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농무부 농산물 마케팅 서비스의 청과물 프로그램 

PACA—당신의 청과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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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초청 발표자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최성래씨는 농무부에서 PACA License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스패니쉬, 영어, 한국말 삼개국어에 능통하며 현재 농무부에서 번역 및 통역일을 돕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PNC 은행에서 4년동안 근무를 했고 세계학을 전공하였습니다.

http://www.ams.usda.gov/paca


  

• 미국 청과물 등급 기준을 정립. 

• 청과물에 대한 점검과 등급을 
매김.  

• 농산물 시장 뉴스 보도와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합니다. 

• 특수작물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 

• 신선농산물법 시행(PACA) 
 

구매자와 판매자의 신선한 
청과류 혹은 가공된 청과류 
판매를 돕습니다. 저희는: 

미국 농무부 농산물 마케팅 서비스 

www.ams.usda.gov/fv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청과물 프로그램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판매를 돕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312가지나 되는 미국 등급 기준을 정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수 있게 신선하거나 가공된 청과물의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국내나 해외의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전파합니다(가격, 볼륨, 질, 투명성) 

http://www.ams.usda.gov/fv


오늘의 토픽 

• What is PACA? 
 

• PACA의 적용및 대상 
 

• 분쟁해결 
 

• PACA를 위반했을 경우 
 

• PACA 신탁 

www.ams.usda.gov/paca 

http://www.ams.usda.gov/paca


What is PACA? 

• 신선농산물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청과물 산업에 공정거래 
실현 

• 주간의 거래와 국제적 
상거래를 규제관리 

• 신속하고 공정한 거래 
촉진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는 미 농무부에 많은 서비스중 하나입니다. PACA 란 1930년도에 시행된 신선 농산물법입니다1930년도 대공황시 이 법규가 필요했던 배경:전국적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되던 청과물의 상하기 쉬운 본질과 그에 의해서 오는 문제들전국적으로 늘어만 가는 청과물 매매량과 그에 필요한 매매의 진실성. 주마다 다른 법과 프로그램들청과물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과 비즈니스의 이익 보호차원제제하기 힘든 많은 계약 위반사건들많은 분들이 PACA를 (FDA) 식약청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FDA 는 전혀 다른 부서입니다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ACA 는 청과물산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를 맡습니다. FDA 은 식품안전의 관련된 일을 도 맡아 합니다.매년마다 PACA 부서는 $30 million 규모의 해당하는 2000 건정도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PACA 부서는 14,500의 라이선스 소지자들을 70명의 인원으로 관리합니다

http://www.ams.usda.gov/paca


PACA 법은어떻게 
시행될까요? 

• 의무적인 라이센스 허가제도 
• 공통언어 제공 
• 공평한 상법 확립 
• 분쟁해결을 위한 포럼 제공 
• 분쟁시 해결포인트 제공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 청과물산업의 발전과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합니다.라이센스 허가제도는 연방법으로 규정되있습니다.PACA 는 청과물산업자들에게 공통적인 언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계약조건이나 인스펙션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PACA 는 공평한 상법을 확립함으로써 청과물산업자들간의 오해가 없도록 합니다.PACA 는 분쟁시 공정한 판결을 바탕으로 해결할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PACA 라이센스 대상은? 

• 브로커 
• 재배업자를 
대표하는 
판매자 

• 운송회사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가공처리업
자 

• 커미션 
판매업자 

www.ams.usda.gov/paca 

1-800-495-PACA (7222)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대다수의 PACA 라이센스 소지자들이 브로커 아님 도매업자입니다.PACA라이센스를 보유한 소매업자들은 “국명라벨” 혹은 COOL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소매업자가 PACA 라이센스 대상이 될려면 일년에 23만불어치가 넘는 청과물을 구매해야합니다. 이는: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하루에 $881.23 어치에 청과물을 구입하시는 분들 주 6일을 근무한다면 하루에 $734.83 어치에 청과물을 구입하시는 분들

http://www.ams.usda.gov/paca


의무적인 라이센스 제도 
대상 

• 하루에 1톤 및 그 이상의 청과물을 
구입하는 자. 

• 일년에 23만불 이상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소매업자나 브로커(신선 및 
냉동 청과물).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 라이센스 소지자들은 현재 14550명 이상입니다.경제불황은 청과물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합병하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성장하는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회계년도 2010년 일사분기에 발급된 라이센스 수는 매년 일사분기 6년동안 발급된 라이센스보다 많았습니다.그 이유는: 쉽게 접할수있는 청과물 마켓 큰자본없이도 시작할수있는 청과물산업의 특징 늘어난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청과물비즈니스하루에 1톤이나 그 이상의 청과물을 구입하는자는 라이센스를 소지해야합니다일년에 23만불 이상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소매업자나 브로커(신선 및 냉동 청과물)도 라이센스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합니다.

http://www.ams.usda.gov/paca


라이센스 면제 대상은? 

• 본인이 경작한 상품만을 취급하는 재배자 
• 운반만을 담당하는 트럭업자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법에서 면제되는 대상들은: 본인이 경작한 상품만을 취급하는 재배자 운반만을 담당하는 트럭업자



라이센스 비용 

• 소매업자                                     $100 
   (3년마다 공짜로 갱신합니다) 
 
• 도매업자, 브로커, 운송업자        $995 
   재배자대표, 가공처리업자 
   커미션 판매업자 
   (매년 $995 수수료)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소매업자의 경우 3년마다 갱신 Notice 가 편지로 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처음에 라이센스 신청시 $100 수수료를 지불합니다.수수료의 경우 크레딧카드나 첵으로 지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지불은 없습니다.소매업자를 뺀 나머지의 경우 처음에 라이센스 수수료 $995불을 내며 또 매년마다 $995불을 내야합니다. 지사, 분점이 있을경우는 지점당 $600이 부과됩니다.소매업자 같은 경우는 분점이 있더래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통보하셔야합니다.수수료는 PACA 부서 운영에 쓰입니다. 저희는 항상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합니다. 2006년도에도 구조재조정을 통해 예산을 10억을 줄였습니다.

http://www.ams.usda.gov/paca


• 청과물 산업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 상거래상 분쟁시 중재 역활 제공 

– 신속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 전화 및 직접 상담 
– FREE 

 
• 분쟁해결 루트 

– 비공식적인 항의 절차 
– 공식적인 항의 절차 

 
분쟁 해결 부서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 부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가장 핵심서비스중 하나입니다청과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분쟁시 전문상담을 해드립니다.저희가 중재함으로서 인해 문제해결이 더 신속해지고 편해집니다.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항의 둘다 상담해드립니다:저희를 통해 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고 하시는거보단 비용이 적게듭니다. 보통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하시는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결됩니다 비공식적인 문제시 해결되는데 소요시간은 평균 4달 미만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합의가 91%가 넘습니다!2010년도 이 글작성하기전에 해결된 비공식적인 항의가 1341건  관련된 액수는 170억입니다. 더 나아진 공식항의 절차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인력 보강을 하였습니다.



• 2007~2011년 8,039건의 항의건 담당 
 

• 2007~2011년, PACA 분쟁해결부서는 총 
$102,413,867 이란 액수가 걸려있는 항의건을 
해결함 
 

• 2007~2011년, 비공식적 항의건수에  91%가 4개월 
미만에 해결됨 

 
분쟁 처리 부서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 분쟁처리부서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PACA 라이센스 소지자의 20%가 저희를 통해 상업문제의 해결을 보았습니다. PACA’ 분쟁처리부서는 못받은 돈을 회수하는것뿐만 아니라 거래자들관의 관계도 중요시합니다. 신속하고 빠른 분쟁해결로 사업자들의 시간낭비를 줄입니다 PACA법을 통해 청과물산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 건전한 거래를 촉진합니다.

http://www.ams.usda.gov/paca


• 항의할수 있는 문제들 
 -대금 지불 미납 
 -대금 지불 부족 
 -부당한 거래 
 
• 항의 조건 

-PACA 라이센스 소지자이거나 소지자 대상에 한함 
-문제발생시부터 9개월안으로 신고 

 
항의 사항 

 

www.ams.usda.gov/paca 

http://www.ams.usda.gov/paca


빈번한 항의 사항의 예 

• 대금 지불 불이행 
 

• 계약 조건에 관한 오해 
 

• 배달 되지 않는 물건들 
 

• 인스펙션에 관련된 항의 
 

• 파산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Good Delivery Hotine”, 의 전화 문의건중 많은 문제들의 항의사항 내용은 이렇습니다.

http://www.ams.usda.gov/paca


2000-2010 년 PACA 법률 집행 실적 
하이라이트 

• 227건이 넘는 PACA 법률 위반건들에 대한 
처벌을 이행함. 
 

• 채권자에게 반환된 액수  $18,500,000  이상 
 

• $1,105,000 벌금 이행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2010년도에는 24건의 항의가 기록되었으며 2건의 라이센스신청이 거절되고 1건의 라이센스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2000 년도에서 2009년까지의 상업부서 실적 총 $18.5 million 이란 액수가 채권자들에게 반환됨 $1,105,000 벌금 이행

http://www.ams.usda.gov/paca


PACA 신탁소유 자산이란? 

• 1984년에 설립 
 

• 청과물로 만든 모든 가공식품이나 
기타제품 
 

•  파산시 채무이행 우선권 
 

• 영수증의 법률사항 기입 

www.ams.usda.gov/paca 
PACA 홈페이지에 가셔서 “Trust”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 신탁의 소유자산이 잘못사용되었을시 재배자 및 판매상들은 이를 청구할수있습니다.이 청구는 채무자 비즈니스를 중단시킬수있습니다 법원 명령에의해 해당되는 신탁 소유자산을 동결시킬수있습니다.파산할 경우 채무자의 신탁 자산은 모든 유효한 신탁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에게 일반적으로 분배될 수 없습니다.

http://www.ams.usda.gov/paca


PACA 신탁 권리를 보존받기 
위해서는 

• 30일 안에 서면 통지서를 보냄. 
 

• 대금 지급 기일내 10일을 
넘어가되 30일을 넘기면 
안됩니다 
 

• 서면통지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서면 통지는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난후, 혹은 지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통고받은 후 30일 이내여야 합니다.서면통지는 두가지 방법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http://www.ams.usda.gov/paca


두가지의 서면 통지방법 

• 라이센스 소지자인 경우 문구를 포함. 
 

• 라이센스 소지자가 아닌 경우 서면 
통지서를 따로 발신 
 

• 더 자세한 내용은 및에 웹사이트 참조: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라이센스 소지자인 경우 사용되는 문구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요.

http://www.ams.usda.gov/paca


라이센스 소지자의 경우  

본 청구서에  열거된 신선 농산물들은 1930년 신선 
농산물법(7.U.S.C. 499e(c)) 5(c)조항에 의해 
공인된 법정 신탁에 의거하여 판매됩니다. 이 
농산물의 판매상은 판매 대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이 농산물이나 혹은 이 농산물로 만든 모든 
가공식품이나 기타 제품, 그리고 이 농산물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미수금이나 이익에 대한 
신탁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라이선스 소지자의 경우 이 문구를 INVOICE 에 포함시킴으로써 신탁보호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http://www.ams.usda.gov/paca


PACA 와 청과물 산업 
2006년도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청과물의 
소비량은 700 억에 달했습니다. 

2006년도 경제분석부서에 
의하면  청과불 소비량은 

791억이라 판단하였습니다. 

PACA 부서는 의무적인 라이센스 제도, 분쟁 해결, PA 
CA신탁 보호 아래 990억의 가치를 넘는 청과물 산업을 

단 천백만의 예산으로 통제합니다. 

2008년도 미 농무성 경제분석 부서에 
조사에 의하면 소매로 판매되는 
청과물량은 990억에 달했습니다. 

                                                      
2007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850억입니다.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청과물 산업은 경제불황의 여파에 개의치 않고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위에 보신거처럼 청과물 산업은 나날이 커가고 있고. 2006년에서 2008년도 사이만 해도 무려 290억이 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PACA 부서는 나날이 커가는 청과물 산업을 작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2008년도 10월 1일에 PACA 부서는 16년만에 라이센스에 관련된 수수료를 인상시켰습니다.라이센스 비용 $995	소매상의 경우 $100비공식 항의 $100공식 항의    $500수수료 인상은 청과물산업자들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나날이 커가는 청과물 산업을 통제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States Served: 
CT   DC   DE   GA   ME   WV 
MD  MA   NC   NH   NJ    NY 
OH   PA   RI     SC   VT    VA 
Puerto Rico     Guam 
Virgin Islands                   

CENTRAL REGION 
1-800-495-7222 , Option #4 
1-817-978-0786  Fax 
 
States Served: 
AL   AR   FL   IL   IN   KY 
MI   MS  OK  TN  TX  WI   LA        

EASTERN REGION 
1-800-495-7222 , Option #3 
1-703-330-4856   Fax 

WESTERN REGION 
1-800-495-7222 , Option #5 
1-520-670-4798   Fax 
States Served: 
AZ   CA   CO    ID    IA 
KS   NV   MO  MT   ND 
NM  NE   MN  OR   SD 
UT   WA  WY 
Alaska            Hawaii            

NATIONAL  
LICENSE 
CENTER 
1-800-495-7222  
Option #1 
1-703-330-4555   Fax 

PACA BRANCH HEADQUARTERS 
Washington, DC   20250-0235 
Toll Free – 1.877.770.5990 
Office of the Chief - 202.720.4180 
    Fax – 202.690.4413 
Dispute Resolution -  202.720.2890 
    Fax – 202.690.2815 
Trade Practices - 202.720.6873 
    Fax – 202.720.8868 

PACA Offices 
1-800-495-PACA (7222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 regional locations in Tucson, AZ  Fort Worth, TX & Manassas, VA 는 분쟁해결이나 청과물산업에 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각 오피스가 맡는 주들은 위애 색깔별로 나눠져있습니다.1-800 line을 전화하시면 그 주를 담당하는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옵션#2 on our 1-800 number is our “Good Delivery” Hotline 4년전 여러분들의 요청의 의해“Good Delivery” Hotline 이 생겼읍니다 청과물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 매일 12시간 근무 저희 오피스는 Manassas, VA office 입니다. 상업 부서와 분쟁해결부서는 Washington, DC 농무성에 배치되있습니다.

http://www.ams.usda.gov/paca


PACA 웹사이트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이 웹사이트는 PACA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아주 좋은 소스입니다:분쟁해결에 관한 정보과거 분쟁해결 사례신선농산물법에 해당되는 청과물 리스트최근 분쟁해결 판결 사례신선농산물법에 관한 기타 정보PACA SEARCH 란 기능을 통해 현재 라이센스 소지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http://www.ams.usda.gov/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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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Training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 Training  은 무료이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저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http://www.ams.usda.gov/fv


 
•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1-800-
495-7222  로 전화하셔서 옵션 
2번을 눌러주세요 
 

•  청과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서반아어 나 한국말 상담 
가능) 
 

•  상담시간 7AM – 7PM 월-금 
(EST) 

“Good Delivery” Hotline 

www.ams.usda.gov/paca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PACA 는 미국 전역을 커버합니다각 지역마다 담당 오피스가 배치되어있고 PACA 에 관한 어떤 문제든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한 문제는: 청과물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 정보 거래처가 PACA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항의 및 항의에관한 문제 “Good Delivery” Hotline 이란 경험이 풍부한 지역별 담당자로부터 청과물에 관한 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청과물에 관한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를 드립니다 PACA 신탁에 관한 정보

http://www.ams.usda.gov/paca


 
최성래 (Luis Choi) 
PACA 부서 심사관 
미국 농무부 (USDA) 
농산물 마케팅 서비스 청과류 
프로그램 
 
Tel: 301-458-5218 
Sunglae.choi@ams.usda.gov 

Questions? 

www.ams.usda.gov/paca 

http://www.ams.usda.gov/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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