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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가 농업경영 행태에 미치는 영향

권용 1 ․ 김 후2

Impacts of E-commerce on the Farmer's Management Behavior  

 Yong-Dae Kwon1 ․ Gwan-Hou Kim2

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analyzing the impacts of e-commerce on the farmer's management 

behavior and suggesting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in agricultural industry.  

For this study, survey was conducted for 24 farmers who sell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e-commerce in Chungnam provinc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rmers have changed their management practices in 

terms of production, marketing and processing by using the information of consumers' preferences 

while doing e-commerce business. Second, farmers have attempted to differentiate their product 

through product brand and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because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marketing techniques adapted to e-commerce system for more revenues. Third, i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is introduced under e-commerce, farmers 

would use it for their environmentally sounded farming because they expect to increase their 

income. Fourth, 75% of the farmers sold their product at retail price. It means that e-commerce 

farmers act as a price maker rather than price taker at e-commerce market, who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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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d to have larger business size resulting in more added value. 

  Based on the results of study, we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reduction of service charge for 

credit card, and encouragement of B2B transaction for the economy of scale and introduc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so as to establish e-commerce system of agricultural industry as soon 

as possible. 

Keywords : e-commence, farm management, agricultural marketing

Ⅰ. 서   론

  정보기술의 진 에 따른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

어 유통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상거래의 

등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내 자상거래 시장규

모는 격하게 확 되고는 있으나 주거래 상품은 

공산품이고, 농산물은 그 시장규모가 상 으로 

미미하다. 하지만 농업에서도 자상거래는 재

고․유통비용 등 거래비용을 감시키고, 기존 유

통체계에 있어서의 시간 ․공간  제한을 극복할 

수 있고, 기존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 

그 잠재  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농업인들이 자상거래에 심을 가지는 이유

는 무엇보다 자상거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

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상거래를 

통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직  연결해주면서 

농산물을 매한 농업인들은 높은 유통수익을 올

릴 수 있고 소비자들 한 소매가격보다 낮은 값

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복잡다단한 간

유통 과정을 폭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

이 농산물의 자상거래는 유통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지역간, 시차성과 비 칭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거래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이 없는 무한 의 가상시장을 창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유통체계와 비

교하여 거래자 발견을 한 탐색비용, 물류비용 

등에서 폭 인 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

며, 시장 역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 

  지 까지 농산물 자상거래와 련된 연구를 

보면 자상거래의 발 략(이철희, 1999; 김

수, 1999; 김진석, 2001)을 제시하거나 자상거

래의 도입에 따른 농산물 구매행태의 변화(김동

환, 2000; 이택선 2004)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한편 자상거래가 생산부문에 미치는 효과로서 

지역특화  랜드화, 생산  출하구조, 의사결

정 체계, 경 형태의 변화(최진석, 2000; 김경량, 

2003) 등을 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농가단

의 생산  경  부문에 끼치는 향에 한 실

증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상거래가 농가수 에

서의 농업경 행태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함으로서 농산물 자상거래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당면한 문제 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2001년부터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인홈페이지 경진 회에 참가한 농

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가의 농활

동과정에서 자상거래가 의사결정체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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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생산체계, 경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향 

 문제 을 악하고 그 발 방안을 제시하 다.  

Ⅱ. 농산물 자상거래의 개념과 특징

1. 농산물 자상거래의 개념

  자상거래의 정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을 이용하여 재화를 소비자들에게 매｣하는 

의의 개념에서부터 ｢정보기술과 네트워크를 매개

로하여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기업간에, 정부와 

다른 조직간을 연결하여 정보와 재화, 서비스를 

교환하고 결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의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의의 

개념으로 자상거래란 ｢ 자  매체를 활용하는 

거래로 자우편․PC통신․ 보․텔 스․팩스

는 물론 자자료교환(EDI)나 CALS 그리고 인

터넷 자상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의의 자상거래는 ｢ 보나 텔 스, 팩

스 등을 제외한 네트워크를 기 로 한 거래｣를 

말하는데 네트워크가 폐쇄형이냐 아니면 개방형

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지만 일반 으로 

자상거래라고 할 때는 인터넷 등 개방형 네트

워크를 이용한 의의 자상거래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자상거래의 정의를 제로 농산

물 자상거래는 농산물이란 상품을 취 하는 

자상거래로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 

자상거래는 농산물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취 하

고 있기 때문에 (1) 자상거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과 (2) 농산물의 범 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에 따라 (3)경 주체가 

구이냐에 따라 의와 그리고 의의 상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 역

과 취 품목, 경 주체에 있어서 의의 개념을 

용하여 ｢농산물 자상거래란 가 사업을 하

느냐에 계없이 농산물 가공품이나 식품을 포함

한 농산물과 련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있어

서 그 부 는 일부가 자문서교환 등 자  

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 하 다.

2. 농산물 자상거래의 특징

  농산물 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 하나의 가상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자상거래의 특성은 인터넷의 특성과 련이 깊

다. 인터넷의 특성은 크게 실시간 세계성의 확보, 

개방형 네트워크의 구축에 의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무정부 네트워크, 이용의 경제성, 방 한 

양의 멀티미디어 정보  자료 제공, 용도의 무

한성, 이용자의 폭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따

라서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통 인 상거래의 기존 패러

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 자상거래도 인터넷이 형성하고 있는 

가상공간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고, 인터넷 이용

자가 바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상거래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얻은 당사자는 농업인으

로서 간유통과정을 생략한 체 이해당사자들이 

직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간 유통 상인들보다 생산농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 자

상거래는 농산물 시장구조의 재편, 마  활동의 

획기  변화, 결제방법의 변화, 물류시스템의 정

보화 등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농산물 시장에도 자상거래의 등장으로 

국내시장이 세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은 농산물의 거래범 가 국내를 벗어

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국제 인 평 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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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이같이 인터넷상

에서의 농산물 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을 월

함과 동시에 물류비용의 감을 통하여 면 인 

가격 괴와 유통 명을 통해 농산물 유통체계를 

세계  규모로 확산시킬 수 있다.

  둘째, 자상거래를 통한 마  활동의 변화

는 세계시장을 상 로 하는 로벌마 의 수행

기능, 거래처의 효율  발굴기능, 경제 인 거래

교섭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거래처의 효율

 발굴은 인터넷을 통해 자정보를 검색함으로

써 원하는 거래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거래처를 발견하는 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다.

  셋째, 결제방법의 변화는 지 까지의 상품의 

인수와 동시에  지불 형태의 방법에서 고객

의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구매 즉시 이 지불

된다. 특히 지 까지의 신용거래나 외상 거래에

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험성을 이고 안 하고 

확실한 결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부피가 크고, 유통과정에서 상품의 변동

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의 경우, 물류 

시스템의 정보화로 물류비를 감하고, 상품성을 

유지․보존시킬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물

류정보망을 통해 효율  배송로  배송물량 결

정, 정 장․보 창고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산물 자상거래의 시장규모 

  농산물 자상거래의 규모도 자상거래 규모

와 마찬가지로 체로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에는 공감 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 으로 

농산물 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는 추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과거 매출액

에 한 실 자료가 없는 경우는 일일이 업체를 

상으로 매출액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통계자료

를 확보 할 수 있으나 이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극 조해 주

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이다. 특히 농산물 자

상거래 시장규모의 경우 실 으로 농산물을 취

하는 자상거래업체 조차 제 로 악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매출액을 정확하게 조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2차 자료를 기 로 농산물 자상거래 규모를 추

정해 보고자 한다. 2004년 1월에 발표된 통계청

의 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품목별로 

자상거래 매출액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자

료를 이용하여 체 자상거래 시장규모에서 농

산물 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 을 악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농산물 자상거래 시장규모

를 추정하면 농수산물과 꽃을 합하여 2003년 농

수산물 자상거래 규모는 3,308억원(4.7%)임을 

알 수 있다. 거래규모가 2002년에 비하여 약간 

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2002년까지 자상거래

에 참여한 농가수가 격히 늘어났지만 2003년에

는 자 상거래를 통한 매실  부진으로 운

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탈락하면서 

조정기를 거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농수산물 자상거래 시장규모

          자료 1. 산업자원부, 자상거래 백서, 2003

               2. 통계청, 자상거래 통계조사 결과, 

                  20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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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상거래가 농가의 농활동에 미친 효과 

1. 조사농가 일반 황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농림부에서 시행하

는 농업인 홈페이지경진 회에 충남도의 추천을 

받아 참가한 30농가를 상으로 2004년 8월 1일

부터 8월 1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

사 상 농가  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운 하는 

6농가를 제외하고 자상거래용으로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는 24농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표 1>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22

명(91.7%), 여자가 2명(8.3%)이었으며, 나이의 

분포는 30～39세 6농가(25%), 40～49세 8농가

(33.3%), 50～59세 8농가(33.3%), 60세 이상이 2

농가(8.4%)이었다. 학력수 에서는 고졸이하가 3

농가(12.5%), 고졸이 15농가(62.5%), 학  

학원졸 6농가(25.0%) 로 체 으로 학력수 은 

높게 나타났다. 농경력은 5년 이내 1농가(4.1%), 

5～10년 2농가(8.4%), 10～20년 11농가(45.8%), 

20년 이상이 10농가(41.75%)로 10년 이상이 21

농가(87.5%)를 차지하고 있고, 은 층의 농에 

신규 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거래품목은 분석의 편의를 하여 식량작물, 

과일, 채소, 특용가공으로 분류하 다. 거래품목

으로는 과일(사과)이 4농가로 가장 많으며, 다음

으로 식량작물( )과 과일(배)이 각 3농가 이었

다. 그 밖에 품목으로는 버섯, 홍화, 된장, 죽염, 

녹용, 도라지, 호박, 오이, 더덕, 한과 등이 있다.

  자상거래 개시년도는 1999년 2농가(8.4%), 

2000년 2농가(8.4%), 2001년 8농가(33.4%), 2002

년 1농가(4.1%), 2003년 11농가(45.8%)로 나타

나, 부분의 농가에서 이제 막 자상거래에 

해 진입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농가의 

컴퓨터 용도를 조사한바, 자상거래용이 12농가

(50%), 정보검색용이 6농가(25.0%), 게임용이  

5농가(20.8%), 문서작성용이 1농가(4.2%)로 나

타났다.

<표 1> 조사농가 일반 황

구      분 인원(명) 비율(%)

성    별
남  22 91.7

여 2  8.3

나    이

30～39세  6 25.0

40～49세  8 33.3

50～59세  8 33.3

60세 이상  2  8.4

학    력

고졸 이하  3 12.5

고     졸 15 62.5

졸 이상  6 25.0

농

경력

5년 이내  1  4.1

5～10년  2  8.4

10～20년 11 45.8

20년 이상 10 41.7

거래

품목

식량작물  3 12.5

과    수  7 29.1

채    소  2  8.4

특용가공 12 50.0

자

상거래 

개시

년도

1999년  2  8.4

2000년  2  8.4

2001년  8 33.3

2002년  1  4.1

2003년 11 45.8

컴퓨터

용도

자상거래 12 50.0

정보검색 6 25.0

게    임 5 20.8

문서작성 1  4.2

2. 농의사결정 체계에 미치는 향

  자상거래를 도입한 농가는 생산, 출하 등 

농행 와 련된 의사결정체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가들이 자상거래를 직거래 수

단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농활동에서 

향을 받고 있는데 그림 2에서와 같이 70.8%에 

해당하는 17농가가 자상거래가 농업의 생산, 



5 (20.8%)

기능성

4 (16.7%)

가   격

1 (4.2%)

간편주문

14 (58.3%)

품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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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공에 이르는  부문에 향 주고 있

으며, 특히 45.8%에 해당하는 11농가는 생산부문

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 다. 다수

의 농가들이 자상거래가 주로 생산부문에 향

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자상거래 시장

을 주도하는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나 기능성 

농산물처럼 차별화된 상품이 유하고 있으므로 

농가는 로확 를 해서는 자상거래에 합

한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즉, 자상거래의 성공을 해서는  

자 상거래방식에 합한 농산물의 생산구조를 

갖추는 것이 선결사항임을 알 수 있다. 한 

자상거래가 가공부문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여 자상거래는 유통의 변화뿐만 아니라, 

농업 경 체  농기업의 경 유형을 결정하는 

등 농가의 경 체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

로 분석된다. 

  한편 그림 3에서 58.3%에 해당하는 14농가가 소

비자들이 농산물을 선택할 때 품질 주로 선택하

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능성 20.8%, 

가격 16.7%, 간편 주문 4.2% 순으로 농산물을 

선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농

가가 자상거래 도입이후에 과거와 같이 시장가

가격에 수동 으로 반응하여 생산과 매활동을 

하기보다 농산물의 품질 제고  기능성을  

있다
17

(70.8%)

없다
 7

(29.2%)

가공 6
(25.0%)

유통 7
(29.2%) 생산 11

(45.8%)

            <그림 2> 자상거래가 농의사 결정에 미치는 향

을 두고 농활동을 하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가

져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즉 농가들이 

시장 환경에 따라 피동 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알게 된 

소비자 정보를 극 으로 활용하여 능동 으로 

농의사를 결정해나가겠다는 의식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자상거래 고객의 농산물 선택시 최

우선 고려사항

3. 마  구조에 미치는 향

  1) 랜드화 

  농가들은 매확 를 하여 상품차별화, 소비

자 신뢰구축, 시장수요 트 드에 한 근성 증

 등 랜드화 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는 자상거래의 도입으로 로고  

캐릭터 제작, 리후렛 제작, 인터넷 검색사이트 등

록, 자제포장재 제작 등의 분야에서 랜드화 

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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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에서 로고  캐릭터를 제작한 농가는 

2000년도의 2 농가(50%)에서 2003년에는 11농가

(46%)로 늘어났으나 증가율은 낮아 상 으로 

낮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로고  캐릭터 제작비용이 고가이고 이를 활용

했을 때 매확  효과가 있을지에 해서 확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후렛을 제작한 

농가수는 1999년 2농가에서 2003년에는 18농가로 

크게 늘어났다. 아직 리후렛을 비하지 못한 나

머지 농가들도 리후렛 제작에 참여할 것으로 

상되어 자상거래에서 리후렛이 요한 홍보수

단이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랜드화에 미친 효과 

(단  : 농가수,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자상거래 

참여 

농가수

2

(100)

4

(100)

12

(100)

13

(100)

24

(100)

로고  

캐릭터제작
-

2

(50)

4

(33.3)

8

(61.5)

11

(46)

리후렛 

제작

2

(100)

3

(75)

5

(41.7)

12

(92.3)

18

(75)

인터넷 

검색사이트 

등록

-
2

(50)

4

(33.3)

8

(61.5)

14

(58)

자체포장재 

제작

1

(50)

2

(50)

10

(83.3)

19

(146)

24

(100)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등록한 농가는 2000년 2

농가에서 2003년 14농가로 늘었으며 농가당 평균 

2개의 검색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있었

다. 검색사이트 등록이 유료이고 농산물 매 증

효과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에도 검색사이

트에 등록하는 이유는 향후 잠재 시장 확  가능

성에 해서 농가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

으로 단된다. 자체포장재 제작은 1999년 불과 

1농가에서 2004년에는 24농가(100%)로 늘어나 

가장 빠르게 확산된 랜드화 분야이다. 그 이유

는 배송과정에 있어서 농산물의 취 상 손이나 

손실을 방하고, 소포장  농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농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출하형태

  인터넷을 통한 자상거래는 기존의 시장출하

보다 직거래로의 매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여기서는 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비율 

 거래규모의 변화를 살펴 으로서 출하형태의 

변화를 유추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표 3에서 

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 매비율은 2003년에 총

매출액 비 20%미만인 농가가 11농가(45.8%), 

20～50%인 농가가 5농가(20.8%), 50～90%인 농

가가 2농가(8.3%), 90% 이상인 농가가 6농가

(25.0%)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앞

으로  자상거래가 농산물 시장에서 있어 틈새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여 마 에 있어 우월  

지 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경 의 안정을 도

모하기 한  요한 매 수단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 자상거래를 통한 시장진입장벽이 아직 높

지 않으므로 자상거래의 성공가능성이 높으나, 

안정 인 로확보를 해서는 어도 2～3년 정

도의 시장 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자상거래 농가의 직거래 매 비율 분포

구분
20%

미만

20∼

50%

50∼

90%

90%

이상
합계

농가수

(호)
11 5 2 6 24

비율 45.8% 20.8% 8.3% 2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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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에서 자상거래 개시년도에 따른 농산물 

매출액의 변화를 보면 2001년도 이 에 시작한 

12 농가 에서 매출액 규모가 1억원 이상를 

매하고 있는 농가가 8농가, 5,000만원 이상의 실

을 올린 농가가 2농가, 그리고 불과 2농가가 

1,000만원 미만의 실 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2003년도 이후에 시작한 11 농가에서

는 1억원 이상 매실 을 올린 농가가 없고 나

머지 농가들은 아직 거래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농가들은 자상거래를 통하여 직

거래 매비율을 높이기보다 거래선의 다변화  

규모화를 한 방법으로서 자상거래를 선택하

고 있었다. 

<표 4> 자상거래 개시년도별 매출액 규모

구 분
자상거래 개시년도

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000만원

 미만
0 0 2 0 5 7

1,000 ～

3,000만원
0 0 0 0 3 3

 3,000 ～

5,000만원
0 0 0 0 2 2

 5,000～ 

10,000만원
0 1 1 0 1 3

1억원

 이상
2 1 5 1 0 9

농가 수 

합계
2 2 8 1 11 24

4. 생산체계에 미치는 향

  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생산방식을 변경

을 함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 도입으로 인한 생산체계의 변화이었다. 

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매 농산물에 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어 생산체계를 친환경농산

물 생산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에서 14농가(58.3%)가 

자상거래 도입 후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정성에 

한 선호경향에 알고 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해 농가들이 

앞으로 농산물 친환경 품질인증제도를 극 으

로 활용하리라고 상할 수 있다. 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도 10농가(41.7%)에 달

하여 사실상 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농가 체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 자상거래의 지속 인 

성장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필요성 인식계기

구분
소비자

요구

신뢰도 

구축

교육  

기타
합계

농가수(호) 14 10 0 24

비율 58.3% 41.7% 0 100.0%

  그림 4를 보면 2000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을 받은 농가수가 농약 2농가, 무농약 1농가로 

총 3농가의 12.5%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총 

5농가(20.8%)로 증가하고, 2003년에는 15농가

(62.5%)가 농약 인증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

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9농가들은 

가공제품생산(5농가), 버섯(2농가), 도라지(1농가), 

사슴(1농가) 등으로서 이들 농가들이 성격상 친

환경인증을 받기 어렵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감

안하면 조사농가 체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

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상거래를 하는 농

가들은 장기 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로 

환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 농가들이 소비

자 수요변화에 응하여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에 한 강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15

8

5
3

12.5%
20.7%

33.3%

62.5%

0
2
4
6
8

10
12
14
16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년도

농
가
수

자상거래가 농업경  행태에 미치는 향

- 103 -

수 있었다. 

<그림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추이

  그 외 자상거래가 작부체계의 변경(1농가), 

품종갱신(4농가), 재배작물 변경(3농가), 생산면

 확 (1농가) 등 부분의 농가에서 생산체계 

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켰음을 확인하 다. 

자상거래가 계속 으로 활성화되기 해서는 수

요증가에 비하여 필요한 농산물을 기에 확보

하는 것이 요하다. 조사농가 에서 2농가(천

안/ , 도라지)는 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거

래물량 확보를 하여 마을을 심으로 지역특화 

단지를 형성하고 농가들과 계약재배로 소요 물량

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5. 경 구조에 미치는 향

  표 6에서와 같이 자상거래시 농가가 선택하

는 가격의 결정방법에 한 질문한 결과 75%의  

농가(18농가)가 소매가격을 기 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충선을 기

으로 하는 농가가 16.7%, 도매시장 가격을 기

으로 결정하는 농가가 2농가(8.3%)에 그쳐 부

분의 농가들에서 거래가격은 소매가격을 기 으

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처럼 

자상거래를 통해서 농가가 가격 순응자에서 가

격결정자로 변신하고 있다는 요한 의미를 가지

며 시장 교섭력의 제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6> 거래가격 결정방식

구분

도매

시장

가격

도매

소매의 

간가격

소매

가격

백화 , 

할인매장

가격

합계

농가수

(호)
2 2 18 2 24

비율 8.3% 8.3% 75.0% 8.3% 100.0%

  한편 15농가(61.5%)가 자상거래를 도입한 

후 20%이하의 매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응답하

고 가공시설을 갖춘 2농가는 50%이상 매가

격의 제고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 다.

<표 7>  자상거래를 통한 가격상승효과 

구분
5%

미만

5∼

9%

10∼

20%

20∼

50%

50%

이상
합계

농가수

(호)
2 3 12 5 2 24

비율 8.3% 12.5% 50.0% 20.8% 8.3% 100.0%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해 가공시설의 도

입 유무에 한 질문에 해 도입하겠다는 농가

는 10농가(41.7%)이었고 도입 시기에 한 질문

에 해서는 자상거래 개시 2년차부터로 나타

나, 농가들이 가공시설이 시장매출액 증   소

득향상에 있어 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응답한 10농가 에서 5농가가 

농산물 가공시 100%이상의 매가격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상하고 있어 가공시설의 

도입으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

고 있었다. 자상거래를 운 하는데 있어 농산

물을 가공하여 매하면 농가경 의 효율성이 높

아지고 더 나아가 농기업 형태의 경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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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하는 기반이 되며, 경 형태가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문생산  기업 경 형태로 변화하면

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8> 가공을 통한 가격향상 효과 

구분
30%

미만

30∼

50%

50∼

100%

100%

이상
합계

농가수

(호)
0 2 3 5 100

비율 0 20.0% 30.0% 50.0% 100.0%

    

Ⅳ. 농산물 자상거래의 문제 과 정책과제 

  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매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에 한 질문에 해서 높은 카

드수수료로 응답한 농가는 10농가로서 체농가

의 41.7%을 차지했으며, 비싼 배송료와 불완 한 

배송시스템은 7농가(29.7%), 품질보증의 어려움

은 4농가(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상

거래를 통하여 농산물을 매하는 과정에서 통

인 유통경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비용증 요

인이 발생하여 자상거래의 확 에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자상거래 활성화를 한 개선과제

개 선 과 제
농가수

(호)

빈도

(%)

높은 카드수수료 7 27.2

비싼 배송료와 불완 한 배송시스템 10 41.7

 품질보증 4 16.7

기 타 3 12.5

합       계 24 100.0

  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 상거래의 활

성화를 하여 풀어나가야 할 향후 과제를 제시 

하면, 첫째, 높은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이다.  

농가에 해서 카드수수료를 결정할 때 카드사는 

농업생산규모가 소규모이고, 농산물을 험부담

비율이 높은 품목으로 책정하고 있어 계약조건을 

공산품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하고 있다. 한 카

드사가 거래실 에 따라 매액의 3～7%를 감액

하여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으나, 수수료 인하

조건에 맞는 농가들이 거의 없어 부분 높은 카

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자

상거래를 확 하기 해서는 행 3.5% 정도의 

농산물 카드 수수료 비율을 제조업수 으로 낮추

거나,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방안을 정책 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송료와 배송시스템의 문제이다. 농산물

이 가격에 비해 부피나 무게가 나가고 부패하기 

쉬워 운송이나 장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들이 지불하는 택배비는 상

품가격의 10～1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의 제고라는 

장 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개

의 농가들은 단일 품목의 농산물을 취 하고 있

고 수확시기인 1～2개월 정도에 매를 하고 있

어, 소비자로부터의 주문량을 자체생산만으로 소

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는데 있어 농산물 자상거래는 B2C 

보다는 일정한 상품공  능력을 갖춘 주산단지의 

작목반이나 농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형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는 B2B 형태로 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농산물 자

상거래의 공 주체는 일정한 수 이상의 생산 규

모를 갖춘 생산자 단체가 되고 이들이 소비지의 

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형태로 나아가도록 정

책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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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농산물 품질에 한 문제이다. 농산물의 

특성상 표 화  균일화가 어려운데 특히 자

상거래는 비 면 거래로서 농산물에 한 매자

와 구매자간에 품질에 해서 공통된 인식을 갖

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농림부는 125개 품목에 해 규격을 설정․고시

하고 있으나, 무 추상 으로 되어 있어 그 기

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되는 부분의 농산물의 품질등 은 사실상 

생산농가의 자의 인 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

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품질 기 에 부

응하고 자상거래 방식에 합한 농산물 품질 

기 을 설정하고 자상거래 문 품질인증제도

의 조기 도입을 해서는 국가제도 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Ⅴ. 요약  결론

  농산물 자상거래와 련한 선행 연구는 주로 

유통비용 감과 련된 부분과 소비자 구매 행

태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농가단 의 생산 

 유통구조에 끼치는 향에 해서는 연구가 

미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상거래가 농가의 

농의사결정체계, 마  략, 생산방식, 경

구조 등에 을 두고 농업경 행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서 농산물 자상거래가 당면

한 문제 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

시 하 다. 

  분석 자료는 2001년부터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홈페이지경진 회에 참가한 충남지역의 

24농가에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자상거래 도입이 농가의 농업경 행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상거래는 생산, 유통, 가공  분야

에 걸쳐 농가의 농의사결정체계에 향을 미치

고 있으며, 특히 매확 를 해서 자상거래

에 합한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소비자 정보를 극 으로 활용하여 

농의사를 결정하려는 방향으로 의식의 변화가 있

었다. 

  둘째, 마  구조에 미치는 향으로서 농가

들이 로고  캐릭터 제작, 리후렛 제작, 인터넷 

검색사이트 등록, 자제포장재 제작 등 랜드화

를 극 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셋째, 생산에 미치는 향으로서 농가는 친환

경농산물 인증제를 극 으로 활용하 고, 이밖

에도 작부체계의 변경, 품종갱신, 재배작물 변경, 

생산면  확  등 생산체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경 구조에 미치는 향으로 18농가(75%)

가 소매가격을 기 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가격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 다. 자상거래를 

도입한 농가들은 1차 농산물의 생산증 보다는 

가공시설의 도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의 증 를 시

도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소득증  효과가 있었

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문제 을 토 로 농산물 

자상거래 시장규모의 확 를 해서는 카드 수

수료 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조성, 규모의 경제 

실 을 한 B2B거래 육성, 자상거래 문 품

질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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