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에 팔 걷어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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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식량 보호무역 강화, 식품 사재기 현상은 농식품, 식량 안
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도 장기적 차원에
서 국가 식량 안보 및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복합 도매유통센터를 건설하는 플랜을 내놓았다. 물류
인프라 부족, 비효율적인 유통시스템으로 매년 2~3월, 곡물 비축량이 모두 소진될 때마다 인근 국가
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이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유통물류 현황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신선 야채류 판매점은 수요대비 약 70% 가량 부족하며 지역에 따라 90%가
부족한 곳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버려지는 신선 과실 · 채소류도 19%에 이르며 육류 및
유제품은 5%에 달한다.
또한, 국내 750개의 도매시장이 있으나 그중의 51%가 현대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짐을 빠르게 싣고 내릴 수 있는 ‘cross-dock(크로스도크)’나 저온 창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운송 현황을 트래킹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도 없다보니 유통단계별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최
종 공급자가 가격을 왜곡하기도 쉽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각된 유통구조 문제점
카자흐스탄의 농산물 유통 문제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마켓리서치 기
관인 ‘EnergyProm’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가 시작된 3월 기준, 식품가격

은 전년대비 9.3%나 상승했다. 특히 메밀, 수수 같은 곡류는 kg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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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도매유통센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하며 전년대비 36.9%, 42%씩 상승했다. 이로 인해 4월 초, 경제

1단계 플랜만으로도 농산물 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유통구조 효

부 산하 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식품 가격 인상에 벌금을 부과하는

율화로 농산물 가격을 약 25%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더 나아가 2022년 전국적으로 복합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비수
기 식품 부족문제 및 식품가격 인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시

농산물 유통개선 플랜
농산물 유통개선 플랜의 핵심은 복합 도매유통센터의 설립이

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중개인을 배제시킴으로써
단계별 유통 단계마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거리를 좁히고 물류 인프라를 하나
의 매커니즘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보관 · 가공 · 유통 · 판매가
모두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최소 24개소 이상의 도매유통센터를 설립, 국가 농식품 유통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4.8백
만 톤의 농식품 수용이 가능해진다.
1단계는 올해 파블로다르, 알마티, 투르키스탄 지역에 도매유통
센터 5개소를 구축하여 가을 농작물의 600천 톤을 처리하는 것
이다. 나머지 두 단계는 민관합작 투자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약 2억 3,750만 텡게(한화 약 6억 7,450만 원)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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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물
류 수준을 측정하는 글로벌 척도인 2018년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 물류성과지
수) 지수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은 5점 척도

2.81점을 기록하며 7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물류 인프라 항목이 2.55점
으로 81위를 기록하며 3.73점으로 22위를 차지한 한국과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 특성상 물류가 쉽지 않고 냉동 · 냉장 창고 인
프라가 부족하여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국가
전반적인 유통물류시스템이 개선된다면 한라봉, 신고배 등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수입·유통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
이다.

요될 것으로 보이며 10,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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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각 334텡게(한화 약 950원), 375텡게(한화 약 105원)를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