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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GDP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거시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행이 국가 경

제 전체에 대한 GDP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GDP가 금액으로 얼마나 되고 전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가 그리고 그 변화 추세 등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관련 종사자에

게 궁금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아직 작

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대신

관방조사과에서 매년 이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개념과 정의도 제각각이어서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여

기는 이러한 단초의 일환으로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여 보

았다.

  이 연구는 기존 국내외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새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방법을 개발하고자 하 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관련산업의 GDP를 추계하 다. 그러나 여기서 추정된 수치가 정확하다

고 단언하기보다는 대략적인 농업관련산업의 크기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4.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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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목적

  경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농업도 본래의 생산 기능보다 가공, 유통 등 

관련 부분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생산 부문이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농업자재산업, 농산물 가공산

업, 농산물 유통산업, 농업서비스산업 등 농업관련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어떤 산업은 경제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 성장하기도 하고 또

는 쇠퇴하다 도태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산업의 정의와 분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 추계 방법도 달라진다.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공식적인 통계추계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농업관련산업의 

GDP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관련산업을 농정의 틀 안으로 끌어드려 종합적인 농·산업 정

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의미로서 농업의 개념을 재정립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의 정립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관련산업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농업관련산업의 GDP를 추

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의 배경 둘째, 농업관련산업의 정의와 포괄 셋째, 추계 방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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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 결과이다. 그리고 일본의 추계 결과를 비교

하여 보았다. 

3. 연구 결과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0년 농업관련산업의 GDP는 51조 5,828억원, 

그리고 1995년 61조 9,971억원, 2000년 68조 6,86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1.3

배 가까이 증가하 다. 국가 전체산업의 GDP가 약 2배 증가한 데 비해 농업

관련산업의 증가율은 이보다 낮아 그 비중이 1990년 17.5%에서 1995년 

13.9%, 2000년 11.5%로 약 6% 포인트 감소하 다. 

  분석기간에 농업관련산업 GDP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축산업과 축산가공품의 GDP 비중은 약 0.2%포인트 가까이 증가하 다. 농기

계산업의 GDP 비중도 0.0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생산 부분에서 작물 부분이 약 2.8% 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

소하 고, 그다음으로 수산물 생산이 0.7%, 담배 생산이 0.5% 포인트 감소하

다.

  외식산업의 경우는 1990년 2.7%에서 1995년 1.9%로 감소하 다가 2000년 

2.4%로 다시 증가하 다. 농업투입재 산업이나 농·가공산업보다 농업 생산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져 보이고 상대적으로 관련유통업의 비중감소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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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ng the GDP of the Korean Agribusiness Sector

The Korean agribusiness sector is a source of jobs and earnings for millions of 
Korean workers. The Korean agribusiness sector involves a wide range of 
businesses from farm product supply to fast food chains. The activities of 
farmers, processors, manufacturers, wholesalers, retailers, restaurateurs, and 
transporters should be coordinated to satisfy the changing demands of 
consumers, businesses and government. Estimating the GDP and employment 
status of the Korean Agribusiness Sector is conducted using the Korean 
input-output model, which describes input use and payments for each sector of 
the national economy.

The Korean agribusiness sector's share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GDP) was 10.9 percent in 2000. Actual levels of employment and GDP 
has increased in almost every year since 1990, though the proportion has 
mostly dropped. In 1990, the Korean agribusiness sector accounted for 16.8 
percent of GDP. Growing output(in won) and employment(in jobs) reflect the 
move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consumers away from low-value bulk 
commodities toward more high-value processed products.

The Korean agribusiness sector has added 6.5 trillion won to Korean 
GDP in 2000. Out of this, 4 trillion won came from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while 2 trillion won came from inputs. In 2000, the farm sector 
alone was worth 3 trillion won, up 20 billion won compared to 1990.

Researcher: Chul-Min Kim
E-mail address: cm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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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농업관련산업 GDP 추계 배경

  ◦ 경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농업도 본래의 생산 기능보다 가공, 유통 

등 관련 부분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생산 부문이 전

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농업

자재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농산물 유통산업, 농업서비스산업 등 농업

관련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음.

  ◦ 어떤 산업은 경제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쇠퇴하다 도태되기도 함. 이에 따라 산업의 정의와 분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 추계 방법도 달라짐.

◦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공식적인 통계추계도 이루어지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농업관련

산업의 GDP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업관련산업을 국가 경제정책과 농정의 틀 안으로 끌어드려 

종합적인 농·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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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농업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

업과 관련 산업의 비중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새롭게 정의함.

  ◦ 기존 국내외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농업관련

산업의 GDP 추계방법을 개발하고자 함.

  ◦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관련산업의 GDP를 추계함.

3. 연구방법과 범위 

  ◦ 국내외 선행 연구 등 문헌 조사를 통해서 농업관련산업의 정의와 추계

방법을 비교 검토

  ◦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의 기존 통계자료 수집 분석

  ◦ 농업관련산업 종사자 등은 추정하지 않고 GDP만을 추계하고 전체 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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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관련산업의 정의와 포괄범위

1. 농업관련산업의 정의

◦ 농업관련산업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농업관련산업의 범위와 

GDP가 달라지게 될 것임. 농업관련산업이라는 용어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이 분화되어 발생한 새로운 상공업과의 상호관련의 기능

을 일괄해서 표현할 필요성이 생겨 나타났음.

◦ 1955년 하버드 대학의 데비스(John H. Davis)와 골드버그(Roy A. 

Goldberg)가 농업관련산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 으며 이들의 정의

에 따르면 농업관련산업은 “농업내의 자재공급산업, 농산물의 저장, 가

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합친 것”임.

◦ 오늘날 농업관련산업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됨. 협의

의 개념(Snodgrass, Wallace 및 Rawlins)으로 농업관련산업은 농업생산 부

문을 제외하고 농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투입재 산업과 관련소비 산

업, 그리고 저장, 가공 및 유통 부문 즉, 농업과 관련된 비농업 부문의 

산업을 총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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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의 개념(Davis, Goldberg)으로 농업관련산업은 전통적인 농업생산 

부분을 포함하여 농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농용 자재나 농산물을 원료

로 한 상품의 가공․저장 등 유통산업의 총체와 농업금융, 농업 서비

스 등임. 즉 농업이란 산업과 같은 의미이지만 사업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농업이 농업관련산업으로 진화되어 농업생산 부분을 훨씬 뛰

어넘어 소비자에게 식료품과 공업생산 원료를 조달하는 광범위하고 복

잡한 체계가 된 것임.

     - 광의의 개념에 따라 농업관련산업을 투입부문(input sector), 생산부문

(farm sector), 생산물 시장부문(product sector)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투입 부문은 농민이 작물이나 가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종

자․사료․비료․농약․농기계)의 생산․유통 부문을 담당하며, 농

산물의 생산 효율성 증대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 

     - 생산 부문은 농용자재 및 생산요소를 이용한 직접적인 활동 부문을 

말하며, 농업생산 및 가축의 번식과 생산, 식물․임업의 육종 및 생

산 부문이 이에 속함. 

     - 생산물 시장 부문은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분배되

는 과정, 즉 농산물과 부산물의 검사․가공․저장 등의 유통 관련 

부문임.

◦ 농업관련산업은 농지를 경작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

입자재(예: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금융)를 공급하는, 농산물을 

가공․제조(예: 우유, 곡물, 고기, 아이스크림, 빵)하는, 그리고 식료품

을 소비자에게 수송 저장하고 판매(예: 슈퍼마켓, 식당)하는 사람과 기

업을 모두 포함함. 농업관련산업은 계속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성장

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산업별로 특화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관련산

업의 정의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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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관련산업의 포괄범위와 분류

◦ 농업관련산업을 어느 범위까지 정의하느냐는 전반적인 분석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기초가 됨. 보통 농업관련산업은 직접적 농업생산부문

을 중심으로, 후방연쇄효과가 큰 투입 부문과 전방연쇄효과가 큰 생산

물 시장 부문까지를 포함함.

2.1. 생산관련분야

◦ 농림부(1998)의 경우는 전통적인 농업 활동을 포함시켜, 위에서 논한 농

업 관련 산업의 정의와 유사하게 산업을 분류하여 분석하 음. 분류는 

크게 생산 관련 산업 분야와 생산외 관련분야로 분류되며 생산 관련 

산업 분야는 다시 아래의 세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짐.

      (1) 농림수산 생산업: 이는 직접적인 농산, 임산,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함. 주로 기존 전통적 산업 구조하에서 중시된 분야임.

      (2) 농업 투입재 산업: 이는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 등의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부문으로서 특히, 농업 생산

성 증대와 관련 있는 부문으로 후방연관효과가 깊은 분야임.

      (3) 농업경 지원산업: 이는 경  컨설팅, 금융, 정보처리, 기술 개발, 

수의업, 위탁 농, 행정 지원등 농업 생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 등

을 지원하는 부문임. 이 산업 분야는 농림업 생산방식의 분업화와 

전문화 추세 강화로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임.

2.2. 생산외 관련분야

◦ 생산 외 관련 분야는 다시 식품 가공 산업, 유통․운송업, 무역업, 외식

산업, 목재․종이 및 석재업 등 주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 저장, 판

매하는 기능을 맡은 부문임. 주로 이 산업 분야는 전방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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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연관표 상의 관련분야

◦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포괄 범위 내의 산업 부문에서 상호 의존 관계

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조사하 음. 기존의 포괄 범위 내의 부문들

이 실제 농림수산 생산업을 중심으로 유효한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임. 

     - 예컨대, 농림수산생산업을 중심으로 투입부문과의 의존 관계, 즉 후

방연관효과는 열(列) 방향의 투입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농

림수산생산업과 연계하여 수요부문과의 의존 관계, 즉 전방연관효과

는 행(行) 방향의 투입계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 

농업관련산업

후방관련산업

농업투입재산업

농업경 지원산업

      

농림생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전방관련산업

식품가공업

외식산업

유통업    

무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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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방법

  ◦ GDP는 일정 기간 우리나라 국토내에서 최종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

의 총시장가액(생산량×시장가격)으로부터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중간

원 재료 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임.

  ◦ 매년 창출된 GDP는 생산활동에 제공된 각 생산요소에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배분(토지, 노동, 자본, 경 부문)됨.

- 국내총생산(GDP)=지대+임금+이자(생산제 감가상각 포함)+이윤

  ◦ 우리나라에서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GDP의 추계는 농림부와 서울대 농

업개발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음. 먼저 이들의 추계방법을 살펴

보고 일본과 미국에서는 어떻게 농업관련산업의 GDP를 추계하고 있는

지 고찰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의 추계방법을 제시함.

1. 농림부의 추계방법

◦ 농림부는 1990, 1995, 1997, 1998년도 분에 대한 농업관련산업의 GDP를 

추계한 바 있음. 산업분류는 한·일 비교 등을 위하여 산업구조와 국민

경제의 운용방식이 유사한 일본의 분류방식을 고려하 음. 농림부의 

추계 사례는 부록에 소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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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관련산업을 생산 관련 산업 분야와 생산외 관련분야로 분류

     - 생산 관련 산업분야

      ․ 농림수산생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전통적 산업분야)

      ․ 농업투입재산업: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배합사료

      ․ 농업경 지원산업: 경  컨설팅, 금융, 정보처리, 기술 개발, 수의

업, 위탁 농, 행정지원 등

     - 생산외 관련분야

      ․ 식품가공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가공기계포함)

      ․ 유통·운송업: 농산물 및 식료품 도·소매, 유통시설건설, 운송, 보관

      ․ 무역업: 수출입

      ․ 외식산업: 프랜차이징, 관광, 문화 및 자연관리, 숙박업 등 

      ․ 목재, 종이 및 석재업 등

   ※ 일본의 농업관련산업 범위: 농림수산업+식품가공+투입재(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등)+유통업(보관, 운수, 판매)+농업토목+외식업 등으로 

구성

◦ 추계시 활용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GDP 자료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내부추계 자료도 이용

     - 한국은행의 기업경 분석자료

     - 농림부의 농가경제 조사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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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의 추계방법

◦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의 2000년 연구는 1991, 1996, 1998년도 분에 대

한 농업관련산업의 GDP를 추계하 음. 서울대의 농업관련산업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농업투입재산업

      ․ 투입재생산산업: 종자 및 묘목, 농약, 사료, 농기계, 비료, 농업용 

비닐, 선박 및 어망, 농업용 수공구, 유류, 기타투입재

      ․ 투입재유통산업: 투입재 도·소매업

      ․ 생산 관련 서비스산업: 농업 관련 서비스, 어업 관련 서비스, 임업

관련서비스

     - 농림수산 가공 및 유통산업

      ․ 식품가공산업: 곡물가공품, 수산가공품, 축산가공품, 음료, 담배 및 

기타식품

      ․ 비식품가공산업: 섬유 및 가죽, 목재 및 가구, 펄프 및 종이

      ․ 유통관련산업: 도매업,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 외식산업: 일반음식점, 기관구내식당, 주점 및 다과점

     - 농림수산 관련 서비스 및 지식 산업

      ․ 민간서비스산업: 금융 및 공재, 법무 및 회계, 광고, 수의, 농림수산

토목, 관련회원단체, 자연 및 체육공원, 운수 및 창고

      ․ 공공서비스산업: 농림수산행정

      ․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학교 및 교육기관

◦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는 산업의 성격상 농림수산생산과 일정 부분만 

관련된 경우와 산업의 성격상 농림수산생산에 전부분이 기여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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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의 추계방법

원자료 출처 추 계 식

제조업
광공업통계 조사

보고서

(해당 산업 부가가치)×(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해당 

산업의 농림수산생산 부문 투입비율)

도·소매업
도·소매업

총조사보고서

(해당산업의 매출액에서 구입액 차감 금액)×(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도매 또는 소매업의 부가가치 비

율)×(매출액 중 식품판매 비율)

서비스업
서비스업

총조사보고서

(해당산업의 매출액)×(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율)×(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해당 산

업의 농림수산생산 부문 투입 비율) 

자료: 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 농업관련산업의 통계지표 개발, 2000. 

구분하여 추정하 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3. 일본의 추계방법

◦ 일본은 농림수산산성 대신관방조사과에서 매년 ｢농업·식료관련산업의 

경제계산｣을 공표하고 있음. ｢농업·식료관련산업의 경제계산｣은 산업

연관표 및 국민경제계산(SNS)의 작성방법에 준거하여 작성되고 항목의 

개념에 대해서도 대개 이들 경제계산표와 같은 모습임.

◦ 추계의 대상은 ① 식료품을 생산․공급하는 산업, ② 식료품의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농․어업(특용임산물 포함)과 관련이 깊은 산업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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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추계 대상

가. 농어업

◦ 농업

◦ 임업

     버섯 등의 특용임산물

◦ 어업

나. 관련제조업

◦ 식품공업

     - 준농수산품

      도축, 냉동어개류, 정곡

     - 가공식품

     육가공품, 축산품․통조림, 동물유지, 낙농품, 염․간․훈제품, 수산

품․통조림, 익힌제품, 기타 수산식품, 제분, 면류, 빵류, 과자류, 농산

품․통조림, 농산보존식품, 초당, 전분, 포도당, 물엿, 이성화당, 식물

유지, 염, 조미료, 냉동조리식품, 레토르트식품, 반찬․초밥․도시락, 

기타 식료품. 

     - 식료․담배

      청주, 맥주, 첨가용알코올, 위스키류, 기타 주류, 차․커피, 청량음료, 

담배

◦ 자재공급산업

     어유, 제빙, 유기질비료, 망․강, 단질비료, 복합비료, 농약

다. 관련투자

  농업기계, 식료품가공기계, 어선, 어항, 농림관계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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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식점

  일반음식점, 찻집, 유흥음식점

마. 관련유통업

◦ 상업

     위에서 기술한 가∼라의 생산품․제품 및 동수입품 등의 판매(소비)에 

관한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위에서 기술한 가∼라의 생산품․제품 및 동수입품 등의 판매(소비)에 

관한 운수업

3.2. 추계방법

가. 국내생산액

◦ 농업

     ｢농업의 경제계산｣을 이용하여 추계 

◦ 식료관련산업

     각 산업의 생산량에 생산자 가격을 곱해서 산출하 

나. 중간투입

  산업연관표 및 국민경제계산을 기초로 추계

다. 국내총생산

  국내 생산액에서 중간투입을 빼고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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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추계방법

◦ 미국의 경우 농업관련산업을 ｢Food and Fiber System｣으로 정의하고 

USDA-ERS에서 매 분기별로 추정·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미국의 ｢Food 

and Fiber System｣은 크게 농업부문(Farm sector)과 비농업 부문(Nonfarm 

sector)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농업 부문은 농업생산부문이고 비농업 부

문은 식품가공(Food processing), 제조(Manufacturing), 수송·교역·소매

(Transportation, trade, and retailing), 음식점(Eating places), 기타(All other)로 

나누어 짐. 미국 분류의 특징은 담배제조업, 섬유·직물·의복, 가죽제품

이 추가되고 있는 것임.

◦ 미국의 추계방법은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 부분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를 합산하는 것임. 그리고 산업연관표가 발표되지 않는 해에는 국민계

정의 GDP 성장률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5. 이 연구의 추계방법

◦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추계방법은 농업관련산업의 정의와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용하는 통계에 따라 또는 추계방법에 따라 조금

씩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 그리고 어떤 정형화된 방식도 존재

하지 않음. 단지 발표되는 공식통계의 이용 정도, 그 나라의 사정에 따

라 타당한 정의와 기준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여기서는 일본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일본과 유사한 방법으로 추계하

음. 일본과 같이 통계자료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 고 산업의 분류도 

가능하면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 음. 그리고 미국도 이와 비슷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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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추계하고 있음.

◦ 추계 대상연도는 1990, 1995, 2000년의 3개년이고 접속불변산업연관표 

국내거래표를 이용하 음.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형 산업

연관표를 이용할 경우 국내거래표만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정확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한편 여기서의 GDP는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임. 이 GDP는 국민계정

상의 개념과 서로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개념이나 추

계된 계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산업연관표는 국내 생산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산업연관표의 부

가가치는 국민소득계정의 국내총생산(GDP) 개념과 일치함. 그러나 

수입품을 국내에서 수요하려면 수입가격에 운임, 보험료 외에 관세 

및 수입상품세가 더해진 가격으로 수요해야 하므로 산업연관표에서

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통일한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수입

을 CIF가격+관세+수입상품세로 평가함.

     - 이에 비해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수입을 CIF가격으로 평가하고 관세와 

수입상품세를 별도의 부가가치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연

관표의 부가가치 총액은 관세와 수입상품세 만큼 국민소득계정의 국

내총생산(GDP)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에 관세와 수입상품세를 더하고 해외

순수취요소소득(우리나라의 생산요소가 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의 생산요소가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

로 지불한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더하면 國民總所得(GNI)의 개념과 

일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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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결과

1. 농업관련산업의 분류

  ◦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산업연관표

를 그대로 이용하여 농업관련산업의 GDP를 추정하기 때문에 농업관련

산업의 세분류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1990-1995-2000년 불변산업연관표에서의 352 

산업 기본분류를 이용하여 농업과 관련 산업을 21개 부문으로 통합

하여 재분류 하 음.

  ◦ 농림수산업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 등의 농업 생산부문이고 농·

가공산업과 외식산업은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농업전방관련산업이고 농업투입재산

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중간재를 제공해 주는 산업으로 

농업후방관련산업임.

     - 농업전방관련산업은 산업연관표상의 산출물 배분부문인 가로 부문과 

연관된 산업으로 각종 농수축산 가공품과 음료품 등임.

     - 농업후방관련산업은 산업연관표상의 투입 부문에서 세로 부문에 관

련된 산업으로 비료, 농약, 농기계, 농림토목, 하천사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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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 결과

  ◦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0년 농업관련산업의 GDP는 51조 5,828억

원, 그리고 1995년 61조 9,971억원, 2000년 68조 6,860억원으로 10년 사

이에 약 1.3배 가까이 증가하 음. 

◦ 국가 전체산업의 GDP가 약 2배 증가한 데 비해 농업관련산업의 증가

율은 이보다 낮아 그 비중이 1990년 17.5%에서 1995년 13.9%, 2000년 

11.5%로 약 6% 포인트 감소하 음. 

  ◦ 분석기간에 농업관련산업 GDP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

나 축산업과 축산가공품의 비중은 약 0.2%포인트 가까이 증가하 음. 

농기계산업의 GDP 비중도 0.0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기간에 높은 부가가치 성장추세를 나타냈음.

 

◦ 농업 생산 부분에서 작물 부분이 약 2.8% 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비

중 감소를 보여 주었고 그다음으로 수산물 생산이 0.7%, 담배 0.5% 포

인트의 비중감소를 보여주었음.

◦ 외식산업의 경우는 1990년 2.7%에서 1995년 1.9%로 감소하 다가 2000

년 2.4%로 다시 증가하 음.

◦ 농업투입재 산업이나 농·가공산업 보다도 농업 생산 부문의 감소가 두

드러져 보이고 상대적으로 관련유통업의 비중감소가 낮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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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업관련산업의 GDP와 그 비중, 2000년 불변가격
단위: 백만원, %

1990 1995 2000 1990-0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비중변화

◦ 농림수산업 22,619,329 7.67 25,919,732 5.83 23,900,251 3.99 -3.68

  - 농업(작물) 17,338,737 5.88 18,937,361 4.26 18,735,969 3.12 -2.75

  - 축산업 364,728 0.12 2,846,949 0.64 2,043,665 0.34 0.22

  - 수산 3,034,837 1.03 2,829,167 0.64 2,039,480 0.34 -0.69

  - 임업 1,881,027 0.64 1,306,255 0.29 1,081,137 0.18 -0.46

◦ 농·가공산업 14,099,156 4.78 19,956,904 4.49 20,442,320 3.41 -1.37

  - 농산가공품 2,884,435 0.98 4,922,747 1.11 4,742,118 0.79 -0.19

  - 축산가공품 262,555 0.09 33,896 0.01 1,967,613 0.33 0.24

  - 수산가공품 725,223 0.25 935,615 0.21 566,709 0.09 -0.15

  - 임산가공품 3,137,534 1.06 5,374,453 1.21 4,480,376 0.75 -0.32

  - 음료품 3,284,190 1.11 4,271,036 0.96 4,496,055 0.75 -0.36

  - 배합사료 759,878 0.26 1,305,219 0.29 1,156,120 0.19 -0.06

  - 담배 3,045,341 1.03 3,113,938 0.70 3,033,329 0.51 -0.53

◦ 외식산업 7,879,206 2.67 8,324,315 1.87 14,460,386 2.41 -0.26

◦ 농업투입재 3,256,032 1.10 3,746,939 0.84 4,383,398 0.73 -0.37

  - 비료 265,176 0.09 355,875 0.08 313,201 0.05 -0.04

  - 농약 215,379 0.07 300,558 0.07 248,710 0.04 -0.03

  - 농기계 124,350 0.04 272,538 0.06 379,563 0.06 0.02

  - 농림토목 1,452,358 0.49 1,212,758 0.27 1,778,915 0.30 -0.20

  - 하천사방 684,825 0.23 883,406 0.20 959,799 0.16 -0.07

  - 농림어업서비스 513,944 0.17 721,804 0.16 703,210 0.12 -0.06

◦ 관련유통업 2,529,791 0.86 2,394,691 0.54 3,778,698 0.63 -0.23

  - 도·소매 1,917,256 0.65 1,868,382 0.42 3,173,362 0.53 -0.12

  - 운수 및 보관 612,265 0.21 526,308 0.12 605,336 0.10 -0.11

◦ 기타관련산업 1199,274 0.41 1,654,531 0.37 1,720,994 0.29 -0.12

◦ 농업관련산업계 51,582,788 17.48 61,997,112 13.94 68,686,047 11.45 -6.03

◦ 전산업합계 295,095,747 100.00 444,878,240 100.00 599,645,133 100.00 0.00

자료: 한국은행 1990-1995-2000 불변접속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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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농업관련산업 GDP

표 3.  일본 농업관련산업 세부항목별 금액과 비중
단위: 10억 엔, %

1990 1995 2000 1990-2000

비중변화농업관련산업 47,821.0 11.1 50,688.6 10.4 51,540.6 10.0

 ◦ 농림어업 9,390.6 2.2 8,352.4 1.7 6,607.6 1.3 -0.9

   - 농  업 7,701.3 1.8 6,872.1 1.4 5,498.4 1.1 -0.7

   - 임  업 126.9 0.0 119.9 0.0 87.8 0.0 0.0

   - 어  업 1,562.4 0.4 1,360.4 0.3 1,021.4 0.2 -0.2

 ◦ 관련제조업 12,824.3 3.0 14,275.2 2.9 14,344.3 2.8 -0.2

   - 식품공업 12,306.9 2.8 13,765.3 2.8 13,900.7 2.7 -0.1

   - 자재공급산업 517.3 0.1 509.9 0.1 443.6 0.1 0.0

 ◦ 관 련 투 자
    (농업토목 등) 1,647.4 0.4 2,333.8 0.5 1,775.6 0.3 -0.1

 ◦ 음 식 점 8,697.0 2.0 9,755.2 2.0 10,668.1 2.0 0.0

 ◦ 관련유통업 15,261.8 3.5 15,972.0 3.3 18,145.1 3.5 0.0

   - 상업(도소매) 13,543.0 3.1 13,778.6 2.8 16,150.9 3.1 0.0

   - 운수업 1,718.8 0.4 2,193.4 0.5 1,994.2 0.4 0.0

전 산 업 계 432,588.5 100 489,248.9 100 515,425.1 100 0.0

자료: 농림수산대신관방조사과, ｢농업·식료 관련 산업 경제계산｣, 각 연도.

표 4.  한·일 농업관련산업 비중 비교, 2000년

한  국 일  본

농업관련산업 11.5 10.0

  ◦ 농림어업 4.0 1.3

    - 농  업 3.5 1.1

    - 임  업 0.2 0.0

    - 어  업 0.3 0.2

  ◦ 제조업분야 3.5 2.8

    - 식품공업 3.4 2.7

    - 자재공급산업 0.1 0.1

  ◦ 관련투자(농업토목 등) 0.3 0.3

  ◦ 음 식 점 2.4 2.0

  ◦ 유통산업 0.6 3.5

전 산 업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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