 차감한 수치가
부족산출량을 의미하며, 이 경우 조정율의 의미는 효율적인 DMU가 되기
위해 증대시켜야 할 산출요소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투입물 조건하에서 산
출물인 연간 거래액을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는 비효율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MU22는 일정 비율의 투입물 감소로
더 큰 산출물 증가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투입물의 통제 및 산출물의 증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의미는 다른
시장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이지 절대적 의미
에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즉 효율적으로 평가된 농산물도매시장들도 그
효율성을 개선할 여지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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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효율성 평가 결과를 통해 자산규모
확대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형식적인
고정도매상수 확대는 결과적으로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앞에서 평가된 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표 5-10의 결정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Truncated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 표 5-13에 나타나 있
다.

<표 5-13>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효율성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표준편차

z

P>|z|

설립연한

변수 명

-0.0245613***

0.0076236

-3.22

0.001

부지면적

-0.0001454

0.0002215

-0.66

0.512

**

0.0124168

-1.98

0.048

사장 학력

0.0611763

0.0649548

0.94

0.346

연간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

0.0001666

0.0036247

0.05

0.963

정보관리인원수

-0.0486673***

0.0158353

-3.07

0.002

품질검역인원수

***

0.0106075

3.21

0.001

-0.0011186

0.0015139

-0.74

0.460

**

0.1222523

2.23

0.026

0.6472989

0.5029353

1.29

0.198

사장 재직기간

보안인원수
전자결제여부
_Cons

추정치

-0.0245274

0.0339974

0.2729887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Truncated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본상황을 나
타내는 설립연한, 경영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장의 재직기간과 공익성기능
을 나타내는 정보관리인원수, 품질검역인원수와 대금정산시 전자결제여부가
관리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첫째, 가정과 반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연한은 짧을수록 효율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영기업, 집시시장으로부터 체제전환을 통한 농산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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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장은 시설, 현대화관리방식 등 측면에서 발전이 더디고 반면 새로 건립
한 농산물도매시장은 건립초기부터 현대화된 기업관리방식을 도입하여 효율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장의 재직기간도 짧을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산물도매시장 사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6.7년으로 길다. 현실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은 운영규정상 사장에 대한 임기규정은 따로 있지만 사장한테 특별
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의 연임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장의 재직기
간이 길수록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품질검역인원수는 시장의 효율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농산물안전성에 대한 소비
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도매시장도 이를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
산물품질검역은 도매시장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사회의
공익기능인 것으로 정부는 도매시장의 품질검역을 위한 설비, 인원, 방식 등
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반면 정보관리인원수는 도매시장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관리효율성이 높은 도매시장일수
록 정보관리인원은 적은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권장에 따라 정보관리는
진행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정보관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관리기능
이 도매상들한테도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전자결제를 진행하는 업무는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개설자 모두 대금정산관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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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전국 22개 성급 지역의 31개 분석대상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을 살펴보고 비효율적인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선 방향과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
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자산규모는 농산물도매시장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전제이다. 적정한 규모화는 시장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다면 이는 상대적인 자원낭비로 비효율적
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시설, 설비
등 하드웨어가 낙후하고 비용징수, 대금정산, 검역관리, 정보관리 등 업무도
전통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관리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도
시계획에 적합한 시장규모를 설정하고, 농산물유통환경에 어울리는 시설과
설비를 도입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농산물도매시장의 설립기한과 경영자의 재직기간은 길수록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될수록 시장
에 대한 관리가 안정되어야지만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추진력이 오히려 떨어
지고 있다. 지역내 농산물도매시장 통합 등 방식으로 도매시장간 경쟁을 유
발하여 경력이 풍부한 경영자의 장점을 살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
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일상 업무를 진행
한다. 본 장의 평가 결과 효율적인 농산물도매시장일수록 관리직원수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요한건 관리직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해당분
야의 전문인재를 채용하여 관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품질검역업무는 전문인
력 뿐만 아니라 선진설비를 늘려 검역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
검역은 시장자체뿐만 아니라 공익성기능으로서 정부도 품질검역설비와 전문
인략 배치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의 정보수집확산은 중요
한 기능이고 또한 시장과 도매상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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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정보관리인원수는 관리운영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는 시장자체가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춰 형식으로만 농산물가격정보를 수집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 정보관리인력을 배치하
여 수집한 거래정보를 통계, 분석하여 적시의 농산물거래정보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한 관측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야 한다.
넷째, 농산물도매시장과 고정도매상은 이익공동체다. 고정도매상 규모가
큰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의 성장발전에 유리하여야 하지만 평가 결과 효율적
인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고정도매상수는 전체 평균보다도 적은 수준이었
다. 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고정도매상 진입조건이 낮아 형식적인 고정도매
상수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형식적인 고정도매상수는 시장발
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해준다. 고정도매상에 대한 진입조건을
강화하고 정예 인력으로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운영주체에 대한 교육과 지원
을 통해 이들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자결제를 진행하는 업무는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 많은 도매시장들도 은행기구를 통하거나 혹은 시장 스스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현대화적인 전자대금정산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시장과 도매상들에 대한 세금정책 등 문제가
존재하여 여건이 되는 시장에서도 전자결제를 미루는 폐단이 존재한다. 도
매시장 내 전자결제시스템 확산을 위해 정부는 시장이 전자결제를 기피하는
외부환경을 우선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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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및 거래방식
1. 개 황
대부분 선진국들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초기부터 공익성사업으로 간주
하여 정부는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왔고
이로 인해 농산물도매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일찍부터
농산물유통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응한 개혁을 진
행하여 시행착오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보다
앞서 발전한 선진국들의 발전경험 중 성공사례와 시행착오에 대해 그 배경
을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실정에 부합되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은 발전수준이 낮은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하여금 후발자 이익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이에 위치하여 있고 “소규모 농가 대규모 유통”
이라는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와 중국과 같은 도
매상제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한국, 일
본과 대만은 농업․농가보호에 정책적 관심이 강한 국가들로서 농산물도매
시장 설립초기부터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중요시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전반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주된 목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여 빠른 발전
을 가져왔고 현재 도매시장이 농산물유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시에 국가별 특징에 따라 비슷한 관리운영, 거래제도임에도 상이한
결과와 대응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비록 중국과는 농업구
조와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수준에 있어서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중
국과 유사한 도매상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농산물도매시
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 국가의 사
례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거래방식의 방향에 있어서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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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한국의 최초 농산물도매시장은 1936년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설립된 경성
중앙도매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식민지시대에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
함과 동시에 자국의 상품판매망과 조선의 각종 주산물의 수집망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14년「시장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조선에 있어서의 시
장개설과 감독권 및 상권과 시장세 징수권을 손아귀에 넣었다. 1923년에
제정되어 1950년까지 시행되었던 일본의 『중앙도매시장법25)』은 식민지
지배이론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조선의 물상객주26) 및 여객제도를 타파하고
상권장악을 위해 일본계 특수상인층의 독점적 권익보호측면에서 제정되었
다. 1951년 일본에 의해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한국정부에 의
한 『중앙도매시장법』이 제20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동법은 한국정부에
의해 시장법이 제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일본 식민지하의 중앙도매시
장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모방의 단계에 불과하였다. 도매시장에는
처음부터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법정도매인과 허가 받지 않은
이른바 유사도매인이 혼재하는 상태가 되어 법정도매시장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는 제도적으로는 법정시장
과 유사시장으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인 도매행위와 기능면에 서는 법정도매
인과 유사도매인을 구분할 수 없었다. 즉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도매시장
은 법정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27)으로 이원화 되었다.
1960년대부터 농수산부는 상공부 소관 하의 중앙도매시장을 농수산부 소
관으로 이관하려는 노력을 추진한 결과 1973. 2. 6 중앙도매시장법을 폐기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법률 제2483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
25) 일제는 시장조사사업의 착수와 더불어 한반도에 있어서의 상권을 파악하고 난 후,
일본인의 도매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바로
중앙도매시장법이다.
26) 객주는 각지의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거나 매매를 주선하며, 그에
부수되는 창고업․화물수송업․금융업 등 여러 기능을 겸하는 중간상인을 말한다.
27) 유사도매시장이란 도시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형태 등으로 밀
집하여 농수산물을 도매거래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당지역내의 도매유통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서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
장이나 공판장 이외의 시장을 말한다(김재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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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수산부의 관장을 제도적으로 실현하였고 공적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농수산부는 생산자의 입장에 서서 농수
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농협28)은 생산자보호를 위
한 유통개선의 일환으로 농산물도매기능에 참가하여 1961년에 처음으로 부
산에 농협공판장을 개설하였고 1962년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추가로 공
판장을 개설하여 법정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과 경쟁체계로 도입되었다.
1976년 법률 제2962호로『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각주 2 참조)』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에 의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공
적시장으로 건설․육성코자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
었는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79년부
터 서울특별시 가락동에 933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549천㎡, 건물 198천㎡
의 대규모 도매시장을 건설하였으며 1985년 6월에 개장하여 용산, 중부, 남
대문, 청량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전 수용하여 서울의 농수산물 유통
량의 약 50%를 취급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6년 12월 「제2차 유통근대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시설확충과 그 운영정상화를 기본목표로 하여
도매시장을 공정하고 중추적인 가격형성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로 하였다. 당시 시장건설을 위한 시책방향은 도심지의 협소한 자리에 위
치한 유사도매시장 등 모든 도매시장을 장기적인 유통량, 도시계획 및 수
송망 등을 고려하여 외곽지대에 충분한 넓이의 대지를 확보하여 종합도매
시장을 건설, 이전하고 도매시장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
역유통 및 교통망을 고려하여 배치, 건설하며 소요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공영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정부는 1985년
6월 가락동도매시장을 개장한 이래 대전, 대구, 청주시 도매시장이 80년대
말까지 완공 개장되었으며, 광주, 울산, 수원, 전주, 부산, 인천시 도매시장
건설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각종 시설투자와 상거래 활동에 대한 지도를 수
행하면서 시장운영에 대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농안법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허가자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지방

28)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활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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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구분한다(표 6-1). 중앙도매시장은 특
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축수산물도매시장 중 당해 관할
구역 및 그 인접지역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외
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민영농수산
물도매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정부투자여부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으로
구분한다. 공영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중
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도시지역에 개설한 시장이다. 공영도매
시장은 1976년 12월 농안법이 제정된 후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 및 적정
가격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도매시장을 건설․운영한
다. 일반법정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투자 또는 민간의 투자로 건설
후 개설자와 기부체납 또는 무상임대 계약을 하고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시지역에 개설한 시장으로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민영도매시
장은 농축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시 지역에 자기의 투자로 부지확보 및
건설을 하고 시․도 지사로 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민간이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서 개설자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일반법정도매시장과 구분된다.

<표 6-1> 한국 농산물도매시장 유형

농안법
상분류

구분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지방도매시장

시 또는 특․광역시,특별자치도

민영도매시장

민간
투자여부(투자○,미투자×)
구분
투자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체상
공영도매시장
○
○
○
×
○(기부배납등)
분류 일반법정도매시장 ×
민영도매시장
×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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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
특․광역시,특별자
치도→자체
시,도지사
개설허가자
시
시
민간

2010년말 기준, 전국에 49개소의 법정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공영도매시장 33개소(67.3%), 일반법정도매시장 13개소(26.5%), 민영도매시
장 3개소(6.1%)가 개설․운영되고 있다(표 6-2).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 가
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2008년 개장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
장을 포함 모두 33개소가 개설․운영되고 있다. 일반법정도매시장은 청과 5
개소, 수산 2개소, 축산 4개소, 양곡 및 약용시장 각 1개소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표 6-2> 농산물도매시장 유형별 수량 추이 (2002∼2010)
단위: 개
시장별
계
공영도매시장
소계
청과
일반
수산
법정
축산
도매시장
양곡
약용
민영도매시장

‘02
49
30
16
5
3
6
1
1
3

‘03
49
30
16
5
3
6
1
1
3

‘04
51
32
16
5
3
6
1
1
3

‘05
51
32
16
5
3
6
1
1
3

‘06
49
32
14
5
2
5
1
1
3

‘07
48
32
14
5
2
5
1
1
3

‘08
50
33
14
5
2
5
1
1
3

‘09
50
33
14
5
2
5
1
1
3

‘10
49
33
13
5
2
4
1
1
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지난 10년간 공영도매시장의 총 거래물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에서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된
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은 1994년 3,938
천 톤에서 2005년에는 6,258.2천톤으로 이 기간 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다. 2010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은 658만톤, 96,132억원에 달하였다(표
6-3). 최근에 공영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0.8만톤으로 친환경농산물 총 거래량의 4.9%를 차지하였다. 국내 청
과물 유통중에서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물량은 50% 내외다. 공영도매시
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여건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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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동향 (2007∼2010)
단위: 천톤, 억원
시장

공영

일반
법정

민영

부류별
청과부류
수산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
소계
청과부류
수산부류
축산부류
양곡류
약용유
소계
청과부류
총계

‘07
물량
금액
6,331 71,822
249 6,859
72 5,598
6,652 84,279
58
698
106 3,317
85 3,440
74 1,304
0.4
34
323 8,793
17
158
6,991 93,230

‘08
‘0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6,588 73,296 6,511 78,608
241 7,329
278 8,910
74 6,078
68 7,049
6,903 86,703 6,857 94,567
59
773
61
722
105 3,412 10,846 3,431
75 4,441
84 4,449
81 1,613
14
544
0.4
35
0.4
34
320 10,274
265 9,180
22
239
20
241
7,257 97,216 7,142 103,988

‘10
물량
금액
6,226 96,132
287 10,075
64 7,222
6,577 113,429
51
827
108 3,582
73 4,084
47
976
0.4
43
279 9,512
17
255
6,873 123,19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최근 산지출하규모 확대,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과 시장지배력 강화,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 증가 등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통구조변
화가 촉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유통다원화를 실현하고 채널
간 경쟁속에서 도매시장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하에 2008년 부산국
제수산물도매시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영도매시장의 추가건설에 대한
중앙재정지원을 중단할 것을 발표하였다. 공영도매시장의 개설투자에 있어
서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방비투자만으로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러한 정부정책은 사실상 공영도매시장의 수량이 33개로 안정됨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대신 정부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은 현재 공영도매
시장이 급변하는 유통채널 다원화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매시
장 개보수와 물류효율화를 위한 시설장비에 대해 본격 투입하게 된다.
한국 최초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동농
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적인 농수산물의 대량신속유통을 통해 유통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수산물의 경제적·사회적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형성의
중추시장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정확한 유통정보체계를 확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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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유사도매시장의 기능을 흡수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543,451㎡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 약 5,000
여개 업체와 2만 여명이 상주하여 하루 평균 거래물량이 7,869톤, 거래금액
으로는 약 104억 원에 달하며 서울시 수요량의 약 50%에 해당하는 신선하
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시민에게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중앙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하지만 개장한지 25년 이상이 경과된 가락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기 시작
한데다 취급물량과 유동인구가 늘어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대형 차량
의 출입이 어렵고 복잡한 동선 구조로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환경 문제 등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 가공․저온․냉동창고 등의 물류시설과 최근의
소비생활에 대응하는 유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대식 도소매시장으로
의 변모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락시장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과 지
금의 장소에서 재건축하는 계획을 놓고 10년 가까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08년에 지금의 위치에서 시장건물과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 되었다. 서울가락시장을 신유통시스
템의 미래형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개조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7,582
억을(국고보조 30%, 국고융자 40%, 서울시정부 보조 30%)을 투자하여 2009
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 사업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2009
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지원 및 소매시설을 신축하고 2단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매장, 중도매인점포 등 도매유통시설과 청과․수산․축산 도
매시장을 순차적으로 재건축하게 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 기간
에는 물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락시장 현대화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이
다.

1.2. 일본
일본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에 의해 농림성장관의 허가를 얻어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에 건설하는 중앙도매시장과 도(都), 도(道), 부
(府), 현(縣)의 조례에 의해 지사의 허가를 받아 중소도시나 산지에 설치되
는 지방도매시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건설되거나 지방도
매시장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기타 도매시장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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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은 주요도시 및 그 주변 지역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수산
물 도매의 중추적인 거점과 인근지역의 유통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써
농림수산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이다. 중앙도매시장의 개
설자로는 도도부현,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 도도부현 또는 인구 20만명 이
상의 시가 가입한 일부 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으로 중앙도매시장 정비계
획에서 정한 개설구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설이 가
능하다.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매장의 면적이 청
과물도매시장은 330㎡ 이상, 수산물도매시장은 200㎡ 이상(산지시장은 330
㎡이상), 육류도매시장은 150㎡ 이상, 화훼도매시장은 200㎡이상인 도매시
장을 말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중앙도매시장은 86개인데 그중 청과류가 71개로 상당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은 전체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규모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표 6-4).
<표 6-4>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형별 수량 및 운영주체 현황
단위: 개, 억엔, 명

중앙도매시장
청 과
수산물
식 육
화 훼
기 타
지방도매시장

시 장 수

취급금액

86 (56도시)

51,903

241

5,464

44,440

71
53
10
24
9

22,654
25,206
2,164
1,555
324

100
92
10
31
10

2,104
3,119
101
105
35

22,695
8,771
1,893
11,067
14

38,432

1,549

2,288

168,984

(55도시)
(46도시)
(10도시)
(19도시)
( 6도시)
1,351
(공설154)

도매업자수 중매업자수 매매참가자수

주 1) 중앙시장수:2004년, 취급금액:2002년, 도매업자수:2004년, 기타업자수:2003년 기준
지방시장수:2002년, 취급금액:2001년, 업자수:2002년 기준
2) 중앙도매시장의 종합시장은 57, 청과단독시장은 15, 수산물 단독시장은 5개
3) 중앙도매시장 도매업자수의 합계와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화훼 도매업자중 2개
회사가 청과물 도매업자를 겸영하고 있기 때문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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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지 협동조합과 도매시장은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경로는 생산자→
도매시장(도매업자→중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의 경로로서 생산자가 출
하단체(종합농협, 전문농협, 임의조합)나 집출하업자(산지수집상) 또는 산지
집하시장을 거쳐 소비지 도매시장에 판매를 위탁하여 경매나 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방법을 통하여 중도매업자나 매매참가인을 거쳐 소매상과 소비
자를 연결하는 경로이다(그림 6-1).
<그림 6-1> 일본 도매시장 중심의 거래흐름도

자료: 전창곤,2006.

일본의 「도매시장 향후 방향에 관한 연구회」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
면 2006년 기준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64.6%(국산 91.9%), 수산물은
62.1%, 축산물 10.1%, 화훼는 85.4%이다. 화훼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도
매시장 경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과물의 경우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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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로 이는 1990년 81.9% 대비 17.3% 감소하였다. 그중 채소류는 동기
간동안 85.2%에서 75.8%로 감소한 반면 과일류는 76.1%에서 46.6%로 무
려 29.6%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6-2). 이는 과일류는 채소류 대비 수입비
중이 크고 또한 표준화가 잘되어 직거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6-2>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 추이 (1990-2006)
단위: %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90

`91 `92

`93

`94

`95

`96

`97

청과류

`98

`99

채소류

`00

`01

`02

`03

`04

`05

`06

과일류

자료: 卸売市場の將來方向に関する硏究會, 2010.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감소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규모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청과물의 도매시장 거래물량은 16,163천 톤으
로 1996년의 19,961천 톤 대비 19% 감소하였다. 수산물은 동기간동안
5,459천 톤에서 4,105천 톤으로 25% 감소, 식육도 512천 톤에서 365천 톤
으로 29% 감소하였다(卸売市場の將來方向に関する硏究會, 2010). 농산물유
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본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여전히 농산물유통중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과물의 경우 국산청과물의 농산물도매시장
경유율은 90%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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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만
대만은 1973년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유통체제가 형
성되었다. 대만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익성 사업으로 고도로 중시하여 농산
물도매시장 건립부터 엄격한 계획을 진행한다. 동시에 상당한 정부지원을
배정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만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시 향후 수십년 도시발전 수요, 주변지역 인
구, 교통운송상황 등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과채시장은
향, 진, 시, 구 지역별로 각각 1개를 건립하고 축산시장, 가축시장은 현, 시
지역별로 1개를 건립하며 수산물시장은 구(區)별로 1개씩 건립한다. 직할시
내에 각종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경우 50만 인구를 단위로 1개씩 건립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지키고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을 증설, 삭감하거나 인근지역 시장과 합병할 경우 중앙정부
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업위원회”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수량에 대해
배치하고 조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중복건설과 악성 경쟁을 피하도록 하
였다.
대만정부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의 토지이용에 대해 농업용지로 대우하여 통상 정부
가 저가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임대한다. 사적토지일 경우 정부가 징용한
후 다시 도매시장으로 임대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둘째,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상건물에 대한 보조는 50%에 달한다.
셋째, 세금면제, 비용삭감제도다. 농산물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 또
한 농산물의 거래비용도 낮다. 법적으로 도매시장의 수수료는 5%이하로 징
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시장이 개설운영을 시작하면 독립적인 시장법인이 시장관리를 통일
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기타 부서와 기구가 간섭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보통 향(鄕)진(鎭)급 농업위원회가 개설하였고 주
로 주산지, 소비지 주요항구 부근과 대도시에 건립되었다. 농업위원회 혹은
개설자가 장소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 내에 고정 도매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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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수집한 후 소매상에게 도매한다.
대만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집하, 가격발견, 분산, 정보발표와 식품품
질안전관리를 진행한다. 기능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은 집하기능을 주로 하
는 산지도매시장과 분산기능을 주로 하는 소비지도매시장으로 구분한다. 산
지도매시장의 60%이상 거래물량은 타 소비지도매시장에 운송된다. 출하자는
농가이고 구매상은 대부분 운반상인이고 일부분이 소매도매상인이다. 운반
상인은 물량을 수집하여 선별, 포장한 후 기타 소비지도매시장에 운송한다.
소비지도매시장은 대부분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시장거래량의 60%이상
은 당지 소비에 공급된다.
대만의 농산물유통구조 중 도매시장 경유비중은 현재까지도 큰 편이다. 화
훼의 경우 도매시장경유율은 80%, 생돈은 대부분, 과채류는 절반이상을 차
지한다(王志剛, 2009).
2006년 기준 대만농산물도매시장은 총 176개, 그 중 채소도매시장 48개,
과일도매시장 47개, 육류도매시장 23개, 수산물도매시장 54개와 화훼도매시
장 4개이다. 대만의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은 전문시장이다.

1.4. 미국
미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을 기능에 따라 살펴보면 도매기능만을 수행하는
터미널시장과 도․소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시장 그리고 출하와
도․소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농민시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터미널시장과 지역시장은 민간과 주(州)정부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절반
정도 되고, 농민시장은 주로 주정부에서 개설하고 농민조합이 운영하는 형
태로 존재한다. 도매시장의 건설에 필요한 자본조달은 민간, 주정부, 연방
정부, 시정부, 군(郡)정부 등이 다양한 형태의 합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총 44개소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투자 및 건설에 따른 유형별로 살펴보
면 순수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한 경우가 16개소(36.4%), 주정부가 투자하
여 건설한 경우가 14개소(31.8), 연방정부 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협동조
합, 민간인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가 14개소(31.8) 등으로 나
타나고 있다. 도매시장의 소유형태로는 주(州)정부 소유의 시장이 1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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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시(市)소유 4개소, 공기업과 농민 또는 협동조합 소유가 각각 2개
소, 민간법인 11개소, 개인소유 5개소, 기타 1개소이다.
청과물을 산지에서 주위의 대도시로 출하하는 경우 터미널도매시장을 경
유하는 비율은 아틀란타가 62%로 가장 높고, 뉴욕 61%, 필라델피아 58%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워싱턴으로 약 40% 정
도이다.

1.5. 프랑스
1950년대 프랑스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산지시장의 난립과 산지 수집․반
출상의 투기 및 가격조작이 성행하고 유통경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도매
시장이나 위탁상의 부정거래가 빈발하여 낙후된 유통체계 하에서 비효율적
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1953년 9월에 『도매시장법』
을 제정하고 1958년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대도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공익
도매시장(MIN: Marche Interest National)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소
규모 도매시장을 공익도매시장으로 흡수하였는데 파리를 포함해 국내의 23
개 도매시장을 국가 공익시장(MIN)으로 지정하였다.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했으나 실제 시설투자는 지자체 참여로 완성하였다.
프랑스 파리에 헝지스(Rungis)도매시장은 1953년 건설되어 1958년에 중앙
정부의 공익도매시장건설 추진에 의해 공익도매시장화되었다. 헝지스도매시
장의 개설자는 파리시 정부이며 시장의 관리 및 운영은 1965년 4월에 설립
된 파리 헝지스 도매시장관리공사(SEMMARIS)가 파리시 정부로부터 시장
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SEMMARIS는 개설자인 파리
시 정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시장발전, 시장시설의 유지관리, 거래질서 유지,
시장판매활동의 촉진 및 조성, 시장정비, 시장관련 이해집단의 분쟁조정 등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크게 산지에서 협동조합 경로와 대규모 수집․반출
상의 경로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도매단계의 경우 크게 대규모 민간유통업체
의 중앙구매소나 물류센터 경로와 도매시장 경로가 있다. 대규모 수집상
경로의 경우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개인이 산지유통시설에서 표준
화와 상품화한 후 민간유통업체나 도매시장으로 분산시키고 있으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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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협동조합이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개의 단위조합이 연합하
여 연맹(Union)을 구성하여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산물 유통
체계상에서 산지 수집반출상은 대규모민간유통업체의 유통시설 확충과 시
장점유율 증대 그리고 산지 협동조합의 기능강화 등으로 점차 그 기능과
역할이 감소되고 있는데 반해 산지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유통
업체나 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기능은 강화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규모 민간유통업체 발달로 중앙구매소, 물류센터 등에 의
한 산지직거래 확대되어 도매시장 육성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농산물도매시
장은 당초 26개소가 개설․운영되었으나 현재 17개 시장으로 축소되었다.
과거에는 도매거래 위주의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물류센터 기능이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다른 유통경로의 증가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기회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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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체계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는 국가의 법적체계와 감독․관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진국들은 농산물도매시장체제가 건립되는 초기부터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 프랑스 등 국가는 농산물도매시장 전문법령을 제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 관리와 운영 전반을 규정하였고 동시에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
으며 미국은 농산물도매시장 전문법령은 아니지만 신선농산물법령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표 6-5).
<표 6-5> 국가별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법률
구분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법
제도

농안법

도매시장법

농산물도매시
장거래법

PACA법

도매시장법

개설
연도

1973년

1971년

1973년

1930년

1953년

특
징

공영도매시장 건립 거래규제 완화
거래방식 규정 민간경쟁원리
도입
시장도매인제 도입

개설,성격,
주관부분, 불공정거래금지 공영도매시
관리와
업자의 면허제 장건립
운영전반 규정

본 절에서는 도매시장 전문법령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의 모든 분야를 법
률로서 규제하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의 도매시장법과 한국
의 농안법 특히 최근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따라 두 개 법안 모두가 전면
개정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
산물도매시장 전문법령은 아니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구분과 기능, 개설
및 운영, 거래제도 등은 모두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 않지만 불공
정거래금지, 업자의 면허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생성과 관련되어 관
례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신선농산물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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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본의 도매시장법
1971년 4월 3일 일본은 1923년에 제정되었던 중앙도매시장법을 폐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법인 『도매시장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도매시장
법은 도매시장의 개설과 도매시장에 있어서 거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도
매시장 정비와 건전한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거래의 적정화 및 유통의 원활
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매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개설의 인가와 신청, 도매업무의 허가, 순자산액의 기준 및 보고, 중도매업
무의 허가, 중도매업자의 업무에 대한 규제, 매매거래의 방법, 자기계산에
의한 도매의 금지, 개설자에 의한 도매예정수량 등의 공표, 겸업업무 등의
신고, 차별적 거래의 금지 등과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 중앙도매시장 정비
계획, 중앙도매시장개설 운영협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매시장법이 제정된 이래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도매시장
법을 1978년 7월 5일 제1차 개정된 이후 1999년까지 10차에 걸쳐 개정하였
다(허길행외, 2004). 1999년 이전까지는 법률개정이 부분적 수정보완되었지
만 1999년 개정안은 예전과 달리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한 향후 전개방향과
관련되는 전면 개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림 6-3> 1999년 도매시장법 개정

자료: 위태석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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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우선 산지측면에서 농협합병과 이에 따른 농협계통조직의 2단계
제도재편29) 등에 의해 산지의 규모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대형화된 산지
는 도매업자에게 안정적인 거래와 생산비에 맞는 가격형성, 판매장소 지정
등 발언권을 강화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도매업자를 엄격히 선
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매회사는 가격안정화에 대
한 산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의 다양화를 실현하
고 시장외유통과의 경쟁에서 출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기능을 강화하며
산지의 선별적 출하에 대응한 도매회사의 통합을 통한 대형화와 시장범위
를 넘는 업무제휴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 한편 소비지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비중이 저하하는 대
신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와 식품가공업체 및 외식업체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셋째,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 경유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는데 2000년
도 도매시장 채소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79.7%로 1981년도의 85.5% 대비
5.8% 감소하였고 동기간동안 과일은 82.5%에서 57.6%로 대폭 감소하였다.
과일의 도매시장 경유율이 현저하게 감소된 이유는 규격화가 채소에 비해
용이하고 정보화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상품평가기능을 보다
빨리 배제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위태석 외, 2004). 이러한 농산
물 도매시장 경유율 감소는 산지 및 소매점의 발언권강화와 더불어 도매업
자 및 중도매인의 경영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넷째, 일본은 70년대 이후 품목의 선택적 확대30)를 위한 정책추진을 계

29) 과거 일본의 계통농협은 “단위농협-현연합회-전국연합회”라는 3단계 제도를 취하
고 있었으나 현재는 “단위농협-전국연합회”라는 2단계제로도 이행되고 있다. 이는
단위농협의 대규모합병을 통해 단위농협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증대
시켜 현연합회의 기능을 단위농협에 이관시키고, 기능이 대폭 축소된 현연합회를
전국연합회가 흡수․통합하여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현연합회
는 현재 전국연합회의 현본부 형태로 남아있다.
30) 선택적확대란 각 산지가 지리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가격수준이
높은 품목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산지의 규모를 확대해 가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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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청과물의 주산지 형성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산지 형성이
도로의 정비와 교통발달에 힘입어 농산물유통은 점차 광역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지와 소매시장의 규모화로 농산물 유통형태가 다양해져 산지
직송 또는 대형산지와 대형유통업체 간의 직거래가 확대되고 수입확대나
소비자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한 개성 있는 상품 및 1차 가공품의 증가와 정
보화 및 물류기술의 고도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통형태가 지속적으로 출현
하였다. 시장외유통의 증가와 농산물유통의 광역화에 따라 도매시장 이용
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방법을 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활성화
를 추구해 가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되었다.
다섯째, 고속도로망이 정비되고 물류시스템 및 수확후 관리기술이 향상
되여 정보화의 진전 등에 따라 농산물유통권역은 광역화되어 대도시권 도
매시장 간에 집하와 배송 측면에서 격심한 경합이 생기게 되었다. 유통권
역의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 재배치와 광역 관점에서의 관리운
영, 유통업자의 재편과 업체수 조정 등이 요청되었다. 유통광역화에 대응한
시장간 및 시장을 초월한 업자간의 제휴도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은 기존 도매시장법의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서 적
합하지 않은 각종 규제가 고비용 구조를 이끌어온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를 전면에 내걸고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제화흐름 속에서 농업 및
식품산업에 요구되는 변혁에 대응한 새로운 농산물유통시스템의 구축을 위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농림수산성 식품유통국장의 자문기구로 2명의
전문가와 12명의 유통관계자 등 14명으로 「금후의 식품유통에 관해 의견
을 듣는 모임」을 구성하여 1997년 6월부터 운영하였다. 이 모임은 수렴한
업계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토대로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변혁방안
검토를 위해 11명의 연구자와 경험자로 「신선식품 등 유통문제 연구회」
를 구성하여 1998년 4월부터 1999년 2월까지 7차의 회의를 통해 「도매시
장의 새로운 전개와 활성화를 위해」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최종보고서는 도매시장의 필요성과 그 기능, 도매시장의 여건변화의 과
제에 대한 논의에 뒤이어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999년
『개정도매시장법』은 연구회의 최종보고의 제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허길행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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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을 위한 검토를 거쳐 1999년 공포한 개정법은 예전과 달리 도매시
장활성화를 위한 향후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도매시장개
정법 내용의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위태석외, 2004).
첫째, 도매업자 및 중도매인의 합병과 사업양도를 통해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금융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재무 면에 있어서 도매업자에 대한 지
도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매시장 관계업자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
도적 정비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농림중앙금고의 융자대상이 되는 「시
장기능고도화사업」에 경영규모의 확대, 경영관리의 합리화, 시설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여 합병이나 사업권매수 등을 통한 대형화 및
업자수를 적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도매업자가 타 도매업자
의 영업권을 매수할 경우 금융상의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도매인의 경우에도 타 중도매인의 영업권을 매수하여 통합화를 꾀할 경
우 금융상의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중도매인이 타 업종과의
통합을 통해 경영다각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금융상의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도매업자가 농림수산성이 정한 기간마다
재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둘째, 거래가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취지를 실현하면서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
매거래에 관한 제반규정이 정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유통비용을 절감한
다는 취지에서 상물일치31)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과물 유통구조의 다양화
를 고려하여 도매시장 관계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다. 거래에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거래에 관련된 정보의 완전성도 높였다. 도
매시장개정법에서는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의 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
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명시하면서 종래의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한 거래원
칙에서 지금까지 예외로 인정되던 수의매매가 거래원칙에 포함되게 되었
다. 수의매매가 가능한 비율은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매시장법의 개정에 의해 수의매매
31) 「상물일치」란 상적유통과 물적유통기능에 대해 모두 도매업자 또는 중도매인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직거래시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중 어느 한쪽만의 기
능에 대해 도매업자 또는 중도매인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상물분리」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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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외조항이 아닌 원칙조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시장에 대한 상품의
입하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신선식료품의 유통광역화에 대응한 개설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
한 도매시장재편을 위하여 현행의 개설자를 보다 광역적인 주체로 자유롭
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도매시장개정법에서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시설에
관련된 권한을 취득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지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개설주체가 유통권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설자를 보다 상위의 광역적인 주체로 변경하
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적 유통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거래위
원회의 설치를 통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적 유
통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1999년도 도매시장법 개정 이후에도 급격하게 변
화하는 국제화흐름과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매시장 경쟁력강화
를 위해 도매시장의 전개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도매업자에 대한
보호론에서 민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이 논의되었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4년 2월 도매시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었고 2005년부터 새로
운 도매시장개정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4년 도매시장개정법의 주요 내
용은 위탁수수료의 자유화, 지방도매시장의 민영화 혀용, 도매시장의 농산
물매입허용(종전은 위탁집하만 허용), 도매업자의 제3자에 대한 판매(중도
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 허용 등이다. 위탁수수료
는 청과물 8.5%, 과일 7%, 화훼 9%이었으나 완전히 자유화가 된다(단 수
수료 자유화는 2009년부터 시행됨).
이렇듯 일본에서 도매시장법 개정에 있어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걸고 추
진하고 있는 것은 규제가 고비용 구조를 이끌어온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이다. 즉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도매
시장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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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안전성확보와 유사시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거래
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만 가해진다.

2.2. 한국의 농안법
현재 한국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각주 2 참
조)』은 1976년에 제정․공포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농안법은 1973년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직접적인 모법(母法)이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23년 제정된 일본의 식민지시대의 중앙
도매시장법에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1923년에 제정되어 1950년까지 시행되었던 일본의 중앙도매시장법은 식민
지지배이론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한국 물상객주 및 여객(旅客)제도를 타파
하고 상권장악을 위해 일본계 특수상인층의 독점적 권익보호측면에서 제정
되었다.
1951년 일제에 의해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한국정부에 의한
『중앙도매시장법』이 제207호로 제정․공포되었고 1973년 2월 6일 중앙도
매시장법을 폐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법률 제2483호로 제정․공
포되었다. 이 법은 농수산부의 관장을 제도적으로 실현하였고 공적시장으
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기존 중앙도매시장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
면서 거래방식은 경매와 입찰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중앙도매시장 구역내에
서 유사도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중앙도매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6년 12월 31일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농안법은 기존 1개 도시 1개 시장개설
의 원칙을 폐지하고 도매업무대행 제도의 폐지와 도매법인 지정, 농수산물
공판장 등의 내용 변화가 있었다. 거래방식은 기존 도매시장법과 같이 수
탁판매원칙에 따라 경매와 입찰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1977
년 당시 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은 법정도매시장이 19.4%, 농협공판장이
6.9%로 위탁도매시장이 농수산물거래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조병
찬 2003). 하지만 농안법 역시 당시 농수산물유통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
던 위탁도매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농수산물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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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1985년에 정부는 농안법에 의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공적시장으로 건
설․육성코자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현대화된 서울가락농산물도매시
장을 건설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
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농산물거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농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농산물 도매거래 구조의 갈등을 심
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가락시장 운영초기 농안법 준수 차원에서
충분한 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정도매인에게만 수집권한을 부여하
였으며 관행적이던 중매인의 수집을 불법화하고 특정 지정도매인의 하부
분산기구로 재편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용산 시장내의 위탁도매상
에 대한 관리방침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가락시장 개장후 2년여의
갈등을 거쳐 그들을 가락시장내 중매인 또는 직판상으로 입주시키는 혼란
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외형적으로 가락시장은 농안법에 의거한 공영도매
시장이었으나 내부적으로는 탈법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정도매인이 충분한 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중매인이 수집
한 농산물의 거래가 불가피하였고 내용적으로는 중매인이 수집하는 것이지
만 기록상으로 경매를 거친 것처럼 처리하는 ‘기록상장’이 관행화되었다.
직판상인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만을 소매할 수 있었지만 산지수집
등 도매활동을 지속하였다. 도매거래만 할 수 있는 중매인 점포에서도 소
매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문제점이 상존하는 구조였음에
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을 모델로 전국 주요도시로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확
산되었으므로 각 지역의 도매시장에서도 가락시장과 유사한 문제점이 표출
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6월 공포된 제7차 농안법 개정안은 이처럼 내재된 도매시장 내
갈등을 폭발시켜 소위 ‘농안법파동32)’을 야기하였다.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32) 1993년 6월 의원입법으로 농안법이 개정․공포되었는데 개정 내용 가운데에 중매
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단순
히 중개만 하고 수탁판매, 수집판매, 도매행위 등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일체의 도
매행위를 금지하고 중개행위만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매인의 위탁판매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
는 과도한 규제였다. 즉 법은 중개거래만을 합법적인 거래로 허용하였으나 당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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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항으로 압축되는데 지정도매법인에게는 예외적인 수탁판매를 허용한 반
면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중개거래만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다. 농안법상의 수탁판매원칙은 유지하면서 지정도매법인에게는 예외적 수
탁을 새롭게 허가하고 중매인의 관행적 도매는 금지하는 불공정한 법률개
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법률은 1994년 5월부터 발효되었는데 당시 도
매시장 거래량의 90%는 도매행위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10%만이 중
개행위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매인들이 구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가 없어 경매참여자가 대폭 줄게 되었다. 가락시
장에서 농산물유통이 중단되자 전국의 농산물유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
하였고 정부의 농안법 비현실적 조항 개정 약속에 따라 농산물유통이 비로
소 정상화될 수 있었다. 이에 1994년 11월 지정도매법인의 명칭을 도매시
장법인으로 바꾸고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바꾸어 중도매인의 도매
거래를 허용하도록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농산물의 특성상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품목이 존재하였으며 가락시장의 경우 1995년부터 이들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중도매인의 수탁판매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소비지유통이 대규모화하면서 농산물유통환
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구매,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등 다양한 농산물거래 경로가 개발되면서 농산물의 유통단
계 축소와 유통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었다. 도매시장의 독점
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도매시장도 다른 유통경로와의 경쟁을 위해 효율적
거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이었다. 이에 농림부는 1998년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각계 의견
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의 활동
중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부문에서는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매제의 유
지와 유통효율화를 위한 도매상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1995년부터 시행한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제도의 운영결과 지정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거래 역시 원만히 진행되었던 점과 부산
시 엄궁동 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등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운영의 결과가

부분의 거래는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도매인이 법에 정한 중개 거래를 할
수 없어 경매에서 응찰 할 수 없게 되자 농산물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
였는데 이것이 소위 “농안법 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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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점 등이 공영도매시장내에서 도매상의 수탁판매를 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인식되었다.
2000년 1월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면서 공영도매시
장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와 시장도매인에 대한 수의거래가 모두
가능해졌다. 서울 강서도매상에 2004년 2월 경매제 시장이 개장되고 2004
년 6월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개장되면서 두 제도의 병행 운영이 현실화되
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선진국의 도매상제도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의거
래에 의한 거래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
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생산의 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의 공평성이라
는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2.3. 미국의 신선농산물법(PACA)
미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을 관장하는 관련 행정기관은 농무성으로 되어있
지만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관련 전문 법률에 의해 농산물도매시장을 규제
하지 아니한다. 농무성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선농산물법(PACA,

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이 유일한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제정된 신선농산물법은 도매시장에 한정된 법률이 아닌
농산물 유통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며 불공정거래의 금지, 업
자의 면허제, 취득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구분과 기능, 개설 및 운영, 개설의 규제, 정비방침, 거
래제도 등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으며 시장의 생성과 관련
되어 관례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시장의 구분과 기능은 시장의 생성 및 입지적 조건에 따라 터미널
시장(Terminal Market), 도매시장(Wholesale Market)등으로 분류될 뿐이
며 개설과 운영은 주(洲), 시장조합, 민간 등으로 다양하다. 단 건설자본과
소유권은 다른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통 해당 주정부 또는 시가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도매시장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헌
츠포인트 농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은 뉴욕시가 담당하였고 현재 소유는 도매
시장조합으로 되어 있다. 정비방침에 의한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농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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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요망에 따라 시장의 이전, 개수 등에 대한 의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발표하고 있다. 거래제도 또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지
만 부정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자의 면허정지 또는 업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PACA 제2조, 제6조, 제8조). 도
매업과 중도매업 제도에 대한 업자의 영업 구분 역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농산물 취급 업자로 면허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할 뿐이다. 단 이 면허가 도매시장 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PACA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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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운영33) 체계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특징에 따라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간의 경제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정부로서 관리주체는
도매시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한
다. 다른 하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업형태로 운영되어 개설자는 관리비용
외에 도매시장 운영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전
자는 한국, 일본과 대만이 취하고 있는 형태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어 시장관리의 투명성, 공정성과 공익성을 목
적으로 한다. 반면 후자는 중국, 미국 등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형태인데 미
국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이미 투명성과 공정성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경우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관리와 운영이 통합
된 관리운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행정기관은 농업부처로 일원화되
어있고

관리주체는 국가별, 시장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주로

공무원관리체계와 관리공사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관리체
계이며 대만은 농민단체와 정부의 관리체계다. 프랑스는 관리공사체계로 관
리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상인조직 및 전문기관 위탁관리체계다. 단,
공무원체계, 관리공사체계, 위탁체계든지 모두 중앙정부 혹은 시정부의 철저
한 감독관리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한국, 일본과 대만은 경매체제하에서 상품의 수
집 및 집하는 주로 도매시장법인이 진행하고 분산기능은 중도매인이 담당
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유통주체는 도매상,
위탁상, 도매위탁상, 중개상 그리고 생산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미국
의 경우는 도매상과 위탁상이 혼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시장도
매인은 농산물 집산기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출하처 개척 노력을 활발
하게 진행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33) 이 절에서 운영은 거래제도, 거래에 수반하는 제반 지원 체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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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국가별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 운영 주체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행정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성 농업위원회
농무부
농업부
기관
개설자 시정부,지자체,민간
지자체
농회,조합 민간투자,합작 시정부,지자체
관리 관리사무소,관리공 관리사무소,
상인조직,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주체
사,공공법인출자
민간위탁
위탁기관
도매법인,중도매인, 도매회사,중도
도매상,위탁상
운영
출하자,
도매상
매매참가인,시장도 매회사,매매참
,도매위탁상,
주체
매매참가인
위탁상
매인
가인
중개상,생산자

3.1. 한국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체계는 정부의 지도 및 관리와 도매시장 개설
자의 관리체계로 구분하고, 운영체계는 농산물도시장내 유통종사자인 도매
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으로 구성된다(그림 6-4).

<그림 6-4>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 운영체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참고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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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상공부 소관 하에 있던 중앙도매시장은 농수산부의 관장을 제
도적으로 실현하면서 정부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총괄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허가는 유형별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도지사, 특
별시, 광역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
별자치도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 특별자치
도, 광역시, 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공
판장은 농림수협등과 그 중앙회,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농
수산물 유통공사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시는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관리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변경시
에도 이와 같다.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
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
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
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한다(그림 6-5).

<그림 6-5> 유형별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한국의 공영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된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개설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사, 공
공출자법인이 있다. 현재 서울가락시장, 서울강서시장과 구리시장은 관리공
사체계이고 강릉시장은 공공출자법인이 운영하며 나머지 도매시장은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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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무원체계인 관리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형태의 장점은 유통정책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영이 용이하며 시장질서 유지 및 통제가 쉽다는 것이다. 단점은 공무원
관리체계로서 공무원의 빈번한 보직이동 등으로 시장관리의 전문성과 책임
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시장근무기피 경향이
있다.

<표 6-7> 도매시장 관리형태별 장 ․ 단점 비교
형태

장 점

단 점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전문성
개설시 관리 -시장질서의 유지 및 통제를과 책임성이 결여, 업무의 경직성 존재
(관리사무소) 위한 행정력 발휘의 용이
-시장근무 기피 경향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경계 운영이 곤란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인력충원으로
-시장관리 업무의 전문성
예산의 과다소요
지방공사 관리 제고
-기구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존재
(관리공사 등) -대규모 도매시장 관리에
-시장질서 유지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
적합
한 직접적인 행정력 발휘의 어려움과 문
제 발생시 기민한 대처에 대한 한계
자료: 김병률 외, 2008.

지방공사 관리형태의 장점은 시장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도매시장 관리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다
수의 인력을 충원해야 하므로 예산이 과다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
장질서 유지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행정력 발휘의 어려움과 문
제 발생시 기민한 대처에 대한 한계를 노출한다.
1985년 한국 최초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도매시장 최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청과부류 전자경매를 정착
하였으며 청과부류 표준하역비제도를 도입하고 배추․무 포장화를 정착하는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개설자이고 시장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맡고 있으며 시장의 운영은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관리주체로서 도매시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
용만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한다. 관리주체의 주요 관리업무에는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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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운영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유통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및 분
석과 전파, 상품의 질과 위생에 관한 지도, 상품의 규격화, 등급, 포장개선,
선도유지 관리 등이 포함된다.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는 도매시장법인34), 시장도매인35),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출하자 등이 있다(그림 6-4).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
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인 물량 집
하, 경매행위, 대금정산 등이 대부분이 경매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매방
식이 주류인 한국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산지개발을 통한
물량 유치, 수탁, 상장, 경매 및 대금정산, 유통정보제공 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주체이다.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지정’과 ‘법인 총수 제한’
이라는 독점성을 지닌다.
시장도매인제는 2004년 농안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의 농산
물유통구조에서 시장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시장도매인이
단일로 수행하며, 출하자로부터 매수․수탁 받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다. 2010년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수는 총 55개소, 그 중
2004년 최초로 시장도매인제를 허용하고 있는 강서도매시장이 51개소로 대
부분을 차지한다.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을 주로 경매를 통해 구입하여 판매한다. 중도매인은 분산기능을 담당하고
유통주체로서 원칙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상장된 상품을 구입하여 중개 또
는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참가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취하는 가공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및 소매업
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대량수요자로 경매에 참여하여 농수
산물을 직접 구입한다.
34) “도매시장법인”이라함은 농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매
도하는 법인을 말한다.
35)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농안법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
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
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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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 농산물도매시장 유형별 도매법인,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 대
한 분석 결과 33개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수는 7,549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그 중 10개 중앙도매시장의 시장당 평균 중도매인 수는 342명, 매
매참가인수는 27명이며 지방도매시장의 시장당 평균 중도매인 수는 202명,
매매참가인수는 9명으로 나타났다.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비중은 전체공
영도매시장의 45.3%로 나타났다. 서울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중도매인은 약 25%, 매매참가인은 29%를 차지함으로써 공영도매
시장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8>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 현황 (2010)
단위: 명
구분

계

시장수
49
도매법인수
121
시장도매인수
55
도매법인임직원수 3,622
중도매인수
8,110
매매참가인
517

투자주체별 분류
일반법
공영
민영
정
33
13
3
105
13
3
55
3,085
518
19
7,549
539
22
433
63
21

농안법상 분류
중앙1)

지방

11
41
3
1,603
3,422
276

35
77
52
2,000
4,666
220

민영
3
3
19
22
21

가락시장
10
696
1,878
124

주: 중앙도매시장은 서울가락, 부산엄궁, 부산국제수산, 대구북부, 인천구월, 광주각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노량진수산 등이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3.2. 일본
일본의 중앙도매시장 관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공설공영제다. 공설은 개
설자치단체가 용지와 시설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업자에게 대여함을 의미한
다. 개설자는 유지관리와 시설정비를 담당한다. 공영은 개설자가 자치단체인
경우에 개설자인 자치단체가 직접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관리부문
과 업무부문이 있다. 관리부분은 시설의 유지관리, 사용료의 징수, 자치단체
예산당국과의 절충이나 의회대응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업무부문은 중앙도
매시장법의 공정거래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거래감시지도와 절차, 거래내용
의 파악,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의 허가․승인, 통계업무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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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개설자의 소속 공무원들로 본청과 시장
현장에 배정된다. 중도매인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상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중도매인연합회를 통하여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중도매인이 사무
소에 가는 일은 거의 없다. 최근 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탁을 주
는 사례가 있는데 쯔끼지시장의 경우 경비까지 모두 공무원인데 반해 오타
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던 경비업무를 위탁(업체에서 30명 파견)하였
다. 동경도내 중앙도매시장의 경우를 볼 때, 동경도내의 중앙도매시장(11곳)
은 총 634명의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총 119명(관리부 72명, 업무부 47명), 그 외 11곳의 중앙도매시장에서 근무
하는 현장 직원이 515명 있다. 시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통상 3년에 한
번씩 동경도내 다른 시장 및 동경도 본청으로 이동하는 순환보직제이며, 동
경도내에서는 시장관리가 한직으로 여겨지고 있어 평균연령대가 높다(농수
산물공사 조사자료, 2007).
일본 중앙도매시장 관리의 주요 특징중 하나는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에
서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을 위해서 2003년 설립된 개정 지방자
치법에 근거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 중 시설유지와 사용료징수 등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대규모 증․개축 등의 건축
물을 신설할 경우에는 민자유치제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EI)36)에 의
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예산,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제한한다. 반면
업무부문은 행정고유의 부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곤란한 것으로 인식된
다(기회성, 2010). 일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의 주요업무는 한국과 유사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PFI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동경도에서
는 쯔끼지 도매시장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장의 주요시설인 경매장시설,
중도매인점포 시설 등에 PFI중 BTO방식37) 즉, 수익형민간자금조달방식을
36) PEI(Private Finance Intiative)란 직역하면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촉진으로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의 한 형태로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도 한다. 즉, 기존의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설계, 시공, 운
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민간의 자금, 기술, 지식, 경영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시장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효
과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PEI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PEI법을 시행하였다.
37) 수익형민자사업(收益形民資事業)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O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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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는 민간이 4년 동안 시장 시설을 건설한 후에 동경도
에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신 21-31년간 민간에서 유지관리를 실시하
는 것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는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매매참가인 등이 있
는데 도매업자와 중매업자는 거래에 의해 상품을 소유하고 창고시설이나
기타 물류시설 및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인형태로 조직되어 있
다.
도매업자는 전국적인 규모로 대량의 농수산물을 집하하여 이를 중도매업
자 및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자이며 원칙적으로 수탁으로 집하하고 경
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 매취수집
및 수의매매가 가능하며 취급부류에 따라 농림수산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야 되며 도매업자의 업무 및 재무 등에 대해 농림수산성 장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중도매업자는 도매시장 내에서 점포를 가지고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
품을 소매상, 외식업자 등에게 분산․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도매시
장법에서는 중도매업자를 원칙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만 개설자가 시장규
모, 취급품목 특성,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매업자는 도매업자가 실
시하는 경매나 기타 거래에 참여함은 물론 산지에서 생산자들로부터 농산
물을 수집해 도매업자에게 넘기기도 하는 반면 도매법인에 상장하지 않고
소매상에게 바로 넘기기도 하는데 이는 일본 도매시장에서 오랜 거래관행
으로 이해 당사자간에 거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매매참가자는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도매업자의 경매 등 도매에 직접 참
가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요식업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수요자를 의
미한다.

3.3. 대만
대만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대체로 6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농민단체,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출자조직한 법인, 정부와 농민단체가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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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자조직한 법인, 농민과 농산물운반상이 공동으로 출자조직한 법인조직,
정부가 출자하여 조직한 법인조직, 정부, 농민단체 및 농산물운반상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조직 등이다. 대만은 이 6종류의 관리주체여야만 도매
시장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와 공정한 가격형성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시장내에 동일 업자는 규정에 따라 이중신분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공급상이 공급하는 화물은 시장진입 후 반드시 도매시장거래수속을 진행한
후에 도매상에게 양도할 수 있다. 경매시장에서 공급상과 도매상은 모두 대
표번호가 있다. 이는 전표기입, 컴퓨터입력, 정산에 편리하다. 잡상들의 시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거래참가자는 각자 색상의 모자를 착용하고 경매장에
진입하고 거래를 진행한다.
시장진입 농산물에 대해 등급, 포장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포장에는 출
하자, 제품명, 등급과 수량 등을 기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농산물
의 쾌속 집산을 도모하고 품질향상을 할 수 있다. 도매상관리측면에서 공급
상은 통일된 대표번호를 부여하여 공급상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구비하였
다. 또한 도매상들에게 엄격한 자격심사를 실행하여 상당한 신용, 경영규모,
경영능력에 대한 요구를 높인다.

3.4. 미국
미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 및 관리운영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
지는 않으며 시장의 생성과 관련되어 관례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형태는 대부분의 소유자가 스스로 극히
소수의 인원으로 시설만을 관리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으
며 나머지는 도매상들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대표적
인 사례로서 뉴욕시에 위치한 뉴욕 헌츠포인트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관리
는 뉴욕시가 도매상 대표로 구성된 도매상조합에 관리권을 위탁하여 운영하
고

있다.

또한

도매상조합은

시설관리를

위해

시설관리회사인

ABS

Management Co.에 시장의 시설관리를 대행시키고 있다.
도매시장의 주된 운영주체는 도매상(Wholesalers)으로서 대개 유한책임회
사의 형태가 많고 시설주로부터 점포 등 시설을 장기 임대계약에 의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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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영업하며 점포사용권은 매매가 가능하다. 도매상은 영업능력과 규모에
따라 사용점포면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Wholesale

운영주체인

receiver),

도매상을

주된

위탁판매상(Commission

역할별로

도매하수인

merchant),

중도매업자

(Jobber), 도매서비스상(Servicewholesaler), 식사재 조달업자(Purveyor), 대
리점, 중매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업자로는
일반적으로 산지로부터 물품을 직접 집하하는 도매하수인과 위탁판매상을
제1차 도매업자라 할 수 있고 이들 제1차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타 업자에게 판매하는 중매업자, 도매서비스상, 식사재 조달업자를 제2차 도
매업자로 구별할 수 있다.

3.5. 프랑스
프랑스 농산물도매시장은 개설자가 시장의 관리운영을 관리공사에 위임하
고 대신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스 파리의 헝지스(Rungis)도매시장은 1953년 건설되어 1958년에 중앙정
부의 공영도매시장건설 추진에 의해 공영도매시장화되었다. 헝지스도매시장
의 개설자는 파리시 정부이며 시장의 관리 및 운영은 1965년 4월에 설립된
파리 헝지스 도매시장관리공사(SEMMARIS)가 파리시 정부로부터 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SEMMARIS는 개설자인 파리시
정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시장발전, 시장시설의 유지관리, 거래질서 유지, 시
장판매활동의 촉진 및 조성, 시장정비, 시장관련 이해집단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상은 농산물도매시장내에서 운영
을 함에 있어서 등록 또는 허가제 없이 은행에 지급보증금만 내면 도매상
자격이 부여된다. 도매상들의 마진은

8-15%이고 위탁상은 4-5% 수준이다.

도매상들의 물품조달은 산지직거래가 80%이고 위탁거래가 20% 수준이며
조달물품에 대해 선정, 재포장, 후숙기능을 수행한다(기회성, 2010).
출하자는 생산자, 생산자조합, 반출상(Trucker), 수입상등인데 생산농가가
유럽공동체(EC)표준에 따라 직접 등급까지 결정한다. 농가의 선별포장, 보관
시설 또는 산지 공동시설에서 상품화률이 70～80%에 달한다. 도매상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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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추세이고 창고업, 운송업, 벤더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하역업무는 SEMMARIS가 허가한 하역업체 중에서 도매상이 업체를 선정
하고 소요비용은 도매상이 직접 하역업체에 지불하는데 95%이상이 하역자
동화로 진행한다. 청소는 SEMMARIS가 자체로 처리하는 자동처리시스템이
다. 전반 농산물유통중에 Cold-Chain 시스템이 구축되어 신선도유지 상태가
완벽하다. 도매시장내에는 소매행위금지를 위한 감시원, 경찰 등이 배정되어
엄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소비자 출입이 적고 도매거래시간대 이외
에는 외부인 출입 없다(김병률 외, 2006).
헝지스도매시장 운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파리시 근교의 생산자가 그
들의 상품을 도매시장까지 운송하여 생산자가 소매상이나 기타 구매자들에
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생산자 판매동이 도매상 판매동과 별도로 8개 동이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생산자들은 도매시장 관리공사와 계약에 의해 판매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도매상인보다 매우 낮게 부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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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4.1.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

4.1.1. 한국의 출하자신고제
출하자신고제도는 출하자의 가명, 차명 출하를 방지하고 실명, 브랜드 유
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
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농안법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하자신고는 출하자가 관련서류(신분증 사
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해 출하자 신고서를 공사에 제출하거나 인터
넷 출하정보시스템(chulha.garak.c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
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하자를 대신해 대리 신고
도 가능하다. 이후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출하자에게 신고 번호가 부여된다.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이 2009년 7월 1일부터 출하자신고
제를 시행하였고 8월 1일부터 출하자 신고번호로 거래하지 않는 출하자는
출하장려금 지급 및 경락결과 문자서비스가 제한되며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출하자 신고번호가 미기재된 송품장은 반입신고소에서 접수가 불가하도록
조치하였다.
2009년 1월부터 도매시장으로 출하시 출하자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
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가락시장의 출하자 신고수는 2010년 기준 185,067
명으로서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4.1.2. 한국의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평가제도
한국정부는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도매시장 운영개선노력을 유도
하여 공정한 거래정착과 도매시장의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하여 1991년 6월
「농축수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에 의한 도매시장 운영정상화 기본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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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평가제도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 동년 9월, 도매시장 평가제도 실
시방안을 수립하고 농축수산물유통공사를 유통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
다. 1992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였고 2000년
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설자의 조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6-6과 같다.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
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도매시장에 전달한다.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별로 각자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설자
는 모든 보고서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개설자, 법인, 시
장도매인별로 제출한 관리운영실적보고서 자료를 보완함과 동시에 확인을
진행한다.

<그림 6-6>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평가체계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종결과를 확정하고 매년 발표함과 동시에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에 대해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우수 관리주체로 선정된 도매시장에 대해 기관표창과 선진지 연구 참여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영주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출하촉진자
금을 차등지원하고 지원금리를 차등인하하거나 부진 운영주체의 자금배정액
을 감면하는 등 조치를 실행한다. 또한 도매시장별로 농림수산식품부의 평
가결과에 따라 운영주체에 대한 시설사용면적 추가배정, 시장사용료 인하
등 우대를 실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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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미국의 송장제
송장이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종류․수량․포장종류,
하수인(荷受人)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여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운송
인(運送人) 또는 하수인(荷受人)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물품의 운송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미국은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해 송장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의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소비지에 이르
기까지의 거래과정 동안 대부분 냉동, 냉장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트럭에
의해 운송되고 있다. 농산물송장제도에 의해 산지 농산물은 산지 출발부터
도매시장에 도착할 때까지 봉인을 한 채로 운송이 되며 도착지에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자는 검사관만이 할 수 있다. 농산물의 변질로 인해 등급
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운송트럭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트럭회
사가 책임지고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출하자(생산자)가 모든 책임
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송장작성은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출하할 때만이
아니라 도매상이 구매자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할 때에도 작성하여 2부는
보관하고 2부는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송장은 도매상별 거래물량에 대한
수수료 부과자료, 세무자료 및 도매상의 신용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며,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되면 시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
진다.
농산물출하 송장제도는 농산물이력추적제도로 활용할 수 있어 안전농산
물 유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거래물량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4.1.4. 미국의 신용평가제
미국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에 대해 신용평가제도를 실행하고 있
다. 신용평가서는 미국 전역의 생산자, 운송업자, 중개상, 도매상의 소유구
조, 연락처, 상호, 물량처리능력, 주요 취급품목, 신용정도, 도의적 책임도,
대금정산의 신속도 등을 기록한 안내서로서 연간 2회 발행되고 있다. 신용
평가서는 본인이 자진 제출한 신고서를 객관적 검증과정과 평가를 거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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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이에 따른 소정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신용평가서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Blue Book과 Red Book이 있고 이용자에 따라 선호도가
다소 다르며 전화․서면 등으로도 신용평가서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4.2. 출하농산물 표준화 관리
4.2.1. 한국의 표준규격출하품제도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출하규격 형태는 먼저 포장 여부에
의해 산물출하와 포장출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산물출하는 상품을 어떠
한 형태의 용기에 담아 포장하지 않고 수확후 산물형태로 적재하여 출하하
는 형태이며 포장출하는 수확한 농산물을 박스, 콘테이너, 기타 포장용기에
담아 출하하는 형태이다. 한국의 포장출하 형태에는 크게 정부 제정․보급
의 표준규격출하품 형태와 임의포장출하 형태가 있다.
표준규격출하품은 한국정부가 농산물의 포장규격 표준화를 통해 물류비절
감 및 유통효율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는
125개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에 합치되는 출하품이다. 표준규격 제정․보급
의 목적은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 수송․하역․보관
등의 기계화작업 기반을 조성하고 상품성 향상 및 유통 중 감모를 방지하며
유통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용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이다. 표준규격에는 품목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봉합 및 결속, 시
험방법, 거래단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합치되는 출하품을
표준규격출하품이라고 한다.
정부가 현재 주요 농산물 125개 품목에 대해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을
통한 일관운송체계의 확립을 위해 제정․보급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은
표준파렛트(1100X1100mm)에 맞는 규격으로 파렛트화를 통한 일관수송체계
의 확립과 하역기계화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파렛트출하는 하역작
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제한된 공간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도매시장의 파렛트38)이용
은 정부의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39)의 일정한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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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 국내산 농산물의 파렛트 출하품은 도매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약 5.3%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가락시장의 경우 파레트 출하물량은
2005년 28,388톤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1.4%를 차지하였는데 2006년 2.0%,
2007년 2.4%, 2008년 2.7%, 2010년은 5.3%에 달하였다(표 6-9).

<표 6-9> 도매시장 거래량 대비 파렛트 출하 현황
단위: 천톤, %
연도
2009년
2010년

계(A)
6,511
6,226

거래량
수입산
271
358

국내산(B)
6,230
5,868

국내산
파렛트량(C)
244
329

C/A

C/A

3.7
5.3

3.9
5.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4.2.2. 한국의 표준하역비제도
정부는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자의 고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매시장의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농안법에 2002년부터 표준하역비제도를 도
입하기로 하였다.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이며 적용대상 상품은 「개설자가 업
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에 의한 표
준하역비 개념의 핵심은 「규격출하품」이다.
한국정부가 농산물 표준하역비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목적은 크게 출
하자의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과다한 비용부담 경감,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
류효율화와 물류비 절감에 두고 있다. 출하자의 도매시장 비용부담 경감은
표준하역비의 부담주체를 불특정 다수의 출하자로부터 특정 도매시장법인이
니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다른 목적은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궁극적

38) 파렛트(Pallet)의 사전적 정의로서 ‘화물의 깔판 또는 지게차용의 깔판’이다. 한국의
물류용어사전에는 ‘보관이나 반송함에 있어서 물품을 얹는 받침대’라고 되어 있다.
39)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이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중의 하나
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 연합회 회원 등에게 파렛트 등 물류기기 임대료의 일정부
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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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을 통한 완전한 하역기계화의 달성에 있는
것이다. 출하자의 하역비부담을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케 함
으로써 하역비부담주체가 완전한 하역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
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표 6-10> 표준하역비 부담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하역비내역
상장거래
하역비법인 영업비용 영업비용대비
금액 총하역비(A) 법인부담(B) 부담률(B/A) (C) 하역비 비중(C/B)

2009

69,385

835

367

44.0%

3,422

10.7%

2010

84,167

799

385

48.2%

3,880

9.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현재 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 이해당사자간(개설자․법인 등) 합의를 통
해 표준하역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의 표준하역비 부담률은
2010년 기준 평균 48.2%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2010년 전체 도매시
장법인의 표준하역비 부담금액은 385억원 으로 전년 367억원 대비 18억원
증가하였다. 서울가락, 서울강서, 구리, 광주서부 등 4개 도매시장은 모든 출
하품에 대하여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10%미만 부담 시장도 19개소
에 달한다. 법인의 표준하역비 부담률이 낮은 것은 법인의 영업비용 증가로
수익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3. 안전성검사

4.3.1. 한국의 농산물안정성 검사체계
농산물도매시장은 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초과여부 검사를 통해 부적합농
산물의 반입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현재 농산물안전성검
사는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상시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하나 농산물품질관
리원,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장반입 농산물안정성검사에는 시장자체의 속성검사와 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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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후 부적합품으로 판정되면 시장 반출 전 회수․폐기하고 있으며 부
적합 농산물 출하자는 농안법에 의거 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 출하제한)과 관계기
관으로부터 고발 받게 된다.

<그림 6-7> 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정성 검사체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속성검사는 효소와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약의 잔류 여부를 신속하고 간편
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농산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농약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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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검사 가능한 성분이 살충제 31종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밀검사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농약잔류시험법』에 따
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까지의 농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 방법이
다. 농약의 잔류 여부만 판정 가능한 속성검사에 비해 잔류된 농약 성분(살
충․살균 등 250여종) 및 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여 검사 결과에 대
한 신뢰도가 높고 검사 결과로 규제가 가능한 반면 검사 비용 및 검사 시간
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검사건수가 하루 30～40여 건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가락시장 등 12개 도매시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매시장내 안
전성검사소를 설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소를 두고 있는 도매시
장은 5～8시간 내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적합품을 압류, 폐기가 가
능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기타 외부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
과가 나오기까지 3～10일로 과다시간이 소요되어 부적합품 관리에 취약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4.3.2. 미국의 농산물검사제
농산물검사제는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래를 신속히 하기 위한 제도로서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출하품에 대하여 도매상이 검사를 요구하고 검사결과서를 출하자에게 통보
하며

대금정산시

일반적으로

검사서를

함께

동봉한다.

시장검사관

(marketinspector)은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농무성 소속 검사관과 시
보건국 소속 검사관으로 구분되며 농무성 소속 검사관은 농산물의 상태와
등급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고 보건국 소속 검사관은 위생에 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4.4. 유통정보 관리
현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정보관리는 농업부 산하의 농업부정보중심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부정보중심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40)와 유사한
40) 2012년 5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이 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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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고 한국의 농산물정보관리를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농림수산식품부
의 위임 하에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절에서는 한국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유통 관련 기관의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정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위탁하여 농산물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와 가격․유
통(출하지원시스템)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와 출하지원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배정한 정부지출은 2011년
에 3억 2천만 원에 달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는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경락정보를
전파하고 정확한 거래정보 DB구축을 통한 경영정보 및 신뢰성 있는 농산물
유통정보를 적시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각 도매시장의 유통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가공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파를 실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도매시장 업무처리를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표
준코드의 확대를 통한 정보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단체,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등의 정보 DB를 구축한다. 현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서 수집하
고 있는 유통정보는 시장정보, 산지정보, 소비지정보 등이 있다. 수집된 유
통정보의 객관성, 과학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시스템을 구축하
고, 가격정보, 품목별 반입물량 등 분석된 유통정보는 인터넷․PC통신, 자동
응답시스템,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유통정보는
물량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정보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정보
역시 표준규격화가 미흡하고 시장간 등급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작은
것으로 지적된다.

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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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출하지원시스템은 공영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수집․비교․분산하는 국내에
서 유일한 정보시스템으로 농업인과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격정보 제공으로 농업인의
시장교섭력 제고로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호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상인의 이익, 선택적인 소비를 통한 소비자 만족 등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한다.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특히 농산
물 시장상황을 다양하게 제공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출하조절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4.5. 대금정산
선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대금정산 시스템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
식을 취하고 있는 일본사례와 도매상제도하의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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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방식은 정산조합, 정산회사, 정산회사+정산조
합과 개인지불방식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6-11). 정산조합 혹은 정
산회사를 통한 대불(代拂)방식은 전체의 83.6%에 달하고 대불방식 중 정산
조합 방식은 5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1> 일본 농산물도매시장 정산방식별 현황
구

분
정산조합
대불
정산회사
회사+조합
방식
소 계
개인지불방식
합
계

합계
51
33
3
87
17
104

청과
43
12
3
58
3
61

수산
8
21
29
14
43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정산조합은 도매시장법인이 설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대금결제 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그림 6-9). 보증금은
일평균 판매액의 5일분, 지불준비금 4/1000 적립하고 수입은 정산금액의
3/1000으로 하고 있다.

<그림 6-9> 일본농산물도매시장 정산조합의 정산시스템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정산회사방식은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이다(그림 6-10). 미에현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출자자는 개설자, 중
도매인, 도매시장법인, 금융기관, 기타이다. 수입은 정산금액의 1/1000(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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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10%)이고 보증금은 일평균 판매액의 2일분(매수한도액은 보증금
의 3배)로 하고 있다.

<그림 6-10> 일본농산물도매시장 정산회사의 정산시스템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동경도 오타도매시장은 2005년에 정산조합과 정산회사방식을 공동으로 진
행하는 정산센터를 운영한다. 법인, 중도매인, 매참인이 공동 출자하고 대금
관리는 공동결제 계좌로 진행하며 법인대표가 관리하고 중도매인대표가 운
영한다. 이 정산시스템은 정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그림
6-11).

<그림 6-11> 일본농산물도매시장 정산조합+정산회사의 정산시스템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프랑스 농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와 구매자간 대금결제는 보통 개별정산을
진행하는데 청과물은 30일, 축산물은 20일 안에 출하자에게 결제하며 별도
계약으로 조정가능하다. 관행적으로 30일 이내 결제하며 2만 프랑까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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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용 가능하고 그 이상은 수표 사용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지 구매자와 도매상간의 정산을 공동정산소 형태로 운영하는데 시장
내의 공동정산소는 구매자의 대금 정산을 받는다. 공동정산소를 운영하고
있는 MECARUNGIS는 헝지스도매시장 내 쇠고기를 취급하는 15개 도매상
의 자율 연합조직이다. 신용상태가 불량한 소매상 정보 공유 및 이력추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구매자와의 모든 거래는 공동정산
창구 활용을 의무화하였다. 공동정산소는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과 대금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정산창구의 일원화 외에 별도의 금융기능은 없다(그림
6-12).

<그림 6-12> 공동정산소의 정산시스템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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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제도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과 대만은 출하자로부
터 상품을 수탁 받아 입찰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판매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생산농가를 바탕으로 한 규모화된 대규모농
가의 마케팅 교섭력을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소농들의 조직적 규모화
를 바탕으로 한 거래교섭력의 확보라는 바탕위에서 도매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도매와 소매의 분리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은 도매와 소매가 병존하고
있는 시장 내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만과 일본은 도매와 소매가 엄격
하게 분리되어 있어 도매시장 내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
랑스와 미국의 경우 도매시장내 소매상의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
나 실제 소매상은 일부 존재한다.
<표 6-12> 국가별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거래제도

경매제도
시장도매인제도

경매입찰
정가수의

경매
수의매매

수의매매
수탁매매

수의매매
수탁매매

소매기능

도소매병존

소매행위 금지 시장진입통제 시장진입통제 시장진입통제

여기에서 경매방식을 주요 거래제도로 법적으로 규정해왔던 한국과 일본
의 경우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 농산물산지의 규모화, 수입농산물의 증가
등 농산물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
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만하다. 일본은 1999년 도매
시장법을 개정하여 경매원칙을 폐지하고 거래제도를 다원화하였고, 한국도
2000년 농안법을 개정하여 시장도매인에 의한 수의거래를 제도적으로 인정
하였음을 앞에서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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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
전통적으로 한국의 농산물 도매 거래방식은 객주(客主)체제에 의한 위탁
거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5일시장 등 정기시장의
생산자와 수집상 또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수의매매는 유사도매시장의 도매
상체계로 발전하였다. 1923년에 제정되어 1950년까지 시행되었던 일제의

중앙도매시장법은 식민지지배이론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객주체제를
타파하고 경매제를 농산물 도매시장에 도입하였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한국의 농안법은 1973년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직접적인 모법(母
法)이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23년 제정된 일본의 식민지시대
의 중앙도매시장법에 연유하고 있다. 일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상권을 파
악하고 난 후 일본인의 도매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
하여 제정한 것이 바로 중앙도매시장법 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지방공공
단체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시장의 지정구역내의 상인들로 하
여금 하수회사를 설립하여 도매인이 되게 하고 이들 도매인들로 하여금 경
매제도를 실시케 하였다. 그리고 종래 도매인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던 상인들에게는 중매인과 같이 도매시장에서 행해지
는 경매에 응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였다. 최초의 도매시장법이 제
정․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식
의 주요 근간은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경매와 입창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의매매와 정가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골격을 유지하였으
나 2012년 법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도 거래 원칙으로 인정하였다.
한국은 농안법은 도매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유형을 크게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로 구분한다. ‘상장’은 출하자가 자기 농수산물의 판
매를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판매하기 위한 행위로
서 판매원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도매시장법인은 일상적인 경우 매수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거래되는 것을 상장거래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비상장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도매시
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하는 경우와 시장도매
인의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거래에는 경매,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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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매41), 선취거래42) 등이 있으며 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와 시장도매인
의 거래 등을 일상적인 거래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6-13).

<표 6-13> 도매시장의 거래유형별 특징

구분

상장 거래
경매

비상장 거래

정가수의매매

선취매매

비상장품목

시장도매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수탁주체

도매시장법인

유통마진

위탁수수료+중도매인 마진
(중개거래시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매수마진 또는 위탁수수료

물류경로

경매장 하역후 중도매인점포 배송

점포에 직접 하역

가격결정

경쟁입찰

도매시장법인 동일등급최고
제시
경락가

정산주체

도매시장법인

신고내용
거래가능
품목

출하자, 거래량 및 경락금액
전품목

출하자와 협의
(위탁시 판매후 정산)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출하자,거래량 및 판매금액

개설자 지정 품목

전 품목

자료: 김병률 외, 2006.

경매는 시장도매법인이 주관하고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이 경매에 참가
하여 낙찰 받은 물량을 중개 또는 도매의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다. 이 경우
각 도매시장의 특성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여 중도매인의 수탁거래
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시장도매인이 수집과
분산을 동시에 진행하며, 거래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정산창구라는 제3의 기
구(은행의 지정계좌)를 경유하여 출하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매제의 가장 큰 장점은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입회한 가운데 제3자
인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주관하여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출하대금이 생산자에게
정산된다는 것도 주요한 장점 중의 하나이다. 반면 경매를 위한 진열과정에
서 농산물의 대기시간 증가에 의해 양적 질적 감모가 발생되며 낙찰 후 중
도매인 점포까지 농산물을 이송하는 이송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41) 현행 정가수의매매는 수입농산물이나 다른 시장에서 경매가 완료된 농산물 등과
같이 이미 가격이 결정된 농산물의 도매거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42) 선취거래는 경매 완료 이전에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도매인이 우선 농산물
을 확보하고, 경매후 동일등급의 최고가로 거래되도록 하는 거래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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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는 2004년 농안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의 농산
물유통구조에서 시장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시장도매인이
단일로 수행하며, 출하자로부터 매수․수탁 받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이송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농산물을 신속하게 유
통시킬 수 있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도매인들이 적극적으로
산지에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격의 형성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시장도매인의 자금력이 취약한
경우 출하대금의 결제가 불안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11년 말, 한국에는 33개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들 중 시장도매인제를 허용하고 있는 강서도매시장을 제외한 모든 도매시장
이 경매거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강서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경매제 시장
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서로 독립된 구역을 점유한 상태에서 두 가지 제도
가 병존하고 있다. 두 거래제도가 공존하는 강서도매시장의 농산물유통체계
도는 그림 6-13와 같다.

<그림 6-13> 두 거래제도 공존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체계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도매시장법인으로 출하된 농산물을 경매장에 하차 후 선별 및 진열하여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의 주관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경매에 참가하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자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다. 중도매인은 도
매시장내에 매장을 운영하는 도매인으로 상장예외품목 외에는 도매시장법인
이 수탁한 농산물만을 거래할 수 있다. 매매참가인은 가공업자, 소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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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농산물 수요자로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경매
가 성사되면, 도매시장법인은 상장수수료(낙찰금액의 최대 7%)를 제외한 경
락금액을 즉시 출하자에게 지급한다.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은 사전에 도
매시장법인과 협의된 신용범위내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를 완
료한 후 구입금액을 도매법인에 지급한다.
시장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취하여 판매하는 자이
다. 출하자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하는 관리소에 송장을 신고한 이
후 농산물을 시장도매인 매장에 하차한다. 매취한 농산물은 즉시 위탁받은
농산물은 7일 내에 7% 내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출하자에게 정산하도록 하
고 있다. 대금정산은 지정은행의 결제 전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정산 결
과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농수산물공사는 송장, 하
역회사의 하역 자료, 정산창구의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시장도매인의 거래투
명성을 관리하고 있다. 강서도매시장에는 2011년 말 기준 51개 시장도매인
이 활동하고 있다.

<그림 6-14> 시장도매인제 거래체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2011년 말, 한국에는 33개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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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중 시장도매인제를 허용하고 있는 강서도매시장을 제외한 모든 도매시장
이 경매거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전국 33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
장의 거래물량 기준으로 80.8%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
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또는 입찰방식 비중은 2005년 86.6% 대비
감소된 반면 시장도매인 제도는 2005년 3.4%에서 2010년에 4.1%로 증가하
였다.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경우 과일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전체 과일 거래의 7.4%가 시장도매인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2010년 시장도매인의 청과류 경영실적은 262천톤, 4,4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물량 3.1% 증가, 금액 15.2%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표 6-14). 강서도
매시장내 전체 물량의 52.7%, 금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32개 공영도매
시장의 청과류 경영실적과 비교시 거래금액은 서울가락 35,932억원, 대구북
부 6,093억원, 구리 5,031억원에 이어 4위수준이다. 거래물량은 서울가락
2,148천톤, 대구북부 474천톤, 구리 325천톤, 부산엄궁 294천톤 이어 5위 수
준이다.

<표 6-14> 공영도매시장 반입형태별 거래물량 (2010)
단위: 톤
청과

구분

소계

합계
경매입찰
상장거래
정가수의
(법인/공판장)
계
수탁판매
상장예외거래
매수판매
(상장예외중도
매인)
계
시장도매인
거래

수탁판매
매수판매
계

채소

과일

6,226,402 4,780,422 1,445,980
5,055,731 3,895,638 1,160,093
(81.2)
(81.5)
(80.2)
456,142
287,823
168,319
5,511,873 4,183,461 1,328,412
(88.5)
(87.5)
(91.9)
343,382
340,605
2,777
109,462
102,251
7,211
452,844
442,856
9,988
(7.3)
(9.3)
(0.7)
213,871
116,580
97,291
47,814
37,525
10,289
261,685
154,105
107,580
(4.2)
(3.2)
(7.4)

수산

축산

계

287,059 63,573 6,577,034
196,812 63,573 5,316,116
(68.6) (100.0)
(80.8)
70,030
526,172
266,842 63,573 5,842,288
(93.0) (100.0)
(88.8)
2,138
345,520
9,540
119,002
11,678
464,522
(4.1)
(7.1)
5,887
219,758
2,652
50,466
8,539
270,224
(3.0)
(4.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한국의 시장도매인제는 2004년 농안법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강서도매시장
에서 유일하게 시범운영되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거래방식의 유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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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등 폐단이 지적되고 반면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의 성과가 인정
됨에 따라 최근에는 한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서울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제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진행된 가락시장의 시설현대
화사업의 제2단계 사업방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시설마련이 적극적
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미래형 발전방향으로 볼 때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경매거래를 주요
근간으로 진행해온 거래방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산
물도매시장의 거래방식 변경에 따른 시설개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상당한 비
용이 소요된다.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인이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제도로서 도
매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상품을 수집해 분산하는 작업까지 도맡아 하
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경매와 달리 냉동저장, 물류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경매거래관행에 익숙해진 운영주체들의 사고전환도
쉽지 않은 과제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출하주 보호장치와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반면 일부 중도매인
들은 농가의 출하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효율성
도 높일 수 있다며 적극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5.2. 일본
일본은 지난 1923년 중앙도매시장법과 1971년 이후의 도매시장법에 여전
히 경매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법으로 경매를 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과 공개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경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나

대형유통기구의 증가, 규격포장제도의 정착 등 유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선
취매매, 수의매매 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미 판매자와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가 시장별, 품목별로 표출되어 도매시장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판매 및 조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거래원칙으로서의 경매
거래가 예외조항을 빌미로 수의매매의 점차적인 확대와 경매비율 감소로 이
어졌다. 게다가 도매시장의 제도권을 벗어나 장외거래로 이어지는 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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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매시장업자의 경영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

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 온 일본에서 조차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매비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농산물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
응하고 또한 거래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1999년 도매시장법개정을 진행하였다. 개정 도매시장법에서는 중앙도매시장

에 있어서의 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명시하면
서 종래의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한 거래원칙에서 지금까지 예외로 인정되던
수의매매가 거래원칙에 포함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1999년 법개정 이후
부터는 경매원칙과 더불어 수의매매의 원칙을 포함하는 2개의 원칙하에 거
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의매매가 예외조항이 아닌 원칙조항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 수의매매가 가능한 비율은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
설자가 업무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림 6-15는 농상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비율은 1990년

64.9%에 달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

46.3%로 떨어졌다. 1999년 도매시장법의 개정에 의해 수의매매가 예외조항
이 아닌 원칙조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따라서 경매비중은 급격하게 하락
하였다. 1999년 도매시장 경매비중은 46.4%에서 2006년 기준 18.7%로 급
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저하되던 도매시장 경유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의매매 비중 증가가 유
통효율성을 향상시킨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제
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 온 일본도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매비율의 지
속적인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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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 및 경매비중 추이 (1990-2006)
단위: %
1999년 개정법 실
90
80
70
60
50
40
30
20
10
`90

`95

`96

`97

`98

`99

청과물 도매시장 경유율

`00

`01

`02

`03

`06

도매시장 입찰비율

자료: 卸売市場の將來方向に関する硏究會, 2010.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2004년 재차 도매시장법개정을 통해 도매업자에
대한 보호론에서 민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일보 규제완화를
실행하였다. 이렇듯 일본에서 도매시장법개정에 있어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규제가 고비용 구조를 이끌어온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
하는 도매시장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는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유사시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
축,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만 가해진다.

5.3. 대만
대만의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은 『농산물시장거래법』 제25조에 따
라 경매(소비지도매시장), 수의매매(지방도매시장), 공시가격(분화)과 입찰
(화훼와 관상묘목) 등 4가지다. 대북의 과채도매시장은 경매를 주로 하고 수
의매매를 보충으로 하고 있다. 공시가격제는 정찰가판매로서 주로 분재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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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적용하고 있다. 입찰방식은 성탄절과 구정기간동안 화훼와 관상묘묙의
비상물량에 대해 거래를 진행한다. 거래방식별 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 6-15와 같다. 대만의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은 전문시장인 것으로
경매비율이 높다.

<표 6-15> 대만 거래방식별 도매시장 분포
단위: 개
유형

경매

수의매매

경매/수의매매

계

과채류

3

43

17

63

육 류

21

2

-

23

수산물

-

-

58

58

계

24

45

75

144

자료: 王志剛, 2009.

5.4. 미국
미국은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가 성립한다. 따라서 주로 사용
되고 있는 거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수의거래방식이 사용되
고 있으며 산지에서 행해지는 소와 담배의 경매 등 몇몇 시장에서만 경매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출하자(또는 산지 수집주체)와 도매상과의 거래는 매취판매와 위탁판매
의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취판매는 출하자와 사전에 협의하
여 결정된 가격으로 도매상이 구입한 후 적절한 마진을 붙여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평균마진율은 7∼8% 수준이다. 위탁판매는 도매상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수의매매에 의해 소매상이나 구매자에게 판
매한 후 판매가격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도매상의 법정
수수료율은 7∼20%이나 일반적으로 1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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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프랑스
프랑스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나 합의
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수의매매 방식이며 경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상품의 표준규격화가 거의 완벽하고 Cold Chain System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 모두 경매보다 수의매매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도매상거래는 매취거래가 80%, 위탁거래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탁
거래는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급하고
있다. 매취거래는 대량 또는 거래가 빈번하여 통상 원만한 가격으로 이루어
진다. 출하회사에는 판매전문가가 있어 이들이 시장도매상과 거래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하며 운송비도 함께 결정한다. 도매상은 매수한 물품에 통상 8
∼15%의 이윤을 붙여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데 거래규모가 커지거나 매수
물품의 과잉․과소현상 발생시 통상이윤의 개념이 무너진다. 출하회사는 매
일 헝지스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까르푸 등의 대형할인점, 기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등과도 거래협상을 시도하여 적정가격으로 판단하면 즉시 출하한
다. 수탁판매는 소량 또는 거래가 드문 품목으로 산지에서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에 진행하는데 위탁판매수수료는 4∼5% 수준을 적용한다. 출하품에 대
한 신뢰성이 높아 대부분 전화로 거래하고 주문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주문
에 따라 정선, 재포장, 후숙하여 판매한다. 선도금은 주지 않고 오랜 단골관
계와 물건의 상품성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 171 -

6. 시사점
본 장에서는 농업구조면에서 중국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한국, 일본과 대
만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같은 도매상제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 국가의 사례에
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거래방식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다
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6.1. 공익성사업으로 일원화 관리
각국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익성을 가진 민생시설로 중요시하고 거
시적조절과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을 건설
혹은 지정하였고 공영도매시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전반은 농업관련 행정기관이 일원화로 총괄하고 있고 개설
자인 지방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매시장 건설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익성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참여와 관리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규범화, 효율적인 발전을 담보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관리를 진행할 경우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정부정책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초반
에 농산물도매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
다. 반면 시장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
근 일본과 한국의 도매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민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도매시장 민영화발전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의 관리공사 체계도 관리업무는 개설자가 국영기업형식에 위탁하여 진행되
고 있는 방식으로서 운영효율성이 높은 동시에 공익기능 수행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투명성과 공정
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운영주체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퇴출관리를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자체 특징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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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공영도매시장이나 정부관리 시장에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 농산물시장이 준수하여야 할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거나 정부가 시장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
성을 유지하고 공익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볼 때 이를 위해 초
반에는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감독을 실행하고 안정됨에 따라 차츰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6.2. 도매시장 자본조달과 지원 방식
국가별 공영도매시장의 개장건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진
행하였다.

한국, 일본과 대만은 공영도매시장 건설자금과 시설장비 등 비용

을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영도
매시장의 수량, 위치, 규모, 시설 등을 농산물유통환경에 부응하고 전반 도
시계획에 부합되게 규획할 수 있고 또한 공영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데서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민간,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부, 군정부로 다양
하였다. 최근에 농산물유통다원화가 발전하고 정부관리만으로는 경직되어
효율성이 저하하는 문제점들이 야기되면서 민간자금을 유입하는 노력을 하
고 있다. 일본은 개정법에서 민영화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민간투자유치제도
를 실행하여 예산, 금융, 세금 등 혜택에 하나의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민
간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민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도 한 것이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초기에는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건설 등 시설위주 투자였다. 그후 자금지원방향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급
안정과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는 공영도매시장 개장건설지원을 중단하고 시설위주 투자에서 물
류효율화를 위한 투자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자체는 수익성이 높은 경제조직이 아닌 만큼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부터 많은 투자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농
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중국의 실정을
볼 때 정부의 자금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만으로는 부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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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대부분 기업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처럼 민간투자를 적극 유입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자금투자, 지방정부의 토지투자, 민간부문의 자금투자를 적
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3. 관리와 운영의 관계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운영은 한국, 일본과 대만은 투명성, 공정성과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관리업
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징수하여 시장의 장기발전을 계획하고 공익기능을 발휘
하도록 한다. 또한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함을 담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은 시장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
되고 업무의 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관리운영이 통합되
어 기업화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이 통합
되어 운영되는 기반에는 역사적 제도적으로 이미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
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초기에는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관리업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장기발전과 투명성, 공정성 유지에 목적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반에는 양자를 구분하여 관리가 운영을 감독하
도록 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고
이 기능이 기반으로 되면 관리와 운영의 통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6.4. 제도적 기반
미국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들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문법령을 제정
하여 강력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도 농산물도매시장 전문법령은
아니지만 신선농산물법령과 농산물 송장제, 도매업자 면허제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퇴출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투명
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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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는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감독보호하
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급변하는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부응하기 힘들고 수차례 전문가를 통한 개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국과 일
본의 경우에는 거래의 공정성과 농가보호론을 위해 농산물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를 법으로 정하여 후반에는 오히려 운영주체의 경영을
압박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최근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하고 자체의 실정
에 맞는 업무규정으로 지정하도록 바꾸고 있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발전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아직 개설 및 관
리운영에 대한 전문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중국의 지
역별 격차가 심한 실정에 부합되도록 법률로서 전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별 실정에 부합되는 지방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5.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
한국의 출하자신고제, 미국의 송장제와 같이 출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출하농산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근거로 출하장려금,
퇴출제도 등과 같은 확실한 상벌조치를 시행하여 유통종사들의 적극성을 향
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규격출하품제도와 표준하역비제도 등은 도매
시장내 유통농산물의 표준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산지
단계의 포장화, 규격화 및 브랜드화를 구축하는 방향에 부합된다. 정부는 품
목별 표준을 제정하고 지역별 도매시장을 거점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시장별, 지역별 나아가서 전국의 표준화를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매시장의 개설자, 관리주체, 운영주체는 이익공동체다. 공동발전을 모색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도매시장 운영개선노력이 필요
하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제도는 우선 도매시장 종
사자별로 각자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설자가 모든 보고서를 취합하
여 제출하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통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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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공사는 접수한 보고서를 보완함과 동시에 확인을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하고 발표하고 평가결과는 개설자에 대한 조
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출자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의 차등지원 혹은 감면 조치를 실행하고 있
다.
중국의 전국도시농무중심연합회는 매년 초에 중국 100대 농산물도매시장,
100대 도매상을 선정․발표한다. 선정기준은 도매시장과 도매상들이 연합회
가 요구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 한다. 연합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각각 1, 2페이지 정도수준으로 거래규모 등 기본사항이 해당된다. 또한 선정
된 시장과 도매상에게는 간판발급 등 일회성 격려를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한국의 평가제도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가 정부지원 등 선택적 지원과 결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6. 안전성 검사
농산물안전성은 공익기능에 속하는 것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공무원
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내에 자체 검사소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간단한 검사만이 가능하고 문제발견시 정밀검사를 진
행할 경우에는 전문인력, 전문설비 등이 부족한 관계로 검사시일이 오래 걸
리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적시에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를 실행할 수가 없
다. 가락시장의 경우 환경보호원과 같은 정부검역기관이 시장내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미국도 농산물도매시장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농산물검사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는 대금정
산시 서류로 첨부한다. 동시에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퇴출조치 등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물안전성검사는 도매시장 자체만의 업무가 아닌 공익성 업무에 속한
다. 정부는 도매시장의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첨단분석장비, 설
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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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통정보 관리
한국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수집된 농산물유통정보의 객관성, 과
학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 가격정보, 품
목별 반입물량 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분석된 유통정보는 인터
넷․PC통신, 자동응답시스템,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하
고 있다. 출하지원시스템은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특히 농산물 시장상황을 다양하게 제공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출하조절을
진행하도록 한다.
중국 농업부정보중심은 전국 지정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수집한 유통정
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시장별 정확한
유통정보를 적시에 수집하여 전문팀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분석정보는 중국의 실정에 맞는 정보확산경로를 통해 유통종사자한테 배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8. 대금정산관리
일본과 프랑스의 대금정산방식 사례로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의 대금정산
은 크게 운영주체가 조합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 관리주체의 운영방식과
관리주체와 운영주체의 공동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통된 특징은
정산창구의 일원화 외에 별도의 금융기능은 없다는 것이다.
관리주체의 운영방식은 대금정산에 대한 감독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반면 과다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공동정산소와 같은 운영주체 자체로 조합형식으로 대금정산을 운영하는 방
식은 유통비용절감과 대금정산 편이 등 장점이 있지만 이는 운영주체의 규
모화와 대금정산 투명성이 기반으로 되어야 한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관리는 운영주체 조합형식이든 관리주체
운영방식이든 초기에는 엄격한 감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산
창구의 일원화 원칙을 준수하고 별도의 금융기능은 제한하는 법적인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규모별 결제시일 등 세부사항은 지역별, 시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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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주
체의 규모화가 형성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형성되면 프랑스의 공
동정산소 형식으로 자체 운영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9. 거래제도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산물의 판매 및 조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
보하고 거래교섭력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경매거래를
거래원칙으로 도입하였었다. 동시에 강력한 법률로서 경매제도를 농산물도
매시장의 주요 거래방식으로 정착시켰다. 그 성과로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
친 경매원칙 하에서 농민의 조직화와 규모화, 상품의 등급․표준화 등이 이
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 온 일본에서
조차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개정을 진행하여 수의매매를 원칙조항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의거래비중이 증가하고 경매비율은 급감하여 2006년에는
18.7%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매상체계의 시장환경을 무시하고 일본의 경매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한국의 경우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개정을
통해 도매상제인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최근
에 시장도매인제도의 확대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거래방식 변경에 따른 시
설투자 비용발생과 오랫동안 경매거래제도에 익숙해진 운영주체들의 사고
전환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서 경매제도가 선진적인 거래방식이고 최종 수단인 것은 아니다. 또한 거래
방식을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어려움이 동반하기 때문에 거래제도는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함을 볼 수 있었다. 산지의 표
준화가 정비된 프랑스의 경우와 투명성, 공정성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미국
의 경우 모두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수의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의 경우도 경매비율을 감소하고 있고 수의매매 거래방식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다. 대만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여전히 경매거래방식을 정착 및 발
전시키고 있지만 전문시장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수의매매방식이 주된 거래방식인 도매상체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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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류별로 볼 때 35%가 종합류 도매시장이고 전반적인 발전수준이 낮다.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상체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경매
방식을 강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거래방식 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변화하고 있는 농산물유
통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도매상체계를 정착 및 발전시키는 발전방향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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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앞 장에서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과정을 통해 현시대 농산물도매
시장의 위상과 역할, 시장의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매시장 관리주체의 관리운영효율성 분석과 운영주체인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관리운영체계의 문
제점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
계와 거래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토대로 선진국사례의 시사점을 결부하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가 향후 발전하여야 할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종합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계획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토지 및 자
금투자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하거나 혹은 조건에 부합되는 도매시장
을 선정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익성을 띤 민생시설로서 중시하고 거시적 조절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농산
물도매시장이 공익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중앙정부 혹은 지
방정부가 공영(公營)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설하거나 혹
은 지정된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도록 정부는 철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정하고 투
명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한다. 북경시가 시정부투자로 북경농산물중앙물류
원을 신설한 것처럼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은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할 수 있
지만 전국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수가 포화상태이고 추가건설시 불필요한 사
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당비중은 기존의 도매시장을
선정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
랑스 헝지스 도매시장은 1953년에 건설되어 1958년에 중앙정부의 공영도매
시장건설 추진에 의해 공영도매시장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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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투명성과 공정
성 유지이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초기에는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관리주체가 운영주체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
정하고 관리업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장기발전과 투명성, 공정성 유지에 목
적을 두고 운영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향후 농
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이 안정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지방정
부 감독하의 통합된 관리운영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신설 혹은 지정
된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는 한국의 가락시장과 프랑스 헝지스시장과
같은 관리공사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체계를 건전히 하고 관리효율성을 향상하여
급변하는 다원화된 농산물유통 채널에서 시장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앞장에
서 설명한바와 같이 시장관리 추진력 척도로 보여질 수 있는 시장의 설립기
한과 경영자의 재직기간, 그리고 공익성기능을 수행하는 품질감독관리와 정
보관리의 인원수, 도매시장으로부터의 정보입수 여부, 전자결제 실행 여부
등 요인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평가
되었었다. 관리공사 체계하에 전문성을 지닌 시장관리층을 구성하고 효율적
인 관리업무를 진행하여 시장기능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급변하는 농산물유통환경
에 부응하는 방향이다.
넷째,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주체의 규모화확대를 위한 환경마련이 필요하
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상체계로서 도매상은 농산물집하와 분산기
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운영주체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
체와 운영주체는 이익공동체로서 운영주체의 발전은 결국 시장발전의 든든
한 담보가 된다. 4장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과 도매
상의 규모화 척도로 되고 있는 유동자본금 규모, 장기고용인원수, 고정판매
상수 등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부와 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운영
주체를 위한 교육과 지도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운영주체의 규모화를 위해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 현재 도매상체계의 수의매매 거래방식은 효과적인 감독관리
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완하여 신속, 투명, 공정, 비용절감의 거래방
식으로 정착․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거래방식인 경매제도
를 도입하여 막대한 시설비용 투자와 관리운영주체의 장기간 적응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떠한 거래방식을 채택하든 간에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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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리업무를 통해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유통비용절감 기능을 수행하
여야 하는 것이지 거래제도 자체가 이러한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매매 쌍방간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고객관계가 형
성된 전통적인 도매상체계다. 경매제도는 거래방식의 일종일 뿐 선진적인
거래방식이고 최종 수단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농산물도매시
장의 도매상체계를 무시하고 거래방식의 향후 발전방향을 경매제도로 정하
여 한국과 일본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림 7-1>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의 기본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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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단계별 개선방안
2.1. 단기 개선방안

2.1.1. 농산물도매시장 법적체계 마련을 위한 심의회 구성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가 공감하고
중국정부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자체의 기능 특히 공익성 기능을 발휘하려면 법적인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야 한다. 정부의 통일적인 법령은 정부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
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매시장별 업무규정을 제정하는데 근거를
제공하여 시장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지위
를 향상시킨다. 중국은 조속히《농산물도매시장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
다.
농산물도매시장법은 중국의 현시대 실정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
후 농산물유통의 발전방향을 감안하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법령 제정을
위해 「농산물도매시장법제정심의회(가칭)」를 설립하고 사전검토를 충분하
게 진행해야 한다. 심의회구성은 관련 행정부처로 국무원 정부부처인 상무
부, 농업부와 국토자원부, 직속기구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세무총
국, 특설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도시농무중심연합
회의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상 등 유통종사자, 학계 등 관․산․학이 공동
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일본은 1999년 도매시장법 전면 개정을 위해 1997년

2명의 전문가와 12명의 유통관계자 등 14명으로 「금후의 식품유통에 관해
의견을 듣는 모임」을 구성하여 7차의 회의를 통해 「도매시장의 새로운
전개와 활성화를 위해」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개정도매시장
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 농림부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1998년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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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도매시장 관련 정부부서 일원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 주관부처는 상무부다. 상무부
의 시장체계건설사(司)는 전반 상품시장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상무부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을
단순한 하나의 시장조직, 상업조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산물이라는 자체의 특징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일반 시
장조직과 달리 경제성을 갖는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농산물유통 서비스기능
과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업무는 상무부가 전반 상품시장조직 관리 중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농업관련 행정부처가 총괄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한 특정 법령이 제정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
하려면 현재 상무부의 관장을 농업부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
례로부터 볼 때 각국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공익사업으로 중
요시하고 있고 농무부가 총괄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이 농산물도매시
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도 1973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을 제정
하면서 기존에 상무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농수산부로 제도적으로 이관하도
록 하였다. 현재 농업부 시장과경제정보사(司)는 전반 농산물도매시장의 관
리에 대해 총괄하여야 할 부처임에도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도
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전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
여야 할 것이다.

2.1.3. 농산물도매시장 토지사용 허가제도 개선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는 지역별 공상행정관리국이 관할한다. 앞
장에서 토지와 자금만 있으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쉽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
에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은 수량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역별로 소규
모 밀집현상이 발생한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은 성시별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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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안이므로 성시정부가 직접 농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을 개장건설 혹은 지정할 경우에는 중
앙정부의 심사비준을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시 지방정부는 대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별 인구, 교통, 주위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입지지역, 규모, 수량을 계획하여 전
반 도시발전계획에 정립하여야 한다. 앞서 5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운영효율성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규모화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
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은 반드시 지역별 실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미 건립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입지, 규모, 수량 등이 불합리할 경우 정책과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별 농산물도매시장의 통합 혹은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기업은 토지사용권만을 갖는다. 농산물도매시
장 신설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국토자원부의 비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토지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입지조건을 충족하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가 어렵다. 토지사용권 허가와 도매시장 개설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고 성시
별 장기도시발전계획에 부합될 경우 저가로 임대하는 등 우대정책을 적용하
여야 한다. 대신에 성시의 국유자산관리국은 기업화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
물도매시장에서 지분의 형식으로 주주역할을 하도록 한다. 각 지역 국유자
산관리국이 지분소유 형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주 권한이 있을 경우,
해당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익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장 혹은 강요할 수 있
다.

2.1.4. 공영도매시장 신설과 지정 계획 수립
본 연구를 통해 2장에서 설명한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선진국들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익성을
띤 민생시설로 중요시하고 거시적 조절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매시장 건설과 관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엄격한 감독집행
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익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시에 상당한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상무부가 공영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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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건립안을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여 관련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익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공영(公營)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익성 기능을 수행하도록 철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여야 하며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반 농산물도매시장의 거시적 조절 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도매시장 체계를 건립하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시급하게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우선 공영도매시장을 건설 혹은 지정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
향을 설립하여야 한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건립 혹은 지정할 전반 자금지원
규모 및 방식, 시장의 규모, 수량, 설비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입지선정과 시설건축 등은 농산물도매시장의 도시환경과의 조화, 교통
체증감소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규모 비중은
농산물 유통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국 청과물의 공영도매시장 거래비중은 50% 내외,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거래
금액 비중은 57%에 달한다. 또한 신설 혹은 개보수를 진행할 공영도매시장
은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향후 농산물유통변화에 부응할 수 있
어야 한다.
둘째, 공영도매시장 체계를 건립하려면 우선 기존 도매시장의 투명화․공
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리주체를 따로 두고 현재의 도매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도매상의 상거래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
어지도록 함이 시급하다.

2.1.5. 정액제 세금정책 개선
앞장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에 대한
정액제 세금정책은 각종 문제점들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세
금우대정책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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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거래규모 등 정보파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도매상
모두가 정보노출을 우려하여 승급개조발전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과 유통종사자의 수익수준이 낮은 실정에 따라 지역
별 농산물도매시장과 시장내 도매상들에 대한 세금정책은 현행 정액제금액
수준을 유지하되 거래규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
다. 우선 정액제금액으로 징수하더라도 거래규모 정보제공을 제도화함이 시
급히 요구된다.
동시에 농산물도매시장과 유통종사자에 대한 세금감면정책은 중장기계획
을 설정하여 단계별 세금책정금액과 방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여 대상자들
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래규모를 속이거나 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없애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별, 도매상별 거래
규모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2.1.6. 농산물품질검역표준 제정 및 감독관리
농산물안전성문제는 농산물유통 중 사회전반이 중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5
장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효율성 분석결과에서도 품질관리검역은 긍정
적인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산물도매시
장은 농산물품질검역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었다.
농산물유통중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품질검역기능
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이는 시장자체만의 의무가 아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자체의 관리업무에만 귀속시킨다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화형태인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농산물품질검역기능을 강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3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품질안전검역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점에서 제
기되었듯이 현재 시장자체가 검역시스템을 갖춘 비중은 64%로 상당히 높지
만 검역설비 가동율이 저조하고 전문인원이 부족하고 대부분 형식적인 검역
이었다. 이는 정부가 여러 정책적 자금적 지원으로 검역설비를 제공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후속감독관리가 따르지 못하여 실제적인 기대효과를 달성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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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농산물품질검역에 대한 국가통일표준을 제정하고 시장별 농
산물품질검역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지원 농산물품질
검역 설비를 갖춘 시장의 농산물 품질검역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를 진행
하여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

2.1.7. 정부의 자금지원규모 확대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익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공영도매시장의 개장건설부터
시설장비 및 관리에 이르는 대부분 자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정부는 상당한 지원을 진행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만으로 도매시
장의 공익성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산
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의 최초 농산물도
매시장인 산동수광채소도매시장을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수광물류원으로 이
전건설한 사례가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초기에는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건설 등 시설위주 투자를 진행하도록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 시장내
도로, 저온저장시설 등 기반시설건축이 시급하다. 또한 농산물품질안전을 검
사하는 설비구축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매상의 유동자본 규모가 경영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매상이 활용할 수 있는 유동자본을 정부가 제공한다면
도매상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도매시장의 도매상에서 거래자금을 제공하여 도매상의 경
영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3장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의 문제점에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대
부분 건물과 시설이 낙후한 실정을 살펴보았다. 도매시장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감모율을 줄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매시장건물과 시설
에 대한 개보수사업부터 선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5장의 농산물도매시장 관
리운영효율성 분석결과가 설명한 바와 같이 불합리한 규모시설확대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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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도매시장의 건물, 시설개조를 진행할 때 자체 시장의 내부조건 실정에 부
합되는 시설건설계획을 확립하여야 한다. 건물건설 혹은 개보수 작업계획은
향후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

2.1.8. 관리와 운영의 구분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운영은 한국, 일본과 대만은 투명성, 공정성과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관리업
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징수하여 시장의 장기발전을 계획하고 공익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은 시장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관리운영이 통합되어 기
업화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기반에는 역사적 제도적으로 이미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
다는 점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이다.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별도로 분리되는 체계는 관리주체
가 운영주체의 경제활동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장에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다양한 문제점들의 기반은 투명
성 부족이었다. 도매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따
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초기에는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관리업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장기발전과 투명성, 공정성 유지에 목적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매시장 관리주체는 관리 업무에 주력하고 농산물
판매 사업으로 진입을 제한하며, 도매상은 농산물 판매에 주력하고 관리 업
무는 관리주체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향후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리와 운영의 통합은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농안
법은 관리와 운영을 엄격히 구분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나, 관리와 운영을 통
합한 공공출자법인제도를 도입하여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1개소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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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농산물 유통정보 관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기능 중 가격정보수집 및 확산기능은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많은 요소
의 영향으로 이 기본기능을 제도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
다.
시장별, 도매상별로 거래물량, 거래가격에 대한 신고를 제도화하는 전제하
에 현재 정보관리인원이 직접 가격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형식에서 도매
상의 신고내용에 따른 직접 수집발표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농업부 정보센터의 농산물가격정보 관리업무에 권한을 부여하여 농업
부 지정농산물도매시장의 관련 정보수집을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성을 띠도
록 하여야 한다.
한국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수집된 농산물유통정보의 객관성, 과
학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 가격정보, 품
목별 반입물량 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분석된 유통정보는 인터
넷․PC통신, 자동응답시스템,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하
고 있다. 출하지원시스템은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특히 농산물 시장상황을 다양하게 제공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출하조절을
진행하도록 한다. 중국 농업부정보중심은 전국 지정농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수집한 유통정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시장별 정확한 유통정보를 적시에 수집하여 전문팀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는 중국의 실정에 맞는 정보확산경로를 통해 유통종
사자한테 배부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장의 도매상의 경영실적 영향요인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도매시장의
농산물거래정보 및 가격정보제공은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운영주체의 거래정보, 가격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운영주체에 전달하는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시장 내 전광판에 게시하고 고정도매상에 핸드
폰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정보를 공포, 확산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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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거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주체 관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상체계로서 도매상은 농산물집하와 분산기능
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운영주체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주체
와 운영주체는 이익공동체로서 운영주체의 발전은 결국 시장발전의 든든한
담보가 된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주체의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첫째, 앞장에서는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진행하는
운영주체의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낮은 문제점을 살펴보았었다. 이는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정부정책 실행과 현대화 설비도입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와 도매시장 관리주체는 운영주체에 대한 지도, 교육 감독 등 지도업무
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도
매상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례에서 보았던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운영주체의 시장진입조건을 높이고 규정을 위반한 운영주체에 대한
과감한 퇴출제도를 실시한다.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은 더 많은 운영주체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주체의 시장진입조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5장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효율성 분석결과에서는 형식적인 운영주체의 수량
적 확대는 결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정예 멤버를 구성하
여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셋째, 한국의 출하자신고제, 미국의 송장제와 신용평가제 등과 같은 강제
성 혹은 권장형 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출하장려금, 퇴출제도
등과 같은 확실한 상벌조치를 시행하여 유통조사자들의 적극성을 향상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소규모 운영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4장 도
매상의 경영실적 영향요인 분석결과 도매상의 규모화는 경영실적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도매인의 법인화 유도를 위해
신규 모집시 가산점 부여 우대, 빈점포 우선배정 등을 통해 중도매인 일인
당 거래규모는 1,347백 만원으로 전년대비 208백 만원 증가하였고 연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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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이상 취급 중도매인수도 전년대비 475명 증가하여 규모화 성과가 점진
적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개정법을 통해 농림중앙금고의 융자대상이 되는
「시장기능고도화사업」에 경영규모의 확대, 경영관리의 합리화, 시설근대화
를 촉진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여 합병이나 사업권매수 등을 통한 대형화
및 업자수를 적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11. 대금정산의 안전성 제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제활동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장
의 개설자와 시장 내 유통종사자간의 경제관계로서 개설자는 유통종사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응한 비용을 징수한다. 다른 하나는
유통종사자간의 경제관계로서 거래쌍방간의 대금정산이 이루어진다. 도매상
과 출하자 간의 대금정산은 도매시장 거래의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
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대금정산관리의 원칙은 공정, 투명, 신속이다. 수의매매
는 거래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거래가 달성되고 또한 정산도 양자간에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거래당사
자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거래내역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하도
록 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상에 대해 엄격한 퇴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감독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2.1.12. 거래제도 개선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대부분 수의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도매상 체계다.
상대거래의 경우에는 대량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지만 거래의 투명성확보
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의매매거래는 투명성과 공정
성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
요한 것은 거래제도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
다. 관리운영의 감독기능을 통하여 거래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착하는
것이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산지의 표준화가 정비된 프랑스의 경
우와 투명성, 공정성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모두 거래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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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하는 수의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된 환경에서 유통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 경매비율을 감소하
는 추세임을 살펴보았었다.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도매상체계하의 거래상대간 수의매매 거래제
도의 투명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한 출하자와 운영주체에 대한 감
독관리, 대금정산관리 등 엄격한 관리운영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을 시급히 담보하도록 한다.

2.2. 중장기 발전방향

2.2.1.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제도적 기반 확보
농산물도매시장법제정심의회의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부는 중국
은 조속히《농산물도매시장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정된 도매시장
법은 농산물도매시장 전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로 되어야 한다.
도매시장법을 법적근거로 지역별, 시장별로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여야 한
다.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도매시장 개장건설 등 규정을 제정하
고 시장별로 정부가 도매시장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도록 제도화함이 필요하다.
도매시장법과 지방, 시장자체의 규정을 어기는 시장 혹은 운영주체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치를 규정하여 법률체계 정착을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
물도매시장법제정심의회는 조사연구를 지속하여 법률의 보완 및 수정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2.2. 공영도매시장 건립과 지정
장기적으로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정상적으로 실행하려면
공영도매시장 체계를 건립하여야 한다.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이 투명화․공
정화를 실현하고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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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정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을 신설하거나 지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농산물도매시장 중 입지조건이 좋은 농산물도매시장을 선정하여
정부가 현대화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투자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 지정, 동시에 공
익성 기능 수행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둘째, 대도시별 도시계획을 합리하게 검토하여 입지가 좋은 지역에 현대화 도
매시장을 건립하고, 인근 지역 소규모 도매시장이 입주하도록 인도한다.
한국의 경우 공영도매시장건설을 위한 시책방향은 도심지의 협소한 자리
에 위치한 유사도매시장 등 모든 도매시장을 장기적인 유통량, 도시계획
및 수송망 등을 고려하여 외곽지대에 충분한 넓이의 대지를 확보하여 종합
도매시장을 건설, 이전하고 도매시장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유통 및 교통망을 고려하여 배치, 건설하며 소요자금은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공영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2.2.3. 정액제 세금정책 전환
현재 농산물도매시장과 유통종사자의 수익수준이 낮은 실정에 따라 지역
별 농산물도매시장과 시장내 도매상들에 대한 세금정책은 오랫동안 정액제
세금정책을 실행해왔다. 단기적으로는 정액제금액으로 징수하면서 거래규모
정보제공을 제도화하고 점진적으로 거래규모에 따른 차등 세금액 책정을 진
행하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세금정책에
따라 세금우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세금징수방식을 전환하는 것
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정액제 세금징수 방식에서 향후 세율을 낮추는
세금헤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거래실적에 따른 영업세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
향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2.4. 농산물품질검역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 강화
농산물안전성문제는 농산물유통 중 사회전반이 중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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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중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품질검역기능
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이는 시장자체만의 의무가 아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품질검역기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투자와 인적자원
투자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신분인 자격증을 지닌 시장검사관
이 시장 내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진행하는 농산물검사제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가락시장은 자체의 속성검사 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매시장
내 안전성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속성 검사의 경우
5-8시간 내에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적합품을 압류, 폐기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농산물품질검역국은 도매시장 내에 선진검역설비를 갖춘 안전성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문인원을 파견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속성
검사와 정밀검사를 협조하고 검사결과를 적시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자에
통보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농산물품질검역국의 도매시장 내
상주업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품질관리업무에 협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부의 감독역할로 된다면 도매시장 관리주체는 비협조적이고 원활한 농산
물품질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2.2.5. 농산물 표준화․규격화․등급화
통일된 농산물표준체계를 실행하는 것은 농산물유통 전반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소규모 농가, 대규모 유통” 특징을 갖는 중국의 농산물유
통환경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산물표준화는 중요하면서도 실행하기 어려
운 사항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고 산지 농가가
대부분 소규모인 등 문제가 존재하기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산물표준화체계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산물표준화체계를 수립하는 사업은 농
산물유통 관련 중장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산물통일표준화체계 건립의 일환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관련 제도
를 실행함으로써 산지단계의 농산물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시
행하고 있는 표준규격출하품제도와 표준하역비제도 등은 도매시장내 유통농
산물의 표준화에 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
요하게는 산지단계의 포장화, 규격화 및 브랜드화를 구축하는 방향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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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농산물 품목별 통일표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지역별 도매시장은 정부통일표준에 부합되는 표준규격출하품제도 혹은
표준하역비 제도 등과 유사한 제도를 우선 시행하여 표준규격화를 권장하고
나아가 단계별로 전국 표준화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 관련 권장제도의 정착
과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는 농산물 운송기구로서 파렛트 보급을 농산물유통 공동물류기기추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파렛트는 산지에서 도매시장, 소매단계에까지 통일
된 규격으로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거래비용을 줄이고 농산물 감모율
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락시장의 파렛트화 이용비중은 2005년이 전체 거래
물량의 1.4%에서 2010년은 5.3%에 달하였다. 앞 장에서 중국의 농산물유통
단계에서 농산물 감모율이 높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파렛트공동물류기기
사업을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조건이 허락하는 규모화 된 시장에서부터 도입
하여 타 도매시장과 산지에의 보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2.6.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초기에는 공영도매시장의 개장
건설 등 시설위주 투자를 진행하도록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 시장내
도로, 저온저장시설 등 기반시설건축이 시급하다. 또한 농산물품질안전을 검
사하는 설비구축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 자금지원방향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급안정과 정보화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야 한다. 농산물 안정성조사를 강화
하기 위한 첨단분석장비, 예냉처리, 냉장수송, 저온보관 등 저온유통체계를
정착을 통해 고품질농산물 유통을 유도하고 물류효율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는 공영도매시장 개장건설지원을 중단하고 시설위
주 투자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한 투자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다.

2.2.7. 관리와 운영의 통합
미국의 경우는 관리운영이 통합되어 기업화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
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기반에는 역사적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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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미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여 거래 투명성 제고, 결
제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도매시장의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도매시장 거래가 안정화되고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이 강화되는 여건
에서는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는 겻보다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즉, 사회 여건의 변화에 의해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여건에서는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에 비해 동일한 주체가 관리와 운영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관리와 운영 주체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분리를 추진하되 유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원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2.2.8. 대금정산 시스템 구축
농산물도매시장의 대금정산관리의 원칙은 공정, 투명, 신속이다. 농산물도
매시장의 대금정산은 우선 당사자간 거래내역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한 투명
성유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정산시스템을 구축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금정산방식은 일본의 정산회사, 정산조합 등 형식과 프랑스와 같은 공동
정산소 형식으로 다양하다. 다만 공통한 특징은 정산창구의 일원화 외에 별
도의 금융기능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실정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의 정산업
무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합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업은행 등 금융기구가 시장 내에 입주하여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둘째, 관리주체가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관리주체의
별도의 인력과 재력을 필요한 것으로 비용낭비를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정산회사를 공동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
식은 자금부담을 줄일수 있고 상호 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운영주체의 규모화가 형성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
경이 형성되면 프랑스의 공동정산소 형식으로 운영주체 자체운영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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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농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회사 설립시 정산창구의 일원화 원칙을 준수
하고 별도의 금융기능은 제한하는 법적인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거래규모별 결제시일 등 세부사항은 지역별, 시장별로 실정에 맞는 규정
을 정하여야 한다.

2.3.9. 유연한 거래제도 정착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경매제도가 선진적인
거래방식이고 최종 수단인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산물의 판매 및 조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
보하고 거래교섭력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경매
제도는 최근 들어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경매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여 온 일본은 법개정을 통해 경매비율은 급감하
여 2006년에는 18.7%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의 경매제도를 그대로 답습
한 한국의 경우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개정을 통해 도매상제인 시
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한국은 시장도매인제도의 확
대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거래방식 변경에 따른 시설투자 비용발생과 오랫
동안 경매거래제도에 익숙해진 운영주체들의 사고전환이 쉽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중국 일부 학자들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선진국의 현대화거래방식을
도입하여 경매방식으로 전통적 수의매매 방식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제도는 거래방식의 한 가지 유형일 뿐 최종 수
단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매매 쌍방간 직접 거래를 진행
하는 수의매매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방식의 향후
발전방향을 경매제도로 정하여 한국과 일본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유통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미국, 프랑스와 같은 도매상체계로서 도매상은
농산물 집하와 분산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도매상은 농산물 수집활동을

- 198 -

전개함에 있어서 산지시장 구입 혹은 산지직접 구매가 80%를 차지하는 등
적극적인 산지와 판로개척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매를 진행하는 도
매시장법인의 경우 시장개척 노력이 미비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도매상이어서 도매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등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도매상체계를 유지
하고 규모화를 유도하여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유
통비용절감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도매시장체계를 유지하고 규모화를 유도
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도매인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표 7-1> 발전단계별 관리운영체계 및 거래제도의 발전방향
핵심 과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법 제정
공영도매시장
지정 및 건설

단기: 도입단계

중장기:성장․안정단계

․강유력한 감독 권한 부여
․농산물도매시장법 심의회 구성
․시장별 업무규정 제도화
․관산학 공동 조사 및 연구
․심의회의 수시 조사연구
․공익도매시장 선정 및 지정
․공영도매시장 개장건설 및
이전 계획 작성

․공영도매시장 개장건설 및
이전유도
․공영도매시장 감독관리 집행

정부지원금 확대

․민간투자 유치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위주 투자
․개보수사업 지원
․농산물품질안전검역시스템구축 ․물류화설비 지원

정액제 세금정책
개선

․거래규모정보제공 의무화
․거래규모별 차등 세금액 책정
․허위정보제공시 엄격한 처벌
․영업세율 적용
․중장기 세금정책 제정 및 발표

관리와 운영 구분

․관리와 운영체계 구분
․관리에 대한 감독

․투명성, 공정성 유지
․관리운영 통합 허용

농산물표준화․규격화 ․국가통일표준 제정
․등급화 체계건립 ․시장별 국가통일 표준 실행

․시장간 통일표준 연결
․농산물유통단계 연결

거래제도 보완 및 정착 ․거래제도 투명성 보완

․수의매매 거래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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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로 전환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과 소비단계를 연결하고 농산물의 효
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4년 3월
중국의 첫 채소도매시장인 산동수광채소도매시장이 건립되었고 이를 시작으
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유통체계로 빠르게 전환되어 농산물유통중 도매
시장 경유률은 70% 이상에 달하였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농산물에 대
한 소비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고유한 기능인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외에 농산물
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 등 다양한 공익성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계획경제체제에서 개혁개방을 진행하여 사회주의시장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통일계획관리에서 개방을 진행하였
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개설감독과 관리를 공상국이 일괄 수행하던 체
제에서 공상부문의 직무분리정책을 실행하였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도매시
장은 정부, 집체, 민간 등 투자자가 누구이든 대부분 기업화 관리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전문 법률도 제정된바 없기 때문에 명
확한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천부길, 북경신발지, 수광물류원 등 일
부 선진 농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수익률도 저조하다. 도매시장의 대
부분 운영주체가 소규모 도매상이고 이들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도․관리․
감독업무가 허술하며 이들의 규모화를 통한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도 미흡하
다. 정부는 정액제세금정책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도매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상은 자신의 거래정보를

- 200 -

노출하려 하지 않으며, 정부는 도매시장의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합리
적인 농산물 유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의 농산
물도매시장은 정부, 집체, 민간 등 투자자가 누구이든 대부분 기업화 관리운
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윤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
래량과 가격 정보에 대한 관리, 수급안정,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관리 등 기
본적인 공익 기능조차 스스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30여년 간의 발전과정을 거쳐 거래방식은 수의
매매(상대매매)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제도를 선진적인 거래방식으로 간주하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
다. 하지만 현재 중국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권한이 미비하고 농산
물도매시장시장 구조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며 운영주체의 경영규모가 작은
등 다양한 환경조건은 경매거래방식 도입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까지 농산
물도매시장의 경매거래방식은 시범적인 단계로서 전국 4,000여개 농산물도
매시장중 경매거래방식을 진행하는 시장수는 1% 미만이고 낙관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인 도매상들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
석 결과 도매상의 물적자본을 나타내는 유동자본금 규모와 장기고용인원수,
사회자본중 투자파트너 유무, 고정판매상수, 도매시장으로부터의 정보입수
유무 상황이 도매상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도매상의 규모화가 경영실적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도매상들의 규모화 확대를 위한 환경마련이 필
요하다 할 수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에서는 시장
설립연한은 짧을수록, 사장의 재직기간도 짧을수록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품질검역인원수는 시장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반면 정보관리인원수는 도매시
장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자
결제를 진행하는 업무는 시장의 관리운영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초기부터 공익성사업으로 중요
시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전반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주된 목적으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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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투자와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여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농산물도매시
장에 대한 관리운영은 한국, 일본과 대만은 투명성, 공정성과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었고, 한국과 프랑스의 관리
공사 체계는 전문화된 관리운영 모델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관리운영이 통합되어 기업화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역사적 제도적
으로 이미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었다. 한국의 출하자신고제, 미국
의 송장제, 신용평가제 등 제도는 운영주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표
준규격출하품제도와 표준하역비제도 등을 통해 농산물유통의 표준화․규격
화와 브랜드화를 구축하고 있다. 대금정산방식에는 정산회사, 정산조합, 정
산회사+정산조합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정산창구의 일원
화 외에 별도의 금융기능은 없다는 것이다. 산지의 표준화가 정비된 프랑스
의 경우와 투명성, 공정성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모두 거래비
용을 절감하는 수의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경매비율을
감소하고 있고 수의매매 거래방식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2 -

2. 결론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가격과 생산자 소득
을 안정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
물유통 중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대
량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
대, 도매상에 대한 감독관리, 농산물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성 등 공익기능
을 수행하여야 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70%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
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전반의
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도시화의 진전, 소매업체의 기업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도매시장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도매시장은 선진국 도
매시장과 도매시장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후발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이
루어진다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토
대로 선진국사례의 시사점을 결부하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섯 개 핵심과제로 종합하였다.
첫째,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법(가칭)》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업무는 농업관련 행정부처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을 법적근거로 지방정부는 지역별
실정에 부합되는 도매시장 개설 등 규정을 제정하고, 시장별로는 정부가 도
매시장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 업무규정을 제정․실행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신설 혹은 지정을 통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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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체계는 반드시 중앙정부 혹은 지방
정부가 직접 공영(公營)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설하거나
혹은 지정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도록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세금정책에 따라 세
금우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세금징수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액제 세금을 징수체계를 유지하되 거래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거래규모에 따른 차등세금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세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필요
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초기에는 도매시장의 시설과 설비 등 하드웨어투자에 주
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지원방향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급안정과 품
질안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류효율화 소프트웨어투자에 집중되
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초기에는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
하여 관리주체가 운영주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전문성을 지닌 시장관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관리업무는 농
산물도매시장의 장기발전과 투명성, 공정성 유지에 목적을 두도록 한다. 운
영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진행
하여 규모화와 경영 개선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이 안정되어 투명성
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관리와 운영을 통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산물도매시장은 효과적인 관리․감독업무를 통해 신속성, 투명
성, 공정성, 유통비용절감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 현재 도매상체계의 수의매매 거래방식은 효과적인 관리․감독를
통해 신속, 투명, 공정, 비용절감의 거래방식으로 정착․발전하도록 개선하
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거래방식인 경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시설비
용 투자, 관리운영주체의 장기간 적응과정 필요, 유통비용증가 등 문제점들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 도매시장의 사례에 비
추어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거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 204 -

참고문헌
국승용(2006),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별 유통효율성의 실증적 비교분
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승구 외(2006),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시장 경영활성화 전략”, 식품유통
연구, 제23권 제1호
기회성(2010), “농산물 유통환경 및 기능변화에 따른 공영 도매시장 대응방
안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두섭, 강남준(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나남출판
김병률 외(2006), “도매시장 제도․운영방식 및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김완배(1994), “농수산물 유통․가격정책의 개선방향”, 농업경제연구, 제35집
제2권
김완배 외(2001), “도매시장 입․출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토안 입․출하조정
기능 및 농가수취가격향상을 위한 연구”,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연
구보고서
김용택(2005),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안법 개정 방향”, 신유통국제심포지
엄
김윤두(2004), “농산물 유통산업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농림수산식품부(201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설서』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http://market.affis.net/
농림수산식품부(2011), 『201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농수산물유통공사(2005), 04년도 해외시장조사
농식품신유통연구원(2009), “가락시장 중도매인 영업활성화 방안 연구”, 농식
품신유통연구원

- 205 -

박만희(2008), 『효율성과 생산성분석』, 한국학술정보
백승우(2005), “DEA 모형을 이용한 지역농협 유통사업의 효율성 분석”, 식
품유통연구 제22권 제2호.
성배영 외(1993),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거래방식과 적정요율체계에 관
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정환(1997),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에 관한 실증적 비교분석”,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종국․천명환․박민숙(2008). “최신 유통원론”, 36-37, 한국맥그로힐
심재천(2001), 우리나라 농산물 유사도매시장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
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위태석(2006), “도매시장의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영업활성화방안”, 농수산
물도매시장법인협회
유금록(2008),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영향요인 분석: 도시개발공사을 중심으
로”,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이민규(2009), “이변량 토빗 모형을 이용한 전복의 내식 및 외식 소비 횟수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24권 2호.
전창곤 외(2002),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2006), “일본산지유통과 도매시장 연계에 대한 실증적연구”, 식품유통
학회지
주현정(2006),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정부보조의 성과분석-2004년과
2005년 전국 RPC의 경영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허길행 외(2004),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安玉发(2008),

『农产品批发市场管理与营销』，中国农产品市场协会，中国农

业出版社
农业部市场与经济信息司(2011)，『中国农产品市场分析报告2011』，中国农业
出版社

- 206 -

陈少群(2002)，“中国农产品批发市场营销战略研究”，武汉理工大学，硕士学位
论文
陈少雄(2002)，“‘布吉模式’应对入世挑战创新探析”，南方农村 2002(2)
董晓霞，黄季昆，Scott Rozelle, 王红林(2006)，“北京超市发展及其周边地区农
户果蔬生产销售的特征分析”，中国农村经济 2006(5)
高燕，朱信凯，潘永辉(1999)，“构建中国农产品批发市场运行模式”，中国农村
经济，1999(9)
韩喜艳(2005),

“中国农产品批发市场建设与发展战略问题的思考”,

天津财经大

学, 硕士学位论文
賈生華，刘清华(2001)，“拍卖交易与我国农产品批发市场交易方式创新”，中国
农村经济，2001(2)
李大勝(2003)，“农产品拍卖市场的若干技术经济问题探讨”，农业技术经济
2003(1)

李文锋(2008)，“我国农产品流通体制创新的探索”，苏州大学, 硕士学位论文
李晓锦(2008), 『现代农产品物流组织模式研究』, 中国农业出版社
黎元生(2003), 『农产品流通组织创新研究』, 中国农业出版社
李泽华(2002), “中国农产品批发市场的现状与发展趋势”，中国农村经济
李泽华(2002), “关于中国现货农产品拍卖市场的思考”，农业经济问题
林锡彬，徐柏园，葛爱华(2001)，“中国农产品拍卖方式的探析”，中国农村视察
2001(7)
刘大集(2004)，“中国农产品批发市场发展模式研究”，华中农业大学,

硕士学位

论文
罗必良(1999)，『市场化进程中的组织制度创新』，广东经济出版社
罗必良(2003)，“中国农产品流通体制改革的目标模式”，经济理论与经济管理
罗必良(2005)，“农业经济组织的效率决定”，农业经济导刊, 2005(1)
刘东英(2005)，“我国生鲜蔬菜物流体系研究”，浙江大学, 博士学位论文

- 207 -

卢凤君(2003)，“农产品拍卖交易方式在我国推行的适应性分析”，中国农村经济
2003(8)
卢凌霄(2007)，“台湾农产品运销的发展及启示”，中国蔬菜 2007(10)
刘婷婷(2004).“对促进我国农产品批发市场建设的探讨”，中国乡镇企业 2004(06)
刘雯,

安玉发(2009)，“加强公益性建设是中国农产品批发市场发展的方向”，
2009年北京批发论坛”论文集

劉志雄(2007), 『中国农产品市场发育研究』, 中国农业出版社
马增俊(2012)，2012년 1월 인터뷰, 全国城市农贸中心联合会
马增俊(2012)，“如何界定中国农产品批发市场的公益性”，全国城市农贸中心联
合会
纳绍平(2012), 2012년 1월 인터뷰, 全国城市农贸中心联合会
全国城市农贸中心联合会(2010)，『中国农产品批发行业发展报告2009』，武汉
出版社
全国城市农贸中心联合会 http://www.cawa.org.cn/
深圳市农产品股份有限公司(2011)，『2010年年度报告』
宋芳(2010), “我国农民专业合作社的发展研究”, 山东大学, 硕士学位论文.
孫慶莉(2010),

“基于流通效率性与竞争力的农产品批发市场研究”,

中国农业大

学，博士学位论文
孙侠(2007)，“我国农产品流通的成本构成与利益分配”，东北财经大学 硕士学位
论文
王骏(2007)，“中国农产品批发市场发展对策研究”，北京交通大学 硕士学位论文
王秀杰(2001)，“我国农产品交易方式的比较和选择”，中国农村视察 2001(5)
王泽平(2007).

“拍卖交易在我国鲜活农产品批发市场中的作用”，甘肃科技纵横.

2007(02)
王志刚(2009)，『农产品批发市场交易方式的选择:理论与实践』，中国农业科学
技术出版社

- 208 -

王志刚(2007)，“农产品批发市场购销商客户关系形成机制研究”，南开经济研究
2007(2)
徐柏圆，李蓉(1995), 『农产品批发市场研究』, 中国农业出版社
楊廣寧(2010), “农产品批发市场升级及战略转换的重要性”, 中国批发市场
袁芳(2007)，“我国农产品与现代流通体系接轨面临的困境与对策研究”，暨南大
学, 硕士学位论文
袁永康(2003), 『中国农产品流通体制改革前沿报告』, 中国农业出版社
曾祥静(2008), “中国批发市场构建主导型生鲜农产品物流系统”, 河北农业大学,
硕士学位论文
曾寅初，高洁(2006)，“社会资本对农产品购销商经营绩效的影响研究”，中国农
村视察，2006(2)
曾寅初(2006), “中国农产品批发市场结构特征分析"，流通经济与物流管理
张利祥(2009)，“蔬菜价格拨动的4大特征及其原因”，中国人民大学
中国农产品市场协会(2008)，『农产品批发市场管理与营销』，中国农业出版社
周洁红，许莹(2011), 『农产品物流管理』, 浙江大学出版社
周颖，井森(2001)，“我国农产品批发市场发展的现状问题及对策”，农业经济
祝俊明(2005)，“农产品批发市场竞争力研究”，天津大学 硕士学位论文
朱信凯(2005)，“对中国农产品拍卖方式的思考”，经济问题，2005(3)
庄凌翔(2006)，“我国农产品批发市场模式研究”，厦门大学 硕士学位论文
Link T-F, Schmidt P(1984), A test of the tobit specification against an
alternative suggested by cargg. Rev Econ Stat 66:174-177
Jeremy D, Foltz․Bradford L, Barham, Jean-Paul Chavas, Kwansoo
Kim(2012), Efficiency and technological change at US research
universities, J Prod Anal 37:171-186
Simar

L,

Wilson

P(2007),

semi-parametric

Estimation

models

of

and

production

136:31-64

- 209 -

inference

in

processes,

two-stage
J

Econom

Tomek, William G., and K.L. Robinson, “Agricultural Product Prices 4th
ed”, Cornell Univ Press, 2003
卸売市場の將來方向に関する硏究會(2010),

卸売市場の將來方向に関する硏究

會報告
藤岛广二(1999)，青果物卸売市場流通の新展開, 農林統計協會

- 210 -

부록 1

농산물도매시장 조사 설문지
기관명칭
연 락 처

省(自治区)
市
(1=종합,2=채소,3=과일,4=양곡유,4=축산,5=수산물,6=특산물,7=기

시장유형

타)
1、농산물도매시장 개설 및 투자
설립연도

부지면적

건축면적

도매시장 초기형식
고정

유동

1=집무시장,2=국영

자산

자산

채소과일시장,
3=신축시장,4=기타

저장, 신선도유지 시설 면
적
현재 지분 현황

도매시장
체제변화 여부

국유

집체주 개인주식

1=예, 2=아니오 주식(%) 식(%)

(%)

2、농산물도매시장 관리현황
경영자 특징
연령
성별
학력
본지인여부1=예, 2=아니오
재직기간
이사장
사 장
관리인원 현황
직원수
관리직 인원수 정보관리인원수 품질검역기술인원수 보안인원수
운영관리 내용
2011년
정산방식
이사회회의 개최횟수
1=전자결제,2=상대결산,3=기타
3、농산물도매시장 거래현황
2011年 거래 (或2010年)
도매상 현황
연간
일별
연간거래량
지정도매상수
유동상인수
거래액
진입차량수
4、귀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발전전망
1=아주좋음
2=좋음
3=보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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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어려움

5=아주 어려움

부록 2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상인 설문지
시장명칭：

시장주소：

조사시간：

조 사 원：

도매상차량번호：①

②

Ⅰ.도매상인 기본상황
1 경영연한：

년

2 인원규모：

명（임시고용인원불포함）

□전업

3 파트너와의 관계：□친척
4 출자방식：□일방출자

□겸업

□친구

□고향친구

□공동출자

5 경영주요품종：
6 연간 경영 주요품종의 거래처
예：제품1

산지

소비지

제품 2

산지

소비지

제품 3

산지

소비지

7 연간총거래액：

만위안； 연간실제경영시간：

개월

8 거래방식□수의매매 □경매 □대리무역 □인터넷매매 □입찰 □계약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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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판매대상 및 비용지불방식：
- 소매상 지불방식：○현장

○일주일내

- 할인마트 지불방식：○현장

○1개월내

○일주일내

○1개월이상

○1개월내

○1개월이상

- 기관단체（정부기관, 군부대, 학교, 병원, 식당 등）
지불방식：○현장

○일주일내

○1개월내

○1개월이상

- 기타 지불방식：○현장

○일주일내

○1개월내

○1개월이상

10 귀하의 본시장내 신분：

□유동상인

□고정상인

Ⅱ.도매상인 경영행위 분석
1 비용분석
수매과정비용：
수매방식：□방식1：밭뙈기구매，고용인건비용
□방식2：현지수집상고용，수집상고용비용
□방식3：산지시장에서 구매，고용인건비용
포장방식：제품1

，포장방식

，포장비용

，단위포장중량

kg

제품2

，포장방식

，포장비용

，단위포장중량

kg

제품3

，포장방식

，포장비용

，단위포장중량

kg

운송과정비용：
운송경로

km

□ 자체차량 적재량
갈때

기름값

돌아올때 기름값

톤
위안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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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비용 합계
도로비용 합계

위안
위안

□ 고용차량 적재량

톤

비용

위안

위안 (숙식, 벌금등)

운송과정중 기타비용
거래과정비용：
수매지역： 진입비용

위안/차량， 장소（매대）사용료

위안/차량

판매지역： 진입비용

위안/차량， 장소（매대）사용료

위안/차량

시장거래비용이 거래액 중 차지비중
실제거래현황：품종

％， 숙식비용

위안/일

톤，거래액

위안

，거래량

2 시간분석
수매시간

시간（수집에서 상차까지 소요시간）

운송시간

시간（출발에서 목적도매시장도착까지 소요시간）

판매시간

시간（도매시장진입에서 판매완료까지 소요시간）

3 감모상황
제품1

감모율

감모원인

제품2

감모율

감모원인

제품3

감모율

감모원인

4 가격분석
제품1
수매가격
제품2
수매가격
제품3
수매가격

연간판매량

톤

위안/kg，도매가격
연간판매량

위안/kg， 소매가격

위안/kg

톤

위안/kg，도매가격
연간판매량

위안/kg， 소매가격

위안/kg

톤

위안/kg，도매가격

위안/kg， 소매가격

위안/kg

5 정보래원
도매상인이 물품구매지역에 대한 정보래원：□뉴스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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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자체수소문

□도매시장제공

□기타（

）

도매상인이 판매지역 가격에 대한 정보래원
□도매시장에서 획득 ○가격전시판 ○자문전화, 시장정보홈페이지
○시장업무인원 자문
□친구로부터 획득

○전화

○구두

□고정 경제인 제공
□기타（

）

6 귀하의 경영에 가장 불리한 요소는?
□농산물가격파동 심함
□농산물 소모율 심함
□도매시장 징수비용 높음
□비용지불기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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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Management System and Trading
Scheme in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s in China
Li, Jin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efficient agricultural products trade can create various societal
benefit through modifying distribution such as leveling out producer
income. As an organization which plays a key role in linking the
producers and consumers in agricultural trade,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should

perform

public

benefit

duties

such

as

reducing

distribution costs and simultaneously increasing farm income, supervising
farm income, suppressing fluctuation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s, and
ensuring food safety, through collecting and distributing agricultural
products.
As China converted from a planned economy to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 the 1978 open-door policy, the agricultural whole sale
market was able to connect production with consumption, and played a
key role in guaranteeing efficient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March 1984, the first vegetable wholesale market in China, the Shan
DongShouGuang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was established, and
since this point on the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changed quickly
into one that was centered around the wholesale market, with 70%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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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cultural trade conducted through the wholesale market. With
the dramatic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in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societal role of the wholesale market is also drawing
attention. Other than its intrinsic function of collecting and distributing
agricultural
wholesale

products,
market

to

there

are

also

fulfill

various

demands
public

for

benefit

the

agricultural

duties,

such

as

suppressing fluctuation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s and ensuring food
safety.
In China, the wholesale market administration is not unified, and there
are no specialized laws enacted regarding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and subsequently, there is no clear established position. Although
some of the more advanced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s such
as the ShenZhenBuJi, BeijingXinFaDi, ShouGuangWuLiuYuan has modern
facilities and equipment, in most parts of the country, the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infrastructure is inadequate, and the rate of
return also low. Most operational bodies of wholesale markets comprise
of small scale wholesale dealers, and the instruc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lated to these operational bodies are poor, and the system
which supports their development through scale improvement is also
insufficient.
The government attempt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and the wholesale dealers through a flat rate tax
system, but this made difficult the identification of the scale of the
wholesale market trade, and became a factor which inhibited the
development of the wholesale market. The wholesale dealers did not
want to reveal their trade information, and the government could not
obtain trade information of the wholesale market, and finds difficulties in
finding a reasonable agricultural trade policy. The curren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mostly

adopts

commer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method, regardless of whether the investor is
the government, collectives or individuals, aiming to promote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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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ly, it is difficult to expect performance of even the basic
public benefit functions such as management of trading volume and price
information, stabilization of demand and supply,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and safety.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is at the center of the distribution
process between the producer and the consumer, and the trade of 70%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China is conducted through the
wholesale market. By efficiently modifying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the modification of the entire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can be
promoted. There is a need for adequate policy-making in order to
efficiently address the wholesale market, especially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agricultural trade environment due to modernization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retail sector. As a developing country, China
can maximize benefits through benchmarking the developed countries’
wholesale markets and wholesale market policies, and thereby minimizing
trial and error in their efforts to promote efficient development of their
wholesale market. In regards to the insufficiency of the wholesale market
and related government policies, if government policies and financing can
be achieved, the Chines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rapidly.
This

research

examines

the

following

six

issue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trading scheme of the Chines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through
linking related case studies from developed countries with China’s current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and
trade scheme.
First, China must enact an ‘Agriculture Wholesale Market Act’ and
buil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in

regards

to

agricultural

management, must unify agricultural administration and strengthen their
rights. With the Wholesale Market Act as a legal basis, the local
government must establish regulations that coincides with the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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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such as thos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wholesale
market, and for each market, the government must institutionaliz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operational rules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wholesale market law
Second,

a

constructed

public
through

managed
the

wholesale

foundation

or

market

system

designation

of

must

b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The public managed wholesale market system need
not necessarily be operated by the central or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government must thoroughly manage and supervise so that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is managed and operated fairly and
transparently so that the founded or designated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operates efficient public benefit functions.
Third, tax breaks must be given consistently,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mid and long term tax policies regarding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and

wholesale

dealers,

and

the

methods

of

tax

collection must simultaneously be changed gradually. In the short term,
there is a need to institutionalize information provision while maintaining
current fixed rate tax collection system, and in the long term, there
needs to be a provision of incentives such as reduction of tax rate, while
converting to a differential tax collection method according to the trade
volume.
Fourth, the central or regional government must increase funding for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and

endeavor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when needed. Whereas the government funding related to the
agriculture wholesale market must initially be focused on the hardware
investment such as facilities and equipment, in the mid or the long term,
it should concentrate on software investment to increase distribution
efficiency such as through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ensuring
quality and safety and constructing information systems.
Fifth,

the

Chinese

wholesale

market

must

clearly

distinguish

management and operation through institutional regulation at th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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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so that the management body is separate from the operation
bodies. A specialized market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formed
with the objective of promoting long term development, transparency, and
equity.
There needs to be an effective supervision of operational bodies, and
education and instruc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in order to find ways
to implement practical policies and funding which promotes improvement
of scale and management. In the future if transparency and equity can
be guaranteed though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wholesale
market, a more efficient system which unifies management and operation
can be introduced.
Sixth,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must introduce an appropriate
trade scheme in order to carry out effici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which promotes speed, transparency, equality and reduction of distribution
cost.

The current Chinese wholesale provider system and wholesalers

system trade method must be modified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into a system of speed, transparency, equity and cost reduction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rthermore, if a new trade scheme of auction system is introduced,
various problems must be considered, such as a need for immense
investment on facilities, long term adjustment process, and increase in
distribution

fees.

Introducing

an

auction

trade

which

emulates the

wholesale market in developed countries would not be appropriate for the
Chines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Key Words: agricultural distribution,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management system, trading scheme, DEA model
Student Number: 2002-3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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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 摘 要

中国农产品批发市场
管理运营体系及交易制度分析
农产品流通的效率化通过改善流通结构，创造出稳定农产品价格及增加生产者
收入等多种社会效益。农产品批发市场作为农产品流通环节中连接产地和消费地
的中枢组织，通过收购及分散大量农产品，减少流通费用的同时应履行各种各样
的公益效能。即，增加农民收入，对批发商的监督管理，抑制农产品价格波动以
及食品安全性等。
1978年改革开放以后，中国从计划经济向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转换的同
时，农产品批发市场将生产和消费阶段相连接，在保障农产品的有效供给方面扮
演着重要的角色。1984年3月，中国建立了第一农产品批发市场——山东寿光蔬
菜批发市场。由此开始，迅速转换成以批发市场为中心的农产品流通体系，农产
品流通中，经由批发市场的比率达到了70%以上。随着经济的快速发展，消费者
对农产品的要求提高，从而更加强调了农产品批发市场的社会角色。社会要求农
产品批发市场执行基本的市场功能以外，还要执行抑制农产品价格波动，保障食
品安全等多种多样的公益性功能。
中国农产品批发市场的行政管理部门还未确立一体化管理体系，而且至今也未
制定农产品批发市场的专门法律法规，因此，农产品批发市场在社会上还没有确
定巩固的地位。虽然深圳布吉，北京新发地，寿光物流园等部分先进农产品批发
市场已具备现代化设施及设备，但是全国大部分农产品批发市场的基础设施仍旧
非常薄弱，收益率也较低。批发市场的大部分运营主体还是小规模批发商，管理
主体对他们的指导、管理、监督业务非常松散，因为资金不足还不能通过支援来
促进批发商的规模化。虽然政府通过定额税收等优惠政策来谋求农产品批发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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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批发商的发展，但是这让批发市场的交易规模很难掌握，反而成了妨碍批发市
场发展的因素。批发商不想暴露出自己的交易信息，政府由于不能掌握批发市场
的交易信息，从而无法建立合理的农产品流通政策。现在中国的农产品批发市场
不管是政府，集体或个人投资，大部分都采取企业化管理运营模式，以谋求利润
为主要目的。因此，很难期待批发市场自行实行对于交易量和价格信息的管理，
稳定需求，农产品品质及安全性管理等基本的公益性功能。
农产品批发市场从产地到消费地的流通过程中处于核心地位，中国农产品70%
以上通过农产品批发市场流通，因此可以通过农产品批发市场的效率性改善来谋
求农产品流通的结构改进。城市化的进程，零售机构的企业化发展等农产品流通
环境正在快速变化，批发市场为了有效地适应此农产品流通环境并增强自身竞争
力应推进合适的政策。中国可以通过分析优先发展国家对农产品批发市场的政策
管理及运营体系实现所谓后发展者利益。即，借鉴成功案例的同时注重他们发展
中的试误，由此避免走弯路缩短中国农产品批发市场的发展进程。虽然中国农产
品市场的整体发展水平较低，但考虑到可以极大化后发展者利益，并且有效实现
并扩大政府的政策与资金支援的话，中国农产品批发市场具有快速活跃发展的潜
力。
本论文分析农产品批发市场管理运营体系和交易制度的现况、问题，结合发展
国家案例的启示点，对中国农产品批发市场管理运营体系和交易制度的发展方
向，总结归纳了以下六个核心课题。
第一，中国必须尽快制定《农产品批发市场法（暂称）》，具备制度性基础。
农产品批发市场的管理业务应由农业相关行政部门统一进行，并加强其权利。以
批发市场法作为法律依据，地方政府应制定符合各地实情的批发市场开设等规
定，农产品批发市场也应对批发市场法所制定的项目，制定市场的业务规定并有
效实施。与此同时政府应强有利地监督批发市场的管理主体与运营主体遵守批发
市场法的相关规定。
第二，通过建立或指定公营农产品批发市场，而构建公营农产品批发市场体
系。公营农产品批发市场体系并不意味着必须由中央政府或地方政府直接投资建
设或进行市场管理运营，被指定为公营农产品批发市场的新建或现有市场，应彻
底施行政府规定的农产品批发市场公益性功能。为了让公营农产品批发市场的公
益性功能有效地实施，政府实行对公营农产品批发市场的政策性与资金支援，同
时彻底监督批发市场公正、透明的管理与运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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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政府应制定对农产品批发市场和批发商的中长期税收政策，持续提供税
收优惠的同时，应逐步转换税款征收方式。短期内有必要保持现在实行的定额制
税收体系，但与此同时应确立提供交易规模，价格等信息的制度。长期的情况来
看，持续提供降低税率等方式的税收优惠政策，同时把定额制税收体系转换为根
据交易规模纳营业税的税收体系。
第四，中央及地方政府应持续扩大对农产品批发市场的资金支援力度，并努力
引进民间投资。政府对农产品批发市场的资金支援，初期主要集中于批发市场的
设施和设备等硬件投资，中长期应着力投资到减少物流费用及稳定需求和食品安
全以及构建信息化体系等物流效率化的软件投资。
第五，农产品批发市场的发展初期，为了保证市场透明、公正的管理运营，需
将市场的管理和运营业务彻底区分，制定限制管理主体参与运营业务的有关规
定。组织具有专业性的市场管理队伍，市场管理业务应针对农产品批发市场的长
远发展及透明性、公正性的维持。对运营主体进行有效的监督，为他们进行教育
和指导，并且制定能够促进运营主体规模化和经营改善的实质性政策及资金支援
方案。通过市场的稳定发展，实现市场透明、公正的管理运营体系时，可以引进
更加有效的管理与运营统筹体系。
第六，农产品交易的迅速、透明、公正、减少流通费用等功能不是交易制度本
身的功能，而是通过有效管理及监督来实现。因此，中国应当对现有批发商体系
的对手交易方式通过有效的管理、监督业务，努力改善并发展交易制度的迅速
性，透明性，公正性，减少流通费用等功能，而不是转换其交易制度。试图引进
拍卖制交易方式时，需要认真检讨发展国家农产品批发市场拍卖比重下降的趋
势，也应注意转换交易制度时具有需要投入巨大的设施费用，需要管理运营主体
的长时间适应过程，增加流通费用等问题。中国现有的农产品批发市场的批发商
制实际情况下，不适合把现有的对手交易模式转换成拍卖交易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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