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산물 유통현황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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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목적
□ 미국의 농산물의 산지 및 소비지 유통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
농산물의 유통현황 및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산물 유통 선진국의 직거래(신유통경로) 역사와 발전과정 등 기초
자료를 파악하여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계획
□ 근기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 2045호(2014. 4. 30)
□ 지역 : 미국 뉴욕
□ 대상 : 산지 ․ 소비지(도·소매상 및 직거래 매장) 유통 주체
□ 품목 : 청과물 ․ 과일류 위주 조사
□ 기간 : 2014. 9. 22(월) ~ 9. 28(일)(5박7일)
□ 방법 : 유통 및 판매 주체대상 면담조사 및 문헌, 관찰 조사
□ 내용
◦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실태 등 현황
◦ 정부의 농산물 지원정책 등
◦ 직거래(신유통 경로) 유통실태
□ 출장자 : 안성찬, 이찬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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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일정

～

□ 조사기간 : 2014. 9. 22 9. 28(5박 7일)
일자

9.22
(월)

9.23
(화)
9.24
(수)

지역

시간

이 동

10:00

◦ 출국(인천 → New York)

도 착

11:00

◦ 뉴욕 국제공항

New York

14:00

New York

15:00

◦ Costco 방문

10:00

◦ Hunts Point Terminal Market 방문 도매시장

15:00

◦ Walmart 방문

대형마트

10:00

◦ Union Square Greenmarket 방문

로컬·직거래매장

15:00

◦ Whole Foods Market 방문

슈퍼체인

New York

New York

세 부 일 정

비 고

* Holiday Inn Express 체크인
대형마트

9.25

New Jersey

11:00

◦ H-mart 구매담당 면담

vender·수입상

(목)

New York

16:00

◦ chelsea market 방문

슈퍼체인

11:00

◦ 늘푸른농장 방문

orchard

15:00

◦ 한아름마트 방문

슈퍼체인

17:00

◦ 뉴욕 aT센터 방문

이 동

13:00

◦ 귀국(New York → 인천)

도 착

16:10

◦ 인천 국제공항

9.26
(금)
9.27
(토)
9.28
(일)

New Jersey

4. 조사결과 활용계획
□ 미국의 농산물 유통구조, 유통실태 및 직거래실태를 조사 ․ 분석하여
농산물 유통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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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농산물 유통실태
1. 국가 개황

〇

국명 :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〇

수도 : 워싱톤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〇

위치 : 미주대륙 북부

〇

면적 : 9,372,610㎢(농지 47%, 산지 29% / 한반도의 42%, 남한의 95배)

〇

인구 : 317,306,934명(‘13.12.26 기준 추청치)

〇

민족 : 백인(77.9%), 흑인(13.2%), 아시아인(5.1%)알래스카 원주민(1.2%)

〇

언어 : 영어(일부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〇

종교 : 기독교/카톨릭교(78.3%), 유대교(1.8%), 불교(1.2%), 이슬람(0.9%), 힌두교(0.6%),
토착신앙(0.2%), 기타(0.6%), 무교(16.4%)

〇

건국(독립)일 : 1776. 7. 4(13개 주 독립선언일)

〇

정부형태 : 대통령제

2. 뉴욕시 특성
가. 뉴욕시 개황
□ 뉴욕은 미국 북동부 뉴욕 주에 있는 도시로 허드슨강, 이스트강이 대서양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맨하탄, 블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테이튼 아일
랜드의 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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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뉴욕시티라 하면 맨하탄을 뜻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UN본부 소재지로 빅애플(Big Apple)
이라는 애칭이 있으며, ‘잠들지 않는 도시(The city that never sleeps)’,
‘세계의 수도’라 불리고 있음

나. 뉴욕시 특성
□ 세계 금융, 상업, 서비스, 섬유패션(뉴욕 4대 산업)의 중심지
〇 209개의 국제규모 은행 진출, 세계 상위 25대 은행 중 19개 은행진출, 세계
10대 증권회사 진출
〇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중 42개사,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개사 본사 소재(미국 최다)
〇 세계 10대 광고사 중 5개사, 세계 10대 홍보사 중 8개사의 본사가 뉴욕에 소재
하고 있으며 통신, 오락, 출판 산업의 세계 중심지답게 미국 4대 메이져 TV사,
세계 4대 음반기업 본사가 소재
〇 세계적인 패션리더로서 다양한 최첨단 문화와 결합된 패션 중심지, 12만명의
패션의류 전문인력이 활동하며 연간 300억불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상위 10대
패션 잡지사가 뉴욕에 소재
〇 뉴욕 인구 800여 만명이 연간 3,700억불의 소득 창출

□ 다국적 기업 및 다양한 인종이 활동하는 국제도시
〇 100개국의 3,000여개 다국적기업 진출, 25만명의 뉴요커 고용, 60여개의 외국계
상공회의소가 운영 중
〇 연간 3,500만명의 관광객 내방(외국인 관광객 600만명 포함), 150억불의 관광
수입 거양(외국인 지출액 42% 점유)
〇 유엔본부에 191개국 대표부와 100개국의 영사관 진출, 세계 최대 외교단 보유
〇 인구의 36%가 외국 태생이며 200개 이상의 인종이 거주하면서 175개의 언어
사용, 뉴요커 1, 2세대 중 외국 태생이거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 태생인
인구 비중이 60%에 달하는 다인종 사회

□ 세계 최대의 문화도시
〇 세계 최고의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삶의 질 제고 및 비즈니스 기획 창출, 233개소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보유, 1,303개의 공연 기획사 활동, 17개 교향악단 보유
〇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와 600만명의 인터넷 사용인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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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현황
□ 미국은 토지, 자원, 기술면에서 세계 제일의 농업국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전체 경지면적은 12억 에이커(4억 8,563만ha)이며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생산액은 2010년 3,180억 달러이고 농업 GDP는 1,370억 달러로
전체 GDP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산업을 포함한 GDP는
7,426억달러(전체 GDP의 4.8%)이며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전체 취업인구의 1.6%를 농업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흑자 수출상품으로 수출의 9.5%, 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농업지역 및 주요품목 재배현황

〇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기후도 다양하여 옥수수, 대두, 밀, 감자, 오렌지,
쌀, 포도 등 많은 종류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음
- 오렌지 : 최대 주산지는 플로리다(70%), 캘리포니아(29%)이며 세계 생산량의
12%를 차지 / 재배면적 248천ha, 생산량 7,900천톤
- 양

파 : 최대 주산지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아이다호이며, 봄양파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에서 여름양파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멕시코, 워싱톤에서 저장양파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아이다호,
뉴욕 등에서 재배 / 재배면적 60천ha, 생산량 3,277천톤

- 기타품목 재배면적(ha) 및 생산량(천톤)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옥수수
35,360
273,832

대두
31.242
8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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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19,825
61,755

쌀
1,084
9,048

감자
458.4
19,166

4. 농산물 유통정책
□ 파카법(The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1930)
〇 미국 농산물유통관련 법령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법은 도매시장을 포함한 청과물 도매유통 담당 관련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법인 PACA법이며
〇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따른 위험을 경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복종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〇 신선·냉동 청과물 매매자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하게 하고 거래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로 청과물 유통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1930년 제정 후 상관행 변화에 따라 최근 1995년까지 수
차례 수정되었음
〇 주요 내용
- 부패성이 강한 청과물 거래시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거래지연으로
신선도 저하 등)에 대한 쌍방 책임명시로 분쟁 시 매매자 권리보호 및 신속한
거래 유도
- 판매자는 송장 등에 명시된 양과 질의 상품 송부, 구매자는 계약에 명시된
상품을 수탁하고 신속한 대금 지불(기간은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10일 미만)
- 농산물을 중개하는 모든 유통참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유통참가자 : 23만 달러이상 청과물을 취급하는 반출상, 도매상, 소매상, 트럭
운송업자이며 면허상인은 회계기록을 유지(분쟁 대비)해야 함
- 농산물 구매회사 파산, 폐업 대비 출하자 판매대금 회수를 위한 신탁제도 운영
※ 농무부에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주요도시 5개소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자조금 제도
〇 미국은 품목별 자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자조금은
16개 품목이며 기금의 주요 사용처는 광고 및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
촉진, 소비자 교육, 표준화, 농정활동 등을 통한 전략 마케팅 추진, 생산
과정 및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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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무부 유통국 지원활동
〇 시장뉴스 서비스 : 농무부 유통국의 주요업무 중 하나로 국내 및 해외
농산물의 가격, 판매량, 품질, 상태 및 기타 시장정보를
제공함
- 시장뉴스는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신이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집된 정보는 수 시간 내에 인터넷, 보고서, 전화, 언론기관
등에 배포됨

〇 검품 시스템 : 검품업무는 크게 표준화, 현장 검품업무, 지원, 훈련 및
개발 업무로 구분됨
- 표준화 업무는 등급표준의 설정, 개정하는 것으로 등급표준에 의거하여 검품
지침과 시각적 보충교재의 제작, 개정 수행 및 국제표준의 검토와 개발을
담당
- 현장 검품업무는 36개 소비지 시장에 160여명의 검품관 등을 배치하여 산지
출하조직, 소비지 유통업체,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조직에 균일한 등급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산지출하조직에 발송되는 검품증서를 관리
- 지원업무는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
효율적 제고를 위한 혁신업무 담당, 주정부와의 협역, 협약, 관리 및 감사를
포함
- 훈련 및 개발 업무는 신규 검품관 교육, 강사양성, GAP 교육 및 농가 수확,
포장, 저장, 운송의 제반과정 추적 및 소비지 유통업체 관련도 포함됨

〇 표준등급화 : 농산물의 품질과 상태를 등급으로 명시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표기하는 것으로 유통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
이며 1907년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을 시작하여 1946년 농산물
유통법에 의해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권한과 자금을 확대함으로써 표준
규격화를 발전시켰음
- 과일류의 경우 85개 품목에 158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서비스를 제공함
- 미국의 등급표준은 시장에서 상품의 품질과 상태를 설명하는 표준화된 언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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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 유통현황
< 미국 농산물 유통 특징 >
〇 미국 농산물 유통은 일반적으로 개별 농민이나 농민들이 조직한 단체 또는
회사가 패킹(packing, 포장)시설과 트러킹(trucking, 운송)시설을 갖추고
생산자와 도매상간 직접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〇 대량거래, 유통경로의 단순화, 유통정보의 발달로 유통효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
〇 상품에 대한 표준화, 등급화 및 물류표준화가 잘되어 있어 통명거래와
유통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산지에서부터 저온유통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〇 산지에서는 포장, 출하센터를 통한 공동출하가 일반적이고
〇 소비지에서는 슈퍼마켓 체인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크며
도매시장의 중요성이 크지 않으며(청과물의 경우 약 33%의 비중) 대규모의
식품종합도매업체가 잘 발달되어 있음

< 미국 농산물 유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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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 유통실태
1) 현황
□ 산지 출하자(Shippers)가 도시지역의 슈퍼체인 및 도매업체에 직접 청과물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포장센터(Packing
House)를 갖추고 농산물의 수확, 포장 및 출하 기능을 담당

□ 대농의 경우 자체 포장센터를 보유하여 농가 스스로 출하자의 기능을 담당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는 산지중개상(Broker)을 이용하거나
Dole과 Del Monte같은 유통업체 혹은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출하
□ 소매 및 도매업체들이 연중으로 청과물을 수요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출하자들은 시기에 따라 중남미와 같은 외국에서 청과물을 조달하는
등 국제적인 상품 조달망 구축
□ 생산농가와 출하자는 수확, 포장, 출하에 관한 약정(계약)을 하며 계약
서에는 물품의 종류, 품종, 면적, 재배위치 등이 명시되며, 출하자가
일정한 가격에 매취하는 경우와 생산자가 수확, 포장, 출하비용을 출하
자에게 지불(수탁)하는 2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출하자는 품질에 이상이 생기거나 시장조건이 불리할 때 출하를 중단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생산자는 출하자로부터 출하정보를
상시 얻을 수 있으며 수탁의 경우 공동계산(Pooling)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음
□ 채소류의 경우 산지 패킹하우스부터 팰릿(Pallets)에 의해 물류표준화가
수행되며, 팰릿 상태에서 예냉, 저장, 운송 등의 과정을 거치며, 운송은
출하센터 책임

2) Packing House 운영사례
□ 늘푸른 농장(Evergreen Orchard Farm)
〇 현황 : Packing House를 운영하며 직접운송 또는 트러킹 회사를 이용하여
인근지역 한인마트 등에 배, 사과 등 농산물을 공급하며 직접 농장
수확(U-pick), 농장점포(Farm Building) 등 직거래 판매도 병행
〇 소재지 : 1023 Yardville Allentown Rd. Hamilton. NY 08620(김종일 대표, 전화 609-259-0029)

- 9 -

〇 재배면적 : 600에이커(약 73만평)
〇 재배품목 : 배, 포도, 복숭아, 사과, 감자, 콩 등 다수
〇 납 품 처 : 슈퍼체인 90%(H-마트 등 동양계 마트), 기타 10%(직판 등)
〇 작업장 및 판매장
Packing House(선별·포장)

배, 사과 직판

포도 직판

배 직판

나. 소비지 유통실태
1) 도매 실태
가) 현황
□ 대부분의 슈퍼마켓 체인은 본부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산지 Packing
House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도매기능 수행
□ 전문화된 도매업체들은 독립 슈퍼마켓이나 소형 식품판매점에 농산물을
공급
□ 식품도매업체들은 미국 전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집배
송하고 있으며 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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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체 유형별 비율
- 일반 도매업체(Merchants) : 56%
-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판매점(Manufacturers’sales branches) : 25.2%
- 중개상(Agents and brokers) : 18.8%
□ 도매업체는 식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소매점에 대해 입지선정, 점포설계
및 진열장 배치, 금융, 회계, 전산지원, 소비자가격 결정, 판매동향 분석
등 여러가지 다양한 소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청과물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들은 주로 도매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종합도매업체 및 슈퍼마켓 체인이 발달함에 따라 중요성이 감소
(약 35% 비중)하고 있음
□ 대도시 청과물 도매시장은 도시지역의 소규모 식품점(Mom and Pop
stores)이나 청과물 전문판매점들이 주로 이용함
□ 미국 도매시장에서는 경매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대부분의 거래가 상대
매매 혹은 위탁형태
〇 판매(구매)대금 결재는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위탁수수료는 10~20%
〇 1987년 이후 경매거래는 사라지고 도매상 중심의 수의 매매로만 운영
- 과다한 시간소요, 저가 하등품 중심의 경매형성, 산지에서의 표준화·브랜드화·
저온유통 추세에 따른 출하기피 등으로 경매가 사라짐

〇 경매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인들의 불공정 행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정보 상호공유 및 오랜 기간 구축된 신뢰로 보임

〇 미국 농무부 유통국(USDA)에서는 시장조사요원을 모든 도매시장에 상주시켜
출하량, 가격 등을 매일 조사하여 발표함

□ 미국에는 44개의 도매시장이 있으며 순수민간투자 건설 16개소, 주정부
건설 14개소, 연방정부 또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민간인 등
공동 투자 건설 14개소
〇 도매시장 소유 : 주정부 19(43.3%), 민간법인 11, 개인 5, 시 4, 공기업과 농민 2,
협동조합 2, 기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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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매업체 현황
□ 뉴욕 헌츠 포인트 도매시장(New York Hunts Point Produce Market)
〇 소재지 : 101 Food Center Drive, Rm 2A Bronx, NY 10474(☏ 718-542-2944)
〇 연 혁 : 1967. 3. 6 맨하탄 남부의 위싱턴 시장(1790년 개장)에서 이전 개장
- 영업시간 : Open : 일요일 21:00, 월~목 22:00 / Closed : 월~금 15:00
- 도매상 점포 앞에는 샘플 전시 및 배송을 위한 데크(Deck)가 설치되어 있고
후면에는 데크가 없는 반입구(Loading Duck)로 되어 있음
- 점포 안에 저온저장고가 있으며, 모든 물품을 지게차를 이용 적재 및 출고
〇 거래방식
- 도매인은 패커, 중개인과 사전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구입
- 농장주/패커(packer) → 중개인(브로커) → 도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지의 대형 패커의 상품은 중개인을 통해 거래
- 농장주/패커 → 도매
·뉴욕, 뉴저지 일원의 로컬 상품은 주로 농장주와 직거래
- 도매 → 소매
·소매상은 점포 전면에 위치한 Deck에 전시된 상품 샘플을 보고 구입
점포 전경

물품 입고

전시 물품

사과(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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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청과협회(Korean Produce Association, Inc.)
-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소매상에 전달하는 중간도매상 역할
- 1974년 뉴욕지역 청과업계 종사자 50여명이 상부상조와 권익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2,500여명의 회원이 도매시장에서 소매상의 요구물품 구매를
대행하며 도매시장에서 청과물의 80% 내외를 점유하고 있음
협회 입구

회장단 면담

2) 소매 실태
가) 현황
□ 미국의 식품소매점은 총 매출에서 식품의 비중이 50%이상 되는 점포로 정의
□ 식품소매업은 종합식품점(grocery store)과 전문점(specialty food store)으로
구분되며 종합식품점은 신선 및 가공식품은 물론 세제, 치약같은 비식품
생활필수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식품전문점은 육류, 수산물, 청과물,
제과와 같이 단일 품목류에 특화된 식품소매점임
〇 전체 식품소매점 중에서 종합식품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임
- 우리나라는 과일·생선 가게, 정육점과 같은 전문점의 비중이 40%정도로 높음

□ 종합식품점은 슈퍼마켓, 편의점, 소형 식품점 등으로 구분되며 슈퍼마
켓이 73.6%의 점유율로 가장 비중이 크며 슈퍼마켓 점포수는 대형화
추세로 감소하고 있음
〇 많은 수의 슈퍼마켓이 체인화되어 체인본부에 의해 상품공급이 이루어짐
〇 최근 미국의 슈퍼마켓은 규모가 크고 상품구색이 많은 점포형태인 슈퍼스토어,
콤비네이션 스토어, 창고형 스토어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 식품전문점은 베이커리, 청과물 판매점, 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점 등
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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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뉴욕 소매업체 현황
□ Costco(대표 : W. Craig Jelinek)
〇 미국내 대표적인 식품유통매장이며, 1983년 설립하여 580개 매장에서‘09년
780억 달러의 매출액 기록. 농산물은 로컬 농산물 위주로 판매
- 소재지 : 32-50 vernon Boulevard Long Island, NY 11106
매장 입구

판매중인 사과, 감자

□ Walmart(대표 : 샘 월튼)
〇 1962년 설립하여 미국 내 4,464개 매장과 26개국에서 5,730개 매장을 운영
(‘12.4월 기준)하고 있으며 ‘11년 4,440억 달러 매출액 기록
- 소재지 : 32-50 vernon Boulevard Long Island, NY 11106
〇 일반 대형할인점인 월마트디스카운트스토어, 식품분야에 집중한 월마트슈
퍼센터, 지역밀착형 월마트네이버후드마켓, 창고형 회원제 할인매장 샘스
클럽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며 '02년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최고 기업으로 선정

□ H-Mart(대표 : 권일연)
〇 1982년 설립하여 2007년 11월 미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진출 이후 한인유통,
종합 소매체인으로 발전
- 소재지 : 303 Chubb Ave, Lyndhurst NJ 07071
구매담당(송영재 부장) 면담
- 미국 전역에 46개 매장 및 5개(NJ,
MD, GA, Chicago, LA)의 물류센타
운영
- 매출액 : 8.5억 달러(‘13년)
- 농산물 구매처는 생산자, 패킹하우스,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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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Foods Market
〇 미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전문 종합마켓으로 1980년 설립하여 32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11년 101억 달러의 매출 기록
- 소재지 : 4 Union Square East #4, New York, 10003
- 대형마트 형태로 푸드, 잡화, 로컬 농산물 등 판매
협회 입구

판매중인 사과

판매중인 사과

판매중인 감자

판매중인 양파

□ chelsea market
〇 과자공장을 개조 1994년 개장하여 다양한 쇼핑몰과 푸드 홀을 갖춘 대규모
식품매장으로 로컬 농산물을 일부 판매하고 있으나 규모는 작은 편임
〇 소재지 : 75 9th Avenue New York, 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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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농산물 직거래 실태
1. 역사와 정의
□ 농민시장(Farmer’s Market) 등과 같이 오늘날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는 경제 불황이 극심했던 1930년대 대공황 기간에 등장하기 시작함
〇 1934. 7월 농민들이 Gilmore Island라는 L.A 근교 공터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와서 지역두민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데서 유래됨
〇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작물 생산비가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자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U-pick(체험수확)의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등장
〇 그러나 1950~1960년대 교통수단의 발전과 냉동고의 보급으로 농산물의 장거래
수송이 가능해지고, 대형소매업체 등장, 쇼핑의 편리성과 효율성 추구로 직거래 주춤

□ 1970년대 이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산업형 농업추구로 인한
가족농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중소 농민들의 노력이 맞아 떨어지면서 농산물
직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됨
〇 연방정부는 1976년「농산물 직거래법(The Farmers to consumer Direct Marketing Act)」을
제정하여 농민시장, 노변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를 개설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함
-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직거래를 합법적인 영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들에게 재정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〇 농산물 직거래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농민시장의 수가 282% 증가

□ 최근에는 로컬푸드 붐과 함께 직거래가 다시 새롭게 조명되면서 농민시장
뿐만 아니라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확산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음
〇 직거래 판매량이 규모면에서‘97년 5억5천만 달러에서‘07년 12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

□ 미국 「농산물 직거래법」에서는 직거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〇 “노변 판매장, 농민시장, 차량을 이용한 배달 판매 등을 포함하는 시장(any
marketplace)에서 저비용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자에게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자(단체)가 소비자(단체)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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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거래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의 거래만을 직거래로 간주
- 생산자가 소매업체, 식당 등과 거래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직거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 농업총조사(Census of Agriculture)에서는 직거래를 사람의 소비(human
consumption)를 위해 노변판매, 농민시장, 체험수확 등에서 농산물을 개별 소비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개념으로 보고 판매금액을 조사하고 있음
〇 식용할 수 없는 농산물의 거래는 직거래에 포함하지 않음
〇 생산→가공→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된 체계 내에서 거래되는 것은 직거래에 미포함

2. 현황
□ 2007년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은 12억 달러 이상으로 10년 전에 비해 120%
성장하였으며, 미국 전체 농산물 판매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음
〇 직거래 판매액이‘97년 5억 5,100만 달러,‘02년 8억 1,200만 달러,‘07년 12억
1,100만 달러로 연평균 4.2%씩 판매규모가 성장함
〇 직거래에 약 13.7만여 농가(미국 전체농가의 6%)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85%는 소규모 농가임
〇 참여농가당 연평균 8,853달러의 판매액을 보이고 있음
〇 품목별 판매액 기준으로 과일과 채소의 직거래 비중이 56%로 가장 높으며 참여
농가 기준으로 축산물 생산농가(78,258농가)의 비중이 58%로 가장 높음
- 과일 판매액 : 34,390만 달러로 직거래 판매액의 28.4%
- 채소 판매액 : 33,530만 달러로 직거래 판매액의 27.7%

□ 직거래 참여 농가 97.9%(직거래 판매액의 89.3%)는 대도시 인근지역 또는
대도시와 인접한 농촌지역에 위치함

3. 유형
가. 파마스마켓(Farmer’s Market, 농민시장)
□ 농민 혹은 생산자가 정기적으로 다양한 신선 청과물이나 그 외 농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의 특정 장소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공동시설
내지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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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가 생산위험과 유통위험 및 시장사용 수수료(점유면적, 사용시간
등) 모두 부담
□ 2011년 미국의 농민시장은 7,74개로 1994년에 비해 300% 성장
□ 파머스 마켓 운영사례
〇 Union Square Greenmarket
- 현황 : Grow NYC(뉴욕시 환경협회)에서 주최하며 월, 수, 금, 토 운영하며,
농부, 어부, 베이커들이 로컬푸드 등 신선한 채소류, 과일류, 수산물,
육류, 베이커리, 꽃, 와인, 피클류, 잼 등을 직접 판매
- 장소 : E 17th street, New York North and West sides of Union Square Park
시장 전경

시장 참가자 리스트

참가자 매장 배치도

식품접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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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인

감자

양파, 야채 등

포도 등

양파

사과

당근 등

나. 직접농장수확(pick Your Own 또는 U-pick)
□ 소비자가 직접 농장에 가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수확하여 구매하는 방식
〇 도시민의 전원생활 욕구 충족과 수확기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또는 농장의 고유 행사와 연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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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생산자 그룹과 계약을 맺고 소비자가 비용을 선납
하면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농산물을 배달 해주는 방식
□ 소비자가 영농비용을 미리 지불함으로써 풍, 흉작에 따른 농산물 가격과
수량의 불안정에 대한 위험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부담하는 영농형태
□ 2010년 약 1,400여개의 공동체지원농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약 250%의 높은 성장을 보임

라. 노변판매(Roadside stands)
□ 생산자인 농업인이 인근 도로변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나가는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판에서부터 냉장고를 갖춘 건물까지 다양함
□ 지역 농산물 이외에도 상품구색을 위해 인근지역 농산물과 음료, 가공제품,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비함
□ 노변 판매장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위치, 시설, 위생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마. 농장점포(Farm Building)
□ 농가 또는 농장 건물에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노변 판매대 보다 규모가 크거나 영구적인 형태임
□ 노변 판매에 비해 취급 품목 수가 적고, 주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판매

바. 기타 우편 또는 인터넷 판매 등이 있음

4. 지원정책
□ 미국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법」 뿐만 아니라 영양
보조프로그램, 농산물마케팅프로그램, 농촌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법」의 주요내용은 농산물 직거래 현황조사, 주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지원, 농민시장 진흥 프로그램(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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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농산물 직거래 현황조사는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RS)를 통해 각 주에서 추진
되고 있는 직거래방법 들에 대해 매년 조사토록 하고
〇 농산물 직거래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 정부 활동에 대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고
〇 농민시장 진흥 프로그램은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 노변판매, 농촌관광활동
등과 같은 직거래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직거래 활성
화를 위해 직거래 농산물의 소비촉진, 농업인 교육, 직거래 시설물의 구입 등에
생산자 단체, 주 정부, 비영리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함

□ 노인 및 여성·영유아 농민시장 영양프로그램(Senior &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은 저소득의 취약계층(임신 또는 출산 여성, 5세
이하의 영유아, 60세이상 노인)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직거래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임
□ 특용작물 지원프로그램(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을 통해 로컬푸드
소비증진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마케팅
향상 프로그램(Federal State Marketing Improvement Program)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및 지역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마을시설 지원프로그램(Communtity Facilities Program)은 농민시장, 공동취사장
등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해주는 정책임
□ 미국 농무부 차원의 자체지원 노력
〇 캠페인「“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당신의 농부를 알고 당신의
먹거리를 알자)」, 및 로컬푸드 운동 전개, 농민시장 설립 매뉴얼 제작, 직영 농
민시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음

5. 시사점
□ 미국의 농산물 직거래는 거래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기본
적으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의 직접 거래만을 직거래유통으로
보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〇 농가들에게 수취가격 제고를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상호간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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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대농들이 주도하는 주류(主流) 유통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농
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판로수단으로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 농산물 직거래를 유통의 관점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취약계층의 식품지원의
관점에서 법과 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농업협동조합, 지방정부, 비영리 및 공익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이들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13.5.27),
직거래활성화 추진계획(‘13.5.1)」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직거래 개념 정립과 참여 주체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함
〇 직거래를 통해 줄어든 유통마진이 생산자의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
자는 고품질 농산물을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발굴
하고 지원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제도가 필요함

〇 미국의 직거래 사례에서 보듯이 농산물 가격 안정보다는 영세소농의 판로확대와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 지속가능한
직거래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농산물 직거래 사례를 종합해보면 주류(主流) 유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농의 판로확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농교류 증진,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보장 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 사료됨
〇 우리나라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산지의 규모화와 전문화, 저온유통 등 선진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등 전반
적인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〇 직거래는 가격, 품질 측면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증진 이외에도, 농어촌과
도시간 도농상생, 지역농업 발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촉진, 고령·영세 소농의
판로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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