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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의 농산물 유통 황 조사보고

- 배추․무를 심으로 -

홍 석 인

유 통 연 구 단

  농산물 유통 선진국인 일본과 주요 농산물 수

출국인 국을 방문하여 배추ㆍ무의 포장  유

통 실태를 악하고자, 2005년 10월 24일부터 30

일까지 6박 7일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락

도매시장) 직원과 함께 지를 방문하 다. 일본 

동경의 표 인 청과물 도매시장인 오따(大田)시

장과 향후 신선 채소류 수입이 상되는 국의 

상해와 북경 인근 농산물 산지, 도매시장 등을 방

문하여 배추ㆍ무의 포장실태  생산지 유통 황

을 조사하 다. 본 조사보고는 국내산 배추ㆍ무의 

포장출하를 하여 채소류 소비가 많은 일본과 

국의 유통비용, 거래실태 등을 분석하고 국내 

유통실태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유통 개선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조사를 해 방문한 주요 지역과 기 은 다

음과 같다.

   ◦ 일본 오따(大田) 앙도매시장

   ◦ 국 상해시 江橋도매시장

   ◦ 국 하북성 官村(배추생산지) 산지시장

   ◦ 국 북경 新拔地농산물도매시장

Ⅰ. 일본 동경도 앙도매시장 

(東京都 中央都賣 場)

1. 개 요

1.1. 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에 의거 농림수산성 장 의 인가

를 얻어 개설하는 앙도매시장과 일정한 시

설을 갖추고 都, 道, 府, 縣의 장(지사)의 인

가를 얻어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되

며, 세부 요건은 표 1과 같다.

  국내․외 학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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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   건 개설자 인가 등

    앙
도매시장

都, 道, 府, 縣 인구20만 이상의 시 는 이들
이 소속된 일부 사무조합 혹은 역연합조합
이  농림수산성 장 의 인가를 얻어 개설한 
도매시장(법 제2조제3항)

◦ 개설자: 지방공공단체
           (농림수산성장 의 인가)
◦ 도매업자: 주식회사 등
             (농림수산성 장 의 허가)
◦ 매업자: 주식회사, 개인 등
             (개설자 허가)
◦ 련사업자: 주식회사, 개인 등
               (개설자 허가)
◦ 매매참가자: 주식회사, 개인등
               (개설자 승인)

지    방
도매시장

앙도매시장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장
(경매장)의 면 이 일정규모(도매시장 법령 
규모 : 청과시장 330㎡, 수산 200㎡(산지시장
은 330㎡, 식육 150㎡, 화훼 200㎡) 이상으로 
하고 都, 道, 府, 縣의 장(지사)의 인가를 얻
어 개설된 시장
(법 제2조 제4항)

◦ 개설자: 지방공공단체, 주식회사, 농 , 
수  등

           (都, 道, 府, 縣의 장의 허가)
◦ 도매업자: 개설자의 경우와 동일
             (都, 道, 府, 縣의 장의 허가)
◦ 매업자: 주식회사, 개인 등
             (일반 으로 개설자가 승인, 

지사에 제출)
◦ 매매참가자: ( 매업자의 경우와 동일)

기  타
시  장

앙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에 의한 규정은 없음.
다만 조례로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

표 1. 앙 도매시장과 지방 도매시장의 세부요건

1.2. 東京都 앙도매시장 황

 ○ 일본 동경도 앙도매시장은 11개소(1분장), 지방도매시장은 24개소이다(그림 1, 표 2).

그림 1. 일본 동경도 앙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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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장명 부지(㎡) 일거래량(톤) 일거래액(백만엔)

1 츠키지 230,836
수산 2,167

청과 1,170

수산 1,768

청과 320

2 오 따 386,426

수산 106

청과 3,106

화훼 382만본

수산 89

청과 842

화훼 170

3 토시마 23,306 청과 435 청과 89

4 요도바시 33,120 청과 1,120 청과 250

5 아다치 42,675 수산 150 수산 112

6 이타바시 61,232
청과 629

화훼 78만개

청과 128

화훼 39

7 세타가야 41,482
청과 165

화훼 102만개

청과 37

화훼 46

8 키타아다치 61,076
청과 827

화훼 79만개

청과 179

화훼 35

9 다마뉴타운 57,153 청과 98 청과 19

10 카사이 74,515
청과 351

화훼 70만개

청과 73

화훼 27

11 식육 94,108 식육 372 식육 434

 12* 마츠바라분장 9,537 청과 78 청과 15

합  계 1,115,466

청과 7,900

수산 2,423

식육 372

화훼 656만개

청과 1,938

수산 1,969

식육 434

화훼 316

표 2. 일본 동경도 앙도매시장 황

2. 東京都 오따(大田) 중앙도매시장

2.1. 일반 황

 ○ 개 황

  1981년도에 수립된 제 3차 동경도 도매시장 정

비계획에 따라 청과, 수산, 화훼를 취 하는 종합

시장으로서 건설되었다. 청과부  화훼부는 시설

규모, 취 량 모두 일본 국내 최  시장이고, 수산

부는 쯔끼지(築地)시장과 동일한 수 이다. 국

의 기 가격 형성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 권역은 일본 동부 역에 달하고 있다.

 ○ 개장년도 : 청과부(1989.5.6), 수산부(1989.9.18), 

화훼부(1990.9.8)

 ○ 시장종사자수

구 분
도매
업자

간
도매업자

매매참
가자

련사업자

계 8 274 3,682 97

청과
수산
화훼

4
2
2

181
73
20

1,619
30

2,033

가공식료품 등: 62
각종 자재    : 18
기  타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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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설 개요

  ○ 면 : 401,925㎡ (청과, 수산부 346,321㎡, 화

훼부 55,604㎡)

  ○ 1일 취 규모(’03 기 ): 청과물 3,226톤, 수

산물 116톤, 화훼 331만본

  ○ 총투자비: 1,278억엔(건설비 612억엔, 용지비 

666억엔)

(단 : 억엔)

구  분 합 계 청과,수산시설 화훼시설

건설비 612 553 59

용지비 666 532 134

합  계 1,278 1,085 193

2.3. 오따시장 주요시설

구  분
연면
(㎡)

비                고

도
매
장

청과동 94,900
1층 도매장 45,000, 도매장 26,000,(개소당 약 32)
2층 동경도분실,매매참가인 조합사무실,옥상주차장

수산동 24,900
1층 도매장 5,400, 도매장 6,500(개소당 60), 화물보 소 5,000
2층 동경도분실,회의실,도매회사, 도매조합사무실,
    매매참가인조합사무실,옥상주차장 등

화훼동 22,000

지하1층 정온창고 4,000(2,000×2업체)
1층도매장 7,400, 도매장 1,200(개소당 63), 자동운송시설 1,903
2층 동경도분실,회의실,도매회사, 도매조합사무실,
    매매참가조합사무실,음식  1,440

냉
장
창
고

청과냉장고동 5,800 1층 바나나후숙실 30실, 2～4층 냉장실 6실( 장능력 4,500톤)

수산냉장고동 3,900 1～3층 냉장실 6실(0～-50℃),4층 기계실( 장능력 3,000톤)

배
송
장

분배장(6동) 10,700 분배장 10,100, 사무실 600

수산공동배송장 1,603 1층 보냉하역소 529, 랜트홈 2기, 2층 사무실 378

련,
지
원
시
설

련동 10,400 1층 련상품매장,음식 (76 포, 포당 47～80),옥상주차장

사무동 42,400
우체국, 융기 , 음식  등 편의시설
도매회사, 출하단체, 매인연합회 등 사무실
동경도 회의실,시장 생검사소,농림수산성사무실

입체주차장동 26,400 승용차 약 1,000  주차

시장회 동 12,300 숙박시설(아방호텔), 다목  회의실, 스포츠시설 등

 ○ 도매인 포당 시설사용료(청과동 기 ): 131,010엔/월간

    - 도매인 포(32㎡) 사용료: 65,600엔(㎡당 월간 사용료 2,050엔)

    - 도매인사무실(31㎡) 사용료: 65,410엔(㎡당 월간 사용료 2,11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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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청과 냉장시설과 장능력
(단 : 톤)

시 장 별 일 거래량
(A)

장 능력
(B)

장율
(B/A)

오따(大田) 앙도매시장 3,038 4,500 148%

가 락 시 장 6,653 734 11%

 ※ 도매법인의 매잔품은 온창고에 보 되며 3

일 이내에 량 매됨

3. 거래현황

3.1. 2004년 오따시장 청과물 거래 황

(단 : 톤）

시 장 별
년 간 (천톤) 일 평 균 (톤) 일평균

배  추
거래량계 과일 채소 계 과일 채소

오 다(大田) 
앙도매시장

845
(41%)

242
(93%)

603
(34%)

3,038
(46%)

870
(103%)

2,168
(37%)

156
(21%)

가락시장 2,049 260 1,789 6,653 844 5,809 731

  注 1: ( ) 내의 숫자는 가락시장 비 처리 물량임.

  注 2: 오다 시장의 거래일수는 278일(가락시장 308일)

  注 3: 과일  채소 비 은 오다시장이 71%, 가락시장

이 87% 수 임

3.2. 2004년 오다시장 배추․무 거래 황

(단 : 톤・백만엔)
품 목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배

추

수량 43,249 4,664 3,546 2,965 2,537 2,933 2,630 2,381 2,406 3,359 5,174 4,969 5,686

액 3,248 243 268 338 175 160 196 170 171 257 615 394 261

1kg
평균가격

75엔 52엔 76엔 114엔 69엔 55엔 74엔 71엔 71엔 76엔 119엔 79엔 46엔

무

수량 46,336 4,068 4,064 3,743 3,582 3,758 3,048 3,502 3,699 4,303 3,837 4,074 4,659

액 4,532 392 405 417 336 284 301 297 310 411 671 404 306

1kg
평균가격

98엔 96엔 100엔111엔 94엔 76엔 99엔 85엔 84엔 95엔 175엔 99엔 66엔

※ 2004년 채소 체 거래량에서 무는 7.6%, 배추 

7.2% 수 임

   (가락시장은 무 9.3%, 배추 12.6%)

4. 농산물 유통

4.1. 경매  상 매매 운 실태

  시장 경매율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상 매매는 증가 추세로서 고가품인 송이, 메론 

등을 제외하고는 부분 견본품으로 경매하고 있

다. 경매율은 체로 15%～20% 내외이며, 나머지

는 상 매매이다. 이 게 상 매매가 증가하는 이

유는 출하 농가의 안정 인 가격요구와 형 슈

퍼마켓을 시한 도매시장의 구매자 한 안정

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과경매장 경

견본품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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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매시장의 주요 분산처별 비율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85%는 도업자를 통

해 분산되며, 나머지는 매참인 등을 통해 분산되

고 있다. 참고로 도업자의 주요 분산처별 비율

은 아래와 같다.

표 3. 도업자의 주요 분산처별 비율

오따 

시장

구 분 슈퍼마켓 소매업자 가공업자 식업자 음식업자 기타

비 율 53% 14% 5% 4% 2% 22%

가락 

시장

구 분 차량행상
소매․직

납품업체 요식업체 타시장 등 기타

비 율 38% 28% 23% 7% 11%

4.3. 농산물 안 성 검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 성 확보를 

해 “식품 생검사소”를 도매시장내 리동에 설

치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 산

지에서는 농 이 안 성검사를 하고 있어 이  

감시체제가 유지되는데, 통상 산지에서는 한달에 

두 번 정기 으로 농가부담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산지정보를 잘 알고 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특별히 

도매시장법인 가운데 동경청과(주) 등은 유기농산

물 특 사업부를 운 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은 

보통 농산물 보다 20～30% 가량 높은 가격을 받

고 있다.

4.4. 농산물 표  규격화

  농산물 출하 시 주로 산지 농 에서 등 을 분

류 표시하여 출하하고 있으며, 포장상자의 종류는 

농 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배추의 경우 등

은 크기에 따라 3L(4포기), 2L(5포기), L(6포기), 

M(8포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무의 경우 크기에 

따라 10 kg 상자에 산지와 생산자를 표시하여 

3L(6개), 2L(8개), L(10개), M(12개), S(14개), B

(자유)로 등 을 구분하고 있다.

배추 포장상품

무 포장상품

  생산자의 포장재 보조  지  여부와 련하여 

포장재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하며 정부의 포장재 

보조는  없다. 한 도매시장에서 조례로 비

포장 상품에 한 반입 지 규정이 없다고 한다. 

포장재질은 부분 골 지 상자이며, 개별재질은 

출하처에 따라 SW와 DW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재까지 라스틱(returnable plastic container) 

상자 출하는 일부이지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때문에 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용료는 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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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조  비싼 편이다. 이러한 라스틱 상자는 

도매시장내 상자 운 회사가 계약 출하된 법인의 

생산농가 의사에 따라 물량을 공 하고 임 료를 

받고 있다. 다만 회수문제는 여 히 어려운 사항

이나, 부분 구입자가 우리나라보다 규모화된 슈

퍼마켓이라 국내보다 쉬운 것으로 추정된다.

4.5. 배추․무의 거래가격  포장재비

  배추의 도매가격은 4포기 10 kg이 700～800엔

으로 포기당 2,000원 수 이며, 일반 소매에서는 

1/4 포기가 주종을 이루고 80～100엔으로 800원 

수 에서 소비되고 있다. 한 무는 10 kg(10개)

에 1,000엔 정도로 1개에 980원 정도의 도매가격

을 형성하고 있다.

  (단 : 배추 1포기, 무 1개 기 )

구 분
도매가격

(오따시장)

소비자 가격

백화 할인 슈퍼 소형야채상

배추

(원화)

200엔

(1,968원)

396엔

(3,896원)

336엔

(3,306원)

320엔

(3,148원)

196엔

(1,928원)

무

(원화)

100엔

(984원)

298엔

(2,932원)

178엔

(1,752원)

150엔

(1,476원)

130엔

(1,279원)

 주1) 100엔=984원으로 환산

 주2) 조사 기 일은 10월 27일 기 이며, 슈퍼는 동네 

소규모 슈퍼임

  배추와 무의 포장재 비용은 보통 80~100엔 정

도이며, 도매가격 비 포장재비의 비율은 10～

12% 수 이다.

4.6. 배추․무의 소비용도  유통 과정  

변형 여부

  일본에서 배추와 무는 주로 임용과 국물용, 

겉 이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치용

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통 과정에서 

형태 변형과 련하여 도매시장에서 일부 도매

인에 의해 포기씩 포장되나 부분 반입된 상태

로 시장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 반

출된 후 오따 시장 인근 배송센터에서 소분되거

나, 시장 밖에서 소분되는데, 배추는 주로 소비자

에게 1/4 포기로 매되며, 무는 1/2 쪽으로 매

되고 있다.

4.7.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등

  도매시장에서 하역작업은 청과회사 소속의 지

게차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도매인은 자

체 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한다. 도매

시장의 반입차량은 부분 10톤 이상의 형 냉

장 윙바디 차량(팔 트 출하율 80% 이상)이며, 배

송차량은 2톤 윙바디 탑차가 주종을 이루고 롤컨

테이 를 사용하여 배송차량에 탑재하여 반출하

고 있다.

포장 농산물의 하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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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시장내 쓰 기 처리

  사단법인인 도매시장 회(회사, 도매인 등 시

장 종사자로 구성)에서 쓰 기 투(350円/1매)를 

매하고 시장 계자들은 이를 구입하여 쓰 기 

처리에 사용하고 있다. 골 지 상자는 직  재활

용되지 않고 재생용지로 다시 재활용하며, 청과 

쓰 기 등은 별도의 용기에 보 한 후 시장 외부

로 반출한다.

쓰 기 처리장

청과쓰 기 처리차량

4.9. 기타 농산물의 포장  가공

   포장품은 2L(30개), L(45개), M(6개) 단

로 골 지 상자에 포장 출하하고 있으며, 슈퍼마

켓 등에 납품되는 채소는 부분 신선 편의

(fresh-cut) 제품으로 단 후 소비자가 먹을 만

큼만 소분 포장하여 매되고 있다. 오따시장 인

근에 이런 납품업체의 작업장  사무실이 집

되어 있고 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물은 이곳에서 

주로 가공 작업이 이루어진다.

 포장 출하품

 소분포장 작업

Ⅱ. 국의 농산물 유통 황

1. 농업 및 산지 실태

1.1. 국 농업의 구조 변화

  국은 1976년 모택동 사망후 등소평을 심으

로 한 개 가 1978년 내개 , 외개방이라는 

개 개방 정책을 표면화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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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1993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공식 표명

하면서 농업도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표 4. 개 개방 이후 국의 농업구조 변화

  개방화가 진 되면서 농업의 생산력은 증 되

고, 산업구조가 복합 으로 발 되면서 농업의 비

은 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국의 산업별 국내 총생산 비

  2000년 기  농업인구는 922백만명으로 체 

인구의 7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가 호수

는 1999년 기 으로 23,811만호, 경지면 은 

130,039천ha, 호당 경지면 은 0.55ha로, 우리나라

의 2003년 기  경지면  185만ha, 호당 경지면  

1.46ha에 비해 매우 세한 편이다. 

  국의 채소류 생산에 있어 배추와 무의 비

을 살펴보면, 국의 채소류 재배면 은 1,600만ha

로 세계 체의 35%에 해당하고, 생산량은 4.45억

톤으로 체 재배면 의 9% 정도이다. 특히, 고

추, 마늘, 양  등 양념류 생산량은 세계 최 수

이다. 채소 재배농가의 90%는 정부로부터 농지를 

임 받은 개별 농 형태이며 호당 경작면 은 

0.1～0.2ha로 세하고, 나머지 10%는 집단소유제 

경 형태로 계획경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표 6. 국의 주요 채소류 재배면   생산량

1.2. 수확 후 리  유통주체

  일반 으로 국의 농산물 생산기술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고 품의 농산

물 생산은 체의 30% 미만 수 이고, 장율 

20%, 가공율 5%미만으로 수확 후 선별, 포장, 등

화 등은 미미한 실정이다. 채소의 생산, 매, 

유통의 주체는 개방  국유채소공사인 집단생산

조직이 담당하 으나, 개방 후 개별 세농가 형

태로 환되면서 수집․운송․ 매를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가 생겨났다. 특히, 개방화 이후 소득

이 증 되면서 농약, 친환경 인 농산물의 생산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설채소의 재배지는 산동

성, 하북성, 하남성, 요령성 순으로 많으며, 벼와 

목화의 재배지가 시설채소 재배지로 환된 것으

로 이들 4  생산지의 재배면 이 국 체의 

80%에 해당되며, 산동은 40%에 해당된다.

1.3. 산지시장  유통 경로

  산지시장은 지역의 농가가 직  수확한 배추, 

무 등을 거래하는 시장이며 공터에서 주로 거래

가 이루어진다. 원거리로 운송될 배추, 무는 산지

시장에서 포장하여 재한다. 배추와 무는 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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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서 수확 후 산지시장 이동 산지시장에서 거래 후 이

⇨

도매시장에서 포장 후 매 동네시장에서 소매

서 다듬은 상태로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도매시장

에서 포장 매 되거나 산지에서 직  포장한 후 

반입되므로 도매시장의 쓰 기 발생량은 거의 없

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사용되는 포장재는 그물

망 와 고분자 필름 투로서 그물망의 가격은 15

포기용이 개당 46원 정도이며 40kg 한 망 가격

비 3.3%로 렴한 편이다.

2. 농산물 도매시장

2.1. 도시 소비지 도매시장의 설립  리

  도매시장은 국가가 설립 리하는 시장과 시의 

채소공사가 설립하는 시  시장, 성․시 이 설립 

리하는 시장, 구 시장, 향 시장 등 5가지 종류

가 있고, 민간이 투자해 설립하는 자유시장이 있

다.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있어 소비량, 필요시설, 

시장간 정보교환 등의 종합 인 고려 없이 서로 

다른 주체가 설립하여 운 하고 있어 효율 인 

유통이 곤란한 실정이나, 시나 국가 의 공산당 

조직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시장을 운 하고 있다.

2.2. 리와 업의 주체

  유한공사 형태로 시장을 리하며 유한공사는 

청소, 안 , 회계,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

나, 주된 역할은 안 리와 배차, 사용료 징수이

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 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고 있으나 부분 자 경 을 면치 못

하는 비효율 인 경  상태인데, 수수료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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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의 5% 정도이다.

  농산물의 유통 주체와 련하여 시장 리자는 

업에 개입하지 않으며, 인근 지역의 생산자, 산

지도매시장에서 반입하는 송 매업자, 생산자와 

송 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매하는 도매

상, 소매상이 혼재하여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3. 상해시 江橋 도매시장(국가급 시장)

3.1. 일반 황

  상해시 曹安路에 치한 江橋 도매시장은 1994

년 10월에 개설되었으며, 체 부지면  30ha(90,747

평)로 재 사용시설은 3만평이다. 연간 농산물 

거래량은 30만톤이며, 직원 100명의 국가  유한

공사인 채소공사가 리하는데 주로 배차  사

용료 징수를 한 물량 확인에 직원 다수가 투

입된다.

  상해시는 황포강을 경계로 포동과 포서로 구분

되는데, 포동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포동시장은 과

일류 심 시장으로 강교시장은 채소류 심시장

으로 발 하여 상해시 체 채소 거래량의 80% 

정도가 강교시장을 경유하여 유통된다. 강교시장

의 특징으로 채소류 농산물이 국의 역에서 

반입되며, 원거리 차량은 부분 10톤 이상 차량

에 20～30톤의 물건을 재하여 반입(농산물은 과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하고 있다. 10톤 이상의 

차량 반입 농산물은 망포장이나, 고분자 필름으로 

포장하여 반입되는데, 이는 산지 도매시장이나 타 

시장에서 포장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도매

시장 내에서는 거래장과 포, 주차장, 리실 외

에 온창고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은 없으며, 원

칙 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녁 8시부

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

3.2. 도매시장의 운

  도매시장의 상품 반입주체는 개별 생산자, 산지

수집상, 수집상회사 등 다양하지만, 개별 생산자의 

출하는 감소 추세이고 산지수집상과 수집상회사

(수집․운송․ 매)의 비 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장내 포는 산지의 연락사무소와 매를 겸하

며, 자릿세로 5평에 월 300 안(42,000원)을 유한

공사에 지불하고 있다. 특히 고  채소류를 는 

큰 포는 월 3,500 안(49만원)을 지불하지만 

기료 등은 별도이다.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법은 통상 경매처럼 별

도의 거래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서로 가격

을 흥정하여 결정하는 수의매매 방식을 띤다. 농

산물의 가격은 상품상태, 포장방법, 산지 등을 감

안하여 근(500g) 단 로 결정하며, 무게를 측정하

는 울을 임 하여 사용한다. 도매시장의 사용료 

납부와 련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출하자는 출입

시에 확인을 받으며, 출차시에 사용료 납부 수

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은 사용료 징수를 

한 별도의 정산소를 운 하는데, 출하자가 납부

하는 사용료는 매액의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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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시 확인증 발

출하자별 매액 기록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주체는 동네시장 상

인, 음식  등 다양하며, 이들은 물건 구매시 

을 주고받은 수증을 제시하여야만 시장 밖으로 

물건을 싣고 반출할 수 있다. 이때 구매자 역시 

주차료를 지불하며 1톤 차량 기 으로 5 안(700

원)의 주차비를 내야한다.

3.3. 배추․무의 반입 실태

  원거리에서 생산된 배추와 무의 경우 10톤 이

상의 형차량에 망 포장이나 고분자 필름포장 

상태로 반입하고 있다. 근교에서 생산되는 무의 

경우 무청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2톤 차량에 

실어 도매시장에 반입하며, 매시에 고분자 필름

투에 담아서 매하고 있다.

배추 망  포장품(15포기) 하역

(80근(40kg) 1망에 5,360원)

배추 고분자필름 포장품(12포기)

(60근(30kg) 1망 4,020원)

원거리 무의 포장 출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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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생산 무의 거래 장

3.4. 배추․무의 거래가격

가 격 산지( ) 도매시장(1차) 소비자(최종)

배추(500g) 25 (35원) 48 (67원) 1.5원(210원)

무(500g) 32 (45원) 60 (84원) 2원(280원)

 ※ 배추 1포기는 보통 5근(2.5kg) 336원 수 이

며 이후 3단계를 거침

4. 북경 新拔地 농산물도매시장(지방자치

단체급 시장)

4.1. 일반 황

  북경에서 최근에 철거된 大鐘寺 시장을 제외하

고 新拔地 시장을 포함한 7개 앙도매시장이 청

과류 체 거래의 80% 이상을 유통하고, 나머지 

자유시장 532개소가 20% 정도의 물량을 유통하고 

있다. 상해와 달리 하북성 내의 특별시에 해당되

어 인근 하북성 농가의 직출하가 일반 이며, 배

추와 무를 매하는 차량은 1톤 삼륜차로 농가나 

수집상이 산지에서 다듬어 재한 상태로 반입한 

후 매시에 포장하여 매하는 형태이다. 新拔地 

시장 역시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나 통상 밤 11시

에서 새벽 3시까지가 가장 거래가 활발한 시간

를 이룬다.

4.2. 도매시장의 운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기 해 매액을 확인하

고 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으며, 차

량 톤수와 품목에 따라 정해진 요율(2%에 해당

액)을 징수한다. 시장을 이용하는 구입자도 출차 

시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농산물의 품목별로 시장에서 매장을 배치하

는데 배추매장은 가락시장보다 깨끗한 상태를 유

지하고 있다. 이는 부분의 농산물을 산지에서 

일차 다듬어서 시장에 반입하기 때문이다.

4.3. 배추․무의 반입실태

  산지 농가에서 깨끗하게 다듬은 상태로 출하하

여 매 시에 고분자 필름 투에 담아 매한다. 

포장재로 사용되는 고분자 필름 투 한 묶음은 80

개로 13 안(1,820원)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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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어 반입된 배추(1톤)

무청을 자른 무

4.4. 배추․무의 거래가격

가 격 도매시장(직출하) 소매시장( 간) 소비자(최종)

배추(500g) 20 (28원) 80 (112원) 1.5원(210원)

무(500g) 40 (56원) 1 안(140원) 2원(280원)

4.5. 도시 소매시장

  북경이나 상해 도시의 소매시장은 우리나라 

소규모 재래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다양한 

가공품들이 매되고 있었고, 채소의 종류도 상당

히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배추나 무를 포함한 

채소류는 일반 으로 량으로 매되지 않으며, 

배추 1포기, 무 1개 단 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

이 보편 이다. 국의 일반 가정은 하루에 한번

씩 장을 보는 편이어서 량구매는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