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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01 

02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능력 제고 
 온라인마케팅 채널을 구축하여 농수산물∙농식품 판매 확대 



1차시 농업경영의 이해 



학습 내용 



 토지를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여 생산

물을 획득하는 경제활동 

 전통적 농업단계 ▶농업기술 발전단계 ▶산업적 농업단계 

 

농업의 이해 1 

1) 농업과 농업혁명 

1차 농업혁명 

2차 농업혁명 

3차 농업혁명 



농업의 이해 1 

1) 농업과 농업혁명 

1차 농업혁명 2차 농업혁명 

• 1800년대 전후 

• 윤작법의 도입과 지력증진 

• 축력을 이용한 농기구의 보급 

• 농업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 

• 교잡종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품종개발 

• 화학비료의 개발로 생산성 약진 

3차 농업혁명 

생명공학과 전자공학기술 중심의 새로운 혁명 진행, 유전자 조작에 

의한 육종기술의 혁신, 바이오등 물질이용 기술의 혁신, 

세포배양,난자조작 등 번식기술의 혁신 



 토지를 주요한 생산수단으로 하여 영위되는 산업임 

 기온, 강수량 등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임    

 농업부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

적이어서 농산물의 시장가격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남 

 농업의 생산 주체가 가족농업 위주이며 소규모 생산형

태임 

 농업은 생물을 생산하는 유기적 생산이며 생산기간이 

장기적임 

농업의 이해 1 

2) 농업의 일반적 특성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것 

 

 

 

 생산함수 : 생산요소의 투입과 생산물의 기술적 관계를 함

수형태로 표시.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주어졌다고 할 때 

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한 결과 얻게 되는 산출량의 

관계. 생산함수는 단기 생산함수와 장기 생산함수로 구분. 

농업경영의 요소 2 

1) 생산요소의 개념 



 2요소의 시대 ▶ 3요소의 시대 

농업경영의 요소 2 

2) 농업경영의 요소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토지는 터전이며 기계작업 등의 기반

이 됨 

 토지는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제공 

 작물의 뿌리를 지탱하고 해당 생육의 장소를 제공 

 지렁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미생물의 서식지 

농업경영의 요소 2 

1) 토지(=농지) 

(1) 



농업경영의 요소 2 

농경지의 안정적 이용 

자금의 융자 시 담보물로 활용 가능 

농지의 이용 시 독자적인 의사결정 가능 

지가의 상승 시 가치보존에 유리 

장점 

농지구입으로 인해 많은 자금 투입 

타 산업에 비해 낮은 투자 수익률 

자금투입이 많아 경영규모가 제한됨 

단점 

(2) 



농업경영의 요소 2 

 비교적 간편하고 추가적인 의사결정의 불필요 

 임차인의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 

 단기간 임차는 토지를 황폐화 시킬 수 있음 

 임대인의 시설투자가 소극적 

현금 임차 

(3) 



농업경영의 요소 2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조정한다는 뜻 

 임대료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음 

 생산량 및 비용의 할당으로 위험분산 가능 

 임대인의 경영통제가 심할 수 있음 

 신기술 도입 시 비용과 소득의 할당에 있어, 논쟁

의 여지가 있음 

현물 정률제 

(3) 



 영농의 기계화와 신기술 도입. 

 

 농번기 및 농한기 등으로 일용직이나 임시고용이 중심. 

 이질적인 노동이 교체되어 발생하므로 제조업과 같은 체계

적 분업체계를 하기가 곤란함. 

 생물의 생육에 맞춘 한정된 기간 내 작업. 

농업경영의 요소 2 

3) 노동력 

(1) 



 작물의 종류 및 생육에 맞춘 다종다양한 작업 

 작물을 재배하는 일은 단기간에 성과 측정이 곤란함 

 노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어려움 

 노동의 시작과 종료, 진행속도 또는 소요시간을 자연환경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농업경영의 요소 2 

3) 노동력 

(1) 



농업경영의 요소 2 

3) 노동력 

(2)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를 말함. 

 경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 

 후일의 생산수단으로 이용. 

 자본재는 각기 특유의 용도를 가지고 있음. 

 농업이 발전 할수록 자본재의 비중이 커짐. 

 

농업경영의 요소 2 

4) 자본 

(1) 



농업경영의 요소 2 

4) 자본 

(2) 



 논을 중심으로 농지기반 조성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짐. 

 한국의 전체 논 면적에서 수리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경지정리는 약 70%. 

농업경영의 요소 2 

4) 자본 

(3)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양수기, 콤바인 등 보급. 

 벼농사의 기계화율 90%. 화학비료의 소비량은 90년대까지 

증가 후 최근 감소. 

 

 

 

 사료공급량은 대폭 증가, 전체사료 중 약 70%를 수입에 의

존. 

농업경영의 요소 2 

4) 자본 



 필요한 영농자재를 적기에 구입하여 재고비용을 최소화. 

 농기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고려하여 구입. 

 경작면적 당 투자나 경작면적 당 비용을 고려하여 농기계의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영농규모가 농기계 투입에 적합한지를 고려. 

 농기계의 내구성을 고려. 

 농기계의 구입과 임대를 비교하여 선택. 

농업경영의 요소 2 

4) 자본 

(4) 



 조직에서 물적 및 인적자원, 정보, 전략과 같은 각각의 요소

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

스를 창출 

농업경영계획 3 

1) 경영이란 

고객에게 전달 



농업경영계획 3 

2) 경영활동의 원리 

 생산요소들의 효율적 결합 효율성 

 이윤극대화 원칙 수익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효과성 



농업경영계획 3 

2) 경영계획의 방법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이상적 경영모형을 기

준으로 설계 

표준계획법 

 비슷한 경영형태를 가진 농가나 과거의 실적을 기준

으로 설계 

직접비교법 



농업경영계획 3 

2) 경영계획의 방법 

 대체적 방법을 탐색하고 이를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계획을 수립 

예산법(대체법) 

 이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 최적의 작목선택 및 결합

계획을 수학적으로 결정.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대한 의

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수리적 기법. 

선형계획법 



농업경영계획 3 

3) 경영계획의 순서 



농업경영계획 3 

3) 경영계획의 순서 



농업경영계획 3 

4) 농업경영의 유형 

 일종의 생산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생산물이 유일

한 현금수입원이 되는 경영 

(1) 



농업경영계획 3 

4) 농업경영의 유형 

 중점 생산부문 이외에 그 생산부문을 보조하기 위해 부수

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 

 

 한우를 주로 생산하는 농가에서 사료를 자가생산 

(2) 



농업경영계획 3 

4) 농업경영의 유형 

 두 개 부문 이상에서 각기 수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경영 

(3) 



2차시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학습 내용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1) 경영의 관심영역 변화 

공급부족시대 공급과잉시대 글로벌 경쟁시대 



 농산물의 가격지지정책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공급가격인하 

 다양한 보조를 통한 증산정책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1) 



 해외 농산물의 수입 확대 

 수입이 어려운 농산물(신선채소류 등)과 쌀에 대한 정부보조,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 부분에서 농산물이 과다 공급됨 

 가격지지정책을 비롯한 증산정책의 후퇴 

 시장주의적 농업생산 질서의 확산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2) 



 자급농 체제에서 상업농 생산체제로 전환 가속화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2)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3) 

스마트 농업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 

 애그플레이션이(Agflation)란 신조어를 탄생시킨 2007년

의 세계 식량위기 – 저개발 저소득층에게 큰 위협 

 자급적 생산체제를 유지해 오던 국가들이 식량수입국으로 

전락 

 국제 투기자본의 식량 무역 가세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자원고갈과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의 형성 

 농업은 에너지의 원천적 산업이며, 환경보전적 산업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농업의 역할과 기능 강화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농식품 사고로 인한 건강위험성의 세계적 확산 

 GMO에 대한 불안 등 ▶ 농산물에 많이 이용되는 유전자 변

형 생물은 인위적으로 유전자의 특성을 바꾼 농산물이기 때

문에 사람이 전통적으로 먹어온 농산물과는 다름 

인체 위해성 환경 위해성 

수입생산 및 유통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 

 농업에 있어서 가격의 중요성 반감 

 친환경성, 건강지향성 등 비가격적 요소의 시장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은 제품이나 품질, 

디자인, 상표, 광고, 판매촉진 및 판매조건 차별화 등 가격 이

외의 요소들에 의해 행해지는 기업간 경쟁을 의미함 



농업경영환경의 변화 1 

2)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 

(3) 



 20세기 말에 타결된 UR협상은 세계 농업경영질서에 큰 변

화를 가져다 줌 

 세계 농업질서에 자유무역과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 

 과거 식량안보 등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인 가치실현에 목

적을 둔 농업정책의 인식 변화 

 세계 농업질서가 국가 간 경쟁보다는 개별 농업 경영체 간의

경쟁체제로 전환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1) 개요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1) 개요 

한국은 농산물의 생산비 중에서 지대 40%, 임금 30% 차지 

 미국의 농지가격은 한국의 1/10 이하, 중국은 농업세 2006

년부터 면제 

 임금 중국의 농촌임금 수준은 한국의 1/10 수준, 미국은 노

동생산성을 감안한 실질임금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음 

 농산물 가격은 주로 생산비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내 

농산물은 가격경쟁에서 불리 



 토지에 의존적인 식량작물(맥류, 두류, 미곡 등)의 생산 위

축이 큼 

 맥류와 두류의 재배면적의 감소폭이 큼 

 상대적으로 미곡은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감소폭이 작음 

 서류와 잡곡류도 건강지향적인 소비성향으로 감소폭이 작음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2) 시장개방의 영향 

해외 농산물의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품목별로 조금씩 다름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원예작물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음 

 생산과정상의 특성과 물류비 등의 원인으로 수입이 제한적임 

 축산은 높은 소비 증가율과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선호 경향

으로 생산량이 증가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2) 시장개방의 영향 

해외 농산물의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품목별로 조금씩 다름 



 보관, 포장, 수송 등 물류기술과 유통 그리고 금융과 정보화 

등 산업복합체적인 경쟁시대의 도래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농업관련산업의 경쟁력 확

보 절실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3)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 

농산물이란 상품만이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농산물과 결합된 산업복합적 시스템으로 경쟁하는 시대 



 생산단계의 우수농산물 시스템과 품질인증을 위한 이력추적

시스템 등의 강화 

 저온냉장수송과 보관시스템, 포장과 상품화와 같은 물류나 

유통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부존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환경의 조성 

 소비자의 변하는 농식품 선호기준에 맞추어 품질이나 서비

스에서 차별화되는 농산물을 생산 또는 유통시키는 경영전

략의 개발과 선택이 절실함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3)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 



 생산단계의 우수농산물 시스템과 품질인증을 위한 이력추적

시스템 등의 강화 

 저온냉장수송과 보관시스템, 포장과 상품화와 같은 물류나 

유통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부존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환경의 조성 

 소비자의 변하는 농식품 선호기준에 맞추어 품질이나 서비

스에서 차별화되는 농산물을 생산 또는 유통시키는 경영전

략의 개발과 선택이 절실함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3)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대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4) 농업의 경영혁신 

획기적이고 새로운 조화관계를 요구하는  

경영혁신 필요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경영혁신 2 

4) 농업의 경영혁신 



3차시 농산물 유통 개요와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 

⇒ 재화∙서비스의 흐름(생산자 → 소비자) 

농산물유통 개요 1 

1) 유통이란? 

메이커 도매 소매 소비자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사이의 간격 

⇒ 장소적 간격 (수집∙분산기능) 

⇒ 시간적 간격 (보관기능) 

⇒ 소유권적 간격 (거래기능) 

⇒ 품질적 간격 (등급화기능) 

⇒ 수량적 간격 (소분기능) 

농산물유통 개요 1 

1) 유통이란? 



 유통의 의미 (광의) 

관측기능⇒ 생산 이전의 수요공급 예측 

교환기능⇒ 구매와 판매 기능 

물리적 기능⇒ 수송, 저장, 보관, 가공의 기능 

거래촉진 기능⇒ 유통정보, 유통금융, 등급화, 브랜드 

등 기능 

A/S 기능⇒ 판매 후의 유통활동 

농산물유통 개요 1 

1) 유통이란? 



농산물 유통 개요 1 

1) 상거래 기능  
      - 판매  
      - 구매  
  
 2) 물적 유통기능  
      - 수송(장소)  
      - 보관(시간)  
      - 처리(형질)  
  
 3) 보조적 유통기능  
      - 금융  
      - 위험부담  
      - 시황정보  
      - 표준화  



 농산물이 생산자의 손에 의해 수확된 이후 최종소비자의 

손에 도달할 때까지 관여되는 모든 영업활동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 장소, 시간, 수량,  품질적

인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 

농산물유통 개요 1 

2) 농산물 유통의 개념 



농산물유통 개요 1 



농산물유통 개요 1 

2) 농산물 유통의 개념 

농산물 유통 전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과 기능들이  상호 연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농산물  

유통시스템이라 함 

농산물 유통 시스템 

농산물 유통 시스템에서  신선농

산물 외에 가공식품의  유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농식품 유통 시스템이라고도 함 

식품 유통 시스템 



 물적 유통 : 저장, 가공, 운송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   

 상적 유통 : 상품의 거래, 가격결정과 같은 경제적 행위.   

 상물일체형 유통 : 상류와 물류과정이 동시에 이루어 짐. 

 상물분리형 유통 : 전자상거래 형태에서는 상류문제는 쉽

게 해결되는 반면  물류문제가 중심이 됨. 

농산물유통 개요 1 

3) 농산물 유통의 분류 



농산물유통 개요 1 

4) 농산물 유통의 목적(소비자) 

소비자의 동기 마케팅의 역할 

1. 개인의 취미와 선호  

2. 변화의 경험 : 차별화  

 

3. 신뢰할 수 있는 생산물 

4. 안전제품 

5. 건강증진  

취미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 

다양한 제품 : 아침식사용 식품의 다양

한 변형, 미식가 식품의 기본범주 인식 

일자 표시, 브랜드 명시 

식품에 대한 성분 라벨링 

식품에 대한 영양가 라벨링 



농산물유통 개요 1 

4) 농산물 유통의 목적(소비자) 

소비자의 동기 마케팅의 역할 

6. 식사준비의 필요시간  

7. 돈 절약  

8. 유용한 제품의 범위 숙지  

9. 흥미  

10. 쇼핑을 위한 시간 절약 

 

절약 사전 요리된 즉석 식품 

(쿠폰에 의한)가격, 단위가격 표시 

특별제품 전시, 광고, 진흥 

상점내 “쇼핑시장” 분위기 

슈퍼마켓, 드라이브인 편의점 등 신속

한 체크아웃 



농산물유통 개요 1 

4) 농산물 유통의 목적(생산자) 

생산자의 동기 마케팅의 역할 

1. 시장정보 수집 

2. 계약생산 

3. 현금시장에의 접근 

4. 생산물의 보관 저장 

5. 등급화 

6. 만족스러운 시장가격 

7. 판매시 현금수취 

가격 예측 정보제공 

농가수입 안정 

빠른 현금화를 통한 위험 축소 

저장시설 공급을 통한 보관성 증대 

농가수입의 증대 

시장 예측을 통한 가격 형성 

차용자본에 대한 빠른 상환 



농산물유통의 특성 2 

1) 계절적 편재성 

 생산∙수확시기 일정 ⇒ 생산자재 공급, 인력 공급 편재, 시장

출하의 계절성이 발생 

 수확물량의 일시출하 현상⇒ 시장에서 판매조건이 불리해짐 

생산기술의 개선 

가공∙저장기술의 개발 



농산물유통의 특성 2 

2) 부피와 중량성 & 부패성 

 부피와 중량에 따른 수송∙저장 비용의 증가 

산지유통의 개선을 통한 표준화 및 등급화 

 농산물은 유기물 ▶ 내구성 弱 ▶ 부패∙손상 

수송∙저장∙보관∙가공기능의 개선 



농산물유통의 특성 2 

3) 양과 질의 불균일성 & 용도의 다양성 

생산기술의 개발 및 품질화∙등급화 기능 발달 

 식품, 의복의 원료, 주택의 원료 등 

 대체용도를 개발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음 

 생산 장소 및 토양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상이 



농산물유통의 특성 2 

4)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정확한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가격의 변화에 비해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작음. 

 농산물 수요는 개별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야 하고, 공급은 생

산량과 재고량에 의존. 

 생산은 자연조건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인위적 조절이 어려움. 

 킹(King)의 법칙이 작용 



농산물유통의 기능 3 

1) 생산기획기능 

 무엇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기획 ▶ 작목, 재배면적, 생산기술, 생산량의 선택 

2) 소유권 이전기능 

 상품의 구매 및 판매기능(=교환기능) 

 소유효용의 창출 

 구매▶ 계약체결 후 그 계약에 따라 농산물을 인도받고 대금

을 지불하는 과정 



농산물유통의 기능 3 

3) 물적유통기능 

 생산과 소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형태적 불일치를 조절

해주는 기능 

 

 

 

 상거래의 활성화 촉진,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산업의 발전과 경제발전촉진, 물적 유통 

비용의 절감과 상품 가격 안정화 

운송(수송) 보관(저장) 가공 



농산물유통의 기능 3 

4) 유통조성기능 

 여러 유통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 

 표준화 : 상품 기본가치의 척도를 결정하는 것 

 등급화 : 정해진 표준에 따라 상품을 적절히 분류하는 과정,  

생산물을 품질 속성에 따라 전문화 시키는 것 

 유통금융 : 생산과 소비 사이에 경제적 불일치를 조절하는 

기능 ▶ 생산된 상품이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이전되는데 필

요한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관리 하는 것 



농산물유통의 기능 3 

4) 유통조성기능 

 위험부담 :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부담하는 

기능 

 

 물적 위험 ▶ 파손, 부패, 감모, 화재, 동해, 풍수해, 열

해, 지진 등 

 경제적 위험 ▶ 가치하락, 수요감소, 시장축소 등 



농산물유통의 기능 3 

4) 유통조성기능 

 시장정보 : 원만한 유통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분

배활동. 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비용의 절감 

5) 판매 후 서비스 기능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 활동을 도와주는 기능 

 소비자에게 신뢰감 제공 및 지속적 수요 창출을 목적 

 상품의 이용방법 소개, 불량품의 교환 및 반환 등 

 리콜제도, A/S 등 



4차시 농산물 유통경로의 기초 



학습 내용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참여 하는 모든 개인 및 조직(회사) 

 매매과정과 관련되는 유통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시스템. 

 사회경제적 입장에서 생산물이 이전∙유통되어 가는 경로 

유통경로의 이해 1 

1) 유통경로란?(=배급경로) 



 제품 및 그 소유권이 이전될 때 관계하는 유통기관의 수 

 

0단계 유통경로 : 직거래(direct marketing) 

1단계 유통경로 : 소매상이 관여하는 유통경로 

2단계 유통경로 : 도매상과 소매상이 관여 

3단계 유통경로 : 도매상, 중매상, 소매상이 관여 

그 외 4, 5단계 유통경로가 존재 가능 

유통경로의 이해 1 

2) 유통경로의 단계 



 중간상은 불필요한 개입으로 상품가격만 높인다?유통경로

가 필요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유통경로의 이해 1 

3) 유통경로의 필요성 

① 탐색과정의 촉진 : 중간상은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제공해주며, 하나의 장소에서 많은 상품을 취급함 으로써 정

보탐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킴  

② 분류기능 :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에 원하는 구색에 있어 차이가 존

재하는 경우, 중간상은 분류기능(sorting function) 을 수행함으

로써 이러한 차이를 해소시킴 

(1) 



유통경로의 이해 1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소규모로 제공되는 동질적인 제품

들을 한데 모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수합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 이질적인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  
 등급 

수합된 동질적 제품들을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단위로 나누는 것  
 분배 

상호연관성이 있는 제품들로 일정한 구색을  

갖추어 함께 취급하는 것  
 구색화 



유통경로의 이해 1 

3) 유통경로의 필요성 

① 반복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함 : 구매 또는 판매될 제품의 양, 운송

방법과 시기, 대금의 지불방법과 시기, 기타 교환에 필요한 조건들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구매와 판매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짐 

(제품/서비스가 표준화된 경우 유리) 

② 교환과정에서 효율성 제고: 중간상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

자 간의 교환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거래의 수를 감소시킴. 

(2) 



유통경로의 이해 1 

3) 유통경로의 필요성 



유통경로의 이해 1 

4) 유통경로의 효용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얻게 될  

효용을 증대시키고 제조업자의 판매를 높이는 역할 



농산물 유통경로 2 

1) 농산물 유통경로 

 농산물의 시장유통경로의 기본적인 흐름은 “생산자→산지

유통인(산지시장)→도매시장→중간도매시장→소매상→소비

자”로 연결되어 있음.  

 하지만 고정적으로 이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아님. 

생산자가 소매상과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파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가 직접 주문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는 직

거래도 있음. 

 또한 소매상을 통해서 농산물을 파는 경우에도 대형마트, 전

문할인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음. 



농산물 유통경로 2 

1) 농산물 유통경로 

 규모가 비교적 큰 생산자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품을 팔려고 한다면 배송하기 위한 비용

이나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거래 사이에 도매상과 소매상

을 개입시켜 그들로 하여금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게 하는 것 



농산물 유통경로 2 

1) 농산물 유통경로 



농산물 유통경로 2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수집∙분산 기관  

사이에서 유통을 조절 

 중계 

기관 

소량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이나  

원료품 등을 수집 

수집 

기관 

수집ㆍ중계 기관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 

 분산 

기관 



 품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생산자▶산지시장▶도매

시장▶중간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 등의 순으로 연결

되지만, 주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상인조직을 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6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가공농산물 또는 수출 농산물은 유통경로가 비교적 

단순한 특징이 있음. 

농산물 유통경로 2 

2) 농산물 유통경로의 형태 

(1) 



농산물 유통경로 2 



농산물 유통경로 2 

 전통적 유통경로로서 오늘날 농산물 유통경로는 대부분 이

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분산적 소량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생

산자는 수많은 소매상과 직접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매상

을 통해서 판매함.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유통경로로서 최근 거

래물량이 늘어나는 추세. 

 계약재배방식 :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공장(회사)과 사전계

약을 체결하여 재배하는 형태. 

 산지 직거래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

지는 방식이 일반적임. 최근 온라인 상거래 증가로 인해 직

거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 

농산물 유통경로 2 

(2) 



농산물 유통경로 2 

 농산물의 상품적 특성이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음 

 소매상이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 

 많은 수의 영세 생산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 

 수집∙분산기능을 도매시장이 효율적으로 수행 

 도매시장 유통은 다단계 유통구조로서 유통비용이 크게 발

생하고 유통기관 간 조정과 통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농산물 유통경로는 공산품에 비해 길다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컸다 



5차시 농산물 유통기구의 조직 



학습 내용 



유통기구의 기본개념 1 

 유통조직 

 유통조직체   유통조직(협의)   

 유통주체   유통기관    수직적 조직     횡적 조직   

유통기능 

담당  

유통시설과  

관리주체로  

구성  

유통경로, 

유통체계가  

종적   

유통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을  

말함    



 유통기구의 한 부분으로 농산물이 유통경로를 따라 거래되

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유통주체들 

유통기구의 기본개념 1 

1) 유통기관 

산지  
유통기관 

도매  
유통기관 

소매  
유통기관 



 농산물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농산물 유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기관 

유통기구의 기본개념 1 

2) 유통조성기관 

민간 

기관 

공공 

기관 



유통기구의 기본개념 1 

3) 농산물 유통기구 조직도 



 산지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여 일정한 규모

의 상품단위를 형성하는 역할. 

 농산물은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에 의해 소량·분산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농산원료품을 가공공장에 공급하거나 

농산식료품을 대도시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소량으로 생산되

는 농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대량화하여야 함.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1) 수집 기구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산지유통인 수집 대리인 



 지역 농협과 영농법인의 수집기능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  

 가축이나 특산물 등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수집기능도 

유지 또는 강화되는 추세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1) 수집 기구 

5일 정기시장이  

수집기구의 역할을 함 

과거 

5농촌인구의 감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점차 쇠퇴 

현재 



 수집기구와 분산기구 사이에 존재하며, 산지에서 수집된 농

산물을 받아서 분산기구로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2) 중계 기구 

시장도매인 대형 유통업체의 도매사업부문 

도매시장법인 공영/민간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은 중계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2차 도매상인

은 다양한 소매상들에게 분산기능을 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기능을 중계와 분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움 

 

 대형 소매업체들이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산지 농가와 도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직거래를 시도하는 추세가 늘어나면

서 도매시장의 중계기구 역할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2) 중계 기구 



 중계기구로부터 받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소비자들의 규모가 작고 수가 많을수록 분산기구의 역할이 

중요함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유통기구 보

다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음 

 분산기구들에는 소매시장 상인, 중도매인(2차 도매상인),  

대형 소매업체 등이 있음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3) 분산 기구 



 지역 농협과 영농법인의 수집기능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  

 가축이나 특산물 등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수집기능도 

유지 또는 강화되는 추세.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3) 분산 기구 

5일 정기시장이  

수집기구의 역할을 함 

과거 

5농촌인구의 감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점차 쇠퇴 

현재 



 산지 유통업무는 포전매매(圃田賣買)와 정전매매(庭前賣

買)로 구분.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4) 산지 유통기관 

포전매매 

밭떼기로 불리며 선도금을 지불하는 거래로 일종의 선도

거래(先渡去來, forward trading)에 해당. 

농업금융의 기능과 시장위험을 대신하는 순기능 역할. 

계약파기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 

(1)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4) 산지 유통기관 

정전매매 

농가가 수확한 농산물을 농가에서 거래하는 일종의 현물

거래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고추와 마늘 등이 높은 비중 차

지하고 있어 무, 배추, 양파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은 

포전매매와 대조됨 

(1) 



 도매나 소매시장 상인이나 대형 소매점의 구매자를 대신

하여 산지의  수집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지방에 주재하거

나 출하시기에 산지에 머물면서 유통업무를 수행함 

 

 수집 대리인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고용인과 거래 시 수

수료를 받는 브로커를 분류할 수 있음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4) 산지 유통기관 

(2) 



 산지 유통인과의 차이점은?? 

 구매자의 위탁을 받아 일정 수수료만 취득함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4) 산지 유통기관 

농산물의 소유권을 가짐 

산지 유통인 

소유권을 가지지 않음 

수집 대리인 

(3) 



 조합원인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대형 소비업체에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역할. 최근 지역농협의 수집 및 판매활동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 

 

 산지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이나 여러 지역농협들이 연

합하여  공동사업이나 연합 마케팅 사업 등을 실시 중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4) 산지 유통기관 

(4) 



 중계기능을 위주로 일부 분산기능을 담담하는 도매 유통

기관임 

 경매를 통한 농산물 중계기능을 담당 

 산지 출하자들이 보낸 농산물을 위탁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을 대상으로 경매 진행 

 낙찰 받은 농산물 대금을 출하자에게 정산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5) 도매 유통기관 

(1)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

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

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수산물의 실수요자 

 농산물 대량 수요자인 대형 소매업체, 백화점, 가공업체, 

외식업체들이  주로 이에 해당함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중도매인

의 유통마진을 절감함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5) 도매 유통기관 

(2)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

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도매시장에 상

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유통마진을 더하여 다음 단계의 유통인에게 판매 

 일부 상장 예외품목을 중심으로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수집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5) 도매 유통기관 

(3)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5) 도매 유통기관 

장점 

경매제도에 비해 유통 및 거래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 

농산물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경매제도에 비해 상대적인 가격 안정성 도모 

단점 

거래의 투명성이 경매제도에 비해 낮음 

기준이나 대표가격을 형성하는 것에도 한계성이 있음 



 생산자나 다른 산지의 유통시설로부터 농산물을 수집하여 

대량 소비처 등으로  직접 보냄 

 소포장∙가공 기능까지 겸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 물류비용의 절감시켜 유통의 효율성을 향상 시킴 

 유통센터내의 소매 직판장은 대형마트 수준의 대규모 매

장을 확보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음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5) 도매 유통기관 

(4) 



 농산물을 최종적으로 분산하는 기능. 

 

 

 

 해당 농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음. 

 최근 대형 소매업체에 상권을 침식당하고 있음.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6) 소매 유통기관 



 일반시장은 소매시장의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 해주고 있으며 농촌의 정기시장은 주로 

농산물의 수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의 정기시장

은 주민에게 농식품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 

 

 소매기관으로는 잡화점, 식품전문점,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회원제클럽, 편의점 등이 있음.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6) 소매 유통기관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6) 소매 유통기관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6) 소매 유통기관 

(1) 편의점 
편의점(CVS: Convenience 
Store)는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소매업의 형태 

 
(2) 슈퍼마켓 
슈퍼마켓(Supermarket)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마진은 상대적으로 
낮음 

 

 
(3) 할인점 
(대형마트) 
할인점(discount store)은 일반 
상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로써 박리다매를 원칙 

 

 
(4) 전문할인점 
전문할인점은 카테고리 킬러라고도 
부르는데, 한 가지상품군만을 
취급하여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할인이 
높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소매점 

 



농산물 유통기구의 유형 2 

6) 소매 유통기관 

 
(5) 백화점 
백화점(Department Store)는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이 일괄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규모 소매 점포 
 

 
 
(7) 전통적 무점포 소매상 
온라인과 비교해 과거에도 무점포 
소매상이 있었는데 크게 다이렉트 
마케팅, 자동판매기, 직접판매 등이 
있음 

 
 

 
 

(6) 전문점 
전문점(Speciality Store)은 제품 
계열을 한정시키는 대신, 같은 제품 
계열 내 거의 모든 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타소매점과 다름 

 
 

 
(8) 인터넷 시대 
무점포 소매상 
인터넷의 발달은 기존의 소매상과 
다른 형태의 소매상을 출현 
 

 



6차시 농산물 가격결정 및 유통마진 



학습 내용 



 구매자가 판매자 에게 지불하는 화폐의 양 

 판매자 - 제품, 유통, 촉진을 통한 효용을 구매자에게 제공 

 구매자 – 제공받는 효용에 대한 대가를 판매자에게 지불 

 절대가격 : 어떤 재화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 것 

 상대가격 : 상품간의 교환비율 (기회비용)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1) 가격의 정의 

가치와 가격 

 사용가치 = 어떤 특정 물품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 

 교환가치 = 그 물품의 소유가 가져다 주는 다른 재화에 대한 구매력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괴리 : 물과 다이아몬드 



 가격형성은 상품의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말

하며, 가격의 결정은 농산물의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됨 

 농산물가격은 경쟁가격. 일부 특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생

산자가 다수이고, 영세 생산자 비율이 높음. 

 수요와 공급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 공산품에 비하여 계절

변동이 크고, 수확기에는 공급이 과잉되고, 비생산기에는 공급이 부

족함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2) 농산물 가격의 특성 



 수요와 공급의 경쟁원리에 의하여 결정 

 장기적 수요량은 인구의 수와 1인당 실질소득 수준 및 소비자의 기

호에 의함  

 단기적수요량은 당해 농산물의 가격수준, 대체농산물의 가격수준에 

의함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에 의존. 국내 생산요인은 농경지 면

적, 생산기술, 기후조건, 생산자재의 가격, 생산물의 가격 등의 요인

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3) 농산물 가격의 결정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 : 당사자끼리 협상하여 가격 결정 

 경매 : 구매자들이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최고 구매가격에 

낙찰 

 공식가격 제도 : 기본가격을 미리 정하고 시장상황 변화 시 

가격결정공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생산자와 구매자 간 단체협상 

 관리가격방식 : 정부나 기업의 결정에 의해 가격이 결정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3) 농산물 가격의 결정 

농산물 가격결정 방식 



 유통마진은 최종소비자의 농산물구입 지출금액에서 생산농가가 

수취한 금액을 공제 한 것 

 유통마진은 유통단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유통기관에 의해서 

수행된 효용증대활동과 기능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음  

 유통마진은 유통비용의 크기와 여러 가지 유통기능의 수행에 있

어서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보관∙수송이 용이하고 부패성이 적은 농산물은 유통마진이 낮고, 

부피가 크고 저장∙수송이 어려운 농산물은 유통마진이 높음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4) 농산물 유통마진 



 유통마진은 유통단계별 상품단위 당 가격차액으로 표시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수집∙도매∙소매단계로 구분하면 각 단

계별로 유통마진이 구성되고, 각 단계별 마진은 유통업자의 

구입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말함 

 대부분의 농산물은 소매단계에서 유통마진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산물 유통마진을 유통기능별로 살펴보는 경우, 유통마진

은 수송비용, 저장비용, 가공비용으로 구성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4) 농산물 유통마진 



 유통마진 = 최종소비자 지불가격 - 생산농가의 수취가격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4) 농산물 유통마진 



 농산물은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쉽고 가격에 비해 무게와 부피가 크

며 규격화가 곤란. 또한 생산이 계절성을 띠고 있어 선별, 가공, 수

송, 저장, 감모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며 유통단계에 많

은 중간상인이 개입하고 수집과 분산에 또한 많은 비용이 드는 등의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단계가 많아서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 

 농산물시장 경쟁구조의 불완전성, 농업인과 일반소비자의 낮은 거

래교섭력,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부담 등에 의해 중간

상인의 유통이윤이 많음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5) 농산물의 유통마진율이 높은 이유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6) 유통마진이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면? 

 유통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유통마진은 증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최종소비자는 가공, 배달서

비스 등 다양한 유통서비스를 요구하게 됨 

 

 효율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유통마진의 크기보다는 유통

서비스나 유통기능별로 효율성을 따져보아야 함 



농산물 가격과 유통마진 1 

6) 유통마진이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면? 



 농산물의 가치를 보다 제고시켜 가격을 고가화시키는 전략 

 초기 처음부터 비싸게 파는 전략을 말함 

 상품기능가치, 부대가치, 으뜸가치, 시간가치, 용도가치 등을 본래

의 상품가치에 추가시켜 가격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시키자는 개

념  

농산물 가격결정전략 2 

1) 가격수준전략 

상품의 품질 강화 타이밍-시간적 가치 증대 

포장단위 다양화 고가격 유지를 위한  

농산물 용도 확충 



 가격인상과 가격인하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가력의 하락을 방지하고 역으로 가격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농산물 가격결정전략 2 

2) 가격변동전략 

일정규모의 생산자단체를 결성 

 생산자 개개인이 가격대응에 나서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정규모의 

생산자단체를 결성하여 도매법인이나 유통업체와 가격약정 또는 출

하약정을 체결해보는 것 

 가격라인이나 가격변동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방적 가격폭락획

책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 



농산물 가격결정전략 2 

2) 가격변동전략 

출하량을 스스로 조정하는 방법 

 농산물 출하의 시점에 차이를 둠으로써 가격의 하락을 막고 도매인

들의 가격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방법. 저온저장고/물류센터 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 - 유통믹스 

가출하지역 자체를 다양화 



 판매시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고객별, 지역별, 수량(금액)별, 계절별 

등으로 차이를 두는 전략으로 가격수준의 고가화보다는 매출수량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가격전략임 

농산물 가격결정전략 2 

3) 가격차별화 전략 

매출규모 확대 

 수량(금액)별 차별화로서 초장에는 비싸게, 막장에는 싸게 파는 전략 

 거리별(지역별) 차별화  

 품질등급별 차별화 

 고객등급별 차별화 



농산물 가격변동 형태 3 

1) 농산물 가격변동의 형태 

 추세변동 : 농산물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기울기로 상승하

거나 하락하는 형태. 추세변동은 소비자 기호나 소득수준, 인구증가, 

기술향상 등에 영향을 받으며, 물가 상승이나 하락과 관련이 깊음 

 주기변동 : 농산물가격이 몇 년 또는 몇 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 형태 

 계절변동 : 농산물 출하는 수확기에 집중, 수요는 연중균등 발생 

 불규칙변동 : 천재지변이나 여러요인에 의해 가격이 일정 규칙 없

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형태 



농산물 가격변동 형태 3 

2) 거미집 이론(Cobweb Theorem) 

 거미집 이론은 수요에 비해 공급의 변화가 느린 시장을 설명하는 이

론으로, 균형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수요공급 곡선 상에서 마치 거

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 농산물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 

 농산물의 가격은 현실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등락을 되풀이 하

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농산물의 생산에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

문에 농산물 공급량은 실제 공급되는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그 이전

의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파종시점)에서의 가격수준에 의존하는 경

향이 강하기 



농산물 가격변동 형태 3 

2) 거미집 이론(Cobweb Theorem) 

 이처럼 공급에 시차가 있어 상품가격변동을 일으키는 형태는 거미

집정리라는 이론으로 주로 설명 

 농산물의 특성상 공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 초과공급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 낮은 가격 때문에 농민들은 재배량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공급이 감소해 초과수요가 발생 

 초과공급과 초과수요가 반복되면서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주기적으

로 반복되는 것. 거미집의 균형점을 찾아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관측, 유통 정보 등 통계에 의한 시의성 있는 정책이 

필요  



7차시 수산물 유통기구 및 유통경로 



학습 내용 



 수산물이 생산되어 유통 구조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제 활동 

 수산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중간 연결적인 역할과 기능 

수산물 유통의 개념 1 

1) 수산물 유통의 정의 



 수산물유통의 기본대상은 수산물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중

에서 사회적 생산인 상품화되는 수산물만이 취급대상 

 수산물유통은 수산물이 생산된 후 어떤 유통기구를 통해 어

떻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경제활동 

 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도매상, 소매상은 유통을 담

당하는 유통기구 

 수산물유통은 수산물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이 유통기구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수산물 집하∙교환∙분배과

정을 의미  

수산물 유통의 개념 1 

1) 수산물 유통의 정의 



수산물 유통의 개념 1 

2) 수산물 유통의 기능 



수산물 유통의 개념 1 

3) 수산물 유통 활동 체계 

수산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활동 

상거래 활동 

유통 금융∙보험 활동 : 상적 유통 측면 지원 

기타 조성 활동 : 수산물 수집, 상품 구색 

상적 

유통 

활동 

운송 활동 : 수송, 하역 

보관 활동 : 냉동 냉장 

정보 전달 활동 : 정보 검색 

기타 부대 활동 : 포장 

물적 

유통 

활동 



 수산물은 1차 상품 중에서도 특히 부패, 변질성이 크다는 특성을 가

지고 있음. 이런 수산물의 특성은 유통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

며 유통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수산물 생산자는 시장교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산지위탁판매에 의

존하는 경향이 높음. 이는 생산자들의 이익증대를 위해서도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현재 생산되는 수산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동일 품목에 있어서

도 품질이나 크기가 천차만별. 이러한 어종 및 품질의 다양성은 수

산물 유통에 있어 거래의 규격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수산물 유통의 개념 1 

4) 수산물 유통의 특성 



 생산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어 계획생산이 곤란하고 그 결과 

필요할 때 필요량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 이러한 생산의 

불확실성 및 계절성으로 수산물은 선물거래가 어려움 

 수산물 소비는 소규모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며 유통참여자가 

많고 복잡하고 산지에서부터 특수 유통시설의 구비가 필수

적 

 수산물은 생산특성(조기출어 포획선점 및 짓가림제 등)상 생

산지 위판장 에서 1차경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지 도매시장에

서 2차, 3차 경매가 이루어짐 

수산물 유통의 개념 1 

4) 수산물 유통의 특성 



 유통 시장에서 상품의 매매 가격 차이(차액)를 의미 

 소비자가 구입한 수산물 가격`＝`생산자의 몫`＋`유통업자의 몫 

 유통 업자의 몫(유통 마진)`＝`소비자 구입 가격`－`생산자의 몫 

 유통과정에서 상품의 형질 변화, 물리∙화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형성 

수산물 유통의 개념 1 

5) 수산물 유통 마진 

 유통 마진액`＝`판매 가격`－`구입 가격 

 유통 마진율(%)`＝`(판매 가격`－`구입 가격/판매 가격)×100 

유통마진 



수산물 유통의 개념 1 

5) 수산물 유통 마진 

 소매 마진`＝`소매 가격`－`중∙도매 가격 

 중∙도매 마진`＝`중∙도매 가격`－`도매 시장 가격 

 도매 시장 마진`＝`도매 시장 가격`－`출하자 수취 가격 

 출하자 마진`＝`출하자 수취 가격`－`생산자 수취 가격 

단계별 유통마진 



 수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조직체 

 상적 유통 기능과 물적 유통 기능, 정보 전달 기능을 담당하

고 수행하는 기구 

 넓은 의미 : 유통 기능 전반을 담당하는 모든 개별 기관들의 

총체적 집합체(중간상, 하역 업체, 운송 업체, 냉동 냉장 창

고업, 은행, 수협, 신용 금고,보험 회사 등) 

 좁은 의미 : 수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중간상(상업기관 - 수산물 도매 시장)  

수산물 유통 기구 2 

1) 수산물 유통기구란 



수산물 유통 기구 2 

1) 수산물 유통기구란 

수협이 운영하는 수산물 도매시장 

위판장 

수협이 개설, 운영하는 산지

시장(어항)으로 어획물 양륙, 

1차 가격형성, 배분 기능을

지님 

공판장 

수협이 개설, 운영하는 소비

지시장(대도시)으로 판매 기

능 담당 사업장 



수산물 유통 기구 2 

1) 수산물 유통기구란 

수산물 산지위판장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산지위판

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

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

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 



 수산물을 도매 거래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으

로 민간 도매 시장 법인 및 시장 도매인이 운영하는 시장 

수산물 유통 기구 2 

2) 수산물 도매시장 

• 개설자 : 지방 자치 단체 

• 개설 허가 : 해양수산부 장관(단, 지방 도매 시장은 도지사 허가) 

도매 

시장 

• 지정 : 개설자  

• 승인 : 개설 허가권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 임면 : 도매시장 법인 경매사 

• 허가 : 도매 시장 개설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산물 유통 기구 2 

3) 수산물 도매시장 구성원 

도매시장 법인 

도매 시장 개설자가 지정 

생산자나 산지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를 대행하
는 판매 대행 상인 

수집상으로부터 출하받은 상품을 상장하여 매매 

경매로 가격 형성하며 금융 결제 기능 지님 

중도매인 

도매 시장 개설자가 허가 

도매 시장에 상장, 비상장된 수산물을 구매, 거래 

경매와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을 결정 

거래의 의무와 책임 부여, 금융 결제 기능 수행 

구입 수산물의 일시적 보관, 포장, 가공 기능 



수산물 유통 기구 2 

3) 수산물 도매시장 구성원 

시장도매인 

도매 시장 개설자가 지정한 법인 

도매 시장에서 구입하여 판매,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또는매매를 
중개하며 도매 시장 내에 상장, 입찰 않음 

도매 시장 밖의 실수요자에게 도매 판매 

매매 참가인 

상장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가공업자, 소매 업자, 수출업자, 소
비자 단체 등의 실수요자 

구매자로서 중도매인과 동일한 참가권 

도매 시장의 공개적, 개방적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도매 법인, 중도매인 견제 기능) 



수산물 유통 기구 2 

3) 수산물 도매시장 구성원 

산지유통인 

수집상으로, 전국 산지의 다양한 수산물 수집 → 소비지 도매 시
장, 수산물 공판장에 출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는 금지 

정보 전달, 산지 개발 및 신상품 개발 기능 

용어해설 

출하(出荷) : 생산품을 시장에 내놓는 일 

위탁(委託) : 상품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 

상장(上場) : 주식이나 물건의 거래를 위해 시장에 올리는 것 

입찰(入札) : 물건의 매매를 위해 경매에 참가하는 것 

접안(接岸) : 배를 정박하기 위해 항구의 안벽에 대는 것 



8차시 수산물 유통기구 및 유통경로(2) 



학습 내용 



수산물 유통경로 3 

1) 수산물 유통경로 



수산물 유통경로 3 

2) 수협 위탁 유통 

 생산자는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하고, 수협의 책임하에 공동 판매 

 판매에 대한 위험성은 적고, 판매 대금을 신속하게 지불받을 

수 있으나,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 



수산물 유통경로 3 

3) 산지유통인에 의한 유통 

 산지유통인이 생산자 또는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수집 

 수집된 수산물은 소비지 중앙 도매 시장에 출하 

 상장된 수산물은 중도매인에 의해 가격 형성 후 다음 단계로 유통 



수산물 유통경로 3 

4) 직판장 개설 유통 

 생산자 또는 그 단체에서 직판장을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형태 

 

 

 

 시설 자금의 부담은 있으나 판매 경로 단축으로 선도 유지를 향상시

키고, 중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최근 선호받고 있음 

 공항, 버스 터미널, 대형 양판점, 관광지, 고속 도로 휴게소 등에서 

생산자 직판장 운영 



수산물 유통경로 3 

5) 전자 상거래에 의한 유통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직접 거래 

 생산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품 주문을 접수하

고 판매 

 생산자가 판매 전문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불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생산물을 직접 판매 



수산물 유통구조 4 

1) 연근해산 수산물 유통구조 

 연근해산 수산물 계통출하는 79.9%, 기타 유통 도매업자 등

을 통한 비계통출하는 20.1% 차지 

 전체 유통물량의 약 40∼45%가 지역 전통시장∙유사도매시

장으로 유통 

연근해산 수산물의 유통경로(2019년 기준) 



수산물 유통구조 4 

2) 양식산 수산물 유통구조 

 양식산 수산물 계통출하는 3.7%이며, 그중 활어류는 약 

35%가 계통출하, 약 65%는 산지 수집상 등을 통해 비계통

출하 됨 

 계통 출하량 중 도매시장 유통비중은 5∼10%이며, 나머지 

80∼85%는 인천, 부산(민락동) 등과 같은 유사 도매시장에

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양식 수산물의 유통경로(활어중심) 



수산물 유통구조 4 

3) 원양산 수산물 유통구조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선사 및 수입업자를 통해 국내 반입 후 

1차 도매업자가 약 95% 이상의 물량을 유통 

 1차 도매업자에서 저장∙가공업체(40~45%), 도매시장 전통

시장(35～45%)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 

원양산 수산물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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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양산 수산물 유통구조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선사 및 수입업자를 통해 국내 반입 후 

1차 도매업자가 약 95% 이상의 물량을 유통 

 1차 도매업자에서 저장∙가공업체(40~45%), 도매시장 전통

시장(35～45%)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 

원양산 수산물 유통경로 



수산물 유통구조 4 

4) 수산물 유통산업 현황 

 ‘19년 기준 전국의 산지위판장은 208개이며, 경남 54개소, 

전남 47개소로 전체 위판장의 48.6% 차지 

 위판물량  1,516천  톤(‘18년  1,591천  톤), 거래금액 

39,494억 원(’18년 42,350억 원) 

• 전체 수산물의 계통출하율은 39.9%(‘18. 42.4%) 

• 연근해산 수산물은 79.9%(’18. 81.9%)  

• 양식산 수산물은 33.7%(‘18. 35.1%) 

(1) 



수산물 유통구조 4 

4) 수산물 유통산업 현황 

 ‘18년 기준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은 총 19개소로 거래물량 

395천 톤, 거래금액은 15,872억 원으로 조사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수는 총 2,848명으로, 이중 중도매인

이 1,450명으로 전체의 50.9% 수준이며, 하역인 581명, 

도매법인 489명 순 

 중도매인 연간 매출액은 10억 원 이상 22.2%, 5억 원 미만 

50.6% 차지 

(2) 



수산물 유통구조 4 

5) 수산물 유통 개선 방향 

유통현황 

유통·물류여건 개선 및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

서대형마트나 시장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식품 

구입이 점점 증가 

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관련 통계자료 부족으로 정책수립

에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 추진 필요 

수산물의 온라인․직거래 유통 관련 법적 지원근거 강화 

필요 



수산물 유통구조 4 

5) 수산물 유통 개선 방향 

유통비용 

유통비용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증가하는 등 현재와 같

은 노동집약형 산업구조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유통비용 

증가할 우려 

유통단계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양륙, 선별에서의 자동선별

기등 자동화기기 개발∙기능개선 추진(‘21년 R&D) 

더불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정책

의 지속 추진▶(직거래)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 캠마

켓, 직거래촉진센터 설치  



9차시 농산물 판매전략 



학습 내용 



 생산자 수가 많고 유통단계가 복잡한 채소류와 같은 농산물은 가격

결정 주체가 따로 있지 않고, 팔려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이 일

정한 장소에서 만나 경매나 흥정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게 됨 

 따라서 농산물 판매는 어렵고 매출과 이익증대가 어렵기 때문에 농

산물 특유의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요구 

 특히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음. 

첫째, 언제 팔 것인가? 판매시기를 고려. 둘째, 어디서 팔 것인가? 

판매장소를 고려. 온∙오프라인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통채널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됨. 셋째, 어떻게 팔 것인가? 판매방법을 

고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로 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농산물 판매전략 1 

1) 농산물 판매전략의 의의 



 개방적 경로정책(Intensive Channel Strategy)은 생산자가 자

사제품을 취급하는 중간판매업자의 수를 한정하지 않고 어떤 판매

업자라도 자사제품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정책 

 개방적 경로정책은 경로의 통제성은 낮으나 자사제품의 광범위한 

노출이 가능 

농산물 판매전략 1 

2) 농산물 판매경로정책의 유형 

(1) 

장점 단점 

● 충동구매의 증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고취 

●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 

● 편의품에 적합 

● 마진이 작고 소량주문이 되기 쉬움 

● 재고비용과 재주문의 수가 증가 

● 생산자의 중간상에 대한 통제력이 

용이하지 않음 

● 광고비 및 판매관리비 증대 



 한정적 경로정책(Exclusive Channel Strategy)은 생산자가 자

사제품을 취급하는 중간판매업자의 수를 한정하고 특정판매업자에

게만 자사제품을 효율적으로 판매시키고자 하는 경로정책 

 경로의 통제성은 높지만 자사제품의 노출이 적음 

 이 정책은 적극적 판매활동을 유도하고, 자사제품의 명성을 높이려

는 전략으로 유통계열화의 한 형태를 취하게 됨 

농산물 판매전략 1 

2) 농산물 판매경로정책의 유형 

(2) 

장점 단점 

● 유통업자의 충성도가 높음 

● 판매 지원 활발하게 이루

어짐 

● 보다 정확한 판매예측과 
효율적인 재고관리 시스
템 및 소매상 통제 시스템
을 가질 수 있음 

● 중간상의 마진이 높음 

● 전문품에 적합 

● 단일 유통업자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연적으로 판매

량이 제한 됨 

●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중간상의 세

력이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음 



 생산 규모가 영세한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자본력

을 가진 상인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

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 조합 등의 공동 판매 조직을 이

용하여 시장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유통 마진을 절감시킴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있음 

 이와 같이 2인 이상의 생산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

하 하는 것을 공동 판매라 함  

농산물 공동판매 2 

1) 농산물 공동판매의 개념 



농산물 공동판매 2 

2) 농산물 공동판매의 원칙 

공동판매의 원칙 



 조합원이 그 생산물의 판매를 공동 조직에 위탁할 때 언제, 누구

에게, 어느 정도를 팔아 달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일체를 위임

하는 것 

 평균 판매는 농산물의 출하기를 조절하거나, 수송, 보관, 저장 방

법의 개선 등을 통해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농업인

의 수취 가격을 평준화하는 것 

 공동 계산은 다수의 개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주별로 구

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농가의 상품을 혼합하여 등급별로 구분

하고 관리, 판매하여 그 등급에 따라 비용과 대금을 평균하여 농

가에 정산해 주는 방법 

농산물 공동판매 2 

2) 농산물 공동판매의 원칙 



 특정 세 농가의 등급별 출하내역을 다음과 같이 가정 

농산물 공동판매 2 

3) 공동계산 사례 – 나주 산포농협 시설채소 

A농가 B농가 C농가 

특 상 보통 특 상 보통 특 상 보통 

11박스 1박스 1박스 8박스 3박스 2박스 6박스 3박스 4박스 

 등급별 평균단가와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이 가정 

 평균단가: 특(28,640원), 상(25,857원), 보통(16,143원) 

 점수 배점: 특(100점), 상(70점), 보통(40점) 



 품질 인센티브를 고려한 점수제 공동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음 

농산물 공동판매 2 

3) 공동계산 사례 – 나주 산포농협 시설채소 

등급별 출하량에 점수를 곱하여 농가별 점수 및 전체농가 총점을 산출함 

A농가 1,210점: (특)11×100=1,100점, (상)1×70=70점, 

(보통)1×40=40점 

B농가  1,090점 : (특 )8×100=800점 , (상 )3×70=210점 ,    

(보통)2×40=80점 

C농가  970점 : (특 )6×100=600점 , (상 )3×70=210점 ,       

(보통)4×40=160점 

전체농가 총점: 3,270점 



 품질 인센티브를 고려한 점수제 공동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음 

농산물 공동판매 2 

3) 공동계산 사례 – 나주 산포농협 시설채소 

전체농가 총점 대비 농가점수 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공선출하

회 총 판매대금에 곱하여 농가별 정산금액을 산출 

 

(예) 총 판매대금이 1,010,000원일 경우, A농가는 373,700원

의 금액을 수취 

 

1,010,000원 × 37%(1,210점÷3,270점) = 373,700원 



 점수 비율을 이용하여 공동계산 하였을 경우, 평균단가를 적용한 경

우 보다 특품을 많이 출하한 농가가 더욱 높은 금액을 수취함 

농산물 공동판매 2 

3) 공동계산 사례 – 나주 산포농협 시설채소 

A농가: 평균단가제(357,040원) vs 점수제(373,700원) 

B농가: 평균단가제(338,977원) vs 점수제(336,633원) 

C농가: 평균단가제(313,982원) vs 점수제(299,667원) 

자료 : 농협 공동출하·마케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정준호 외(2014), 농협경제연구소 



 백화점의 주요 취급 상품은 의류를 비롯 가정용품, 잡화용품, 식품 

등 상품구색이 다양. 농식품의 경우 수입식품과 고급식품, 명품 등

을 취급하고 있고 내셔널 브랜드 위주로 타 업태에 비해 고가 전략

을 취하고 있음  

 백화점 상품의 성공사례는 ‘희귀성’과 ‘명품성’, ‘차별적 스

토리’로 대표. 신세계백화점에서 히트한 ‘울릉도 장아찌’가 좋

은 예. 울릉도 장아찌는 이기남 장인이 만든 상품인데, 순창지역에

서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100년을 이어온 고추장 장인. 그런데 고추

장이라는 걸쭉한 상품에 색다른 스토리를 입히기 위해 울릉도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물을 접목하였음 

주요 소매업태별 상품판매 특징  3 

1) 백화점 



 대형마트는 저렴한 가격, 잘 알려진 브랜드, 셀프서비스 등의 특징. 

또한 여러 다양한 제품군들을 취급하지만, 각 제품군내에서는 상품 

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취급.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한민국의 유통 용어로, 대규모 유통 기업에서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슈퍼 슈퍼마켓이

라고 부르며,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SSM이라고도 함 

주요 소매업태별 상품판매 특징  3 

2) 대형마트∙SSM 



 대형마트의 취급상품은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5만

~6만 SKU(Stock Keeping Unit, 상품재고관리단위) 

 대형마트는 여러 다양한 제품군들을 취급하지만, 각 제품군내에서

는 상품 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취급. 또한 자체 상표 브랜

드라고 하는 PB(Private Brand) 상품이 확대되고 있음 

 SSM은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점비용으로 중소상권

의 생활필수품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 SSM의 상품 판매 비중

은 농수축산물 등의 신선식품류가 가장 많고,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등 신선식품을 제외한 기타식품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  

주요 소매업태별 상품판매 특징  3 

2) 대형마트∙SSM 



 편의점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서 24시간 영업을 하며 재고회전이 

빠른 식료품과 편의품 등의 한정된 제품계열을 취급하는 소규모 매

장으로 대형 소매상이 제공할 수 없는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작은 

규모의 소매점  

 편의점 상품은 소비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1품목당 2~3개의 

내셔널 브랜드 상품으로 평당 회전율을 최대화하고 있음  

 최근 1인가구 중심의 단독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량, 실속형 상품 

중심으로 구매 패턴이 변화하면서 편의점의 PB상품과 간편가정식

(HMR), 서비스 상품의 수요도 급성장하고 있음  

주요 소매업태별 상품판매 특징  3 

3) 편의점 



 특정 범위 내의 상품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을 말함.  

 상품에 대한 전문적 품종 갖춤과 전문적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점포.  취급하는 제품계열이 한정되어 있으나 해당 

제품계열 내에서는 매우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  

 예를 들면, 유기농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기농 전문

점, 의약품을 취급하는 H&B 전문점(드럭스토어), 가전 전

문점, 완구 전문점 등 다양함. 

주요 소매업태별 상품판매 특징  3 

4) 전문점 



 장흥무산김은 양식 때부터 염산 및 유∙무기산을 사용하지 않

는 무산(無酸) 생산∙공급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김 양식어장에

서 사용해온 ‘산(酸)’도 김 고유의 영양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신을 받아 왔기에 장흥 무산김은 대기업과의 시장

경쟁체제 구축, 상품기획 및 브랜드 관리 등을 추진하였음 

주요 소매업태별 상품판매 특징  3 

5) 상품판매 사례 – 장흥 무산김  



 장흥무산김은 한마음공동체, 우리네트워크, 남도미향, 현대

백화점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친환경 유기농 매장 

학사농장, 오창농협 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 급식업체 새암

푸드먼트, 지역특화매장 정남진토요시장 등에 공급 

 대형마트와 백화점, 친환경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편의점 유통을 준비 중 

 동남아 국가로 수출 확대 계획  

주요 소매업태별 상품판매 특징  3 

5) 상품판매 사례 – 장흥 무산김  



① 모든 원재료 국내산 사용 : 장흥무산김+현미유+참기름+천일염 

② 유기산 무기산을 쓰지 않은 원료만 취급하는 조미김 공장 보유.  

③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④ 친환경수산물가공 인증 

⑤ 글루탐산나트륨(MSG) 무첨가 제품. 

⑥ 전남도 인증 남도미향브랜드 사용 

⑦ 미국 농무부(USDA) 인증. 김 수출 

주요 소매업태별 상품판매 특징  3 

5) 상품판매 사례 – 장흥 무산김  

유통업체와 상담할 때 내세우는 7가지 특징 



10차시 농산물유통정보(1) 



학습 내용 



 정보란 의미 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

고 있는 활동에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식 

 

 유통정보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시장활동에 참가하

는 사람들이 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지식 

 유통정보는 장래의 유통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그것도 확실

성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 

유통정보의 이해 1 

1) 유통정보의 개념 



유통정보의 이해 1 

2) 유통정보의 조건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 적합성 

정보 수집•가공•분석에서 임의의 왜곡이나 실수오류 제거 정확성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입증 자료 확보 신뢰성 

정보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전달 신속성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편리 편리성 

정보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보 제공 형평성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 비밀보장성 



 농업정보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 농업 생산 기술의 급속한 변화, 국내ㆍ

외 농산물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 식품 

산업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함. 

 농업유통정보는 출하시장, 출하시기, 출하량, 출하가격 정보 

유통정보의 이해 1 

3) 농업유통정보 

유통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농업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농가의 경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유통시켜 원하는 이윤을 극대화 



유통정보의 이해 1 

4) 농업정보의 분류 

농업정보 



유통정보의 이해 1 

5) 유통정보 관련 기구 

 정보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유통정보를 수집, 분석, 

분산함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등 



유통정보의 이해 1 

5) 유통정보 관련 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통계정보,농업정보,법령정보,  

물가정보, 디지털도서관 등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종합정보, 영농기술보급정보,  

농자재정보, 농축산물가격정보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수산물가격안정,유통구조개선, 

FTA농업인지원대책수립,무역정보안내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정동향, 농업정보,관측정보,농업통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인증제도, 안전성관리, 원거리관리, 품질검사, 

농업경영체등록, 직접지불제 등 

농산물유통정보사이트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정보,농산물유통실태, 

도매시장통계,알뜰장보기,테마정보제공 등 



유통정보의 이해 1 

5) 유통정보 관련 기구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UN전문기구,세계 각국의 식료품과농산물생산 및 

분배를 개선하고 토지, 품종개량기술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세계무역기구 
(WTO)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계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미국 농무부 
미국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미 연방정부의 행정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일본의 농림축산업관련 행정을 비롯하여, 식품의 

공급, 농촌진흥, 삼림보호,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시장정보 : 시장보도, 시장관측, 광고로 분류 

 농산물  시장정보 : 가격정보, 유통량과 물적 이동상황, 생산

량 및 수요량, 인구, 고용 및 일반 경기, 해외시장동향 

 

 농산물 유통정보는 내용 및 특성에 따라 : 통계정보, 관측 정

보, 시장정보 

 생산, 수집, 분석의 주체에 따라 : 공적 유통정보와 사적 유

통정보 

농산물 유통정보 2 

1) 농산물유통정보의 분류 



 농업인 : 작목 선택 시기, 농산물 출하시기 

 유통상인 : 매일 필요 

 소비자 :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 

 정책 담당자 : 농산물 유통 정책을 세울 시기 

농산물 유통정보 2 

1) 농산물유통정보의 분류 

농산물 유통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시기 



농산물 유통정보 2 

1) 농산물유통정보의 분류 

통계정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 경제적의 사실을 조사∙관찰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계량적 자료로 주로 정책의 입안 및 

평가기준자료로 활용 

시장정보 

시장 출하자 및 매매자의 의사결정을 도와 줄 수 있는 현재의 

가격 수준 및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관한 정

보로서 유통 단계별 가격 및 유통량에 대한 시장정보를 의미 



농산물 유통정보 2 

1) 농산물유통정보의 분류 

관측정보 

농업의 미래 상황을 경제적 측면에서 예측하여 영농, 판

매계획의 수립과 정책입안 자료 및 농산물의 구매 등에 활

용목적이 있음 

과거와 현재의 농업관계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과학적으

로 분석  

예측한 정보로 농업 작황, 예상 수확량, 수급가격 예측정

보 등이 있음 



농산물 유통정보 2 

2) 농산물유통정보의 분류 

관측정보 

농업의 미래 상황을 경제적 측면에서 예측하여 영농, 판

매계획의 수립과 정책입안 자료 및 농산물의 구매 등에 활

용목적이 있음 

과거와 현재의 농업관계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과학적으

로 분석  

예측한 정보로 농업 작황, 예상 수확량, 수급가격 예측정

보 등이 있음 



농산물 유통정보 2 

3) 농산물유통정보의 중요성 및 역할 

 유통정보는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비용을 감소시킴 

 시장정보는 상품의 물리적 취급물량과 유통시간을 감소시킴

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 절감 

 시장정보는 경쟁력 유지를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

소시키고 이러한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 

 MCs = MSe   MCs(한계조사비용), Mse(한계기대보상) 



농산물 유통정보 2 

4) 농산물유통정보의 구비조건 

정확성∙객관성 

수집∙가공∙분석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주관적인 내용

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을 다르게 전달하거나 변

경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 

신속성∙적시성 

유통정보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

되어야 함. 



농산물 유통정보 2 

4) 농산물유통정보의 구비조건 

접근성∙편리성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를 쉽게 접근

하여 취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

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추어야 함. 

신속성∙적시성 

유통정보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

되어야 함. 



농산물 유통정보 2 

4) 농산물유통정보의 구비조건 

계속성∙비교가능성 

짧은 기간의 유통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수집 누적됨으로써 의

사결정 자료로 이용되어야 하고 등급, 포장, 거래단위 등

이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농산물 유통정보는 전국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산

정보는 필요한 곳에서 수집한 다음  분석 평가하여 의사결

정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농산물 유통정보 2 

5) 농산물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 체계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가격을 정확하게 조사·수집하여 정

보 수요자(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관계기관 등) 에게 신

속히 제공함으로써 시장출하 및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

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수급조절을 유도하

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대책추진을 위한 정책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농산물 유통정보 2 

5) 농산물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 체계 

 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협 시군지부, 산지, 

농산물공판장, 도∙소매시장 

 입력 : 본사 및 중앙회 

 집계∙검토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분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

관, 인터넷/TV/휴대폰/신문 등 인쇄물 → 일반수요자 



농산물 유통정보 2 

5) 농산물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 체계 



11차시 농산물유통정보(2) 



학습 내용 



농산물유통정보의 현황과 내용 3 

1) 거래정보 : 산지정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산지의 농산물 재배현황, 산지의 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농협,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주로 정보

수집을 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도 

주기적으로 산지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나 정책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 

 산지의 거래주체들은 거래가격, 거래량 등 해당 정보의 외부공

개를 꺼리고 있어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짐 



농산물유통정보의 현황과 내용 3 

1) 거래정보 : 도매정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가격과 거래량 등 

 산지정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신속하게 수집되어 

분산되고 있음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관련 자

료가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분산됨 

 정가나 수의거래, 시장도매인제도 등을 거쳐서 거래되는 경

우 거래주체의 정보제공 회피와 관련 정보의 수집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임 



농산물유통정보의 현황과 내용 3 

1) 거래정보 : 소매정보 

 재래시장 등 소매거래와 관련된 농산물의 가격과 거래량 등 

 대형 소매업체의 POS 관리 시스템의 확산,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큰 이유로 최근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농산물 소매유통의 빅 데이터(Big Data)를 생성하여 미시

적인 정보분석 및 관련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줌 

 산지나 도매정보에 비해 수집이 용이하고 경제적 가치가 큰 

관계로 민간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음 

 향후 공공기관에 의한 추가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 



농산물유통정보의 현황과 내용 3 

2) 통계정보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특정 목

적에 따라 계량적으로 가공되는 숫자 정보 

 거래가격과 거래량 등 기본적 통계 이외에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입 실적 등의 관련 통계자료 

 주로 정책의 수립이나 연구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많

이 활용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등의 웹사이트에서 제공 



농산물유통정보의 현황과 내용 3 

3) 관측정보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분석하여 향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한 예측을 알려주는 정보 

 다른 정보에 비해 가장 많은 분석이 필요함 

 생산자의 재배의향 면적, 파종 실적, 작황 및 수급동향, 수출

입동향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이

용해 가격 예측, 소비의향지수, 소비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서 매월 월보를 발행하여 

관측정보를 생성, 분산시키고 있음 



농산물유통정보의 현황과 내용 3 

3) 관측정보 

 다양한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분석하여 향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한 예측을 알려주는 정보 

 다른 정보에 비해 가장 많은 분석이 필요함 

 생산자의 재배의향 면적, 파종 실적, 작황 및 수급동향, 수출

입동향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이

용해 가격 예측, 소비의향지수, 소비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서 매월 월보를 발행하여 

관측정보를 생성, 분산시키고 있음 



농산물유통정보의 현황과 내용 3 

3) 관측정보 

농업관측 고도화를 위한 기관별 정보 공유 사항 

구분 주요내용 

농진청 
주요작물 생육상황 조사결과 공유, 단수예측모형 공동개발농

업기상정보•병해충 예찰정보 제공, 품목별 생산기술 교육 

통계청 농업관련 통계작성시 신속 제공, 관측표본농가 추출 협조 

농관원 농업경영체 조사결과 자료 공유(4종 69개 항목) 

농협∙aT 계약재배사업 자료, 비축물량 방출 자료, 가축산지거래자료 등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 4 

1) 유통정보시스템 도입의 이점 

 공급자로 하여금 수요자의 더욱 정확한 요구사항 파악 가능 

 재고관리의 효율성 제고 

 주문, 선적, 수취의 정확성 

 서류를 대폭 축소 

 인건비의 축소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 4 

2)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성 

바코드/RFID SCM 

EDI QR 

VAN ECR 

DB ERP 

Internet Logistic 

[정보기반시스템] [정보응용시스템] 



12차시 농산물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학습 내용 



농산물 직거래 1 

1) 농산물 직거래란 

수집단계 

최종소비자 단계 

도매,소매상 

중간단계 

기존 농산물 유통경로 구조 



 농산물 직거래는 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

는 것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

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의미 

 

 최근에 농산물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귀농자의 증

가와 다양한 판매방식의 출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

물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의 요구가 만난 결과임 

농산물 직거래 1 

1) 농산물 직거래란 



농산물 직거래 1 

1) 농산물 직거래란 



 양으로는 기존 농산물 유통체계에 비해 보잘 것 없지만, 자

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를 찾으려는 

생산자의 바램과 건강한 농산물을 찾으려는 소비자의 욕구

가 만나는 작은 규모의 농산물 직거래는 증가할것으로 예측 

 

 전통적인 다단계 유통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은 불안정하며, 

거래량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안정된 

소득원츨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를 모색해야 함 

농산물 직거래 1 

1) 농산물 직거래란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잠재력

을 활성화하며, 농산물 매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및 농식품 

판로안정, 그리고 지역경제와 도농교류 활성화에도 기여 

 

 한편, 생산자들 사이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제 

값 받고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농민이 생산하기도 힘든데, 판매에까지 신경 써야 하는

가?’라고 말하기도 함 

농산물 직거래 1 

1) 농산물 직거래란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농가소득 증진과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

해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펴왔음. 

 결과 농산물 직거래 규모는 2016년 2조8151억원, 2017년 3조

4606억원, 2018년 4조516억원으로 계속 커지고 있음 

 특히, 로컬푸드직매장은 정부정책 및 소비자 수요에 힘입어 ‘12년 

최초 개장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직거래의 대표모델로 성장하고 있

음 

  로컬푸드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

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함 

농산물 직거래 1 

2) 농산물 직거래 정책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반

응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지

만 개별 생산자입장에서는 어려운 일 

 개별 생산자는 생산만이 아니라 포장, 배송, 소비자 관리나 상

담까지 해야 하며, 충성고객(단골)이 형성될 때까지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음 

 하지만 농산물 직거래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측가

능한 매출로 인해 농가에서 적정한 규모의 경제생활이 가능하

고, 꾸준히 소비해주는 소비자를 통해 농사의 보람으로까지 이

어질 수 있는 거래방식 

농산물 직거래 1 

3) 농산물 직거래의 영역 



농산물 직거래 1 

4)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장점 및 효과 

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생산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가능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기능 

도농간 교류를 확대하는 역할담당 

장점 

생산자엔 안정적인 판로 확보제공 

농업생산 및 경영의 지속성 향상 

소비자에게 알뜰한 구매처 제공 

효과 



 우리나라에서 꾸러미사업은 대략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 

 꾸러미사업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시작된 공동체 지원 

농업 :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가 우

리나라에서 도입되면서 특화된 정기박스배송(Box Scheme) 

방식 

 소비자와 생산자가 계약을 맺고, 생산자가 생산한 다양한 농산

물을 박스형태로 포장하여 주 단위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직

거래방식 

농산물 직거래 유형 2 

1) 꾸러미사업 

(1) 



 (소비자)농산물 가격불안 및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 완화, 유통

약자에 대한 유통서비스 제공 확대 

 꾸러미사업을 통해 배송되는 농산물은 주로 친환경농산물이며, 

배송당시 가격시세와는 상관없이 미리 계약한 가격내용에 따

라 배송 

 (생산자∙지역) 소규모 다품목 영세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소

비자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개인생산자주도형, 생산자조직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등으로 

다양 

농산물 직거래 유형 2 

(1) 



농산물 직거래 유형 2 



 꾸러미사업은 농산물이 있고, 택배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미 조직된 소비자단체와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초기에 

가까운 지인 3~5명으로 시작. 광고를 통하기보다는 입소문으

로 소비자를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물품구성에 대해 미리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정작 꾸러미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 할 수 있음  

 소비자들은 꾸러미를 통해 다양한 품목을 요구  

농산물 직거래 유형 2 

(2) 



 회비는 다양한 가격과 형태를 가짐. 최소 20,000원 내외에서 

최대 150,000원이 넘어가는 꾸러미가 있음 

 회비를 받는 방식도 1년 선납이나 월 선납, 월 후납하는 경우

까지 다양함. 본인의 처지에 맞게 선택하면 됨. 발송은 정기적

으로 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격주로 받는 것을 좋아함.  

 사업을 시작한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자기 꾸러미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며, 꾸러미사업이 지속가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 소비자는 단순히 직거래를 통

해 가격에서의 이득과 신뢰를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

른 가치를 요구  

농산물 직거래 유형 2 

(2)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꾸러미사업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200여 곳 이상에서 행해지고 있음. 생산자가 주도하여 물품을 

소비자와 직거래한다는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처지에 맞게 다양한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배송지역을 정해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배달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배송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소비

자가 그곳으로 물품을 찾으러 오게 하는 사례도 있음 

 결론적으로 최근 꾸러미사업의 흐름은 소비자의 의무를 최소

화하여 소비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방향과 반대로 소비자

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고 있음 

농산물 직거래 유형 2 

(3) 



 최근에 기존 상설시장이나 5일장과는 별개로 지자체나 농민조

직, 소비자조직이 주도하는 농민장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 

 농민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생산물에 관한 이야

기를 나누고, 단골이 되면 서로의 생활까지 공유할 수 있는 단

계로까지 발전 

 생산자입장에서는 물품 생산과 더불어 포장과 진열에 신경 쓰

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며, 소비자는 생산자를 직접 만나 전날

이나 당일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장소 

 각 농민장터는 입점비나 테이블, 의자를 비롯한 물품제공여부, 

수수료,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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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민장터 



농산물 직거래 유형 2 

장흥 마실장 사례 



 최초시작: 2013년 4월 

 운영주체: 1년에 한번 대표를 뽑는다. 장지기, 총무를 두고 선

출방식은 제비뽑기 

 입점조건: 특별히 없음 

 시장구성: 생활용품, 요리, 제철농산물 등이 자연스럽게 구성 

 운영진 입점자에게 지원하는 물품: 테이블이나 의자를 비롯한 

모든 것을 본인이 지참. 

 수수료: 없음 

 소비자 유인 행사: 특별히 없으나 가끔 회의를 통해 계절별로 

특색을 주려함(모종장) 

농산물 직거래 유형 2 

장흥 마실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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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의미 

 농산물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영세한 생산 및 거래규모, 부피중량성, 

저장에 따른 상품의 변질 등으로 인해 표준규격화가 미흡한 실정이

고, 계절성 및 저장의 어려움 등으로 소비자의 선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과 물량공급에 어려움이 따름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농촌 지역과 농산업을 통해 산출된 가치를 전

자적 방식으로 유통하는 것을 의미함 

 온라인∙전자매체를 통하여 농축산물을 재배 또는 사육과정에 일정

기간 판매(분양)하고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한 농산물 또

는 원료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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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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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목적 및 기대효과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을 농가 소득으로 창출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로 유통단계의 단순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산지의 공동 출하, 

공동 판매 등의 생산자 단체의 시장지배력이 상승 

 농산물의 훼손을 줄일 수 있으며,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높아

지고, 소비자의 지출가격을 줄일 수 있음 

 농산물의 표준화, 등급화를 앞당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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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전자상거래 성공을 위한 요소 

안정성을 확보한 우수한 농산물 하나 

장기간 판매할 수 있는 물량 확보 둘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 셋 

수∙배송력이 있는 농산물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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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전자상거래 성공을 위한 요소 

상품혁신 

프로세스 

혁신 
사람혁신 

성공조건 



농산물 전자상거래 3 

4) 농산물 전자상거래 성공을 위한 요소 

신품종 ▶ 소비자의 기호 충족  

 상품 차별화 ▶10년식초,모양버섯,5색떡국 

 전처리 차별화 ▶ 세척, 예냉 

 친환경 ▶ 소비자 건강욕구 충족 

상품혁신 : 신품종 및 차별화상품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 구사 

 WOM 활용▶충성고객 확보  

 농장 체험프로그램 참여확대 

프로세스 혁신 

열정과 창조적 아이디어 

IT 능력 제고 

사람혁신:프로의식 



13차시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기금 



학습 내용 



 농산물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농산물을 구매

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음. 

 

 농산물수요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① 농산물에 대한 수요량은 가격에 반비례 ② 즉, 단위당 가격

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③이는 또한 수요곡선을 우하향하게 됨. 

 

농산물 수요와 공급 1 

1) 농산물 수요 



 가격변화 효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대체효과와 소득효

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음 

 

 대체효과 : 한 상품의 가격하락(상승)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값이 싸진(비싸진) 셈이어서 그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감

소)하는 효과. 

 소득효과 : 가격이 하락(상승)하면 동일한 지출액으로 전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할 수 있게(없게) 되는 소득의 증가(감소)효과 때

문에 수요량이 일반적으로 증가(감소)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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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수요 



 소득의 증가 - 정상재(보통재, 상급재, 우등재) : 소득증가 

→ 수요증가↑<고급농산물> 

 대체(유사) 농산물의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수의 증가 

 소비자의 기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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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수요 증가요인 



 농산물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농산물을 매도

(임대)하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음. 

 

 농산물공급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① 농산물에 대한 공급량은 가격에 정비례 ② 즉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

소 ③ 이는 또한 공급곡선을 우상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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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공급 



 대체농산물의 상대적 가격하락으로 당해 농산물생산량 증가 

• (생산면에 있어서)대체재 : 바꾸어 생산해도 생산성(수

익성)에 차이가 없는 재화 

 생산요소가격(비용)의 하락 

 생산기술의 발달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공급자(생산자, 매도자)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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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공급 증가요인 



 농축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기금을 관리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2 

1) 목적 및 구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4조 근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농안기금)사업 2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흐름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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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관리기관 및 기금의 용도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농산물의 수출촉진,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의 출하촉진·거

래대금 정산, 운영 및 시설 설치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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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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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국내외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주요 농산물 비축지원사업 

 자조금은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적립하는 자금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자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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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유통협약은 생산자, 유통인 등의 대표가 자율적으로 품질이 

저급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한하는 제도 

 유통조절 명령제는 농산물의 수급조정 등을 위한 유통행위

를 정부에 요청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유통조절 명령제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음 

유통협약 및 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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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공영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 

 인삼 및 약용작물 계열화 

 농산물 유통정보 실용화 

 농식품 유통 교육훈련 사업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개선 



 생산 및 유통단계의 농산물에 포함된 유해 물질들이 잔류허용기준

을 넘지 않는 지를 조사하는 제도 

 신선 채소류는 기본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조사하고 있음 

 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잔류허용기준의 조사 

 기준을 초과한 생산단계 농산물은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폐기나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유통단계 농산물은 관계기관 통보나 생산단계 재조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농산물 안전안

심 서비스를 운영 중 

안전관리 제도 3 

1) 농산물 안정성 조사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 

 농업이나 축산업 등 부산물의 재활용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3 

2) 친환경 농산물인증 제도 



안전관리 제도 3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

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

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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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

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하거나 관리하는 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GAP제

도의 전제 조건이 됨 

안전관리 제도 3 

4) 농산물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 



안전관리 제도 3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

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통

한 식품안전 확보 



14차시 농산물 물류 효율화 



학습 내용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의 약자로 생산과 소비

의 중개역할을 하는 유통 활동 중에서 상품의 장소적 . 시간

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운송, 보관, 하역, 포

장, 유통가공 및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화, 표준화, 금융, 

보험 등의 제반 활동  

 로지스틱스(Logistics)는 병참술이라는 의미로서 군수자

재의 발주, 생산, 재고관리, 배급, 통신 등 작전행동에 필요

한 자재관리를 모두 포함 

물류의 기초 1 

1) 물류란? 



물류의 기초 1 

2) 물류의 영역 



 제품다양화, 제품주기단축 등으로 물류의 신속성, 유연성 요구  

 완성제품뿐 아니라 중간재, 부품 등의 신속, 정확한 글로벌 공급

이 필수  

 물류정보, 정시 인도 등 고객만족형 물류서비스 필수  

 물류센터의 고부가가치화 : 제품 조립 및 고객화 작업 등 수행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Loyalty 확보  

 시장성숙에 따른 제품 차별화의 한계로 물류가 판매경쟁의 수단

으로 대두  

물류의 기초 1 

3) Business Logistics의 중요성 



 물류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인프라 중심의 물류에서 AI, 로

봇, AR, VR, 빅데이터, IoT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를 지향하며 점차 스마트해지고 있음 

 그간 물류 산업은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하지만 고령

화, 비대면 사회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한 인력확보와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현재 선진국과 선도 물류 기업들은 물류 로봇 등을 이용해 

자동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많은 투자를 진행 중  

물류환경의 변화 2 

1) 물류기술의 발전 



 물류분야에 로보틱스 활용은 창고내 작업, 기간운송, 배송 

등 물류업무 전문분야게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

으며, 향후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의사결정과 같은 비물리

적 영역까지 확장 전망 

 

 자율주행차 등 무인운반 기능의 로봇에 의한 도로, 해상운송 

 드론과 같은 배송영역에서의 새로운 운송 수단 활용 

 인공지능에 기반한 실시간 배송라우팅 최적화 등 

물류환경의 변화 2 

1) 물류기술의 발전 



물류환경의 변화 2 

1) 물류기술의 발전 

자체배송시스템 구축 

다이렉트 커머스 모델의 실현 

거래액의 75%가 모바일 

글로벌 수준의 IT기술력 보유 



물류환경의 변화 2 

2) 옴니채널 

 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 등 소비자를 둘러싼 모든 쇼핑 

채널들을 유기적 으로 연결하는 쇼핑환경을 말함  

 고객 입장에선 특정 유통채널을 이용하더라도 마치 하나의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설계하는 게 목표 



물류환경의 변화 2 

2) 옴니채널 



물류환경의 변화 2 

30대 직장인 주부의 신선식품 구매 사례 

자료 : 백인수, “지금 왜 옴니채널 인가?”, 유통∙물류와 IT융합의 현황과 과제(2015.7.6) 



 농산물 물류란 농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

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 흐름을 말함 

 

농산물 물류 효율화 3 

1) 농산물 물류의 구성 



농산물 물류 효율화 3 

2) 농산물 물류의 문제점 



 농산물 물류비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물적인 흐

름에 소요되는 제비용 합계이며 포장∙가공비 (포장,가공,선

별비),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감모∙청소비, 물류관리비 등 

농산물 물류 효율화 3 

3) 농산물 물류비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유통과정에서 부패하기 쉽고 선별이 필요하므로 선별비, 

감모비, 쓰레기 처리비용 등도 물류비에 포함 

농산물유통비용 = 상거래 비용(소유권이전시 발생하는 비용) + 물류비용 

상거래비용 : 상장수수료, 소개료, 상거래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상인이윤 등 

물류비용 : 운송비, 보관비, 포장∙가공∙선별비, 하역비, 감모∙청소비, 물류관리비 등 



농산물 물류 효율화 3 

3) 농산물 물류비 

 19년 유통비용률 : 47.5%(직접비 17.2, 간접비 18.2, 이윤 12.1) 

 소비자 구입비용이 1,000원일 경우 농가수취가격은 525원, 유통비

용은 475원이 발생 

 유통비용 475원 중 직접비는 172원, 간접비는 182원, 이윤은 121

원 임을 의미함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물류 효율화 3 

4) 농산물 물류 효율화 방안 



농산물 물류 효율화 3 

4) 농산물 물류 효율화 방안 

거점 중심의 공동물류체계 구축 

상물분리 물류 시스템 구축  

팰릿(Pallet) 출하촉진 

통합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15차시 농산물유통의 분석법과 식품시장 



학습 내용 



 특정 상품별로 유통의 전반을 고찰 

 쌀, 광어, 소고기, 돼지고기 

 

 농산물 유통 분석방법 중 가장 먼저 시도된 접근법 

 

 주로 산지 생산 및 유통을 같이 연구하는 전문가가 많음 

 

 한 품목을 대상으로 접근하기에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전체

를 감안한 논의에는 부족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1) 상품별 접근법 



 축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말함. 축

산물은 가축으로부터 얻어진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

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함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포함)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서 화학적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축산물 유통이란 



 생체 상태인 소를 도축과정을 통해 머리와 가죽, 내장, 발목, 꼬리 

등을 제거하고 이를 지육(도체)라고 함 

 지육에서 뼈와 불가식 지방을 제거한 고기 덩어리를 정육이라고함 

 한우(소고기)의 경우 평균 정육율은 약 42%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축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생산에 필요한  

자재(종자, 사료,  

농약 등)의 생산과 

유통부문을 담당 

투입부문 

 

자재, 생산요소를  

이용한 직접적인 

활동 

생산부문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분배하는 과정 

검사,가공,저장 등 

생산물 
시장부문 

 

사료, 개량,  

약품,기자재,  

동물병원     

후방산업 
 

한육우, 돼지,  

우유, 계란,  

기타 

축산생산 

 

도축, 가공, 판매 

단체급식 등 

전방산업 

축산물 유통 산업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LPC (Livestock Packing Center)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육계(닭 및 닭고기)의 유통경로 



 상적 기능 (Exchange function): 구매, 판매 기능 등 

 물적 기능 (Physical function): 저장, 운송, 가공 기능 등 

 조성 기능 (Facilitating function): 표준화, 금융, 위험 부담, 정

보 유통 등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2) 기능적 접근법 

 이 기능들을 누가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를  

각각 고찰하는 방법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음. 해당 기능(직업)이 있어야 하는 지가 

관건이고, 특정 기능 담당 주체를 없앨 수는 있지만 해당 기능은 제

거 불가. 기능 수행자가 대가로 적절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은 인정 



 유통 주체나 제도(법)이 적절한 지를 고찰하는 방법 

 who에 초점 

 cf. 기능적 접근법: what에 초점 

 산지 수집상의 기능을 공공부문(농협 등)에서 대행하는 지의 

여부 

 농산물 생산지에서 포전매매(밭떼기)를 하는 유통업자 

 공공부문의 대응 : 산지 수집 및 금융 기능을 대신 수행 

 계약 재배 및 가격 안정, 산지 유통금융 활성화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3) 제도적 접근법 



 Input-output system 

 산출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투입재가 어떻게 결합되는 지를 

논의 (경제학, 공학 등) 

 Power system 

 시장 지배자(독점 등)의 상황 등을 분석 

 Communication system 

 정보 전달, 의사 소통 등을 분석(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 

 System for adapting to internal and external change 

 내적, 외적 교환에 대한 적응 분야를 논의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4) 행태론적 접근법 



 산업조직론의 SCP 모형으로 고찰 

 구조(Structure), 행동(Conduct), 성과(Performance)  

 산업구조에 따라 기업의 행동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성과가 창출된

다는 단순하면서 명확한 이론으로 대체적으로 변화가 작은 산업군

에 잘 맞는 모형 

 외부의 충격에 따라 산업의 수익성 변동이 심한 산업군에서 더욱 강

력한 분석 모델. 

농산물 유통의 분석법 1 

4) 행태론적 접근법 



 물물교환의 장소로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되

고 그 소유권이 인도되는 장소 

식품구매시장 2 

1) 시장이란 



식품구매시장 2 

2) 시장의 기능 

구매정보의 

획득 

교환기능 

(매매) 

경영활동 

수행장소 

실제적인 

물품공급 



식품구매시장 2 

3) 식품시장의 종류 

 일차시장(primary market) :  산지근처에서 형성(산지시장) 

 해안가의 수산시장, 과수단지의 청과물시장, 목축단지의 가축시장 

 이차시장(secondary market) :  일차시장으로부터 식품을 대량

으로 구입하여 지역시장에 분배하는 역할, 도매시장 

 지역시장(local market) :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물품과 서

비스를 제공하는 유통과정의 최종단계  



식품구매시장 2 

3) 식품시장의 종류 



시장조사 3 

1) 시장조사의 개념 

 구매시장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ㆍ검토 후 그 

결과를 전반적인 구매 활동에 적용하는 것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 시기 및 구매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와 가격 협상을 할 때 혹은 공급

업자들이 제시하는 견적가가 적합한지 파악할 때 근거 자료

로 이용 



시장조사 3 

2) 구매시장 조사의 목적 

구매 예정 가격의 결정 합리적인 구매 계획의 수립 

원가계산가격 

구매 물품의 시장가격 조사 

신제품의 설계 제품 개량 

구매대상 품목의 품질 

구매거래처 거래시기 

구매수량 등에 관한 계획 

경제성 

구입 용이성 

구입시기 

기존 제품의 새로운 판로개척 



시장조사 3 

2) 구매시장 조사의 목적 



시장조사 3 

2) 구매시장 조사의 목적 



시장조사 3 

3) 구매시장 조사의 내용 



시장조사 3 

3) 구매시장 조사의 원칙 

비용경제성의 
원칙 

시장조사 비용(조사에 의한 이익) 

조사 적시성의 
원칙 

구매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내 완수 

조사 탄력성의 
원칙 

시장수급상황, 가격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조사 계획성의 
원칙 

철저한 사전계획 필요 

조사 정확성의 
원칙 

조사하는 내용의 정확성 



시장조사 3 

4) 구매시장 조사의 종류 

일반기본시장조사 품목별 시장조사 

유통경로 조사 구매거래처 업태조사 



시장조사 3 

5) 구매시장 조사방법 

카탈로그, 팸플릿(Pamphlet), 설명서 등 

업자 명부 / 업체 리스트 

각종 간행물 

전문 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자료 

학술지, 학술대회(세미나 혹은 심포지엄) 자료집 

인터넷, 홈페이지  



16차시 푸드시스템과 농산물 가치사슬 



학습 내용 



 농업비중의 감소, 식품산업의 비중증가에 식품산업 발전을 

네 단계로 구분 

 자급자족(1단계)→생산과 소비를 잇는 유통필요(2단계)→가

공식품 형태로 소비 (3단계) →가정내 가사노동 혹은 식생활 

외부화(4단계) 

 식품경제활동 전체를 농수산업과 기타산업으로 크게 구분하

여 농수산업 이외의 것을 ‘식품산업’  

 산지 농산물가공산업에서 식품공업, 식품유통업, 식재료 산업, 

외식업으로 확대 

푸드시스템의 이해 1 

1) 푸드시스템의 등장과 개념 



 농어업 생산, 식품 가공 및 유통 등 식품의 공급에 연관된 모

든 활동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호 연계를 포함한 농식품산업을 구성

하는 각 주체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 

 협의 : 식품 공급에 연관된 모든 산업에서 생산부터 소

비까지  흐름과 관련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활동과  상

호관계를 의미 

 광의 : 협의의 개념에 관련 제도, 정책, 법 등을 포함하

는 개념 

 

푸드시스템의 이해 1 

1) 푸드시스템의 등장과 개념 



 푸드시스템(food system)이라는 새로운 용어 등장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흐름을 소비자로부터 

거꾸로 생산자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관계되는  모든 경

제주체의 움직임을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것 

 

 지금까지 농업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식품경제학 교과서와 달리 

푸드시스템의 최종 목적지인 식생활에 큰 비중을 두고, 식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식품 소비행동에서부터 설명을 시작 

푸드시스템의 이해 1 

1) 푸드시스템의 등장과 개념 



푸드시스템의 이해 1 

2) 식품산업의 구성체계 

 식품산업이란 원료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가공 및 제조, 유

통, 조리 및 소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에 관한 산업 



 원료생산자, 중간유통업자, 식품공급과 서비스를 포함한 소

매업, 식품음료제조업자들로 구성된 식품사업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음. 

 독립성 : 원료생산자 또는 농업인이 생산물을 도축장, 농산

물 마케팅조직, 곡물수매업자 도매업자 등 중간유통업자들

을 통해 공급. 

 높은 상호의존성 : 생산자가 원료 상당량을 제조업자에게 공급

하고, 일반소비자들 및 소매업자에게도 생산품 일부를 공급. 

푸드시스템의 이해 1 

2) 식품산업의 구성체계 



 살아가기 위해 최저 필요한 식사에너지는 연령, 성별, 인종, 기후, 

기타에 의해 다르지만 우리나라 1인 1일당 공급에너지는 약 

3,000kcal  정도  

 필요 칼로리 이외에도 튼튼한 몸과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

종의 영양밸런스가 문제시 

 건강과 안전상의 배려에 더해 특히 맛과 변화가 풍부한 식생활이라

는 관점까지 넣으면 대단히 많은 식품이 필요. 게다가 식품은 대부

분 보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량을 매일 안정적으로 공급

되지 않으면 안 됨 

푸드시스템의 이해 1 

3) 식품의 상품적 특징 

(1) 필수성과 포화성 



 양복이라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몇 벌이라도 사는 것이 가능해 많이 

사는 것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식품의 경우에는 소화능력이 정해져 있고, 보존하기도 어렵기 때문

에 소비량은 포화점에 달함 

 식품의 경우에는 필수성과 포화성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성질 

때문에 식품의 적정공급량은 대단히 좁은 범위에서 한정 

 식품은 양적으로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님 

푸드시스템의 이해 1 

3) 식품의 상품적 특징 

(1) 필수성과 포화성 



 현재와 같이 푸드 시스템이 복잡해져 원재료의 단계로부터 가공되

어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기까지 긴 과정을 경유하게 되면 자신이 먹

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먹어보아도 맛 이외의 성분과 안전성

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려움 

 

 따라서 식품의 표시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 

푸드시스템의 이해 1 

3) 식품의 상품적 특징 

(2) 안전성 



 정보가 비록 충분하게 주어졌다 해도 일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주

어진 정보는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신뢰받는 것은 아님 

 푸드시스템이 복잡해짐으로써 종래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정부

의 역할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변화 

 식품의 안전성은 식품공업의 양극 집중성이라는 문제와도 관련. 식

품공업에서는 다양한 업종에서 소수의 대규모 기업에 의한 전국 브

랜드(national brand)와 소규모 지역 밀착형 기업에 의한 지역브

랜드(local brand)가 공존. 소비자는 판단하기 어려운 식품의 품

질과 안전성을 확립된 브랜드에 의해 판단.  

푸드시스템의 이해 1 

3) 식품의 상품적 특징 

(2) 안전성 



 많은 식품에서 신선성은 맛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소비자는 신선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선품은 물론이고, 유통기한

이 충분히 긴 가공식품에 있어서도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자 함 

 콜드 체인, 보존, 식품가공 등의 기술진보에 의해 식품도 재고가 가

능해지고, 출하량을 조정 , 생산지와 소비지의 원격화 가능 

 새로운 형태의 외식점과 부식 및 도시락 등 중식이라고 불리는 분야

에서는 조리한 다음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에 의한 신

선도의 저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성공의 열쇠 

푸드시스템의 이해 1 

3) 식품의 상품적 특징 

(3) 신선성 



 개인의 미각 기준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조리와 첨가물에 의해 만

들어 짐 

 미각기준이 어릴 때부터의 관습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면, 가정과 학

교에서의 조기 식사경험은 건강한 몸을 위해 장래의 미각기준을 만

든다는 점에서 중요 

 식품의 습관성이라는 특징으로, 한번 확립된 Brand의 우위성을 더

욱 강하게 함. 브랜드가 확립되면 습관성이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

다고 하는 성질에 의해 점점 소비자와 그 상품의 연결은 강하게 하

여 브랜드의 우위성이 강화됨 

푸드시스템의 이해 1 

3) 식품의 상품적 특징 

(4) 습관성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 

농산물로부터 시작하는 긴 푸드 체인을 거쳐서 공급되어지는 식품

이 소비자의 진정한 니즈(Neds)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가? 

 경제활동의 목적은 소비 - 생산, 유통, 분배도 그 최종 목적은 소비

수준을 높이는 것. 이를 통해 인간의 생활을 풍요  

 경제의 좋고 나쁨을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척도는 소비자의 만족도. 

식품경제의 목적은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소비를 실현하는 것 

 현재 푸드 시스템 하에서 식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가 아닌 가는 소

비자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  

푸드시스템의 이해 1 

4) 푸드시스템과 소비자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가능한 한 싸게 공급하는 것 

 → 푸드 시스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척도 

 척도의 3가지 요인, 즉 ① 안전 ② 맛 ③ 가격  

푸드시스템의 이해 1 

4) 푸드시스템과 소비자 

 식품의 안전성은 특히 절대적인 중요성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기업은 도산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시

장메커니즘이 작용  



 음식물의 맛 문제는 더욱 어려움  

 음식물의 맛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맛의 기호 대신 습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기인  

 소비자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맛을 원하는 동시에 먹어서 익숙

해진 식품을 맛있다고 느낌. 고향의 맛이나 어머니의 손맛이라

는 것 

 확실한 미각의 척도 필요.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의 미각은 미터기와 

같은 부동의 척도가 아님.  

 결국 소비자의 기호는 푸드시스템에 의해 지배.  "식습관의 변

화"는 어려운 문제 내포  

푸드시스템의 이해 1 

4) 푸드시스템과 소비자 



 식품경제의 외부화의 가장 발전된 유형은 외식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식품소비와 더불어 가사노동은 제

로가 되고 쇼핑과 조리, 설거지 등 모든 것이 10% 외부화 

 최근 푸드 시스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  

 식품경제의 외부화 요인은 수요 측의 요인과 공급 측 요

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푸드 시스템은 변화  

푸드시스템의 이해 1 

5) 식품경제의 외부화 요인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 활동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

는 일련의 연쇄과정으로 가치와 관련된 모든 활동·기능·프로세스

의 연계성(linkages)을 의미 

 가치(value)는 원가절감과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능력에 의해서 생

성되며, 동일한 성과(performance)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 비용

(cost)이 투입된 경우라면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수요자의 만족도가 비용투입보다 작다면 수요자의 가치는 감소한다

고 할 수 있으며, 가치사슬은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

과 그 활동들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것 

농식품 가치사슬 2 

1) 가치사슬이란 



 가치사슬분석은 가치사슬의 개념을 이용하여 가치를 최종소비자에

게 전달하는데 연관된 기업의 프로세스와 활동들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그 결과로 기업의 프로세스와 활동들에 대해 창출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경쟁우위(가치창출 부분)와 열세(가치비창출 부분)를 파

악하게 됨.  

 그렇게 함으로써 각 기업의 핵심역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

악하게 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이러한  가치사슬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가치활동 각 단계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핵심활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 및 핵심활동들의 강점, 약점, 차별화 요인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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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사슬 분석의 효과 



 농업에서의 가치사슬은 농업 경영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생성과 관련

된 모든 직접 또는 간접 활동을 포함함. 

 특히,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산에서 가공 및 판매까지 품

목별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은데, 농산물의 가치사슬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활동들이 시장 확대를 목

표로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함. 

 농산물의 가치사슬 구조를 도식화한 다음 그림을 보면, 본원적 활동

으로 생산 요소 투입, 생산, 선별∙포장∙저장∙가공∙유통, 판매 등이 포

함되고, 지원 활동으로 조직화 및 규모화, 마케팅, R&D, 정부 정책 

등이 포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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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업과 가치사슬 



농식품 가치사슬 2 

 마이클 포터(1985)가 제안한 가치사슬 모델은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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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사슬은 생산 요소투입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

계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가치사슬의 각 단계를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수직적으로 나열하면 

생산  부분이  상류 (upstream)가  되고  소비  부분이  하류

(downstream)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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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사업영역에서 수직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소유하거나 통제하

는 것. 즉, 기업활동의 영역을 규정하는 것 

 

 농업분야 수직통합(계열화)을 통해 성장하는 사례 증가 

 축산의 경우 생산자단체인 도드람, 부경양돈, 서울우유협동조

합 등은 자재준비에서 가공, 판매까지 수직통합(계열화)로 경

영안정을 도모함 

 원예의 경우도 생산자단체에서 판매, 외식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분야를 경영내부로 흡수하는 수직통합(계열화)으로 수익

성제고를 시도함 



 농업 부문의 주요 활동은 종자·종구 구입, 생산, 선별·포장·저장, 

가공, 수송 및 판매, 수출 등의 현장 업무활동이 포함 

 이와 관련된 지원활동으로는 생산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교육, 

조직화·전문화, 사후관리 등이 있음 

 

 농업 기술은 자연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

라 가치사슬도 변화하고 있는데, 대농과 기업의 농업 지배력이 커지

자 이에 대응하여 소생산자 조직화,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의한 수

직적∙수평적 통합, 유통∙가공업자와의 계약재배 등이 활발해지고 가

치사슬 구조도 고도화되고 있음 

농식품 가치사슬 2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은 기본적으로 경영학에서 다루는 일반제조

업의 가치사슬과 큰 차이가 없음. 다만, 식품제조업의 원료가 농림

축수산물이기에 공산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반 제조업과는 차이를 

가지게 되기에 보다 세심한 분석이 필요 

 

 식품제조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농림축수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

리 생산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원료 확보에 대한 위험(risk)이 발

생하고 있음. 이러한 원료 확보에 대한 위험은 식품제조업 가치사슬

을 최대화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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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 



 가공식품 영역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가공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까

지 유통하는 단계인데, 크게 외식업체가 소비하는 업무용 상품의 유

통과 일반 소비자가 소비하는 가정용 상품의 유통으로 구분 

 가정용 가공식품의 유통은 업무용보다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데, 대

형 소매업체만 거치거나 도매와 소매를 경유하는 경우로 구분  

 가정용 가공식품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없는 데, 이는 가공식품 공급자가 농업 생산자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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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 



식품제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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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제조업의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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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 고추관련 제품의 전방가치사슬 



17차시 농식품6차산업과 로컬푸드 



학습 내용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

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등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농업생산물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 하면 다양한 형태의 가공 상품

(식품,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과 관광 체험 서비스 상품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

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농식품 6차산업 1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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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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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차산업의 요인 



생산자 조합 
 

1. 삼례 딸기 영농조합 

2. 장수 사과 영농조합 

3. 고창 복분자 영농조합 

4. 부안 오디 영농조합 

5. 임실 고추영농조합 

생산 

거점가공센터 
 

1. 완주 떡메마을 

2. 마더쿠키 

3. 고창 복분자 

4. 제주 청정원 

5. 서산 참샘골 호박농원 

가공 

로컬푸드 
 

1. 건강한 밥상 

2. 로컬푸드 직매장 

3. 거점 가공센터 

4. 공공 급식센터 

5. 농가레스토랑 

유통 

공정여행 
 

1. 완주마을여행사업단 

2. 양평 나드리 

3. 진안 풍덩 

4. 아산 외암 밈속마을 

5. 화천 산천어 축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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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차산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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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차산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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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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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차산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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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차산업의 특징 

지역농업 지향적 

6차산업은 농업의 기반위에서 전개되는 사업 

1차 산업의 존재 없이는 6차산업은 형성 될 수 없음. 농업이 기

반이 되고 그 농업생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연계 사업이 창업되고 

전개되는 것이 6차산업의 본 모습 

6차산업은 농업을 대체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농업 을 육성하

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지역의 고령농, 소농, 여성농이 나름의 특·장점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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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차산업의 특징 

소비자∙시장 지향적 

지역농업위에 시도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은 소비자들에게 호응

을 얻어야 하며 시장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의 반응과 소비자의 

선택은 6차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 때문에 6

차산업은 농업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기존 관행적인 농산물

은 수매(收買)하면 되었지만 농산물 활용 가공품은 판매(販賣)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매와 판매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동일한 뜻을 지녔지만, 수매의 

주체는 사는 사람이고, 판매의 주체는 파는 사람이 된다. 즉, 6차

산업은 보다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를 만나야 한다 



농식품 6차산업 1 

5) 6차산업의 특징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6차산업은 1차산업의 농산물 재배라는 작업도 해야 하며, 2차산

업의 가공 및 제조활동도 해 야 한다. 3차산업의 유통 및 서비스 

제공 사업도 해야 한다. 각각의 영역은 전문화된 영역이다. 보통 

일반인이 다른 분야에서도 숙련이 되려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

은 걸린다. 따라서 6 차산업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협조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중요해 진다. 성공적으로 6차산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영체를 보면 조직 내부적으로는 분업화가 잘 되

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 지원조직이나 경영체와의 협력이 

잘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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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차산업의 특징 

조직 내부적으로 경영관리 역량 강화 

6차산업을 시작하게 되면 농업 생산만을 할 때와는 달리 여러 복

합적인 일들이 동시에 진행 됨  

그 동안 생소했던 제도와 법률적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될 

수 도 있고, 때로는 쌓아져 가는 재고(Inventory)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 때문에 6차산업에 있 어서는 사전에 시장 상황과 제도를 검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체크하는 Plan(계획)- Do(실행)-

Check(검토)-Action(조치)의 경영관리 역량이 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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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차산업의 특징 

ICT 도입을 통한 고도화 촉진 

과학기술 및 ICT등의 진보된 기술 도입을 통하여 6차 산업 고도

화를 추진해야 함 

계량화, 객관화, 표준화 등은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줌 

상품 및 서비스 등이 연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야 함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6차산업이 되어야 함. 

    즉, 1차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별도로 전개되었을 때에 비

하여 6차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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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차산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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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적인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자원관리형 

식품산업형 

농촌관광형 

정보관리형 

주거환경형 

지역개발형 

농촌 
비즈니스 모델 

• 농촌체험/농가민박 
• 문화공방/식당 
• 휴양센터/관광네트워크 

• 농촌종합개발 
• 특화마을육성사업 
• 컨설팅 및 지역디자인 

• 주거복지산업 
•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 마을교통서비스 

• 홈페이지관리 
• 정보공유 / 온라인 마케팅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자립마을 
• 숲 해설가 
• 마을 자원조사  

• 마을소득사업 
• 로컬푸드 
• 농가레스토랑 
• 학교급식 
• 친환경먹거리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

식품을 의미.‘지역’의 범위는 국가와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하나, 

행정구역인 시(市)·군(郡)이나 도(道)의 경계 내로 정하는 것이 일

반적.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

군·구(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의미함 

 로컬푸드에서 의미하는 ‘지역’의 개념을 물리적 거리에만 근거하

여 판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로컬푸드 2 

1) 로컬푸드(Local Food)란? 



로컬푸드 2 

2) 로컬푸드에 대한 공간적 범위 해외사례 

국가/운동사례 로컬푸드 운동 내용 

캐나다 
(100마일 다이어

트 운동) 

 거주지 100마일 이내 소비운동 

(1년 동안 벤쿠버에서 반경 100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음식만 먹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의 상생운동 

이탈리아 
(Slow food) 

지역에서 생산된 자연식재료를 전통 방식에 맞춰 먹는다는 취지로 시

작되었으며, 음식, 식료, 포도주 등 전통먹거리 문화 보전과 소규모 

생산자 보호, 소비자와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교육 등을 중심으로 시

행하였음 

영국 
(REAL FOOD) 

광우병의 발병과 2002년 구제역 파동이 로컬푸드의 관심을 증폭시

켰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과 농민이 도심에서의 시장을 통한 만남을 

주축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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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컬푸드 현황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확산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로컬푸드 운동

은 이미 진행 중  

 로컬푸드는 이제 한국 사회의 대안 식품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음 식

품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소비자

들이 먹거리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었음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감으로써 농산물 판매

액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로컬푸드는 

농민들이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판매망으로서 역

할이 기대됨 



로컬푸드 2 

3) 로컬푸드 현황 

출처 :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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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컬푸드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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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컬푸드 유형 



로컬푸드 2 

6) 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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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이동거리가 짧아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추구 

 당일수확, 당일공급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상태의 먹거

리를 적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 

 ‘생산지 수확 → 소비자’ 유통 기간 : (로컬푸드) 평균 0.5~1일, 

(일반유통) 평균 3~6일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확인이 가능한 ‘얼굴 있는 먹

거리’ 이기에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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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경작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안

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농들도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유통경로가 단축되어 농가 수취가격아 향상 

중소농 소득 안정 

자료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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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영농 실현 및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추구 

 

지역 내 먹거리 소비를 통한 자본 축적, 먹거리 관련 일자리 창출, 지

역민 교류 활성화 등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감 

지역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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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생태·환경적으로 소농의 농업기반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농업생태계

를 지속 가능케하고, 원거리 물류·농약 지양으로 푸드 마일리지 감

소 등 환경 보호를 추구. 

생태∙환경 보전 



18차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학습 내용 



 2016년 1월, 다보스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이

해라는 주제로 다보스 포럼을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로

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ML), 로봇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팅과 

유전학과 생명공학기술 등의 서로 단절되어 있던 분야들이 경계를 

넘어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ICT 기술을 통해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인사관리 

등 모든 경영활동과 제품, 서비스, 시장 등 모든 경영 정보들을 데이

터화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이를 지능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4차산업혁명의 이해 1 

1) 4차산업혁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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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Cloud), 빅데이터 (Big data), 모바일

(Mobile), 보안(Security)으로 대변되는 "ICBMS"가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 

4차산업혁명의 이해 1 

1) 4차산업혁명이란 



4차산업혁명의 이해 1 

2) 4차산업혁명기술의 구분 - 농산업 



4차산업혁명의 이해 1 

3)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 

 사물인터넷이라고 번역하며 각종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IoT(Internet of Thing)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

는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셋 규모를 의미하며 그 정의는 주관적

이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 

빅데이터(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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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 

 Cloud가 된 컴퓨터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듯 정보를 보관하고 있

다가, 다른 컴퓨터들에게 비를 뿌려주듯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Cloud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구조 

 개인이 웹에 접속해서 포토샵,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을 작업할 수 

있으며 그 작업에 대한 저장도 웹에서 할 수가 있음. 가상공간에 

한 서버만을 놓고 한 컴퓨터를 통해 여러 사람이 개인 작업을 할 

수도 있음. 은행의 ATM이나 항공기, 열차의 실시간 좌석 예약시

스템이 대표적  

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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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센서(Smart Sensor) 기존

의 센서(Sensor)에서 발전된 형태  

 센서란 측정 대상물로부터 압력∙가속도∙온도∙주파수∙ 체신호 등의 

정보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  

 측정 대상물의 물리∙화학적 정보를 감지하는 일반 센서기술에 나

노기술 또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미

세전자기계시스템) 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

진단, 의사 결정, 통신 등의 신호처리를 함 

스마트 센서(Smart Sensor)  



 스마트 팜 기술 개발은 각종 센서, 농업용 로봇, 드론, 자율주행 트

랙터 등 응용기술 면에서 눈부신 진보를 거두고 있음 

 스마트 팜이 확산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

공지능(AI) 등 ICT 핵심 신기술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다양한 데

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

름 

 이미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ICT 기술을 

원예와 축산, 유통 등 농축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 생산성과 효율성

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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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산업혁명기술과 농업의 만남 



 스마트 팜은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 및 환경정보 등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

검하여 적기에 처방을 함으로써 에너지∙양분∙노동력 등을 과거에 비

해 덜 투입하고서도 품질과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농업을 의미 

 스마트 농업(Smart Agriculture)이란 ICT를 비롯 각종 첨단기술

이 농업 밸류체인전반에 접목되어 농업 전체의 스마트화를 이루는 

개념. 육종-채종-육묘-생육-수확-유통-소비 

 진정한 스마트 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스마트

농업이 접목되어야 함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 2 

2) 스마트 팜 



 네덜란드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40% 수준으로, 농산물 수출국 

1위인 미국과의 국토 면적 차이는 270배에 달함 

 그럼에도 이처럼 작은 나라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이 가

능한 이유는 네덜란드의 농산품 생산성 때문  

 토마토 생산성을 예로 들자면 네덜란드의 생산성은 한국의 4배, 중

국의 10배에 달하며, 네덜란드의 온실에는 99% 이상 ‘스마트팜’ 

기술이 보급되어 있음 

 ICT와 로봇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네덜란드 농가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며, 반면 한국의 ‘스마트팜’ 보급은 이제 막 발돋움을 

시작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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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팜 



 스마트 팜 기술 개발은 각종 센서, 농업용 로봇, 드론, 자율주행 트

랙터 등 응용기술 면에서 눈부신 진보를 거두고 있음  

 스마트 팜이 확산하면서 IoT, AI) 등 ICT 핵심 신기술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양성

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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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팜 분야 적용가능기술 

주요 
기술 

분야 농업 부문 적용 가능 기술 

IoT 
 

AI 

생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팜을 통한 원격∙자동 농작물 재배 

동물 체내 삽입형 센서를 활용한 동물 건강∙질병 관리 

딥 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 탑재를 통한 최적 재배 

유통 자동 선별 정보, 입∙출고 관리, 배송 등 농식품 유통 이력 관리 

식품 기능성 식품 개발,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활용한 메뉴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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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술 분야 농업 부문 적용 가능 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생산 스마트 팜 환경 생육 정보 활용 최적 재배 환경 컨설팅 

유통 
소비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 농산물 구매성향 분석 및 직거래 유통 지원 

질병 
질병 방역대 및 차량 이동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축산 질병 
발생 예측 및 분석, 방역 관리 

관측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영농 정보 종합 지원, 스마트 팜 맵, 공간 
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로봇 생산 
무인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식물공장 

자동 육묘 및 파종 로봇 기술 

드론 

생산 드론을 활용한 방제 

관측 원격탐사, 드론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지 작황정보 관측 

질병 드론을 활용한 작물(산림) 질병 등 예측∙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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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팜 (지능형 농장)복합에너지관리 + 스마트 농작업 

출처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2 

4) 스마트 팜 도입효과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2 

4) 스마트 팜 도입효과 

 노동집약 산업 

생산∙유통∙소비의 단절 

공급자 중심 기술 혁신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의 괴리 

기술집약 산업 

생산∙유통∙소비의 통합 

수요자 주도 산업혁신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의 양립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2 

5) 스마트 축산 사례 - 양돈 

 스마트 팜 세 단계 관리체계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2 

5) 스마트 축산 사례 - 양돈 

 스마트 팜 데이터 분석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팜 2 

5) 스마트 축산 사례 - 양돈 

출처 : 돼지와 사람, [돈심보감(46) 스마트하게 농장을 드라이브하라] 디지털 혁신 기술의 활용(1) 



19차시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학습 내용 



빅데이터의 이해 1 

1) 개념 및 특징 

기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

터의 집합을 지칭하며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Volume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다루다 보니 데이터 크기(Volume)

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커짐 

상대적 요소는 기업의 처리 데이터에 상대적인 것으로 차이가 큼 



빅데이터의 이해 1 

1) 개념 및 특징 

Variety 

다양한 소스(데이터 발생 장소)에서 입수된 데이터 활용 

데이터 형태도 정형, 비정형(Log,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동영상)

으로 다양해짐 

Velocity 

데이터 발생 및 처리속도 빨라짐. Web Log 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웹 페이지 클릭 시 생기는 수많은 데이터가 매우 빠르게 발생. 

Social Media에서 다수 사람이 데이터 생성 ▶ 매우 빠르게 수집

하여 준 실시간(Near Real-time)으로 처리 



빅데이터의 이해 1 

1) 개념 및 특징 

Value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 

전통적으로 분석을 통한 Insight에서 실행(Action) 통한 기업 및 

고객의 가치 창출 가능 

서비스 제공에 활용 증대 

만족도 증대, 비용절감, 수익증대, 신규사업  



빅데이터의 이해 1 

1) 개념 및 특징 

고객데이터 축적활용 증가 

데이터는 분석가가 관심을 가진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관찰·

수집”한 자료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 그 

자체를 의미  

거대기업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자∙소비자 행태정보를 수집 ∙ 분석

해 경영 ∙ 경쟁전략에 활용.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거대한 가

치창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규모에 도달함. 질적 변화를 일으킬 기

술이 접목됨으로써 거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남. 



빅데이터의 이해 1 

2) 빅데이터 유형 

정형 데이터 

구조화 되어 있는 데이터 

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 스프레드시트, CSV 등 

비정형 데이터 

정형화 되지 않은 데이터, 미리 정의된 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

은 데이터.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조와 형태

가 다르고 정형화 되지 않는 데이터. 예)  문서, 영상, 음성 



빅데이터의 이해 1 

2) 빅데이터 유형 

반정형 데이터 

형태(Schema, Meta Data)가 있으며, 연산이 불가능한 데이터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구조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파일 형식의 데이터 

예) XML, HTML, JSON, 로그 형태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빅데이

터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  

 특히 각 개인별, 각 식품별 각각 다른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  

 식품 관련 빅데이터 축적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만을 전문

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 식품, 

생명 과학 및 생활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생활하는 데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창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현대 생명과학기술과 생활과학기술 두 

가지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1)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4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

이 좋은편. 왜냐하면, 오래된 농경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만들어 먹는 형식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  

 따라서 우리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빅데이터만 창출된다면 세계 어

느 나라보다도 건강한 개인 맞춤형 식품 제공이 가능할 것.  

 개인의 생물학적 니즈와 감각적 니즈를 맞춤형 식품 빅데이터와 초

연결(super connection)하여 수많은 유형의 소비자에게 수많은 

개인 맞춤형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1)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각 개인에 맞는 빅데이터 및 대상 오브젝트(object)에 대한 빅데이

터가 창출 된다면, 식품 산업에서는 딥러닝 기술이 각 개인의 생활

에 필요한 취미, 문화, 여행, 휴식, 건강, 의료, 음식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초연결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1)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 중요

한 방법이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여러 방법 중 중요한 방법론이며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한 종류 

 인공지능 > 머신러닝  > 인공신경망 > 딥러닝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1)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농산업 밸류체인 단계별로 예를 들면,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데이터, 

유통단계에서 도매시장가격 데이터, 소매단계에서 POS데이터, 소

비단계에서 가계지출 데이터 등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능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2) 활용가능한 농식품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특성(4V)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 DB’는 데이터 입출력의 속도(Velocity)

가 연간 1회로 데이터 변화속도가 느리지만, 데이터 규모(Volume)

가 크다는 측면에서 빅데이터로 간주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2) 활용가능한 농식품 빅데이터 



 데이터 생성 기관 및 형태별로는 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품질평가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

화정보원 등)에서 생성한 정형데이터 

 민간부문에서 생성된 정형데이터(농협 출하 및 판매 데이터, 스마트

팜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웹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등)로 구분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2) 활용가능한 농식품 빅데이터 

빅데이터 보유기관 주요내용 

농업경영체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체 구성원정보, 생산면적정보  

사육정보, 소득정보 

축산차량 이동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차량이동정보, 농장정보 

쇠고기 이력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개체정보, 신고정보,  
도축 및 포장처리정보 

농축수산물 도매시
장 상세 경락가격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경락가격, 품목별 정산,  
원천정산가격 등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2) 활용가능한 농식품 빅데이터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빅데이터로 추적한 농산물 소비∙구매 실태 

HMR(Home Meal Replacement) : 가정간편식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2 

영주 사과작황 정보서비스 사례 

 기상청으로 기후 데이터를, 영주시청으로 사과생산량 데이터를 수집 

 기후 데이터와 사과 생산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농업진흥청, 농업관측센터 자료 등으로부터 사과재배 최적환경을 조사 

 사과 재배 최적 환경을 데이터마이닝에서의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법으로 영주사과 재배 환경에 적합하도록 커스터마이징 함 

 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 월마다 연간 생산량 예상 



20차시 유통환경변화와 농식품 산업 대응전략 



학습 내용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 1 

1) 최근 유통트렌드 변화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 1 

1) 최근 유통트렌드 변화 



 최근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사회적•경

제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  

 코로나19∙COVID-19 사태는 경제 각 분야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음  

 농식품 유통분야에서도 온라인 유통이 언택트(Untact·비대면) 유

통채널로 급성장세를 보이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유통매장 방문을 자

제한 대신 온라인 유통업체 이용을 확대한 결과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 1 

2)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 1 

2)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 

물리적 이동 제한 

수출입 규제 강화 

유통의 온라인화 

비대면 수업 및 대중교통 제한 

대면 모임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변화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물(物)의 이동을 최대화 하는 방식으로 변화 

출처: 서울아산병원 



 온라인 유통이 더욱 확대될수록 농식품 소비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상품의 규격화·표준화와 더불어 품질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서, 단순한 원물보다는 미리 조리되거나 반가공된 간편한 농식품의 

판매가 확대 

 최근 식생활의 고급화, 핵가족화,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여러 가

지 지능형 포장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내용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

뢰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새로운 지능형 포장 기술(예 : 시간-온도 이력지시계 바코드등)의 

개발 및 제품화가 요구됨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 1 

2)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 



 농식품의 저장 및 유통 시, 제품의 유효 기간 및 올바른 유통 상황을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시계의 개발 및 사업화는 소비

자의 입장에서는 유효 기간에 대한 믿음을  

 

 생산자에게는 저장 기간 확대를 통한 이익 증대 및 유통 조건에 대

한 경각심을 그리고 유통 업체에게는 제품에 적합한 유통 조건 유지

라는 이익을 동시에 실현함으로서 전반적인 식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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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4차산업형 지능형 농식품 포장 유통 시스템은 신선식품의 물

류 배송시 품질 안심 솔루션으로 상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생물형 시간-온도 이력지시계는 미세 고정화된 내냉성 유산균이 

온도 의존적으로 유산을 생성해 색이 변화를 시간-온도 이력지시계

로서, 포장육제품, 김치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완료 

 

 국내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의 증대와 제3자 물류

업체의 신선식품 배송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산업화의 실현이 가속

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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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들이 온라인화되고 인공지능(AI) 등 리테일테크로 무장하

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 수집·처리 능력이 향상될 것  

 리테일테크(Retailtech)는 소매, 소매점을 뜻하는 리테일(Retail)

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편의점이나 마트, 식품판매

점 등 소매점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는 것 

 이처럼 스마트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가성비 높은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파워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  

 따라서 산지 생산자조직들은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파악하고 소비자

를 만족시키는 전략에 더욱 신경 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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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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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재 공급 차질이 농식품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때 중요한 것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그러한 가치는 외관, 맛, 친근감, 편의

성 등 다양 

 하지만 농식품이 보유하는 물리·화학적 품질을 단순한 디지털 정

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만져 보고나 먹어보는 

과정 없이 전달하기는 쉽지 않음. ▶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품질의 

시각화도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진정한 의미에서의 ICT기반의 유통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

순한 정보의 전달방식만이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알고 싶

어 하는 정보를 시각화시켜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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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 필요한 모임과 이동을 

정보의 축적으로 대체 

 농식품 이력제 

소비자 관계 개선 필요 

높은 신뢰수준을 요구 

 건강증진, 기능성 식품 개발 

격리생활을 위한 농식품 

개인 간편식 등 

맞춤형 배달, 제안형 판매 

인터넷 체험 등 



농식품 산업의 대응전략 2 

1) 농식품 산업의 대응전략 

가공·외식용 채소의 국산화가 매우 시급. 
 

가공외식수요에 대응하는 포인트는 가격경쟁력과 맛과 신선도와  
같은 품질경쟁력을 갖추는 것. 

 
가공·외식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가공기능을 강화하거나 요리방법을  

제안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것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중요. 



 스마트한 현대 소비자들의 유전자분석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  

 

 미국영양학회 조사(2018)에 의하면 맞춤형 식품에 대한 미국 일반

소비자의 인식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남. 90.7%는 기꺼이 유전형

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식이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

며, 30% 이상은 이 맞춤형 식이제안시스템에 비용을 쓸 의지가 있

다고 반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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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혈액형, 취향을 얘기하듯 유전체 지도와 마이크로바이옴 지

도를 음식주문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생명과학 기술 발전에 

의한 유전자와 건강, 질병발생 위험도에 관한 빅데이터가 수집되는 

만큼 그동안 축적된 화학적, 생물학적, 농경학적, 조리특성 등 수많

은 식품데이터를 개인의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와 연결하여 개인

맞춤형 식품시대에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임  

 

 앞으로 생명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며 축적되는 다양한 생

활 빅데이터와 함께 개인 맞춤형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자리매김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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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식품 

다양성, 간편성, 안전성, 고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맞춤형 기술 개발 

고품질 밀키트, 헬스케어(고단백, 다이어트) 

고령자 맞춤 식품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식품 추천 플랫폼 

의료∙건강 결합 맞춤형 식단 

3D 프린팅 등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한 식품

의 가치 재창조 

 푸드 

어드바이저 

출처 : https://doctorkitch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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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식품의 차별화 ∙ 다양한 먹거리 메뉴 개발 

 시간적∙공간적 불일치를 해결하는 간편한 소비 

 건강맞춤형 농식품 제공 

 온라인∙모바일 등 소비자 구매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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