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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온라인 유통 실태 및 유형

∙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농산물 및 음식료품의 온라인 판매액이 기타 상품

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기타 상품과 비교하여 농산물과 음식료품의 

온라인 판매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 온라인 B2C 유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직접 매입 후 판매하는 ‘직매입 형

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순간 매입이 이뤄지는 ‘판매분 매입 형태’, 판매자가 플랫폼에 직

접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나눠진다. 

∙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는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aT사이버거래소, 제주시농협공판장 

온라인 경매 및 공영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온라인 B2C 거래 

대비 활성화 진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으로 거래된 농산물의 물류는 크게 오픈마켓형과 풀필먼트형으로 나눠지며, 오픈마

켓형은 최근 규모화된 판매자의 택배 업체 상대 협상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

필먼트형은 플랫폼 기업이 직접 라스트마일을 담당하며, 농산물의 가공, 포장 및 최종목적

지까지의 적시 배송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현재

∙  농식품 법인 대상 설문 결과 온라인 농산물 판매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판매처 확보와 판로 

확대에 있어 장점이 크나, 까다로운 납품 기준과 불안정한 발주량과 같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영시장 중도매인 설문 결과, 45.6%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내 

저장·포장·선별·가공 시설의 확충 및 물류 효율화 체계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망하였다.



∙ 소비자 설문 결과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전체 구매액 비중은 24.5%이었으며, 

온라인 유통채널 이용 이유는 ‘저렴한 가격’, ‘배달 서비스’, ‘구매 시간의 자유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3)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미래

∙ 농산물 온라인 B2C 거래의 비약적인 증가 대비, 농산물 유통의 주축인 B2B 거래의 온라인

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판매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단위의 농산물 B2B 온라인거래소를 추

진 중이며, 이는 농산물 공공 유통경로 거래제도 진화, 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 효율성 강화, 

산지 출하 선택권 향상, 거래 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지능형 유통정보 인프라 구축, 품

질 인증 강화 및 정류 고도화 등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농산물의 경우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 장소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생산 관련 정보와 소비/유통/영업 정보를 통한 효과적인 물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합정

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 트렌드 분석, 저장·출하 시기 결정, 신선도 향상, 최

적경로 배송 등 물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물류 기술에 대한 농산물 물류 

분야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반 농산물 거래의 물류 효율화가 필요하다.

∙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온라인 전문 산지유통단지 도입, 온라인 전문 판매조

직 육성, 농산물 표준화·등급화,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전문 인력체계 구성, 공영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이 필요하며,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 포장 시설 및 포장재 지원, 

공공형 택배 시스템 구축,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운송 비용 표준화 등의 역할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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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유통 실태 및 유형01

1.1. 농산물 온라인 유통 실태

∙ 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농산물 및 음식료품의 온라인 판매액이 

기타 상품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기타 상품과 비교하여 음식료품

과 농축수산물의 판매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1분기 이후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액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이후에도 농식품의 온라인 판

매액은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온라인 농축수산물·음식료품 거래액 지수(2017년 1분기=100)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2022년 7월 11일 검색).



216_ 제2부  2023년 농정 현안

∙ 음식료품의 2021년 온라인 거래액은 24조 2,95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6% 증가한 수치이다. 농축산물의 2021년 거래액은 7조 1160억 원으로 음식료품 과 

비슷한 수준인 2020년 대비 22.9%의 성장률을 보였다.

∙ 상반기 거래액을 바탕으로 한 2022년 음식료품 연간 거래액 추정치는 29조 4,960억 원

이며, 이는 2021년 대비 21.4% 증가한 수치이다. 

- 2022년 농축산물 거래액 추정치는 8조 72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2.6%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 표 7-1 ]  온라인 식료품 관련 거래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음·식료품 7,997 10,494 31.2 13,447 28.1 19,504 45.0 24,295 24.6 29,496 21.4

농축산물 2,424 2,940 21.3 3,723 26.6 5,793 55.6 7,116 22.9 8,725 22.6

음식서비스 2,732 5,262 92.6 9,735 85.0 17,334 78.1 25,678 48.1 28,624 11.5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kosis.kr/: 2022. 7. 11.). 재가공.

1.2. 농산물 온라인 거래 유형

1.2.1. 농산물 온라인 B2C 유형

∙ 농산물 온라인 B2C 쇼핑몰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 

가능한 가상의 상점을 일컫는다.

- 농식품 온라인 B2C 거래유형은 기능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온라인 종합쇼핑몰, 

온라인 식품 전문몰, 대형 할인점 온라인 매장, 친환경 전문점 온라인 매장, 온라인 

특산물 매장, 카페, 블로그, SNS 등의 공동구매 및 독립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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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농산물 온라인 B2C 유형

자료: 김성우 외(2021).

∙ 그러나 최근에는 농산물 온라인 B2C 유형 구분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고 혼합형으로 재

편되고 있으며, 쿠팡, SSG, 마켓컬리 등이 대표적이다.

∙ 쿠팡은 크게 3가지(1P, 2P, 3P)의 카테고리 쇼핑몰이 있다.

- 1P는 ‘직매입 로켓배송’으로, 마트 형태로 쿠팡에서 상품을 직접 매입한 후 판매하고 

쿠팡 물류를 이용하며 새벽배송이 가능한 쇼핑몰이다. 

- 2P는 ‘판매분 매입 방식’으로, 상품이 쿠팡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순간 쿠팡의 소유

가 되며 판매된 이후 배송, 고객응대(CS) 등의 모든 책임은 쿠팡이 갖게 된다.

- 3P는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자가 쿠팡 플랫폼에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일반 택배사를 

이용해서 직접 배송까지 하는 구조이다.

그림 7－3.  쿠팡의 B2C 유형

자료: 김성우 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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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는 직매입 유형(1P)의 쇼핑몰과 온라인 전용 배송 유형(2P)이 있다. 

- 1P는 SSG 풀필먼트로써 상품 공급사가 SSG 풀필먼트 센터로 납품을 하고 거래가 되

면 센터에서 바로 배송하는 형태이다. 

- 2P는 이마트의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SSG가 배송을 

대행해주는 유형이다.

∙ 마켓컬리는 100% 직매입구조이며 전문 식품몰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원스톱 쇼핑

을 위해 세제 등 공산품으로 확장을 시작하였다. 

1.2.2. 농산물 온라인 B2B 유형

∙ 우리나라 농산물 온라인 B2B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aT 사이버거래소, 공영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 제주시 농협공판장의  산지입찰

거래소가 이에 해당한다.

가.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된 거래 시스템을 통해 

다수 생산자(APC, 생산자조직 등)와 소비지 유통주체(대량수요처 및 중도매인)들이 경매, 

정가·수의매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신개념 법적 지위를 가진 농산물 공영 

유통시장이다.

- 2020년 11월 13일 기준, 온라인 농산물거래소의 양파 일평균 거래건수는 19건, 일평균 

거래량은 112톤으로 가락시장 내 농협공판장의 13.6건, 39톤보다 많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2 ]  온라인 농산물거래소의 양파 거래 실적

2020. 11. 13. 기준 온라인 거래소 가락시장 내 농협공판장

일평균 거래수 19건 13.6건

일평균 거래량 112톤 39톤

자료: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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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T 사이버거래소1)

∙ 2010년 aT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경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다한 유

통비용, 정보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비하여 농산물 전자거래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개설되었다.

- aT 사이버거래소의 거래량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0년 36억 원에서 2020년 22,486

억 원의 거래 규모를 달성하였다.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거래실적 36 6,235 11,095 15,947 22,131 24,444 29,958 29,789 29,780 31,698 22,486

학교급식 36 4,250 8,577 12,897 18,439 20,489 26,446 26,556 26,919 28,230 18,263

기업간거래 - 1,985 2,518 3,050 3,412 3,541 3,064 2,651 2,535 3,137 3,694

소상공인 - - - -  229 364 427 568 322 331 373

온라인경매 - - - - - - - - - - 156

B2C - - - - 51 50 21 14 4 - -

[ 표 7－3 ] aT사이버거래소 연간 실적
단위: 억 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다. 공영도매시장 온라인 경매2)

∙ 정부는 2019년 2월 물류시스템 발전과 농산물 품질 표준화 등을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도매시장 여건과 특성에 맞는 온라인 경

매의 도입으로 변화하는 미래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매시장의 공공성, 효

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영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다.

-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민간법인은 온라인 경매 내

부 지침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온라인 경매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출하자는 온라인 경매 전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선별 및 포장 작

1)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홈페이지(www.eat.co.kr:444, 검색일: 2021. 4. 30.).

2) 김병률 외.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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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마무리하고 낙찰 이후 24시 이내에 해당 법인에 물량이 도착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매 완료 품목의 세부 

출하 시기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다.

라. 제주시농협공판장 온라인 경매3)

∙ 제주시농협공판장에서는 처음으로 산지전자입찰거래를 통해 출하자와 매매참가인 간

의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을 산지공판장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매매참가인이 원하

는 장소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제주시농협공판장에서는 유통량을 조절하고 산지주도형 입찰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홍수출하로 인한 시세 폭락을 방지하고, 소매유통업체(매매참가인)와의 거래를 통해 

물류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7－4.  제주시농협공판장의 산지전자입찰경매 물류 흐름

<기존> 先물류 後거래 <산지전자입찰> 先거래 後물류

(5단계) 산지→도매시장→중도매인
→도·소매상→소비자

(4단계) 산지→공판장(제주시농협)
→도·소매상(매매참가인)→소비자

자료: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내부자료. 김병률 외(2020) 재인용.

3) 김병률 외.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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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산물 온라인 거래 물류 유형

1.3.1. 농산물 물류 유형 구분

∙ 농산물 물류 유형은 크게 오프라인 물류와 온라인 물류로 구분되며, 오프라인 및 온라

인 거래의 대표적인 물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 오프라인 기반의 농산물 물류는 ‘도매시장 경유 물류’(Off-1), ‘산지-소매업체 직거래 

물류(산직 물류)’(Off-2), ‘산지-소비자 직거래 물류’(대표적 물류로 생협 물

류)(Off-3)로 나누어진다.

- 온라인 기반의 농산물 물류는 네이버, 11번가, 지자체 쇼핑몰 등과 같이 공급자와 소

비자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운영하여 산지 출하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수

수료사업을 하고 배송은 별도의 배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오픈마켓형 물류’(On-4)와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와 같이 중개거래도 하나, 직매입한 상품을 상품화하여 온

라인으로 판매하는 ‘풀필먼트형 물류’(On-5)로 구분된다.

그림 7－5.  온-오프라인 농산물 물류 유형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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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운송은 자차, 물류 주선업체, 개별 용차, 물류업체 계약, 택배 다섯 가지 방식

으로 구분된다. 

- 오픈마켓을 통한 농산물 거래의 운송은 대부분 택배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벤더들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벤더들은 이러한 거래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택배 업체와의 직접적인 협상이 가능하

게 되었다. 따라서 선별 및 포장 과정에서 기존의 택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와는 다

른 형태의 운송이 나타나고 있다. 

-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거래에서 산지는 택배를 제외한 

네 가지 형태의 운송 방식을 이용한다. 

- 단, 새벽 배송 등 적시 배송이 중요한 온라인 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플랫폼 업체는 

선별 및 가공이 용이한 물류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라스트마일에

서도 효율적인 신선 농산물 배송을 위한 설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3.2. 오픈마켓형 농산물 온라인 물류

∙ IT 거래 중개업을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 플랫폼은 기존 국내 택배 업체의 물류를 사용

하는 것이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기에, 오픈마켓을 통한 신선 

농산물 거래는 대부분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 오픈마켓을 통한 농산물 거래에서 최근 벤더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벤더들은 직접 산

지를 다니며 상품성이 높은 농산물을 발굴하고 적절한 상품화 작업을 거쳐 부가가치

를 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기존 오픈마켓 농산물 유통은 큰 물량을 소화해낼 여력이 부족하여 생산자에게 크게 선

호되지 않았으나, 시장이 성장하며 생산자는 판매 경로 다변화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벤더와의 오픈마켓 거래를 늘려가는 추세이다. 

- 또한 벤더들의 취급 물량이 커짐에 따라 물류 부문에서도 벤더들은 택배 업체와의 협

상력을 키워 택배 단가 및 운영이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7장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혁신, 현재와 미래 _223

1.3.3. 풀필먼트형 농산물 온라인 물류

∙ 풀필먼트형 온라인 물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농산물을 직매입하여 자사 온라인 판

매를 위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저장물류, 소분포장, 합포장 등 상품화 물류를 수행하고 

자사 배송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센터까지 미들마일 및 소비자에게 라스트마일 택배 업

무를 수행한다.

- 직매입을 통하여 풀필먼트 형식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산지가 이용 가능한 운송 방식은 위의 전통적인 방식과 동일한 자

차, 물류 주선업체, 개별 용차, 계약 물류의 4가지 방식이다. 

-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체로는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이 있으며 위 업

체들은 물류센터를 통해 농산물을 수집·보관 후 판매한다.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라스트마일을 직접 담당하기에 수집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및 

최종목적지까지의 적시배송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 풀필먼트형 온라인 물류는 직매입하는 유형이긴 하나, 직접 매입을 하는 경우와 판매분 

직매입 등 2가지 형태가 있다. 

-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직매입하는 순간 소유권이 납품업체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

업으로 이전되고 온라인 플랫폼 자사 물류센터 입고 시 검품 과정을 거쳐 저장한 후  

판매가 된다. 

- 판매분 직매입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자사 물류센터 입고 시 검품과정을 거치긴 하

나, 소유권은 아직 납품업체에 있고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는 순간 소

유권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이전된다. 

- 직매입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고 등의 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온라

인 플랫폼 기업은 판매분 직매입라는 형태로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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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현재4)02

2.1. 공급 부문 농산물 온라인 유통

2.1.1. 농식품법인 온라인 유통 현황

∙ 농식품법인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매출액 평균 역시 총매출액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총 온라인 매출

액 평균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63.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표 7－4 ]  농식품법인 3년간 매출액 변화 및 온라인 판매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전망치)

영농조합법인 106.3 120.6 143.9 138.5

농업회사법인 44.5 52.0 60.0 63.7

     총매출액 평균 72.1 82.5 97.4 97.0

온라인 매출 비중 25.1% 25.8% 27.0% 27.8

     온라인 매출액 평균 14.6 18.0 22.7 23.9

자료: 김성우 외(2022).

∙ 전체 온라인 판매액 중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의 납품 비중이 44.3%이었으며, 오픈마

켓 판매 비중은 54.7%로 나타나, 농식품법인의 온라인 판매액 중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본 장은 김성우 외(KREI)의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서비스 활성화 방안(2022)”의 보고서를 인용 및 요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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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기업 납품의 장점은 ‘다양한 상품에 대한 판매처 확보’가 30%로 가장 높

았으며, ‘브랜드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증가’ 24.3%, ‘높은 가격 투명성 및 안정적인 가격

으로의 공급’이 22.9%로 조사되었다.

그림 7－6.  온라인 플랫폼 기업 납품의 장점(%)

자료: 김성우 외(2022).

∙ 온라인 플랫폼 기업 납품에 있어 ‘까다로운 납품 기준(34.3%)’과 ‘과도한 물류센터 수

수료(31.4%)’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7.  온라인 플랫폼 기업 납품에 있어 애로사항(%)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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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의 장점으로는 ‘새로운 판로 확보 및 판매처 다변화(59.2%)’ 및 ‘브랜드 홍보 

및 자사 브랜드 가치 증가(23.7%)’가 조사되었다.

그림 7－8.  오픈마켓 이용시 장점(%)

자료: 김성우 외(2022).

∙ 오픈마켓 판매에 있어 ‘일정하지 않으며 불안정한 발주량(43.4%)’과 ‘높은 가공 및 포

장 비용/시간(17.1%)’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환불 및 반품 등 고객 대응 업무와 더

불어 오픈마켓 판매에 필요한 새로운 운영 형식에 농식품법인의 적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9.  오픈마켓 이용시 애로사항(%)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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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농식품법인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납품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응답자의 45.7%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납품을 만족한 반면, 불만족은 5.7%에 불

과하였다. 

- 만족하는 주요 이유로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대량 납품이 가능(46.9%)’하다는 점과 

‘출하처 다변화를 통한 사업 확장이 가능(28.1%)’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 온라인 기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장/포장/선별/가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산지규모화 및 조직

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4%, 농산물의 표준화·등급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2%로 조

사되었다. 

2.1.2.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온라인 유통 현황

∙ 조사된 중도매인의 거래처별 판매액 비중은 중소형 마트(동네 마트 등)가 36.3%로 가

장 높았으며, 다른 시장 중도매인 13.6%, 기타(군납 등)가 11.8%, 대형식자재업체 및 급

식업체가 10.8%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5 ]  중도매인의 거래처별 판매액 비중

구분 비중

1) 농산물 벤더 9.1%

2) 대형유통업체(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및 백화점 6.8%

3) 농협계통(하나로 마트 등) 6.1%

4) 중소형 마트(동네 마트 등) 36.3%

5) 온라인 기업(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및 자체 운영몰에 직접 판매 5.5%

6) 대형식자재업체 및 급식업체(CJ프레시웨이, 동원홈푸드, 웰스토리 등) 10.8%

7) 다른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13.6%

8) 기타(군납 등) 11.8%

합계 100%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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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중도매인의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거래는 45.6%가 조금 또는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9.1%는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표 7－6 ]  중도매인의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거래 전망

매우 감소 조금 감소 현상 유지 조금 증가 매우 증가

3.3% 5.8% 45.0% 27.8% 17.8%

자료: 김성우 외(2022).

∙ 2021년 거래액 기준의 물류비 비중은 23.8%로 나타났다.

- 중도매인의 85.8%는 물류비가 조금 또는 매우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원인으

로는 ‘인건비 상승’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류비 상승’ 14.4%, ‘필요 인력 

증가’가 13.6%로 나타났다. 

∙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저장·포장·

선별·가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류 효율

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9%로 뒤를 이었다. 

그림 7－10.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자료: 김성우 외(2022).

∙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

견을 설문한 결과, ‘ 대금 정산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으며, 

‘리콜 및 보상 문제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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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 부문 농산물 온라인 유통

2.2.1. 소비자 온라인 플랫폼 농산물 구매 현황

∙ 조사 대상 가구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전체 구매액 비중은 24.5%이었으

나, 세부 품목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 가구의 전체 농식품(채소류, 과일류, 쌀/잡곡류, 육류/계란류) 월평균 구매액은 37만 

8천 원으로 육류/계란류가 13.25원/월로 35.0%를 차지하였으며, 과일류(9만 9천 원, 

26.1%), 채소류(8만5천 원, 22.5%), 쌀/잡곡류(6만 2천 원, 16.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7 ]  농축산물 월평균 구입액
단위: 만원, %

채소류 과일류 쌀/잡곡류 육류/계란류 합계

오프라인 채널 6.94(24.3) 7.72(27.0) 3.36(11.8) 10.53(36.9) 28.55

온라인 채널 1.57(17.0) 2.17(23.4) 2.81(30.3) 2.72(29.4) 9.27(100.0)

합 계 8.51(22.5) 9.89(26.1) 6.17(16.3) 13.25(35.0) 37.83(100.0)

자료: 김성우 외(2022).

∙ 온라인 유통채널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비중은 연령별로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의 모든 품목의 온라인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온라인 유통채널 구매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축산물 구매시 온라인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배달 서비스, 구매 

시간의 자유로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교가 용이해서’가 35.5%로 가장 높았으며, ‘배달해줌으로’ 

(24.9%), ‘원하는 시간에 구매할 수 있어서’(16.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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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온라인 유통채널별 이용 이유(1순위)
단위: %

자료: 김성우 외(2022).

∙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되었다. 대부분의 가구내 식품 주구입자가 전년에 비해 온라인 유통채널 이용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에도 ‘쌀/잡곡류’ 이외의 품목류의 온라인 구매액 비

중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 전년 대비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 비중의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영

향으로’, ‘새벽 배송 등의 온라인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이용 증가로’, ‘가격이 

저렴함으로’, ‘직접 배달해 주므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 비중 감소 이유는 ‘품질이 좋지 않아

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로’, ‘가격이 비싸서’, ‘배달 서비스가 좋지 못해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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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온라인 유통채널별 구매액 비중 증감 이유(1순위)
단위: %

자료: 김성우 외(2022).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속성별 만족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품질/신선도’가 높으나, 온라인은 ‘가격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 물류 측면에서 ‘라스트마일’인 오프라인의 ‘매장 접근성’과 온라인의 ‘택배(배송)’ 

만족도는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7－13.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속성별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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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 
미래03

3.1. 농산물 공영 B2B 온라인거래소 설립

3.1.1.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필요성 및 방향

∙ 최근 유통환경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정부의 농산물 디지털 유통 활성화 정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B2C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크게 성장하면서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납품하는 

농업법인(벤더)의 역할이 커지고 생산자조직은 출하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요인

들이 늘어나고 있다.

∙ 반면, 농산물 유통의 주축인 B2B 거래의 온라인화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 농협의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초창기이긴 하나, 대부분 공영도매시장의 공판장으

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온라인화하는 것에 치우쳐 있어 구매자가 적고, 판매자도 대부

분 지역농협의 계통출하여서 전국 단위의 온라인 거래에는 한계를 보인다.

- aT 사이버거래소는 2010년에 설립되어 2020년 현재, 2조 2,486억 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으나, 대부분 학교급식 거래실적으로 이는 거래시스템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를 진정한 온라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

- 공영도매시장의 온라인경매는 2개 청과법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당일 

물량에 대해 일부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형태이고 구매자가 기존의 중도매인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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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제주시 농협 산지 온라인경매는 제주시 농산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강원과 영남 

등 동부권의 물류비가 비싸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인다.

[ 표 7－8 ]  기존 농산물 B2B 온라인거래소의 한계점

거래소 한계점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공영도매시장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온라인화하는 것에 편중
지역농협의 계통출하에 국한된 판매자 범위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에 한계점

aT 사이버거래소
실적이 대부분 거래시스템만 이용하는 학교급식 거래에 국한됨

기업 간 거래가 소폭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상태

공영도매시장
온라인경매

당일 경매물량 중 일부를 온라인경매로 진행하는 형태만 존재
해당 공영도매시장 내 기존 중도매인만 이용

제주시 농협 
산지 온라인경매

제주시 농산물로 한정
높은 동부권 물류비로 인해 서부권에만 한정

자료: 김성우외(2022), 온라인거래소 마스터플랜, KREI.

∙ 따라서 정부는 판매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단위의 농산물 B2B 온라인거래소를 추진 중이다.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는 누구나 팔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경쟁 관계를 조성하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거래소 마스터플랜 연구(2022)에 따르면, 청과거래소는 판매자와 거래유형에 

따라 도매몰, 농협몰, 산지직거래몰로 나눠지며, 축산, 식품, 양곡거래소의 경우도 부류

별 거래유형 및 운영사업자에 따라 독립‘몰(Mall)’을 개설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 각 판매‘몰(Mall)’들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공통의 거래기능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몰’별 특성에 따라 거래방식 및 거래 단위 등을 개별‘몰’ 운영사업자가 

설정할 수 있는 형태이다.

∙ 또한 이 모델에서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는 생산자와 최종소비자간 네트워크 효과를 

키우기 위하여, 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을 매입한 도매 유통인이 이를 End User(소매 유

통인, 외식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는 B2b 거래플랫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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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 거래플랫폼은 End User의 선택권과 편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매 

유통인을 플랫폼으로 유인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촉진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소비시장의 변화를 산지에 전달하는 양방향 정류 체계 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림 7－14.  한국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사업모델

자료: 김성우외(2022), 온라인거래소 마스터플랜, KREI.

∙ 이외에도 효율적인 농산물 온라인 B2B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대금 

정산방식 도입, 물류 부담 감소를 위한 공동물 류체계 구축 등 다방면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3.1.2.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기대효과 및 참여 의향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의 기대효과는 크게 농산물 유통 효율화에 미치는 효과와 한국 농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에 미치는 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 농산물 유통 효율화 효과로는, ① 농산물 공공 유통경로 거래제도의 진화, ② 경쟁 촉

진을 통한 유통 효율성 강화, ③ 산지 출하 선택권 향상, ④ 거래 단계 축소 및 유통비

용 절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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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효과로는 ①농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능형 유통정

보 인프라 기능과 ②품질 인증 강화 및 정류 고도화 기능이 있다.

그림 7－15.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기대효과 

자료: 김성우외(2022), 온라인거래소 마스터플랜, KREI.

∙ 유통 주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농업법인, 생산

자조직, 매매참가인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에 과반이 넘는 참가 의사를 보였고, 도매법

인도 ‘출범 이후 검토’ 의견을 포함 과반이 넘는 참가 의향을 보였다.

그림 7－16.  농업법인·생산자조직·중도매인·매매참가인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참가 의향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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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9 ]  도매법인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참가 의향

구분
참여 의향

긍정적 출범 이후 검토 신중한 검토 불참

도매법인 9개소(26.5%) 13개소(38.2%) 4개소(11.8%) 8개소(23.5%)

자료: 김성우 외(2022), 온라인거래소 마스터 플랜, KREI.

∙ 참여 의사를 밝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

지 않는 거래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의 주요 참가 요인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 또한 판매자는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출하처 분산이 가능하여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에 참가하겠다 밝혔다.

- 구매자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미리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원하는 

가격에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온라인거래소의 주요 참가 원인

이라 답변하였다.

[ 표 7－10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B2B) 설립 시 참여 이유

농업법인 생산자조직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어서

33.3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서
27.3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서 24.1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서
23.0

출하처 분산을 통한 판로 다변화 22.2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어서 11.6

중도매인 매참인

구분 비중(%) 구분 비중(%)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서

34.8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어서
57.1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서

28.4
대량의 농산물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어서
17.9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어서 13.7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아서
10.7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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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농산물 온라인 거래에 따른 경제 효과

∙ 전국 농협공판장의 온-오프라인 거래가 같이 이루어진 날만을 선택하여 일자별 거래단

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의 경우 가락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단가가 전국 도매시

장 온라인 거래단가와 비교하여 소폭 높았으며, 가락 및 전국 온라인 거래단가 모두 오

프라인 단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7.  일자별 양파 거래단가 추세(2021년 1월 1일 ~ 2022년 10월 14일)

자료: 김성우 외(2022).

∙ 동 기간 농협의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전체 양파 거래단가는 1,098.8원/kg으로 가락 농협

공판장 오프라인 거래 단가인 996.8원 대비 10.2% 높았으며, 가락시장 특품 가격 

1,080.7원과 대비하여도 1.7% 높았다. 가락 도매시장의 농협공판장에서 온라인거래소

를 통해 거래된 양파 단가는 1,155.1원/kg으로, 가락 농협공판장 오프라인 단가 996.8원 

대비 15.9% 높았으며, 가락시장 특품 가격 1,080.7원과 비교하여도 6.9% 높았다. 

- 따라서 특상품 위주로 거래되는 온라인거래소의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온라인 거래

단가는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하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온라인 거래의 가격 결정 구조가 경매로 출하하는 것

보다 농가의 협상력이 높아져 단가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농가의 출하 선택

권 확대가 거래단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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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1 ]  양파의 월별 가락시장 오프라인 경매 단가 대비 월별 온라인 거래단가 

오프라인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전체 가락 도매시장

구분 가격 (kg) 1098.8원 1155.1원

가락 농협공판장 거래 단가 996.8원 온라인이 10.2% 높음 온라인이 15.9% 높음

가락시장 특품 평균가격 1080.7원 온라인이 1.7% 높음 온라인이 6.9% 높음

가락시장 상품 평균가격 919.3원 온라인이 19.5% 높음 온라인이 25.6% 높음

가락시장 중품 평균가격 787.2원 온라인이 39.6% 높음 온라인이 46.7% 높음

가락시장 하품 평균가격 616.8원 온라인이 78.1% 높음 온라인이 87.3% 높음

자료: 김성우 외(2022).

∙ A농식품법인의 내부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출하와 오프라인 출하의 물류비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A농식품법인의 경우 출하처별로 정산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온라인의 경우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수수료는 3%이며, 판매처의 거리에 따라 

운송회사에 운송비를 정산해준다.

- 오프라인 경매로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별로 정산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촌도매시장의 경우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는 6%이며, 파랫트 단위로 하역비를 별도 

정산하여 정산금액을 지불하며, 삼산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비는 별도 정산하지 않으

나, 위탁수수료가 거래금액의 7%이다.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를 제외하고 

정산금액을 지불하면 A농식품법인은 운송비를 운송회사에 지불하며, 이후 남은 금

액이 최종 수취금액이 된다.

∙ A농식품법인의 2022년 1월~9월 온라인 총 거래 금액은 9억 8,290만 원이었으며, 수수

료 3%와 운송비 총 3,190만 원을 제한 최종 수취금액은 9억 2,150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농식품법인의 온라인 거래 금액 대비 수취금액 비율은 93.8%로 분석되었으

며, 유통비용 비율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남촌도매시장 오프라인 경매 출하의 경우, 9억 4,840만 원이 거래되었으며, 6%의 위탁

수수료, 하역비, 운송비를 정산 후 A농식품법인의 최종 수취금액은 8억 5,360만 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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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거래 금액 대비 수취금액 비율은 90.0%이며, 유통비용 비중은 10%인 것으

로 나타났다. 

∙ 삼산도매시장의 경우, 13억 8,880만 원이 거래되었으며, 7%의 위탁수수료 및 운송비를 

정산한 후 최종 수취금액은 12억 4,460만 원이었다. 거래 금액 대비 수취금액 비율은 

89.6%이며, 유통비용 비중은 10.4%로 나타났다.

∙ A농식품법인은 온라인 거래의 낮은 수수료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하역비 미발생으

로 온라인 출하 시 오프라인 출하에 비해 거래 금액 대비 수취금액이 평균 3.8%p ~ 

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12 ]  A농식품법인 온라인/오프라인 정산 현황(2022.01.03.~2022.09.30.)

구분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오프라인 공판장

강서·구리 도매시장 남촌도매시장 삼산도매시장

총 거래 금액(백만 원)
<거래량 x 판매단가>

982.9 948.4 1,388.8

수수료(백만 원) 29.5 56.9 91.9

하역비(백만 원) - 5.5 -

총 정산금액(백만 원)
<거래 금액-(수수료+하역비)>

953.4 886.0 1,296.9

운송비(백만 원) 31.9 32.4 52.3

총 수취금액(백만 원)
<정산금액 - 운송비>

921.5 853.6 1,244.6

거래 금액 대비 운송비 3.25% 3.42% 3.77%

거래 금액 대비 수취금액 93.8% 90.0% 89.6%

유통비용 비중 6.2% 10.0% 10.4%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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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산물 물류 정보화 체계 구축

∙ 농산물의 경우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 장소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

이 커, 생산 관련 정보와 소비/유통/영업 정보를 통한 효과적인 물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물류 정보화 체계 구축을 통하여 소비 트렌드 분석, 저장·출하 시기 결정, 신선도 향

상, 최적경로 배송 등 물류 효율화가 가능하다.

그림 7－18.  농산물 물류정보 생성 및 연계체계

자료: 김성우 외(2022).

∙ 농산물 물류정보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류를 저장, 배송 기능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 저장, 유통, 배송, 소비 트렌드, 유통 트렌드 등 농업 가

치사슬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 농산물 물류 부문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무엇이고, 물류 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호 연

관관계에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이터 인덱싱과 메타데이터 

정의 및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연계할지, 시스템 간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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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DB 및 표준통신프로토콜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농산물 물류정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7－19.  물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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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산물 스마트물류 기술 확산

∙ 현재 일부 공산품 및 일반 물류에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물류 기술이 농산물 물류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적극적인 투자는 미진하며,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들의 농

산물 물류 분야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물류 효율화가 필요하다.

[ 표 7－13 ]  농산물 스마트 기술 정의 및 용도

기술 정의 농산물 물류 활용 방안

빅데이터
(Big Data 
Analytics)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

1) 예측 물류를 통한 물류 스케줄링 및 적시 배송
2)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구매자/판매자 관리
3) 물류 관련 돌발 변수(기상악화 등) 발생 시 단기간 최적의 대

안 수립

블록체인
(Block Chain)

P2P 방식으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를 통한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며 누구
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생성

1) 농산물 이력 추적 및 생성 데이터(온도 관리 등) 관련 상호 신
뢰도 제고

2) 부패/변질 등 문제 발생 시 귀책 사유 판단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센서와 통신 기능을 사물에 내장하여 
정보를 즉시 전송, 수신, 처리 및 저장

1) 신선 화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구독경제 기반 신
선식품 배송 수요 증가 대응

2) 운송 차량 전체를 스캔을 통한 정보 수집 속도 향상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학습/추론/지각이 가능한 컴퓨터 프
로그램

1)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예측발주/라우팅 등 물류 이동 효율화
2) 택배 박스를 모양만 인식하여 분류하는 등 기계 작업 효율 향상
3) 다양한 품목의 과일 선별이 한 번에 가능한 AI 선별기

자율주행
(Self Driving)

주변 환경 및 사물을 스스로 인식 및 
판단하여 자동으로 주행

1) 물류센터 내 피킹을 위한 배송 차량
2) 롤러를 차량 위에 부착하여 컨베이어 벨트처럼 활용
3) 라스트마일에서 식료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4) 간선용 자율주행차량 활용 농산물 운송
5) 농산물 운송 시 인건비 절감

클라우드
(Clou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프라 등을 
오픈 플랫폼에서 구현

1) 농산물 물류 정보관리 소프트웨어의 저렴한 공유 가능

농업용 드론/로봇
(Drone & Robot)

무선으로 조종 가능한 농작업 활용 가
능 비행장치 / 농작업 특화 기계장치

1) 상하차 속도 증가 및 선별 작업 효율화
2) 화물차가 접근이 어려운 산지 배송 및 주택 밀집 지역 배송 

효율화

자료: 민연주 외, 물류산업부문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2021. 저자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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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과제

∙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위한 방향은 ① 온라인 거래 확대로 유통채널 간 경쟁관계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②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③ 온·오프라인의 상생 발전이다. 

-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온라인 전문 산지유통단지 도입, 온라인 전문 

판매조직 육성, 농산물 표준화·등급화,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전문 인력체계 구성, 공

영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림 7－20.  상류 부문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

자료: 김성우 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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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물류 효율화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②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물류 효율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③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물류 서비스 향상(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전환)이다.

-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는 교육 서비스 제공, 포장 시설 및 포장재 지원, 공공형 

택배 시스템 구축,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운송 비용 표준화 등의 역할이 필요

하다. 

그림 7－21.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물류 효율화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

자료: 김성우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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