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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품 물류 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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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물류의 범위를 지역적에서 국가적으로 확장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물류
정책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류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물류 시설의 공급 부족과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
제를 야기했다. 특히 농산품은 제품의 특성상 신선도 하락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제조업 제품과 달리 도매시장, 직거래,
유통업체 등 다양한 경로의 물류 체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체계의 비효율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조업 제품을 포함한 전체적인 물류 체계와 농산품의 물류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농
산품의 운송 거리 및 세부 품목별 물류비의 차이를 사례분석을 통해 밝혔다. 분석 결과, 생산지-소비지의 거리보다는 농
산물 세부 품목의 감모 등 따라 직거래로의 전환할 때의 비용 절감 효과가 더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물류 체계 정립을
통한 효율화 방안에 연구를 위한 선행적인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주요어 : 물류 체계, 농산품, 물류비, 유통 단계

Abstract : Local distribution system has developed toward global scale along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leads to increasing importance of national distribution policy.
Domestic market of distribution has grown rapidly. The shortage of distribution infrastructure supply, inefficient
management of distribution facilities and complex distribution system weaken by the competitiveness of
distribution industry. The paper aims at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stribution systems of industrial and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have, unlikely industrial products, various types of distribution
systems including different paths through wholesale market, direct market and distribution companies. This
environment makes it difficult to set the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s. To this end, the paper identifies the
difference in distribution flow between industri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 and analyzes the difference
of distribution costs of each Origin-Destination distances and agricultural items. These investigations uncover
the cause of the problems of domestic distribution systems regarding the inefficiency of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s. The study provides the insight of the nature of the problem embedded in domestic distribution
systems, in particular in the difference between industrial and agricultural products.
Key Words : Distribution system,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inefficiency, cost reduction

I. 서 론
물류 산업은 재화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

에, 효율적인 물류 체계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
*
**
***
****
*****

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이 발

전함으로써 보다 물류산업의 범위가 커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지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향으로 세계화·개방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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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초국적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질서가 재편

조업 제품 물류 체계와 비교 분석하여 물류 활동에

물류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3조 6000억 달러이며 ,

비용 측면에서 농산품을 보다 민감하게 볼 필요가

되고 있는 가운데(권용우·유환종, 2009), 현재 세계

2020년에는 8조 달러에 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국내 화물물동량 또한 1980년대 후반 급

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물류 체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산품 물류를 일반 제조업 제

속한 경제성장으로 연평균 15.4%라는 놀라운 속도

품과 구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업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경

하는 비중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2012년을 기준

에서 만들어지지만, 농산품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생

로 증가했지만(이정윤, 2009a), 우리나라의 물류 산
있다. 이는 국가 전체 GDP에서 국가 물류비가 차지

으로 ,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약 189조원으로 ,

같다. 첫째, 농산품의 물류의 방향은 제조업 제품과

우의 제조업 제품은 도시 및 산업단지, 공장지대 등
산되어 도시로 이동되는 패턴을 보인다. 둘째, 농산

GDP대비 14.8%이다. 이는 2010년 미국의 GDP대

품의 경우 표준 규격화와 정량화가 힘들다는 점이

이다 (한국교통연구원 , 2014). 국가 경제에서 전체

지며, 규격화된 포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

물류 산업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우

해 신선도 관리가 어렵다. 제조업 제품은 품질 관리

비 물류비 8.3%, 일본의 7.4%에 비하여 약 2배 수준

GDP대비 국가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윤석, 2004), 이는 우리나라 물류 경쟁력 약화의 원

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곧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주게
된다.

체계적 물류 체계의 확립은 포장, 수송, 하역, 보

관 등의 개별 활동을 유기적으로 작동하게끔 하여

있다. 농산품은 제조업 제품에 비해 저장성이 떨어

로 상품을 수송하기 어렵다. 셋째, 제조업 제품에 비

가 매뉴얼화 되어 있으며, 신선도에 구애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농산품은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

계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최근
대기업의 저온유통체계를 통한 농산품 유통 시장의

진입으로 해소가 되고 있으나, 이는 극히 미미한 수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준이다. 넷째, 농가의 노령화와 이농으로 인한 농촌

기업의 비용 감소와 더불어 새로운 이익 창출이 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도 농산품 물류의 어려운 점으로

는 물류 비용 경쟁력 저하, 특정 물류 업체의 독점

품 물류 작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가 필요하지만 아

능하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물류 체계

꼽을 수 있다. 노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은 농산

운영 등의 문제들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하다(하헌구

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현재 국내 물류 체계에 관한 연구로는 수송 경로

한 특성으로 인하여 농산품 물류와 일반 제조업 제

·최아영, 2007).

연구와 네트워크 설계를 통한 물류 효율화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선희·한주성, 2003). 하지만 물류 품

목에 따른 네트워크 및 비용 측면의 차이를 비교 분
석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농산품의 물

류는 제조업 물품과 달리 복잡한 유통 체계로 인한

감모비 발생 (원재료의 일부가 산화 또는 소모되는
경우, 농산품의 경우 신선도 하락의 경우), 영세 업

자를 통한 운송, 연계 비활성화에 기인한 물류 속도

와 같이 농산품은 제조업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상이

품 물류와의 차이를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조업 제품과 농산품의 물류 체
계를 분석하여 농산품 물류 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본

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물류 관련 연구
동향과 농산품 물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며, 3장에

서는 물류 체계 비효율의 문제와 물류로 발생되는

비용의 전반을, 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국가 물류비
와 농산품 물류비 간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다. 4장은

저하 등 비효율적 물류에 영향을 끼칠 요인이 상대

사례 연구로, 물류 체계의 효율화 및 물류 비용 절감

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이 보다 필요한 농산품목과 지역을 지도화를 통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산품 물류 체계를 제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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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다.

II. 문헌연구

농산품 물류와 관련한 연구는 물류 효율화와 시스

본 연구는 제조업 제품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템 개선에 치우쳐 수행되었다. 조봉환(1997)는 농산

일반적인 물류체계의 전반과 농산품 물류의 특성을

품 물류 효율화의 장기적 정책 과제로서 팔레트 일

대비하며 진행된다. 이에 물류체계의 연구 동향을 먼

관수송 구축, 출하 물량의 규모화, 하역 기계화 및

을 통해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제시한다.

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단위 농협 육성, 공동 출

저 살핀 후, 농산품 물류에 대한 연구 경향을 확인함

영세농가의 협동을 제시하였으며, 농협은 효율적 물

초기의 물류 체계 연구는 유통활동, 생산활동으로

하 조직의 육성, 산지 유통 시설의 육성 등을 제시하

년대 후반 본격적인 대량생산 체제에 따라 특징적

강성채(1998)는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품이 낙후된

구분하여 수요 창출과 물적 공급을 강조했다. 1970
물류 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론적 연

였다.

시설의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에 주

구보다 실천적 고찰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김선희

목하였다. 기존 도매시장은 물류 문제에 대한 개선

면 1970~80년대에는 이익 창출을 위한 비용 절감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계화, 자동화된 물류 센터의

·한주성, 2003). 연대별 물류 체계의 변천을 살펴보

목표가 된다. 이에 따라 거점별 물류 체계 형성을 통

한 물류비 감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로 넘어오며 기업의 활동과 업무 프로세스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통상의 한계가 있다. 이

건립을 통한 농산품 물류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

다. 권오철(2005)은 농산품 유통 구조의 문제는 생산,

판매, 물류의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 작용을 하기 때

의 분석을 통하여 물류 체계를 통합하고 근본적으로

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세 가지 요소가 물류 성과

에서 향상을 이루려는 노력이 지속된다. 2000년대부

류 정보기술 수준 및 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물류

단순화 및 재설계를 한다. 비용과 품질, 속도적 측면
터는 물류 정보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물
류를 염두에 둔 시스템화를 추진하여, 사용자의 편

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체계 안에서 즉각적 피드

백을 이루어지게 한다. 즉, 물류는 더 중요해졌으며,
높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

며, 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박상욱, 2006).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물류 기업의 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물류 정보시스템 도
입이 물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물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정보시스템 교육
은 물류 체계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노경호(2008)에 따르면, 신선 농산품은 신선도 유

지, 고품질화 기술 등 유통 상 제약 요인을 갖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입 동향 및 수송 체계를

우리나라의 물류 체계 연구는 물류 거점별 네트워
크설계와 입지 분석을 통한 수송 경로를 제시한 연

구가 주를 이룬다 . 박준식 등 (2010)은 다양한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말하
며 물류 거점별 네트워크 연계성 개선 효과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남주·김용진(2011)은
기종점별 수송경로를 결정하는 최적화 과정을 허브

네트워크 설계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 산지 직송에
관한 물류 연구로, 서주선·한주성 등(1999)은 농협

을 통한 비가공식품의 통신판매를, 이지선(2000)은

케이블TV 홈쇼핑의 물류 체계의 공간적 변화를 파

파악하였으며 운송 수단의 소형화를 통하여 물류 비

용 절감 및 고품질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용의 효율성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관순(2010)은 장기 저

장이 곤란한 신선 농산품의 유통은 변질, 부패, 감모

등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므로 신선 농산품 물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신선 농산품과 제조업 제품의 차이를 설명 하
였으며 농산품 물류의 시스템적 접근과 공급망 관리
로 산지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 물류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임장혁·한영근(2013)은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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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협정의 확대에 따른 농업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

하여 물류체계 효율화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농산품 수출 물류 체계가 구조적, 제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농산품 분야에 새로운 개

방식을 통해 제조업 제품을 이동하고 있다. 이는 대
단위 물류 처리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각지
에서 인입되는 물동량을 지역으로 연계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허브 앤 스포크

념의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물류 체계의 효율화를

방식은 물동량의 발생지(Spoke)에서 물동량을 한 곳

이와 같이 국내에서 물류 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Spoke)로 다시 보내는 것이다. 개별적인 운송을 할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제조업 제품과 농산품 특성
의 차이를 대비하여 물류체계와 비용 측면에서 진행

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 H u b ) 으로 집중시켜 분류 후 물동량을 목적지

경우 노선 수 및 운송 횟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

을 만큼 증가할 것이다. 허브 앤 스포크의 경우에는
단위 화물로 묶어 집결 운송을 하므로 노선수가 그

만큼 적어지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
서 적은 비용으로 넓은 네트워크 망을 구성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허브가 목적지(Spoke)의 수요

III. 물류체계와 물류비용 현황

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1. 물류체계 비교 분석 및 문제점

많은 기업들이 허브 앤 스포크 (Hub-and-Spoke)

출처: 이정윤(2009b)

출처: 한국교통연구원(2009)

(그림 1, 2).

농산품 물류의 형태는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대

그림 1. 국가물류 체계

그림 2. 제조업 제품 물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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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유통업체를 통한 방법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이후 대형 유통업체 물류 센터로 반입이 되어 재분

산품은 산지에서 선별 및 포장되어 적재된다. 이후

루어진다.

다(그림 3). 첫 번째,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 농

배가 이루어지며 소비 매장에서 진열 및 판매가 이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생

도매시장으로 운송이 되며 도매시장에서 경매 후 하

차를 하여 재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후 재상차

를 하여 소비지로 운반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직

거래를 통한 물류 형태이다. 직거래의 경우 산지에
서 소비자까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통

이 된다. 산지의 보관창고에서 입고 및 출고가 이루
어지며 주문 즉시 적재가 이루어지고 소비자에게 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르는 절차가 많아질수록 물

류 비용이 증가하며, 농산품의 신선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표 1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유통단계를 거칠 때마다. 최소 2시간에서 최장 15
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농산품의 신

선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총 수익의 감소를 야

반이 된다. 세 번째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물류이

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산

및 선별장에서 포장 및 선별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물류 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

다 .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연계, 보관, 포장, 가공,

그림 3. 농산품 물류 흐름도

표 1. 물류 유통단계별 소요시간 및 상품성 변화

유통단계
산 지
운 송
도매시장
물류센터
이 동

소요시간(시간)
7

상품성(신선도 %)
100

4-6

90-95

소포장

7-15

65

운 반

3-5

물류활동
수 확

3

선별포장
운 반

6-9

시장반입 및 경매
검품/배송

6

2-5

수요처 및 매장이동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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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물류 수행으로 인하여 물류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물류비용 비교 분석 및 문제점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

각 농산품 물류의 형태에 따른 비효율성을 요약하

내 물동량이 증가하고 도로 혼잡 상황이 악화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매시장으로

다. 2000년대 이르러 GDP대비 12.7%까지 상승하여,

면 다음과 같다. 도매시장을 통한 물류 비효율성은

등의 이유로, 국가 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

농산품을 반입한 후 귀로 시 높은 공차율을 보인다

물류 선진국 대비 1.5배 수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영세성에 기인한다. 둘째, 도매시장 내에서 물류 시

었다.

율적 물류 기법에 기인한다. 이는 물류 흐름의 속도

GDP대비 국가 물류비는 2000년대 초반 잠시 감소

는 점이다. 이는 연계 시스템의 미비와 운송 차량의
간 소모이다. 체계적이지 못한 하역 시스템과 비효
와 연관되며 전체 물류에 있어 도매시장 내에서 소
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품성 하락 및 시장 내

체류 비용의 증가를 불러온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농산품은 일반 차량을 통하여

운송되어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 농산품은
산지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지까지 빠른 운반이
필요하다. 앞서 도매시장에서 소모되는 시간이 길뿐

더러 저온 수송 차량의 미비로 인하여 선도유지 곤

란 및 감모율 발생이 높다.

국가 물류비는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
그림 4에 따르면 198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된

추세를 보이나,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의 실행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된다. 2004년 최저점을 찍었으
나, 이후 또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국가 물류비는 1990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 최근

국내 기업 물류비는 전체 매출액 대비 17% 수준에
까지 이르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실천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에 비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에 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나 관계 부

직거래의 경우 일반 농산품 유통 체계와 달리 당

일 생산, 당일 배송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물류의 속도나 신선도에 있어서 문제점은 거의 나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량 물량을 중심으로 한 거

래로 인하여, 산지 출하 단계에서 물류비가 도매시
장 경유에 비해 높으며 산지 출하 단계의 물류 시간

이 지연 된다.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농산품의 운송은 물류 효율

처의 정책 수립, 변경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도 실패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박찬석, 2006).

이 중에서도 농산품의 경우 산업에서 차지하는 물

류비의 비중이 높아, 물류 체계의 비효율성을 단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표 2는

톤당 국가 물류비와 농산품 물류비를 나타낸 것이다.
농산품 물류비의 경우 각 단계별로 국가 물류비 평

화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물

물류 센터 중심의 물류 체계는 운송 비용이 많이 소

류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비의 경우에

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배추

가 수도권에 있는 물류 센터로 납품이 된 후 다시

도 농산품 물류비가 약 2.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농산품 물류비가 국가 물류비 평균에 비하여 높

강원도의 유통업체로 배송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장가공비는 농산품

유통 단계로 인하여 운송비 부담이 상승하며 소비자

특성상 신선도 유지를 위한 특수포장이 이루어지며

의 입장에서도 판매가격 증가로 인한 부담이 있다.

상품화 과정에서 가공포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

대형 유통업체는 도매시장에 비하여 포장화 비율이

은 포장비가 요구된다.

해주지만 포장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

별 운송 및 소형 차량 이용으로 인하여 공동 집하가

높다. 포장화는 규격화된 농수산물 운송을 가능하게

한 기존 박스 단위 포장에서 소량 포장으로의 변화

는 원가 상승을 불러와 포장비를 크게 증대시킨다.

둘째, 운송비의 경우 귀로 시 공차율이 높으며 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조업 제품과
달리 생산-위판-도매-중도매-소매-소비자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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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GDP대비 국가물류비 변화추이

출처: 한국교통연구원(2002, 2014)

물류 유통 구조는 운송비를 높이고 있다(표 3).

표 2. 국가 물류비와 농산품 물류비 비교(단위: 원/톤)

구분
포장가공비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물류관리비
계

셋째, 농산품은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

국가
물류비
1,488

농산품
물류비
161,641

국가 물류비 :
농산품 물류비
1 : 108.6

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특히 냉동 및 냉장 보관을 할

12,634

45,584

1 : 3.6

게다가 표준 규격화가 어려운 농산품의 특성상 복층

44,793

115,915

1,179

23,756

1 : 20.1

369,506

1 : 6.1

22,610

249

60,343

경우 제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보관비가 증가한다.

1 : 2.6

으로 적재가 어려워 창고 보관시 단위 면적 당 보관

량이 많지 않다. 넷째, 하역비의 경우 운송비와 마찬

1 : 90.8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2011); 13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1~40.
표 3. 유통 품목별·단계별 물류비 비중(단위: %)

구 분
식량작물
청과류
축산물
기타
계

출하단계
13.1

도매단계
2.4

소매단계
1.4

계
16.9

26.7

3.3

2.4

32.4

29.3
3.2

72.3

3.7
0.6

10.0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8.0
5.9

17.7

41.0
9.7

100.0

가지로 다단계의 구조로 인하여 높은 상하차비가 요
구되며 기계가 아닌 인력중심의 하역으로 물류 비용
이 상승한다 . 다섯째 , 물류 관리비의 경우 B 2 C

(Business to Consumer)의 증가로 인하여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기계화의 한계로 인하여

인력 소모가 심하다. 업종별 매출액 대비 물류비를

나타낸 그림 5에서 농산품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를

살펴보면, 타 업종(제조업 평균 8.0%)에 비하여 크게

는 세 배까지 물류비가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14).

보다 구체적으로, 도매시장과 직거래 물류비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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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출액 대비 물류비
표 4. 배추의 도매시장과 직거래 방법 물류비 및 비중

물류 흐름

물류 기능
수확상차
포 장

산 지

수 송
소 계
하 차
이 송

도 매

상 차
감 모
소 계
운 송

소 매

감 모
소 계
총물류비
판매가격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물류

물류비(원/kg)
116.5

비중(%)
38.4

물류비(원/kg)
110.0

비중(%)
28.5

75.0

24.8

75.0

18.4

20.8

6.9

24.5

8.1

216.0

71.3

5.3

1.7

2.1

0.7

15.6

5.1

43.8

14.4

43.5

14.4

44.4

14.7

87.9

29.1

347.7

114.8
100.0

303

교해보면, 산지 단계에서는 도매시장 경유가 직거래

69.4

254.4

6.0
6.0
35.0
35.0
295.4
386

18.0
64.9
1.6

1.6
9.1
9.1
75.6
100.0

는 농산품의 한 예시로, 배추의 유통 경로를 도매 시

물류에 물류비(원/kg)가 낮다. 특히, 포장 단계에서

장과 직거래 방식으로 했을 경우 각 방식의 물류비

매 단계를 거치지 않아, 상차 이전에 모든 포장이 끝

치는 도매시장의 경유가 직거래에 비하여 크게 높음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직거래의 경우 중간 도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매시장 경유는 시장에 도

착하여 하차-이송-상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감모비가 발생하게 된다 . 소비자 직거래의
경우 소매 단계에서 감모비가 발생하지 않으나, 소

매점 직거래의 단계에서 감모비가 발생하게 된다 .

그러나 도매-소매의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모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소모되지 않는다. 표 4

및 그 비중을 나타냈다. 직거래보다 많은 경로를 거
을 알 수 있다.

도매시장에 비해서 유통업체 물류는 포장과 운송

단계에서 높은 물류비를 보인다. 포장의 경우 도매

시장으로 운반되는 농산품과 달리 소량 포장, 박스

단위로의 규격화가 이루어진다. 포장의 규격화는 포
장 용기의 사용과 박스 적재에 따라 원가상승을 불

러온다 .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소비지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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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토마토의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물류비 및 비중

도매시장 물류비(원/kg)
60.4

물류 활동
선 별

비율(%)
2.0

153.0

포 장

5.1

75.7

수 송
물류센터 수수료
반품 물류
감 모
물류비 합계
농가수취 가격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250.0

2.5

90.0

하 역

대형 유통업체 물류비(원/kg)
80.0
98.4

3.0

45.3
424.4

1.5
14.1
100.0

3,000(상품기준)

운송 프로세스로 인하여 도매시장으로 바로 운반되

320.0
224.0
45.3
1,017.7

4,000(상품기준)

비율(%)
2.0
6.3

2.5
8.0
5.6
1.1
25.2
100.0

거리와 유통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물류비의 차이를

는 농산품에 비하여 운송비가 높다. 또한 물류 센터

지도화하기 위해 세부 품목은 동일하게 설정한다 .

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류 센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물류 센터의 특이점으로, 반품 물류비의 발생

로 설정했으며, 소비지는 수도권 지역 중 한 곳을 임

화되어, 반품 물류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다. 물

터 각각 20km, 50km, 100km, 200km 떨어진 네 행

을 들 수 있다. 전산화로 인해 농산품의 반품이 활성
류비 자체의 가격도 유통업체가 높으며 기타 제반
비용을 합산한 농가 수취 가격 역시 유통업체가 높

음을 알 수 있다(표 5).

품목은 표 4에서 사례로 하고 있는 농산품인 ‘배추’

의로 결정하였다(서울 종로구). 생산지는 소비지로부

정구역을 임의로 선정하여(경기 남양주, 경기 가평,

강원 평창, 강원 태백), 각각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하는 방법을 가정해 물류비용의

변화를 계산한다.

두 번째로, 소비지에서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있는

행정구역 네 곳을 선정하여, 세부 품목이 서로 다를

IV. 사례분석

때 나타날 수 있는 물류비용의 차이를 확인해본다.

이상의 비교 분석을 통해 농산품 물류의 경우 직
거래와 같이 유통경로를 단순화하는 것에 대한 긍정
적인 효과가 다른 제조업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농산품 직거래는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모든 농산품을 비용절감 효
과가 있는 직거래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물류체계를 단순화하

여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면 물류 비용 측면에서 더

이는 농산물의 특성인 ‘포장’, ‘감모’ 등에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가정한 것이다. 품목은 물류
이동 시간에 따른 신선도 및 감모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토마토(과실), 사과(과실), 돼지고기

(축산), 쌀(식량작물)로 설정했다. 소비지는 서울 종

로구, 생산지는 소비지로부터 약 150km 떨어져 있

는 충남 부여( 토마토), 충북 영동( 사과), 경북 문경

(돼지고기), 충남 논산(쌀)로 선정하였다.

2. 분석결과

많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지역과 품목을
지도화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1. 분석방법

1) 생산지-소비지 간의 거리와 유통방법에 따른
물류비의 차이

사례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먼저 , 거리와 유통방법에 따른 물류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표 4의 ‘배추의 도매시장과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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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례 연구를 위한 배추의 생산지-소비지 간 거리 및 유통방법별 물류비 가정(원/kg)

거 리

유통방법

20km
(수송비 1/5배)

도매시장 경유

50km
(수송비 1/2배)

도매시장 경유

100km
(수송비 1배)

도매시장 경유

200km
(수송비 2배)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
대형 유통업체
직거래
대형 유통업체

산지단계
156.0

도매단계
43.8

194.4

6.0

-

-

소매단계
87.9

합 계
287.7

-

918.0

35.0

178.5

43.8

87.9

216.0
254.4
291.0
329.4
-

43.8
6.0
43.8
6.0
-

87.9
35.0
87.9
35.0
-

216.9

6.0

35.0

235.4
310.2
257.9
947.3
347.7
295.4
996.0
422.7
370.4

1093.5

그림 6. 배추의 생산지-소비지 간 거리 및 유통방법별 물류비

방법 물류비’ 값을 기준으로 그 차이를 가정했다. 편

로 판단하여 별도의 가중치를 추가하지 않았다. 대

의상 표 4에서 나타난 수송비를 20km는 1/5배 ,

형 유통업체를 통한 물류의 수송비는 표 5를 참고하

하지만, 도-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송비용은 생산

이를 요약하면 표 6, 그림 6과 같다.

50km는 1/2배, 200km는 2배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지-소비지 간의 거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

여 도매시장 수송비에 1.3배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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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례 연구를 위한 농산품 세부 품목별 물류비 가정(원/kg)

세부 품목
배 추
토마토
사 과
돼지고기
쌀

유통방법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도매시장 경유
직거래

산지단계
216.0

도매단계
43.8

소매단계
87.9

합 계
347.7

223.4

48.5

101.0

372.8

220.9

43.8

87.9

201.3

39.1

96.6

28.4

254.4

6.0

275.2

6.0

268.3

6.0

244.5

5.4

113.7

3.9

35.0
45.5
35.0
26.4
10.5
4.6
1.8

그림 7. 생산지-소비지 간 동일 거리 시, 가정에 따른 유통방법별 농산품 세부 품목별 물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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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의 방법이 가장 저렴한 물류비를 기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와
직거래 방법을 선택한 경우는 비용의 차이가 거리

증가분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
지-소비지 간의 거리의 차이’가 직거래를 더 선호해

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반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여 물류로 소모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특히 농산품은 물류

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이러한 물류 체계의 비

효율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제조업 제품을 포함한 국
가 전체의 물류와 농산품 물류 간의 네트워크와 비

면,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단위 수송비가 도매시장

용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물류 체계

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농산품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직거래

이나 직거래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생산지-소비지 간
알 수 있다.

를 분석하고, 농산품에 보다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가 필요한 지역과 품목을 사례연구로 진행하여, 실
질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2) 세부 품목별 물류비용의 차이

그 결과, 첫째 국가 물류비 비중 평균에 비해서 농

품목별 물류비용의 차이는 각 농산품의 특성과 생

산품 물류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농산품

에서 제시하는 물류비 및 신선도 변화, 표 3에서 제

선도 유지를 위한 보관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산지 및 유통체계의 환경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표 1
시하는 유통품목별 물류비 비중, 그리고 표 4와 표 5
의 유통 경로별 물류비 비중을 참고하여 임의로 가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토마토의 경우 ‘포장’과 ‘감모’

비용을 배추를 기준으로 30%를 증가시켰으며, 사과

물류에서 영세성을 띄고 있는 운송과 포장가공, 신

는 물류체계의 비효율성이 농산품 물류에 더욱 악영

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농산품 물류의

각 단계별, 유통방법별 등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비
용을 비교 함으로써, 물류비의 구성에서 실제 수송

는 ‘포장’ 비용만 배추를 기준으로 10% 증가시켰다.

행위 외에 감모, 상하차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별 값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이는 표 7, 그림 7

소비지 간의 거리 차이가 유통방법을 직거래로 전환

생산지-소비지 간의 거리를 동일하게 했을 경우,

로 전환 시 비용의 감소분은 간소화된 절차로부터

그리고 돼지고기와 쌀의 경우엔 표 3의 품목·단계

과 같다.

세부 품목별로 도매시장 경유와 직거래 방법 간의

물류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차이는 ‘토마토>사

과>쌀>돼지고기’의 순서대로 크게 나타났는데, 다

시 말하면, 청과류를 직거래를 했을 시 다른 농산품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사례연구를 통해 생산지와

시키는 요인이 되기 힘듦을 보여줬다. 이는 직거래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세부 품목별로는

도매시장 경유에서 직거래로 유통방법을 전환할 시
비용절감의 정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청과류를

직거래로 전환할 시 가장 많은 비용절감이 나타났으

에 비해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

며, 반대로 축산물의 경우는 직거래로 전환할 시 비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물류비 절감

세부 품목별 수송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다. 반면, 돼지고기와 쌀과 같은 축산물과 식량작물

의 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용절감의 폭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수행한 농산품 물류 환경에 대한 연구

이후에는, 농산품뿐만 아니라 제반 비용이나 품종의

V. 결 론

특성 등 현실 반영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농산품 물류 체계 분석을 통한 물류 비

물류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정부는 그 중요성을 인

효율 연구는 국가 전체로서의 효율적 물류 체계를

식하고 효율적 물류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

통한 국가 물류비 감소 정책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

력을 기울였지만 , 아직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은

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품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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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물류 환경을 반영하
기 위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물류 환경 분석이 반드

시 선행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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