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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는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동총

이라 불리며, 대파와 양파가 씨로 번식하는 반면

쪽파는 뿌리로 번식한다. 날씬한 줄기에 흰 점이

없고 끝이 마르지 않는 진한 녹색을 띈 것을 상품

으로 평가한다. 품목 특성상 열량이 많으므로 상품

성 저하 방지를 위해 신속한 유통과 함께 품목의

특성을고려한포장방안설정이필요하다. 

쪽파의 재배면적은 2004년 9,397 ha 으나, 이

후 지속적으로 재배규모가 감소하면서 2009년에

는 40%나 감소한 5,566 ha이다. 주산지는 전남 보

성, 무안 등과 충남 서산, 경남 김해, 제주지역이

며, 보성과 무안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약 35%를

출하하고있다.

쪽파의 재배 작형은 김장용 쪽파는 8~9월에 파

종하여 11~12월에 본결 출하되며, 여름 쪽파는

6~7월에 파종하여 8월 중순 이후부터 김장철 전까

지 출하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

하여 9월하순부터이듬해 5월까지출하하고있다.

쪽파의 생산 유통은 1~2월의 동절기에는 제주

지역에서, 6~7월에는 충남 예산, 아산 등지에서 하

우스재배를 통해 생산 출하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

으나, 출하량이 가장 많은 김장철에는 포장 출하량

이 20% 미만이며, 시장내환경오염과쓰레기발생

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비포

장출하로 인해 물류제계 개선의 장애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쪽파의 포장

방안도출이필요하다.

유통실태

쪽파의 유통은 1월~2월 동절기에는 제주 지역

에서, 6~7월에 충남 예산, 아산 등지에서 하우스재

배를 통해 포장 출하가 증가하나, 연중 물량이 가

장 많은 김장철에는 포장 출하량이 20% 미만에 머

무르고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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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반입 및 가격 동향

쪽파의산지재배동향을살펴보면최근충청지

역을 중심으로 여름 쪽파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5∼9월 비중은 1990년대 20%에서 2000년대 중반

26%로확대되고있다.

가락시장반입및가격동향은월별반입비중은김

장철인10월이가장높고, 봄철인3∼4월도높은편이

고, 가격은물량이적은6월과김장수요가많은9월에

연중가장높은가격대를형성하고있다(그림1).

쪽파의 포장실태 및 문제점

포장실태

쪽파의포장화율은 2003년 48.6%를나타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07년에는 30.5%에 그치고

있다(표 2). 이처럼 산물 출하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은 산물쪽파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2000년

이후 경매보다는 상장예외 거래가 활성화되고, 산

지 역시 작업이 수월한 산물 출하 비율을 늘리고

있는것으로보인다.

비포장(산물) 유통의 문제점

물류체계 개선 저해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포장을 통

한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화에 의한 기계화가 필수

적이나 관행적인 비포장 산물형태의 출하는 물류

체계개선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도매시장 및 소비지 시장 환경 저해

산지에서 상품화 작업 없이 산물 상태로 반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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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월 891 1,470 210(23.6%) 301(20.5%)
2007. 2월 1,452 2,285 415(28.6%) 461(20.2%)
2007. 3월 2,542 1,663 1,850(72.8%) 1,033(62.1%)
2007. 4월 2,164 2,168 1,695(78.3%) 1,602(73.9%)
2007. 5월 1,879 2,621 1,522(81.0%) 2,063(78.7%)
2007. 6월 965 2,628 629(65.2%) 1,710(65.1%)
2007. 7월 1,173 1,536 742(63.3%) 1,005(65.5%)
2007. 8월 1,614 2,048 1,155(71.6%) 1,357(66.3%)
2007. 9월 1,711 5,455 1,128(65.9%) 3,388(62.1%)
2007. 10월 2,267 5,985 1,406(62.0%) 3,967(66.3%)
2007. 11월 5,219 11,346 4,262(81.7%) 9,431(83.1%)
2007. 12월 1,818 3,929 1,453(79.9%) 2,941(74.8%)
합 계 23,695 43,133 16,467(69.5%) 29,260(67.8%)

기 간
전체 반입량 비포장 출하량

물 량(톤) 금 액(백만원) 물 량(톤) 금 액(백만원)

표 1. 가락시장 월별 쪽파 거래물량 및 금액(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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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흙, 먼지의 여과 과정이 없이 도매시장의

환경 저해 및 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며,

소비지 시장 역시 흙, 먼지로 인해 매장이 불결해

소비자구매여건이열악해진다.

산물쪽파 매장에 대한 미세먼지(PM10)를 측정

한결과쪽파거래가본격화된후에는거래이전보

다 25∼28% 증가하 으며, 이는 법적 허용기준인

100 mg/S㎡에비해 2.5배 높은수치이다(그림 2).

쪽파의 포장화 부진 요인 및
외국사례

포장화 부진 요인

작업 단계 증가로 인건비, 운송비, 포장재비

증가

인건비: 포장작업으로 인해 고용 인력 증가

기존산물출하에서포장화를할경우출하작업

이 증가하게 된다. 산물 포장 시 1단 묶음을 1.4∼

1.5 kg단 작업하는 반면 포장화 시에는 500 g∼1

kg단작업을하게되므로단묶음작업이늘어나고

이를 상자에 포장하고 다시 테이프로 상자를 묶는

작업이발생하고있다.

운송비: 낮은 적재량으로 운송 효율 저하되어

비용 증가

산물로 출하할 경우 1톤 차를 기준으로 보통

2,000단에서 2,200∼2,300단을 실을 수 있지만(포

포장화율 48.6% 45.0% 39.8% 37.1% 30.5% 40.2%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표 2. 가락시장 최근 5년간 쪽파 포장화율

물
량
(톤

)

단
가
(원

/k
g)

그림 1. 2007년 가락시장 월별 거래동향(반입량,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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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 230박스 규모), 포장박스로 운송할 경우 150

상자밖에 실리지 않아 30% 가량 적재량이 적어지

는등효율성이떨어지며, 이는비용상승으로이어

지게된다.

포장재비: 박스포장 비용 증가

포장재비는 포장에 따른 상자비용으로 보통 10

kg 종이상자의 경우 600∼900원까지 있으나 보편

적으로 700∼750원대의 박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포장화시추가비용이발생한다.

산지 작업 인력 부족

산지에서는 노동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작업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김장철 가락시장 공급량의 80% 가

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전남 보성의 경우 짧은

시기에 집중 출하됨으로써 출하 작업 인력 확보가

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포장 시에는 산물작업보다 1.5∼2배 가량 인원

이 필요하나 작업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실제 보성에서는 작업량이 많을 경우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에서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

이다.

품목 특성에 따른 포장재 개발 필요

쪽파는열이많은채소로여름철에는운송중상

품성 저하의 문제로 남부권 출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름철 쪽파의 품질

특성에적합한포장재개발및방법이필요하다.

거래제도와 관련한 사항

현재 포장품은 경매품목으로, 산물품은 상장예

외로 허용되어 있어 일부 출하자들은 포장 출하 시

경매를거쳐야하는것에대해거부감을갖고있다.

이들 출하자들은 중도매인들과 지속적인 유통정보

교환을 통해 수급조절이 원활하고 가격도 높다는

그림 2. 쪽파 매장 미세 먼지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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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상장예외제도를선호하고있는실정이다.

가락시장에서만 포장 출하를 추진할 경우

유통인 불만 야기

거래물량감소에따른 업위축과대량출하처

상실로 인한 중도매인과 출하자의 불만이 야기될

수있다.

포장화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배추·무, 마늘 포장화 정착 요인 및 성과

정착 요인

○ 정부 및 개설자 강력한 의지 반

- 공 도매시장에 대한 비포장품 전면 반입금

지동시실시

- 산물출하 및 포장출하에 대한 페널티 부과

및인센티브제공

○ 산지 및 소비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 실시

- 포장출하 취지 및 목적, 포장출하 시 경제적

이익등

-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적

극적인동참유도

포장 출하 성과

○ 도매시장 운 효율 증대 및 환경 개선

- 반입 차량 및 적치 면적 감소에 따른 교통

소통원활및매장활용도제고

-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흙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시장환경개선

○ 거래 투명성 확보

- 포장 출하함에 따라 등급별 선별이 양호하

여속박이해소

- 포장 출하품에 출하자 성명, 연락처, 상호,

수량(중량) 및 출하 지역(산지) 등을 표시하

여상품의신뢰성향상

○ 고품질 상품 출하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포장 상품으로 출하되면서 선도 등 상품성

향상으로 고품질화를 유도하여 거래 활성화

및도매시장의경쟁력강화

일본의 쪽파 포장

일본의 경우 쪽파는 100% 포장 유통됨으로써

고품질화를 유도하며, 소비지 시장 역시 흙먼지가

감소하는 등 시장 환경이 쾌적한 상태를 보인다.

산지에서 세척하여 유통하며, 상품의 특성상 부드

러워 제품이 잘 훼손되므로 먼저 필름포장을 한 후

스티로폼이나종이박스에포장한다(그림 3).

포장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쪽파 포장화의 필요성

채소류의 포장화는 산물 출하에 비하여 규격출

하를 가능하게 하고, 물류체계의 개선을 용이하게

하며, 산지의 포장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듬어

소비지에서의 채소류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효과

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배추

와 무를 대상으로 우선 포장화가 추진되어 배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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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경우 포장화가 되지 않으면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되어있다.

쪽파의 포장화는 일반적인 채소류의 포장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 외에도 일반적인 채소류에

는 없거나 미약한 미세먼지발생 억제라는 효과가

추가된다.

정부에서는 채소류의 포장화를 촉진하기 위하

여포장재료비의 40%를지원한다.

쪽파 포장화에 따른 유통비용 분석

분석을 위한 가정

쪽파는 가락동 도매시장에 연중 출하되고 있지

만 하절기에는 주로 서산, 서천산이 출하되고 있으

며, 김장철을 비롯한 동절기에는 보성 등 남부지역

에서생산된쪽파가출하되고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본 분석에서 쪽파를 3월부

터 9월 사이에 출하되는 쪽파는 하절기 쪽파로, 10

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출하되는 쪽파를 동절기

쪽파로 구분하고, 하절기 쪽파는 서산산과 비용구

조가 같다고 가정하며, 동절기 쪽파는 보성산과 비

용구조가같다고가정하고분석하 다.

하절기 출하되는 쪽파는 골판지포장 시 품질유

지를 위해 필름으로 감싼 후 골판지 상자에 넣으

며, 동절기 쪽파는 필름 없이 골판지 상자에 넣는

것으로가정하 다.

수확비용

쪽파를 밭에서 수확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기

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수확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포장비, 운반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물출하 작

업의 경우 1인당 하루 약 700 ㎏(500단)정도를 수

확할 수 있으므로 700 ㎏ 작업을 기준으로 산물출

하와포장출하의비용을비교해보았다.

산물출하의경우 1인당하루인건비는보성지역

40,000원, 서산지역 45,000원이다. 

산물출하의 경우 700 ㎏(500단) 작업에 42,500

원이 소요되는 반면 포장출하의 경우 산물출하에

비해서 50~100% 정도의 작업량이 증가하지만 평

균 75% 정도의 작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환언하면산물출하시 1인이할수있는물량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포장출하 시 1.75인이 작업을

쪽파 박스 쪽파 필름포장

그림 3. 일본의 쪽파 포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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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달리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면 산물

출하의 경우 700 ㎏을 작업할 수 있지만, 포장출하

의 경우 400 ㎏밖에 작업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700 ㎏ 작업을 기준으로 하 을 때 포장출

하의 경우 인건비는 산물출하의 경우보다 75% 증

가한 74,375원에이른다.

연간 및 월별 쪽파의 가락시장 출하량은 2007년

과같다고가정한다.

포장재비용

산물출하의 경우 박스포장은 하지 않지만 1단

(1.3~1.5 ㎏) 단위로 묶음 끈이 소요된다. 묶음 끈

은 1롤이 35,000원이며, 1롤이면 5,000단을 묶을

수 있으므로 1단 가격으로 환산하면 7원이 소요되

며, 500단작업에 3,500원이소요된다.

포장출하의 경우 0.5~1 ㎏ 단위로 묶음 끈을 묶

어 10 ㎏ 단위로 박스포장을 한다. 따라서 동일한

원물을작업하는데있어산물출하보다작업인원이

75% 정도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포장을 위해 10

㎏용 박스 70상자가 필요하며, 박스가격은 하절기

(3월~9월) 필름포장을 하는 경우 850원, 동절기(10

월~2월) 필름포장이 필요 없을 시 750원짜리가 필

요하므로 700 ㎏ 포장 시 박스비용은 하절기

59,500원, 동절기 52,500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하

절기는 서산산이 주로 출하되고 동절기에는 보성

산이 주로 출하되므로 서산산 59,500원, 보성산

52,500원이소요된다고가정한다. 

포장출하를 위해서 0.5 ㎏ 단위로 묶어야 하므

로묶음끈이 700 ㎏ 포장에소요되는묶음끈은산

물출하의 3배가 소요된다. 따라서 금액으로는

10,500원(3,500원×3배)에이른다.

서산산의경우하절기출하를위해서박스당필

름포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단가 65원인 필름이

70장 필요하다. 따라서 700 ㎏ 포장에 필요한 필름

비용은 650원에이른다.

운송비용

산물출하의 경우 1톤 트럭에 보통 2,000단을 적

재할수있으며, 많게는 2,200~2,300단까지적재가

능하다고 한다. 본 분석에서는 2,000단을 적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단에 1.4 ㎏ 하는 쪽파 2,000단

을적재하면적재량은 2,800 ㎏을적재하는것이된

다. 운송비용은 1톤 트럭 기준 보성에서 가락시장

까지는 350,000원, 서산에서 가락시장까지는

230,000원하므로 500단(700 ㎏)의 운송비용은보성

에서는 87,500원, 서산에서는 57,500원이소요된다.

포장출하의 경우 박스를 포갤 수 있는 정도에 제

한이 있어 1톤 트럭 기준 1상자에 10 ㎏ 하는 상자

150개밖에적재할수없으므로쪽파중량을기준으

로 1,500 ㎏밖에 적재할 수 없다. 따라서 700 ㎏(70

박스)을적재하는데소요되는운송비용은보성기준

163,333원이며, 서산기준 107,333원에이른다.

쪽파 포장화에 따른 수익 분석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 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

하절기 쪽파의 평균가격은 산물출하의 경우

1,394원/㎏이고, 포장출하의 경우 1,792원/㎏으로

포장출하의 경우에 398원/㎏을 더 받는다. 하절기

에 산물로 출하되는 물량 8,721톤을 전부 포장화



할 경우 농가 수취액은 12,157백만 원에서 15,628

백만원으로 3,471백만원만큼증가한다.

동절기 쪽파의 평균가격은 산물출하의 경우

2,208원/㎏이고, 포장출하의 경우 2,029원/㎏으로

포장출하의 경우에 179원/㎏을 더 적게 받는 것으

로나타난다.

가격만을 비교하면 동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

가 포장출하 쪽파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해석

할 수 있으나, 동절기 출하되는 쪽파는 보성을 비

롯한 남부지역의 산물출하 쪽파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 박스포장으로 출하되는 쪽파와 품질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하절기 쪽파와 같이 산물출하와 포

장출하쪽파를단순가격비교하는것은어렵다.

따라서 동절기에 출하형태에 따른 쪽파의 가격

차이는하절기와같은 398원/㎏이라고가정하고수

익을산정한다. 이같은가정하에동절기에산물로

출하되는물량 7,746톤전부를포장화할경우농가

수취액은 17,103백만 원에서 20,186백만 원으로

3,083백만 원만큼 증가한다.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전체농가수취액은 6,554백만원증가한다.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하절기 쪽파의 출하 비용은 산물출하의 경우 700

㎏당106,000원으로출하물량8,721톤의출하비용은

1,321백만 원에 이른다. 하절기 쪽파의 포장출하 비

용은 700 ㎏당 260,633원으로 산물출하물량 8,721톤

을전부포장출하하면출하비용은3,247백만원에이

른다. 따라서산물출하쪽파를포장화하기위해추가

로소요되는출하비용은1,926백만원에이른다.

동절기쪽파의출하비용은산물출하의경우 700

㎏ 당 131,000원으로 출하물량 7,746톤의 출하비

용은 1,450백만 원에 이른다. 동절기 쪽파의 포장

출하비용은 700 ㎏당 296,333원으로 산물출하물량

7,746톤을 전부 포장출하하면 출하비용은 3,279백

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산물출하 쪽파를 포장화하

기위해추가로소요되는출하비용은 1,829백만원

에이른다.

연간 16,467톤의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

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출하비용은 연간 3,755백만

원에이른다.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순수익

하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은 3,471백만 원에 이른다.

반면 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926백

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하절기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한 순수익은 1,545백만 원에 이르고 있

으며, 이를㎏당으로환산하면 177.2원, 1단(1.4 ㎏)

기준으로환산하면 247.9원수익성이제고된다.

동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은 3,083백만 원에 이른 반

면이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비용은 1,829백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동절기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

화로 인한 순수익은 1,254백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161.8원, 1단(1.4 ㎏) 기준

으로환산하면 226.5원에달한다.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순수익은 하절기 1,545백만 원, 동절기 1,254

백만 원으로 모두 2,799백만 원에 이른다. 이를 ㎏

당으로 환산하면 170.0원, 1단(1.4 ㎏) 기준으로 환

산하면 238.0원에달한다.

쪽파의 포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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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 포장화에 따른 편익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쪽파의 포장화로 농가

수취가격의 상승과 같은 직접적인 수익의 증가 이

외에도포장화에따른다양한편익이있다.

먼저, 미세먼지 감소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효과

가 있다. 산물출하 되는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쪽파의 매장에 발생하는 부유 미세먼지의 감소로

인해 관련 종사자의 의료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있다.

다음으로 쪽파를 골판지박스에 포장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가 가능하므로

하차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또한 하차작업 시 기계

화가 가능하여 인력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궁극적

으로 유통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신속한 하차작업

으로 트럭의 대기시간 단축과 유류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발생한다. 포장작업으로 인하여 산물출하

에 비해 규격화가 용이하여 유통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의 쪽파에 대한 품질평가 제

고효과를거둘수있다.

쪽파의 포장화를 위한 대책

쪽파의 포장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는 2007년, 2008년 포장재비의 40%를 보조하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를 고려하면 농가의 소득은

더욱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2009년부터는 포장화

율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수준을 60%로 확

대할예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쪽파를 포장출하

하면 산물출하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증가된 수익이 포장으로 인한 증가된 비용

보다 커 전체적으로 농가수익이 증대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쪽파의 포장출하 비율은 2003년

48.6%에서 2007년 30.5%로오히려감소하 다.

쪽파의 포장출하로 인한 수익이 더 높음에도 불

구하고 포장출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쪽

파의 포장화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

티브의강화로는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

쪽파의 포장화율이 낮아진 원인은 포장쪽파는

경매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지만, 산물출하 된 쪽

파는 상장예외 거래가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지중간상들이포장출하보다는작업이수월한산

물출하를 선호한다. 따라서 쪽파의 포장출하를 촉

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더하여

산물출하가어렵도록제도적인보완이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포장된 쪽파만 도매시장에

반입을 허용하며 포장쪽파의 등급과 규격을 제정

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쪽파는 경매를 의

무화하여, 포장출하 된 쪽파와 산물출하 된 쪽파의

경매가격차이가크게나도록한다.

포장재 개발 및 포장 방안

수입개방에 따른 바람직한 유통과
포장화 방향

쪽파 포장재는 유통조건에 따라 포장재 선택이

제한적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농협등의하나로마트와같은경우포장재의재

사용(reuse)이 가능함으로 플라스틱 상자, 우든 칼

라 등의 재질도 사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가락시

장과 같은 경우 현재와 같은 유통조건에서는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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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상자나 우든 칼라를 사용 시 회수상의 문제와

사용 후 리턴(가락시장, 중간상과 1톤 트럭 등 소

매)과 시장 내 상자의 보관 및 적재가 곤란하기 때

문이다. 추후 가락시장의 리모델링으로 가락시장

내에서소포장화가체계적으로이루어진다면이러

한박스의사용도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소비자용 소포장의 경우 500 g, 1 kg, 2 kg용으

로 구분하여 흙 제거 후 500 g은 EPS 트레이에 랩

포장하여 유통하고, 1 kg과 2 kg은 사각판지(골판

지, 마닐라지)를사용하여소포장화를유도하는것

이바람직하다.

신선도를 고려하여 소포장 장소가 산지일 경우

500 g용은별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되지만, 1 kg

과 2 kg은 위조현상(wilting)이 우려되므로 필름이

나랩을활용한내포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포장재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

출하와 ULS에 적합하도록 기 제정된 규격을 사용

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류표준화

다음은 1톤 트럭, 2.5톤 트럭, 4.5톤 트럭에 골판

지 상자로 운송을 고려하여 적재형태를 나타낸 것

이다. 현대, 기아차의 적재함 크기별로 골판지 상

자의적재모습을나타냈다.

1톤 트럭의 경우 현대차는 (장)2740×(폭)1570

㎜이며, 기아차는 (장)2850×(폭)1600 ㎜이다(그림

4). 현대차의 적재량은 3단으로 총 33개의 골판지

상자(410×275×290 ㎜)를 실을 수 있으며, 기아차

의적재량은 3단으로총 36개의골판지상자를실을

수있다.

2.5톤트럭의경우현대차는 (장)4300×(폭)1890

㎜이며, 기아차는 (장)4300×(폭)1840 ㎜이다(그림

5). 현대차의 적재량은 4단으로 총 65개의 골판지

상자를 실을 수 있으며, 기아차의 적재량 역시 4단

으로총 65개의골판지상자를실을수있다.

4.5톤 트럭의 경우 현대차 (장)5300×(폭)2120 ㎜

쪽파의 포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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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쪽파 골판지상자의 1톤 트럭 적재 모형도

현대차 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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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쪽파 골판지상자의 4.5톤 트럭 적재 모형도

현대차

그림 5. 쪽파 골판지상자의 2.5톤 트럭 적재 모형도

현대차 기아차

이며(그림6), 적재량은5단으로총95개의골판지상

자를실을 수있다. 파레트에 적재된상자의편면도

와적재모양은그림 7과같다. 파레트에돌려쌓기를

할경우유통시상자의흔들림을방지할수있다.

효율적인 물류 체계 확보 방안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ULS에적합하도록상자의규격과포장대의적재방



법을 검토한바 골판지나 플라스틱 컨테이너의 경

우 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망대와 플라스틱

봉투 등은 파렛트에 적재 시 층 림 현상이 우려되

므로 쉬링크 포장이나 격자대를 사용하여 수송한

다면물류가원활할것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확대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이요구된다.

첫째, 현행 김치공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운 되고 있는 파렛트풀 시스템을 도매시장 중심

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도매시장도 지원대상이나 도매시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보고 내부의 거래단계에 대한 고려

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측

면이있다.

둘째, 도매시장 내 플라스틱박스 회수체계에 대

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도

매시장내플라스틱박스운 체계를확립하기위해

서는 시장관리자의 시장 내 입고센터 지원, 도매시

장법인및중도매인의역할분담등이요구된다. 포

장화를통한물류개편은모두에게혜택이돌아가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득이나 손실보다는 대국적

견지에서이해당사자들이접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플라스틱박스의 이용금액과 손실금액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료는 상당히

저렴하나 출하자가 그 이익을 보고, 최종 판매단계

에서 관리가 어려운 박스를 분실 시에 전액 분실자

의 책임으로만 문제를 국한시킨다면 초기 사업에

서접근되기어려운부분이기때문이다.

이상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의 문제점이 해결된

다면 도매시장내 물류기기 공동이용 활성화 모델

이고려될필요가있다. 

포장재 소재별 장·단점 비교

각 포장소재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것은 다음

표 3과같다.

포장 후 쪽파의 품질변화

중량감모율

30℃의항온저장고에서 3일동안저장한결과각

쪽파의 포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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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파레트(1100×1100 ㎜)에 적재 패턴



포장재별중량감모율은 다음과같다(그림 8). 2개의

통기공이 있는 처리구 2는 5.7%로 중량감모가 가장

심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존 골판지 상자인 대

조구가 3.8%, 발수처리한골판지상자인처리구 1은

3.2%, 0.1 ㎜ 두께의 LDPE 필름대로 포장한 처리구

6이 1.6%, 0.03 ㎜두께의HDPE 필름에지름5 ㎜크

기의통기공9개뚫은처리구5가 0.8%, 0.03 ㎜두께

의HDPE 필름으로포장한처리구4는 0.7%, 0.03 ㎜

두께의 HDPE 필름과기존골판지상자를병행한처

리구3의중량감모가0.2%로가장낮았다.

품온 변화

각 포장재별로 포장한 쪽파의 내부 품온을 측정

하 다(그림 9). 측정방법은여러단을쌓은쪽파에

서가운데부분에감지센서를설치하여 5분간격으

로 품온을 측정하 다. 저장고의 온도는 30℃로 일

정하게 유지되었으며, 기존방법인 대조구의 경우

는 저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대 36℃

까지 상승하 고, 평균온도는 34℃로 나타났다. 필

름포장은 저장초기 7시간까지는 온도변화가 없었

으나, 이후 상승하여 최대 33℃까지 상승하 고,

평균온도는 31℃로 나타났다. 통기공이 있는 골판

지상자의 경우는 저장고 온도와 같은 30℃를 유지

하 다. 필름으로포장한쪽파는필름의MA효과로

인하여 쪽파의 호흡률이 낮아져 그에 따른 열 발생

이 억제되었으며, 외기의 열을 필름이 어느 정도

차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쪽파를 필름으로 포장

시 쪽파의 열 발생에 의한 부패 등의 상품성 저하

는나타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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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박스 상품성보존이뛰어남
소비자가박스를임의처분할수있어구입에부담
없음

우천시작업중단및작업재개시간소요
부분적인함몰등으로상차후무너질우려잔존
박스제작비용부담과중(900원)
제함작업에시간소요
골판지박스보관장소등필요

플라스틱박스
(컨테이너)

우천시작업가능
상차후무너질우려가적음
박스임대후재활용가능(480원/회)
제함작업에시간이적게소요

박스의회수부담및비용우려
파렛트풀회사의참여지난
소비자가비닐팩이나묶어서반출

회수장소, 분실방지대책필요(가락시장등)

플라스틱봉투 포장재가격이저렴
우천시작업가능

포장작업이골판지, 컨테이너에비해어려움
수송비용이과중
다단식목재상자4~5단

월동배추만사용가능

종류별 장 점 단 점

표 3. 포장소재별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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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포장재에 따른 쪽파의 중량감모율

그림 9. 포장재별 쪽파의 품온 변화



외관품질

30℃의항온저장고에서 2일동안저장한결과골

판지 상자로 포장한 쪽파의 경우 골판지 발수도 여

부와상관없이잎부위의황변현상이가장심하 으

며, 특히통기공이있는경우에는그정도가더심하

다. 필름으로 포장한 쪽파의 경우는 10% 미만의

황변현상을 보 으나, 통기공이 있는 필름으로 포

장한 경우와 필름대로 묶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

하여 상품으로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

패와곰팡이는모든처리구에서나타나지않았다.

그림 10의 포장구 4와 같이 쪽파를 필름으로 포

장하여 골판지 상자에 담아 유통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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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포장재별 쪽파 신선도 비교

포장구 4

포장구 6 대조구

포장구 5



개발포장 결과 요약

포장재개발결과는소비자용소포장의경우 500

g, 1 kg, 2 kg용으로 구분하여 흙 제거 후 500 g은

EPS 트레이에 랩 포장하여 유통하고, 1 kg과 2 kg

은 사각판지(골판지, 마닐라지)를 사용하여 소포

장화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신선도를 고려하여 소포장 장소가 산지일 경우

500 g용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1

kg과 2 kg은 위조현상(wilting)이 우려되므로 필름

이나랩을활용한내포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경제성 고찰은 현재의 산물출하 쪽파를 포장출

하로 인한 순수익을 살펴보면, 하절기에는 산물출

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

은 3,471백만 원(2007년 생산량 기준)에 이르고,

이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비용은 1,926백만원

이다. 따라서 하절기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

한 순수익은 1,545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177.2원, 1단(1.4 ㎏) 기준으로

환산하면 247.9원수익성이제고된다.

동절기에는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은 3,083백만 원에 이르고

이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비용은 1,829백만원

에 이른다. 따라서 동절기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

로 인한 순수익은 1,254백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를 ㎏당으로 환산하면 161.8원, 1단(1.4 ㎏) 기준으

로환산하면 226.5원에달한다.

따라서 산물출하 쪽파의 포장화로 인하여 추가

로 얻게 되는 순수익은 하절기 1,545백만 원, 동절

기 1,254백만 원으로 모두 2,799백만 원에 이른다.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170.0원, 1단(1.4 ㎏) 기준

으로환산하면 238.0원에달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쪽파를 필름으로 포장하여 골

판지상자에 담는 포장방법이 쪽파의 중량감모, 변

색, 시듦 등의 외관품질과 차량에 적재 시 압상 및

물류효율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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