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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단계에서부풀려진것으로조사됐다 산지에서

도매소매등기본적으로6단계를거치면서생산자

의수익률은낮아지고최종소비자의부담은높아지

는것이다

25일전남도에따르면전남연근해안에서잡히는

꽃게 병어 민어 조기 고등어등의소비자가격을

조사한결과548%가유통비용이었다산지에서출

하되면서 118%가 붙고 도매 단계에서 115% 다

시 소매 단계에서 315%가 더해져 소비자 가격이

형성된다는것이다

광주에서민어 1kg를 7만원에주고샀다면 유통

마진이 3만8360만원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산지

에서 멀수록 유통단계는 늘어나 소비자 가격은 더

불어난다 전남이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47%를 차

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을 벗어나

면서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도 비싼 가격을 치르고

전남수산물을구매하고있는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식 수산물의 경우도 유

사하다는것이전남도의분석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현재의 6단계의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해 4년 뒤인 2018년까지 소비자 가격

중 유통비용을 절반 이하인 45%로 낮출 방침이다

위판장의 자동선별기 냉각수 공급시설 저온저장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 수산물 유통체계도 구축

할예정이다

올해까지유통단계축소를위해수산물종합센터

2곳(362억원) 저온저장시설 969곳(107억원) 수산

물유통물류센터 2곳(159억원) 젓갈타운 2곳(200억

원) 등에 828억원을투입한전남도는내년에는 260

억원의 예산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곳(60

억원) 직매장 1곳(10억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2

곳(70억원) 저온저장시설 167곳(20억원) 영광 향

화도바다매체타워(100억원) 등을건립하기로했다

2018년까지 모두 1786억원을 유통마진 줄이기에

쓸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싸고 맛있는 전남의 수산물이

유통단계를거치면서비싸고신선도도떨어진다는

지적이있어이를구조적으로혁신하기로한것이

라며 수산물산지유통기반시설의낙후된위생및

상품화설비를 모두 교체하고 도매와 소매단계에

서 1단계씩 줄이면 산지 가격보다 유통 마진이 더

많은 현실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수산물가격절반이상이유통비용전남도 45%까지낮춘다

평균 6단계유통산지 118 도매 115 소매단계 315% 붙어

2018년까지 1786억 들여직매장유통센터건립유통단계축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파고를 넘기 위해

서는 농수산물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각각 절감

하고유기농등고품질농산물을생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혜 산업은 극대화하면서 피

해가예상되는산업에대해서는종합대응대책을

수립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

았다

전남도는 24일 정부의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산업분야별전문가의다양한 의견을수렴하고 농

수산분야 등의 체계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FTA대책위원회를가졌다

이날 대책위원회(위원장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

지사)에서 전남도는 산업분야별로 한중 FTA 타

결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

을보고했다 또참석자들은전남도의산업에미치

는 피해를최소화하고 한중 FTA 타결 상황에 적

극 대처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응 전략도 검

토했다

대책위원들은 전남도에 인터넷 판매 수산물의

경우냉장기술개발 종자산업육성등의대응방안

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또앞으로중국전

문가 양성 FTA 활용 제고를 위해 동부권에 관세

사와원산지관리사추가배치등의개선방안을마

련해야한다고제안하기도했다

이날전문가들은주로생산비와유통비용의절감

을통해갈수록질이향상되고있는가격이저렴한

전남산이중국산농수산물과의경쟁에서우위를차

지해야한다는의견을다수내놓았다

전남도는대책위원들의의견을종합해피해가예

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한중 FTA를 계기로 수

출산업으로도약할수있도록종합적인대책을수

립해추진하기로했다또향후정부대응에맞춰내

년 1월말대책위원회를개최해피해가예상되는산

업 농수산품목에대해대응방안을보완해전문가

들이제시한경쟁력강화대책을수립할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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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진은막잡아올린참조기를위판중인목포수협위판장최근전경 광주일보자료사진

백화점과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이 30%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7개사 TV홈쇼핑 6

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주요 추가소요비용에 대

해조사한결과를 25일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TV홈쇼핑사 등 유통

업체가소비자에게판매한제품가격대비납품가

격을 제외한 가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납품업

체가 백화점에 7만원에 납품한 제품을 백화점이

10만원에판매했다면판매수수료율은 30%다

소비자입장에서는유통업체의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상품을구입하는데드는비용이커진다

조사 대상 백화점 7개사(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 동아)의 평균 판매수

수료율은 283%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

은 2012년 286% 지난해 285%에이어소폭감소

했다

업체별로는롯데가 293%로 가장높고이어현

대(282%) AK플라자(287%) 신세계(278%)갤

러리아(27%) 동아(248%) NC(23%)가 뒤를 이

었다

백화점의판매수수료율은거래방식에따라큰

차이를보였다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서 판매하는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수수료율은

293%에달했지만 백화점이납품업체측에매장

을 임대해주고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

차료로받는 임대을방식은 21%를기록했다

납품업체규모에따른평균판매수수료율은대

기업이 299% 중소기업 279% 해외명품 252%

로조사됐다 대기업납품제품에는고가의상품이

많아 판매수수료도덩달아높은편이라고 공정위

는설명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338%로 가장

높고아동유아용품(319%) 레저용품(315%) 등

이 뒤를 이었다 도서음반악기와 디지털기기의

판매수수료율은각각 137% 142%에그쳤다

조사대상 TV홈쇼핑 6개사(CJO GS 현대롯

데 NS홈앤쇼핑)의평균판매수수료율은 340%

로나타났다

TV홈쇼핑사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

339%에서 지난해 343%로 높아졌다가 올해 다

시소폭낮아졌다

업체별로는현대가 354%로가장높고롯데(35

3%) GS(349%) CJO(348%)홈앤쇼핑(325%)

NS(302%)의순이다

TV홈쇼핑사의경우백화점과달리중소기업이

납품한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4%로 대

기업(323%)보다높은것으로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납품 제품

의 낮은 반품률 우수한 거래조건 등이 반영된 결

과로보인다고말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420%로 가장

높고 진유니섹스(409%) 여성캐주얼(405%)

남성캐주얼(391%)이뒤를이었다

지난해기준백화점납품업체점포당평균추가

소요비용은연 4630만원으로파악됐다 이중인테

리어비용이 4430만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판

매촉진비는 15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이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7750만원이다 이중 ARS 할인비가 3520만원

으로 가장 많고 무이자할부비는 2610만원 기타

판촉비는 1620만원이다 연합뉴스

말로만상생대형유통업체판매수수료요지부동중국산농수산물저가공세막을

제1과제는생산비유통비용절감

전남도한중FTA 대책위원회의

유기농등고품질농산물생산필요

소비자가 유통비용3만8360원(548)

7만원
산지출하 도매 소매

118 115 315

민어1유통비용 (단위%)

공정거래위 13개사조사

백화점 283% 작년과비슷

TV홈쇼핑 34% 찔끔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