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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요약집은 우리 연구원이 2004년도 중 완료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요

약․정리한 것으로서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연구내용의 요점만을 쉽게 파악

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관심 있는 과제의 연구보고서가 더욱 많은 이들

에게 읽히도록 하는 데 발간의 목적이 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농업부문 중장기 및 기초연

구의 지속적 추진,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비 실효성 있는 중단기 정책개

발,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강화, 국가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타출연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국제기구,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 확대와 교류 추진을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요약집에는 이들 연구결과 117과제를 10분야로 나누어 수록하 다. 농

산업경제연구 분야에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 방안｣ 외 

33과제, 농촌발전연구 분야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 격차 

완화 방안｣ 외 25과제, 농업관측연구 분야에는 ｢농업전망 2005｣ 외 14과제, 

농정연구 분야에는 ｢WTO 쌀협상에 대비한 TRQ 쌀 수입관리 및 국내유통 

방안｣ 외 19과제, 산림정책연구 분야에는 ｢중장기 산림자원 육성전략 수립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외 7과제, 자료정보지원 분야에는 ｢농민신문 지

면개선을 위한 수탁조사｣, 쌀․DDA협상대책연구 분야에는 ｢2004년 쌀 재협

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외 2과제, FTA연구 분야에는 ｢한․일 FTA 농업

부문 파급 향 및 협상전략｣ 외 4과제, 농정대책특별연구 분야에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 실천방안｣ 1과제, 그 외 특별과제로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

향과 전망｣ 외 3과제로 연구결과를 모두 요약․정리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준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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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폭넓고 쓸모있게 활용하

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2005.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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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 방안

연 구 자: 최지현,  이계임,  김철민,  김민정

연구기간: 2004. 1 ∼ 2004. 11

1.  연구 목적

연구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평

가하여 당면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변화를 벤

치마킹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

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평가,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특징 분석, 선진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도입방안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국

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위험분석(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틀에 입

각하여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수입식품으로 구분, 검토하 고, 선진

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안전관리정책과 행정체계개편을 중심으로 특

징을 살펴보았다.  

3. 연구 결과

선진국 식품안전정책변화의 특징은 첫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푸드체

인(farm to table) 모든 과정의 식품위해요소를 일관 관리하는 정책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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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점이다. 둘째, 과학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선

진국들은 효과적인 식품위험관리를 위해서 위험분석원칙을 도입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

보공개 및 소비자위원회설치 등 식품안전문제를 소비자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

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관된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평가기

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위험평가기능의 분리와 위험평가관련 시험․연

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참여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차원에

서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세부추진전략은 첫째, 위험평가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과학적

인 증거에 입각하여 식품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와 정책

집행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참

여하는 식품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림부내에 상설기구로 “소비자센

터”(가칭)를 설치 운 하며, 기존의 명예(위생)감시원제도와 농․소․정위원

회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셋째, 식품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식품안전성 평가나 안전성검사 결과는 모두 공개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관계부처를 연결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지

방기관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관리시스템과 감시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를 위한 HACCP는 규모에 적합한 모델 

개발, 적절한 한 매뉴얼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지

원이 요구된다.  생산농가의 휴약 기간 준수, 안전농약사용 등의 식품안전의

식수준을 높이기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수입 농수산물 증

가에 따라 사전검사 및 검역의 의무화로 위해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

요가 있다. 검사, 인증 및 사후관리 수요 증대에 따라 신속하고 정 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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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되고 있어 검사 인력과 기자재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직 및 인력여건

상 관주도의 감시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감시

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농산물 품질인증도 민간인증기

관육성을 통해 민간에게 이양하며, 정부는 안전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도와 육성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시․도는 유통단계의 안전성검사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업무역할을 

수행하고, 식약청은 시험연구를 통해 시도의 효율적 검사업무수행을 위한 지

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제재가 필요하다. 불량식

품,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

분이 필요하며, 고의 중대과실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는 식품안전전담법률인 식품안전기

본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품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 행정조직의 개편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검토하 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보건부처에서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위험관리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수행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관리부처에서 유통까지 관리를 담당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대안으로서는 위험평가는 독립평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위험관리

는 단일화된 식품안전관리부처에서 담당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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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2/2차년도)

연 구 자: 김창길,  김태 ,  신용광, 강창용,  허  장

         (노기안, 최지용, 한대호)

연구기간: 2004. 1∼ 2004. 12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생산 활동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기초로 실제적인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6개의 장으로 구성하 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농업생태계 

환경부하의 접근방법으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지역단위 환경

부하 분석 방법을 제시하 다. 제3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

램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와 총량규제, 농업환경정책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국의 농업환경정

책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두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하 분

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관행농가․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가반응 분

석, 화학비료 대체에 대한 농가의향 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 다. 제5

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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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 전략수립의 접근방법, 전략분석, 전략적 선택, 실천전략, 시스템 전환

을 위한 정책비용 추정 등을 다루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물질균형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사례

지역 환경부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본 방향은 감축, 재

활용, 재이용 등 3R을 기초로 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농

업생산시스템의 ‘최대시스템’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최적시스템’으로 전환,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규제․지원․보상의 정책

프로그램의 적절한 결합, 친환경농업 추진과 관련된 주체인 ｢농업인-소비자-

연구자-정책담당자｣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으로 설정하 다. 

  둘째, 물질균형 분석 결과, 홍성군의 경우 질소 207.1%, 인산 234.3% 로 작

물양분요구량을 상당히 초과하며, 옥천군의 경우는 질소 137.1%, 인산 

151.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성군의 경우 2003년 

기준 총 양분투입량 9,732톤의 50.2% 정도인 4,883톤, 옥천국은 총 3,223톤의 

23.6%인 761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

는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사례지역의 수질분석과 관련 홍동저수지 유역의 경우 인근 양축농가

의 부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로 수질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저수지 수

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옥천군 청성면 

지역은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규제․보상의 적절한 정책결합, 제도적․법적 지원체

계 구축 등을 제시하 다. 인프라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최적관리방안 구축, 지역단위 농업환경정보 시스

템 구축, 시장조성 활성과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결합을 위한 실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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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상호준수 프로그램의 강화, 가축의 사육 도규제 및 사육권 거래제 

도입 검토, 경종-축산부문 연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참여와 분뇨은행 도

입 검토,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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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정 및 지역농업 성공사례 연구:
성공유형과 요인

  
연 구 자: 박문호,  허 덕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 목표

  이 연구는 지역단위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농업․농촌개발사업 성공사례의 유형별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 자

율적인 지방농정 및 농업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 단위의 지역농업 개발사업 과 농

정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업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사업을 기초

로 하되, 광역사업은 위탁연구(경남의 사례)에서 다루었다.

  주요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주제가 되고 있

는 지방농정 및 지역농업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한 이론적 틀로서 “지역농

업”, “지방농정”, “성공”이라는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정의와 사례분석의 틀

을 설정하 다. 사례분석의 틀은 먼저 슘페터의 혁신적 행동이론이 지역농업 

클러스터 관점에서의 지역혁신체계 활동에서 어떻게 반 되고 있는가를 검

토하여 그 성공요인을 분석 하도록 하 다.

  둘째, 사례지역의 선정은 사례의 유형을 고려하여 이미 성공적인 추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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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사례를 선정하도록 하 다. 선정된 10개 사례는 양평환경농업

21, 안성맞춤브랜드, 동포도, 풍기인삼, 구미화훼, 안동한우, 순창고추장, 담

양대나무, 함평나르다브랜드, 보성녹차를 선정하 다.

  셋째, 성공사례별 성과와 요인 분석을 하 다. 2단계로 나뉘어 검토가 이

루어졌는데, 먼저, 각 사례별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주체의 사

업추진현황, 혁신행동의 내용, 사업성과를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1

차적으로 검토하 다. 다음으로 사업의 성공요인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전문가(행정, 기술, 유통)를 대상으로 성공요인 인자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인자별 성취도 및 기여도를 파악하 다. 

  넷째, 각 성공사례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하 다. 먼저 성공사례를 

종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각 사례별로 조사한 성공요인 인자

별 기여도를 비교․검토하여 평균적인 특징을 살펴본 후, 사례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검토하 다. 아울러 지역전문가 그룹별로 성공요인 인자의 기여도 분

석결과를 검토하 다.

  다섯째, 성공사례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 다. 유형화는 먼저 추진주체의 

공적 성격을 기준으로 추진주체 유형별 과 상품화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

하 다. 추진주체 유형은 지자체중심형, 지자체+민간 연합형, 민간주도형으

로 구분하 으며, 상품화 유형은 테마형, 가공형, 생산․유통형으로 구분하

여 검토하 다.

  여섯째, 지역농업 및 지방농정 추진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 다. 성공사례

별로 지역전문가 각기 10명(행정4명, 기술3명, 유통3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지역농업․지방농정의 활성화 방향, 농림사업의 추진방향, 지역농업클러

스터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다.

  일곱째, 경남지역의 사례연구로서 본연구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경남지역

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연구를 의뢰하여 실시하 다. 

광역단위, 기초지자체단위의 6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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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지역농업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자연환

경 측면, 시군과 생산자, 유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자체의 리더쉽이 가

장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성공요인 그룹별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환경 면에서는 지역의 

자연자원과 기존의 이미지등을 충분히 활용한 사례로서는 담양 대나무, 함평 

나비, 순창 고추장, 풍기인삼, 구미화훼, 동포도, 순창고추장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특산품을 개발한 사례가 많다. 

  조직혁신행동 면에서는 관리조직체계의 혁신행동이 우수한 사례가 눈에 

띠는데 동포도, 담양 대나무 등을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외부

협력 면에서의 우수사례는 두드러지는 사례가 없다.

  산업지원기능면에서는 기술지원은 구미화훼, 마케팅측면 동포도, 안동한

우, 교육․정보 측면 양평환경농업, 자금 측면 양평환경농업, 동포도가 우

수사례로 나타났다.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시군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및 유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우수한 사례가 많다. 시․군-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함

평나르다, 양평환경농업, 시․군-유통간 커뮤니케이션은 보성 녹차, 담양대나

무, 함평나비, 시군-연구간 우수한 사례는 담양대나무, 생산-유통간 우수사례

는 함평나비, 생산-연구간 우수사례는 구미화훼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리더쉽이 우수한 사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담양대나무, 함평나비, 안성마춤이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한편, 추진주체의 유형별로 보면, 전체 평균치와 비교할 때, 지자체 중심형

은 시․군-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 추진주체의 리더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

며, 교육․정보와 자금면 에서의 지원도 부각되고 있다.

  지자체+민간의 연합형은 상대적으로 기술 및 생산시설, 연구와 생산․유

통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간주도형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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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입지 전반과 산업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생산․유통형은 마케팅, 정보등 산업지원기능, 가공

형은 주산지 기능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산업 환경, 테마형은 추진주체의 리

더쉽과 시군-생산자간의 교육․정보지원을 통한 원할한 커뮤케이션이 상대

적으로 성공에 주요 요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농정 추진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역농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

체의 혁신 역량 확보가 선결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 농정담당자 스스로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역량에 회의 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았다.   

  지역주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

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의 적극

적인 관심과 지원능력이 사업성과를 좌우하고 있으며, 지역주체의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지방 농정관계자 및 생산자조직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지역단위의 자율농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운  측면에서도 농림사

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사업의 의

견을 종합하면, 지역 농업생산자의 사업수요를 제대로 반 하지 못하고, 사

업시행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으며, 농정불신 요인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집행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기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농업클러스

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방농정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역

농업 클러스터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과 농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일차적으로 농

협, 농업인 단체등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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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성공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군과 생산자 및 유통조직과의 커

뮤니케이션은 선결과제다. 

  둘째, 추진주체 측면에서는 미약한 지역의 농산업 여건에 비추어볼 때,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리더쉽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의 자연자원의 특성에 기초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

부분의 사례에서 자연환경, 기존 이미지등 산업의 환경측면이 성공의 주된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지역 고유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발굴 하는데 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스스로의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마케팅, 교육․정보

등 소프트웨어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공사례에서 보듯 단순한 자금지

원보다도 기술, 마케팅, 정보지원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

요하다. 지역의 생산자, 유통조직, 연구․기술조직등 각 부문간의 활발한 네

트워킹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통

합주체가 단순한 위원회 형태의 자문기구에서 탈피하여, 실적적인 사업추진

이 가능한 사업단 또는 법인형태의 조직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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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식품수급표

연 구 자: 이계임,  김민정

연구기간: 2004. 9 ∼ 2004. 12

(1) 식품공급: 2003년 소비지출의 위축에 따라 육류, 유지류 등의 공급이 감

소하고, 기상조건 악화로 과실류 공급이 크게 감소하 다. 2003년도 국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은 아래와 같다.

       곡    류  :  429.4g (전년도의 425.6g보다 0.9% 증가)

       서    류  :   34.4g (전년도의  37.6g보다 8.5% 감소)

       두    류  :   28.2g (전년도의  28.8g보다 2.1% 감소)

       설 탕 류  :   57.4g (전년도의  57.2g보다 0.3% 감소)

       채 소 류  :  417.5g (전년도의 396.2g보다 5.4% 증가)

       과 실 류  :  107.9g (전년도의 114.9g보다 6.1% 감소)

       육    류  :  106.7g (전년도의 107.4g보다 0.7% 감소)

       우 유 류  :  138.2g (전년도의 144.7g보다 4.5% 감소)

       어 패 류  :  105.0g (전년도의  99.5g보다 5.5% 증가)

       유 지 류  :   45.6g (전년도의  47.8g보다 4.6% 감소)

(2) 양공급

 (가) 에너지: 2003년도의 총공급 에너지는 국민 1인 1일당 2,984kcal로서 전

년도의 2,990kcal보다 6kcal가 감소하 다.

◦ 곡류로부터 1,559kcal가 공급되어 전년도의 1,551kcal보다 8kcal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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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쌀로부터는 893kcal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급 에너지의 

29.9%로서 전년도의 31.0%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 동물성 식품의 공급 에너지는 1인 1일당 463kcal로서 전년도의 476kcal 

보다 13kcal가 줄었으며, 전체 공급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

로 전년도의 15.9%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하 다.

◦ 공급에너지의 양소별 구성비율은 단백질 13.4%, 지방질 25.4%, 당질 

61.2%이다.

 (나) 단백질: 2003년도 단백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99.6g으로 전년도

의 98.5g보다 1.1g 증가하 다. 동물성 단백질은 45.9g으로 전체 단백질

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공급량보다 0.1g 증가한 것

이며 전체 단백질에 대한 비율은 전년도의 46.5%에 비해 0.4%포인트가 

감소하 다.

 (다) 지방질: 2003년도 지방질의 총공급량은 84.3g으로서 전년도의 85.2g보다 

0.9g 감소하 다. 전체 지방질 공급량중 동물성 지방질은 25.4g으로서 

전년도보다 1.1g 감소하 으며, 총지방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전년도의 31.1%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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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송주호,  김창길,  허 덕,  임성진

연구기간: 2004. 2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현재 환경에 얼마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사육두수 제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수단 가

운데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필요성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축산의 환경

향 실태와 국내 분뇨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사육두수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

과 함께 총량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분석한다. 둘째로 국내외의 총량규제의 

유사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와 수도

권 대기오염 총량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제 

운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본다. 셋

째,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실행 가

능한 사육두수 총량제 기본 골격을 구상한다. 특히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둔다. 정부에서도 2007년부터 양분 총량제

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 기 때문에 사육두수 총량제의 전단계로서의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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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도입 방안과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넷째, 가축 

사육두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충남 홍성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축사육 총량제의 실제 시행방법을 구상한다. 우선 홍성군의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부하를 분석한 뒤 목표 양분 잉여율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잉여양분 감축방안을 시나리오 별로 제시한다.

3. 연구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하는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 사육두수는 점차 늘어나고, 경지면적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어

서 앞으로도 가축 분뇨의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현행 법령은 방류수의 수질 기준 위주로 규제하고 있어 자원화 처리되는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별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사육 시설과 정

화처리시설만 갖추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궁극적

으로는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해 사

육두수 총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여러 정책수단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세나 보조금 등의 경

제적 수단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목표 지향적(target oriented)인 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양축농가의 사육두수 총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온 농가일수록 설득이 어렵다. 그러나 각 개인이 아무리 분뇨처리를 

잘해도 해당 지역의 전체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오염부하량은 많

아지고 당해 지역에 대한 총량규제는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국토

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이미 사

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되 시행초기에는 양분 총량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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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방

법이다. 또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지역

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폐업보상이 효율적이며 농가별로 일정 비율씩 할당하

는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제도의 기본 골격에 반 되어야 한다. 또한 가축 사육두수의 정확한 파악, 

환경 용량 및 오염 부하량 등의 D/B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토대로 가축사육 집도가 높

은 홍성군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2004년도의 홍성군 

양분 수지를 살펴보면 양분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질소는 207%, 인산은 

234%나 된다. 따라서 홍성군은 총량규제가 필요한 지역이 되며, 우선 양분 

총량제를 적용하여 보고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육두수 총량제를 적

용토록 한다. 돼지 분뇨를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사육두

수의 직접 감축을 통해 양분 잉여율 목표를 달성토록 한다.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 문제, 

화학비료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담당 조직 및 인력확보 문제 등

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육두수 총량제가 정착되면 사육

권의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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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SE 발생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 분석

연 구 자: 송주호,  신승열,  김철민

연구기간: 2004. 6. 15 ∼ 10. 15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2003년 12월 미국의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 해

면상뇌증) 발생 후 2004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소 값과 쇠고기 소비가 급락

함에 따라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소비 감소 현상이 일시적

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소비의식이 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봄으로써 소 

사육농가와 정책당국에 시장신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된다. 1) 국내 쇠고기 소비 실태

를 축종별, 부위별로 구분하 고, 소비와 가격과의 관계, 사육두수와 도축두

수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 으며, 2) 국내산 쇠고기 소비부진의 원인을 BSE 

향, 내수경기 침체, 타 육류와의 상대 가격, 웰빙(Well Being) 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월별로 BSE나 웰빙등 경제외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한 소

비감소율이 어떻게 변화는지를 살펴보았다. 3) 아울러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쇠고기에 대한 소비의식을 조사하 으며, 4) 유럽, 일

본, 미국 등 BSE가 발생한 국가들의 BSE 향을 집중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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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찾고, 5) 마지막으로 향후 쇠고기 소비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국내 쇠고기 시장은 1990년부터 본격 수입개방 되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2003년 쇠고기 자급률은 36.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 미국의 BSE 

발생이후 BSE가 발생하지 않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

고 산지 수소 값도 BSE 발생전과 비교하면 3개월 동안 28% 급락하 다. 국

내산 쇠고기 소비를 축종별로 보면 한우의 출하비중은 줄어들고 육우의 비

중이 늘고 있어 육우는 수입육 공급 감소로 인한 대체 효과를 보고 있는 반

면에 한우 소비는 수입쇠고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쇠고기 수요 감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1) BSE로 인한 쇠고기 수요 

위축은 비록 초기에는 엄청났지만 차츰 줄고 있어 이번 BSE 사태로 인해 소

비구조가 바뀔 만큼 항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되었다. 2) 경기침체와 돼

지고기, 닭고기 등 대체 육류와의 가격격차로 인한 소비감소 향은 상대적

으로 적고, 3) 최근의 웰빙(well being)바람도 쇠고기 소비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2004년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구조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 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조만간 예전수준을 회복하리라고 판단된다.

  국내 쇠고기 소비실태에 관해 가정주부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으며 이 결과 1) 육류 외식시 선택하는 메뉴는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1999년의 조사결과보다는 쇠고기 선택이 줄었다. 2) 국내 

육우고기에 대한 홍보가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육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필요함을 보여 준다.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가정에서의 수요는 BSE 여파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4) 소비 감소의 이유로 가축질병에 대한 안전성 문제, 소득 감소, 

높은 가격, 건강식을 위한 육류감소 순으로 응답하여 현재는 식품안전 문제

가 가장 심각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5) 쇠고기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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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는 소비자 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의 3배가 넘는 47.8%로 나타나 

우리 정부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함을 보여주고 있

으며 국내에서 BSE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

서도 소비가 위축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BSE 향을 살펴보면 유럽, 일본, 미국의 경우 BSE 발생 초기에는 

모두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나 미국은 곧바로 회복

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은 쇠고기 소비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장기

적으로 쇠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

기 수입 재개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최대 쟁점인 BSE 검

사 대상 월령을 일본이 20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산 쇠고기 소비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BSE로 인해 위축된 쇠고기 

수요는 조만간 회복되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경기가 쇠고

기 소비에 미치는 향은 체감상 느끼는 경기침체와는 달리 경제지표는 나

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중요한 요인은 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어 쇠고기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앞으로 공급증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쇠고

기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빙 향은 소비자 설문

조사에서 보듯이 쇠고기 소비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나 최근 돼지고기를 대한민국의 웰빙 상품으로 선전하는 광고

에서 보듯이 적극 소비 홍보를 하면 소비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한우는 수입 쇠고기와 어느 정도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육우에 대

한 수요는 위축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수입산 쇠고기의 소

비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전망은 조만간 BSE의 

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되 평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1) 쇠고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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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 2004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이 

정착되고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쇠고기 둔갑판매 등의 

부정 유통을 줄여 쇠고기의 안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2) 장기적인 수급 

안정이 소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와 같은 사육두수 증가 추세가 이

어진다면 한우 사육두수는 조만간 과잉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소 값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소 값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

도록 필요한 경우 입식을 자제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3) 육우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촉진시켜 육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최근

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국내 육우가 소비자들한테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4) 자조금 거출 등 농가의 자구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한우와 젖소도 양돈과 같이 이른 시일 내에 자조금을 거출하여 적극적

인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야 한다. 5) 구이 위주의 소비 패턴을 교정하여 균

형 잡힌 소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소 한 마리를 도축가공하면 갈비, 등심 

등 고급 구이용은 20% 내외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거리, 탕, 

찜, 불고기용 등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나 쇠고기 소비 패턴이 구이문화로 완

전히 바뀌어 균형 있는 육류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 국내 축산 

유통업의 대형화와 유통물량의 규격화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통업체는 

거래처와의 신뢰유지를 위해서는 가격보다도 오히려 원하는 품질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유통업체의 대형

화와 아울러 유통물량의 규격화가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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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

연 구 자: 김철민

연구기간: 2004. 7 ∼ 2004. 8

1.  연구 목적

  경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농업도 본래의 생산기능보다 가공, 유통 등 관

련 부분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생산 부문이 전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농업자재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농산물 유통산업, 농업서비스산업 등 농업관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어떤 산업은 경제의 성장․발전과정에서 새로 생겨나 성장하기도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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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고 그 추계 방법도 달라진다.

  농업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공식적인 통계추계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농업관련 산업의 

GDP 및 활동인구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관련 산업을 농정의 틀 안으로 끌어드려 종합적인 농․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의미로서 농업의 개념을 재정립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의 정

립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농업관련 산업의 GD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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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 내용은 크게 4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농업관련 산업의 GDP 

추계의 배경 둘째, 농업관련 산업의 정의와 포괄 셋째, 추계 방법의 비교 넷

째, 농업관련 산업의 GDP 추계 결과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외국의 추계 결과

와 다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3. 연구 결과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0년 농업관련 산업의 GDP는 49조 5,641억원, 

그리고 1995년 59조 8,781억원, 2000년 65조 2,705억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1.3

배 가까이 증가하 다. 

  국가 전체산업의 GDP가 약 2배 증가한데 비해 농업관련 산업의 증가율은 

이 보다 낮아 그 비중이 1990년 16.8%에서 1995년 13.5%, 2000년 10.9%로 약 

6% 포인트 감소하 다. 

  분석기간에 농업관련 산업 GDP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축산업과 축산가공품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포인트 가까

이 증가하 음. 농기계산업의 GDP 비중도 0.0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농업생산 부분에서도 작물 부분이 약 2.8% 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비중 

감소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수산물 생산이 0.7%, 담배 0.5% 포인트의 비

중감소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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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로 다시 증가하 다. 농업투입재 산업이나 농․가공산업 보다도 농업생

산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져 보이고 상대적으로 관련유통업의 비중감소가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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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연 구 자: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

연구기간: 2003. 4 ∼ 2004. 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쌀 및 DDA 협상, FAT 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

응한 중장기 직접지불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시행중인 직접지불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직접지불제의 도입방

안을 제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쌀/DD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가격, 소

득, 재배면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 다. 

외국(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직접지불제 도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직불제 도입 시 시사점을 도출하 다. 또한 직접지불제 도입 시 제약요건이 

될 수 있는 DDA농업협상 동향을 검토하 다. 

농업/농촌 비전과 발전 전략 속에서 직접지불제 위치를 설정하고 구조정책, 

가격정책, 직접지불제 등 정책패러다임 변화방향을 제시하 다.  

당면한 쌀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한 쌀농가 소득안정 직접지불 및 밭작물 재

배농가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 다. 다원적 기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

한 직불제 도입 방향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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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지불제 확충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담기관에 대한 검토를 

하 다.  

3. 연구 결과

  쌀/DDA농업 협상, FTA 추진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쌀 협상 결과 가격은 2003년 

16만원(정곡 80kg)에서 2013년에는 개방 조건에 따라서 11만∼15만원 수준으

로 하락할 수 있다. 고추와 마늘 농판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DDA 농업

협상 결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도부터는 하락하여 2013년도 가

격은 2002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파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포도, 복숭아 가격은 2008년 이후 하락하지만 사

과, 배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품목별 개방 향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상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쌀의 경우 2004년 중에 협상이 종결되고 가격하락이 예상되므로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도입은 시급한 과제이다. 소득안정을 위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목표수준과 당년도 수준과의 격차를 고정직불(green)과 AMS 범위 

내에서 변동부문(amber)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목표수준은 시장여건을 반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인한 소득향상에 한계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기준년도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수량감소로 인한 소득 불

안정은 재해보험 등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밭농가의 경우 개방 확대로 피해를 입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혼재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 접근은 곤란하다. 작목 자유도가 높아 일부 품목에 대

한 직불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밭에 대해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납세자

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개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 중심으로 지원하고 피해를 입는 품목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밭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거나 농가단위의 소득안정계정 방식으로 소득안

정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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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적 기능 유지에 대한 지원 목표는 국토환경을 보전, 지역사회 유지 및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친환경

직불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은 비용증가 또는 소득감소에 한정하여야 

한다. 지원명분을 찾기 위한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를 하여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역적 관심사이고 기술적으로도 지

역성이 강하므로 지자체가 시행방법의 자율권을 갖고 재정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관보전, 종다양성 함양, 토양유실 방지와 같이 개념이 확립되

지 않은 제도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구조조정 지원은 자원의 유동성 확대, 전업적 농가의 자본 형성 지원,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을 목

적으로 한다. 2002년 기준 쌀 재배농가 중 0.5ha 미만 농가 비중은 42 %지만 

이들의 농지 점유 면적은 13%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은 노령농으로 노동

력의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구조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탈농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업적 농가의 확보가 구조개선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에서는 인력양성 체제와 자본시

장의 미발달로 신규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므로 정책 개입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직접지불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과 결과를 관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책사

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중요한 절

차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이행 조건의 준수 여부 점검, 지원금 지

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면적이나 농가단위 등의 다양한 직접지불제 직불제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

성에 대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소득안정계정 등 경 안정을 위한 농가단위의 직불제 프로그램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작물별 재배면적, 수입, 지출 등 경 실적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농가등록제를 통해 농가별 경 상태를 파악하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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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필요하다.  

  직불제 도입 시 지방 담당 기관을 시․군 및 관련 기관으로 하고 있다. 시

장개방 확대 및 농업환경 가치에 대한 재평가 향으로 다양한 직불제가 추

가적으로 도입되고 확충되는 직불제의 상당부분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

될 것이므로 기존의 행정기관만 활용하는 데에는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시․군과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중장기적

으로 새로운 전담기관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직불제 관리시

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84개 출장소 조직을 활

용하여 직불제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경 이양직불제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하고 있고, 논농업직불

제와 쌀생산조정제는 농업기반공사가 이행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기

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001년부터 EU에서 경종과 축산부문

의 공동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중인 통합행정관리시스템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s, IACS)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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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농업환경지표 제출을 위한 설문서 작성

연 구 자: 김창길,  김태  

연구기간: 2003. 11 ∼ 2004. 10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농업

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서 작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지표를 산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4개의 장으로 구성하 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선행연구검토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OECD농업환경지표의 작성과정을 정리하 다. 3장에서는 분야별 지표 특성

에 따른 3차에 걸친 설문서 작성결과를 제시하 다. 4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

을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 OECD농업환경지표 제출을 위한 3차에 걸친 설문서와 관련, 1차 설문

서는 생물다양성과 토지생태기능 및 경관과 관련 세부지표를, 2차 설

문서는 토질, 수질 및 물이용 관련지표를, 3차 설문서은 농장관리에 관

한 세부지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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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농업환경지표의 구성은 전체회원국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지표

(core indicator)와 주로 농산물수입국을 중심으로 지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지표(regional indicator)로 크게 나누어진다. 핵심지표에는 토지이용, 

토양자원, 수자원, 생물다양성, 양분균형, 농약이용 및 위험성, 수질, 암

모니아방출, 그린하우스 가스 및 에너지 균형, 지원이용효율, 농장관리 

등 11개 지표가 포함된다. 지역지표는 토지보전 및 농업경관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 생물다양성지표와 관련 작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에 있어서 벼의 경우 

2000년에 105종에서 1002년에는 139종으로 증가하 고, 또한 채소류와 

과실류의 종도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나타내

는 지표로는 목초지로 2002년 48,143ha가 제시되었고, 농경지가 주요한 

서식지로 활용하는 비율은 포유류가 19.5%, 조류가 35.8%로 제시되었다. 

◦ 농경지의 물 보유기능은 ha당 논토양의 경우 2,069.9톤, 밭토양이 392.5

톤, 초지가 981.2톤, 과수원이 589.9톤으로 제시되었다. 양분수지에 있어

서 2001년 기준 질소수지의 경우 251kg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질소수지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고, 인산수지는 ha당 53kg으로 역

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환경친화적인 전체농장관리농가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60,275농가로 전체농가의 4.3%를 차지하며, 유기농업 인증농가는 2,749

농가로 전체농가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분관리 실천

농가는 2002년기준 204,907농가로 전체농가의 15.7%, 농경지면적의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농업환경연구에 대한 지출(2001년 기준)은 198억원으로 전체 농업부문 

연구비지출의 10.2%를 차지하고, 민간부문의 연구비지출액은 42억원으

로 제시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기본적 농업 훈련(전문대졸 이

상)을 이수한 비율은 8.1%로 제시되었다.

◦ 2005년 중반에 OECD농업환경지표의 종합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질소와 인 성분의 수지를 나타내는 양분균형지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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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농업환경지표의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를 통해 우

리나라 농업환경변동 상황에 파악과 과잉투입 양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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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필요열량 기준 자급률 산정

연 구 자: 최지현

연구기간: 2004. 1 ∼ 2004. 3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비상시 국민에게 최소 필요수준의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자급

률산정과 품목별 국내 농업생산 수준을 산출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선형(linear programming) 및 비선형계획(nonlinear programming) 모

형을 이용하여 국민 1인당 최소 필요열량을 자급하기 위한 목표연도(2020년)

의 품목별 생산량 및 농지 필요량을 추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연구 결과

  최소필요열량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적정자급률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념을 도입한다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열량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소필요열량은 양학적 관념에서 보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개념이며,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외국에서도 최소필요열량개념은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유사한 기준

으로서 비만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다이어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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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장량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기준으로 1,250∼

1,500Kcal 정도만 섭취하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음. 미국의 칼로리 섭취수준이 3,000Kcal 임을 감안할 때 이는 

약 40∼50% 수준이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적용한다면 2001∼2002년 우리나라 1일당 평

균 양공급량 3,000Kcal임을 감안하여 최소필요공급열량은 1,250∼1,500Kcal, 

섭취량 기준으로는 824∼988Kcal 수준으로 추정된다.

  추정결과 주어진 열량을 자급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포함된 39개 모든 폼

목을 생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생산비 구조상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품목에 우선 생산이 분배되는 구조 때문이다.

  선형모형의 경우 쌀, 무, 옥수수 등 2∼3개 품목만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위험회피계수를 도입한 비선형모형의 경우는 12∼13개 품목

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은 비선형모형에서 4,345∼5,105 천톤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1년 생산량보다 410∼1,170 천톤 감소한 수준이다. 쇠고기 생산은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작목별 재배면적은 선형모형의 경우 주어진 열량 자급을 위해서는 약 42∼

48만ha의 논과 48∼62만ha의 밭 등 총 96∼105만ha의 경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선형 모형의 경우는 논 75∼88만ha, 밭 50∼53만ha 등 총 130∼

139만ha의 경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0∼1,500Kcal의 최소열량 자급을 목표로 할 경우 단백질과 칼슘의 자급

률은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어 양소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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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연 구 자: 이계임,  최지현,  김민정

연구기간: 2004.1 ∼ 2004. 11

1.  연구 목적

  농산물 표시제도는 1992년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시

행되어 최근 추진 중인 GAP, 생산이력제도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나, 제도별 기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관련 제도간 운 체

계상 모순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소비자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표시제도의 위상과 연계성에 대한 검토와 수요자 조사를 통한 실행

평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농산물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농산물 표시

제도의 현황에서는 식품표시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

행 농산물 표시제도의 법과 제도의 현황을 정리하 다. 농산물 표시제도의 

운용체계 평가에서는 농산물 표시 제도를 새로운 기준 하에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표시제도의 운용체계를 표시방식, 인증제도의 위상, 표시제도간 연계

성, 지자체 표시제도의 차별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 다. 수요자의 농산물 

표시제도의 평가에서는 주요 도시 소비자 400가구와 서울지역 15개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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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표시제도 이용현황 및 평가를 검토하 다. 주

요국의 농산물 표시제도 동향과 전망에서는 일본, 유럽, CODEX의 표시제도 

사례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다. 농산물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에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통합표시 구축, 인증제 통합화, 연계성 제고, 운용체계 

개선 및 기반조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 다.

3. 연구 결과

  농산물관련 표시제도는 기본 성격에 따라서 기본표시, 인증표시, 지적재산

권 관련 표시의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표시에는 원산지 표시, 

GMO표시, 표준규격표시, 생산이력추적제가 해당되며, 인증표시는 농산물품

질인증, 친환경인증, GAP가 포함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표시로서 상표 

등록 및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되는 표시로 지리적 표시, 브랜드, 지자체 

표시 등이 해당된다. 

  농산물 표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첫째, 소비자 중심의 표시, 둘

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 셋째 제도의 목적이 단순․분명, 넷째 표시농산물에 

대한 수요 확대와 생산기반이 뒷받침, 다섯째 민간인증의 활성화, 여섯째 농

산물 표시제도 개선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식품표시제도의 통합화 방향과 일

치 등으로 요약된다.

  산물형태 농산물에 대한 품질표시기준의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어야 하며, 포장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품의 표시항목을 기초로 조정되어

야 한다. 또한 중량허용오차범위를 분류별로 유통 3일 경과일 기준으로 평균

감모율을 감안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표시방법을 농산물품

질관리법 내에 통일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식품의 규격 및 표시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여 “식

품표시 및 규격에 관한 법률(가칭)”을 독립적으로 제정하는 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품질인증제도는 제도의 목적과 세부기준이 분명히 전달되기 어렵고 

국제적 근거기준이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타 제도에 흡수⋅통합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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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나, 곡류에 60%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기존 곡류 인증

농가에 반발과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타 표시제도의 활성화 추세

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환경인증제도는 유

기농산물인증을 분리하고 유기가공품인증을 통합한 형태의 유기식품인증이 

필요하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또는 저투입농산물)로 유기 

농산물에서 분리하여 점차적으로 자체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AP는 ‘국제기준 부합’, ‘위생관리’ 특징에 부합되는 수출농산

물, 약용작물, 채소 및 과실류, 전처리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유

통업체⋅지자체 등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

부는 법적인 근거 마련, 가이드라인 작성, 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

다. 지역상품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산품의 이미지가 강한 시군단위의 공

동브랜드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의 신뢰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시군 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발하고, 엄

격한 품질인증과정과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농산물 인증제도의 단기적인 통합조정안은 유기식품 관리의 분리와 

GAP 통합 여부에 따라 4가지 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유기농산물인증을 별도 

분리시키고 품질관리법 내에 무농약 및 저농약 인증과 GAP 인증을 포함시

키는 대안 3을 적정한 대안으로 평가하 다. 

  농산물 표시제도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친환경인증의 경우 관련 인

증제도의 통합화를 통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고시규정을 개정하여 농관원 등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

지 표시는 대상품목을 원료농산물 기준으로 확대⋅재정립시키고, 수출입 원

료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기준을 검토하

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표시제도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개선되

기 위해서는 범 부처차원에서 관련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시제도의 개선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소비자 의견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 고발 및 

상담 창구 개설이 요망된다.

  정부는 기초 법안 및 제도 마련, 민간인증기관 지도, 사후관리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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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증관리업무는 민간인증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시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식품표시 감시 및 지

도 담당부서 설치, 과학적 검증기술 확립과 식품표시 조사전문가 양성, 식품

관련 부처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생산단계 시행기반 조성과 유통기반 확

충, 표시 크기 및 표시위치 등 표시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지속적인 교

육과 홍보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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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 소득안정 방안 연구

연 구 자: 박동규,  임송수,  김배성,  김혜

연구기간: 2004. 6 ∼ 2004. 12

1.  연구 목적

  쌀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쌀농가의 소득 및 경 이 안정될 수 있는 정책수

단을 제시하여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협상에서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정책 간 상충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본 연구의 2차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목적이므

로 연구진 간의 업무협의회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내용에 반 하 다. 정책토론회는 서울 1회, 지방 6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 의견을 수렴하 다. 

  미국, EU, 일본 등의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프로그램을 문헌조

사를 통하여 검토하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지급단가 결정방식, 대상 농지 및 

농가, 지급 조건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 다. 

  쌀협상 결과 예상 쌀가격은 내부자료인 KREI-ASMO 분석결과 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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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참고하 다. 

3. 연구 결과

  소득안정 대책은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지지 목표수준을 예시하고 

쌀가격 하락 시 당해년도 가격과의 차이를 농가에 고정 및 변동직불 형식의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일정기간(3∼5년)마다 국제가

격 및 농가소득 동향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조정하여 예시하되 법률로 정

하여 이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WTO 규범 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허용보조(green box) 형식과 감축대상

(amber box 또는 blue box) 형식을 혼용한다. 쌀가격에 관계없이 단위면적 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그린박스형식의 고정직불 수준을 설정한다(현행 논농

업직불제의 변형). AMS와 블루박스 허용 한도 내에서 쌀가격에 연동되는 감

축대상 형식의 변동직불수준을 결정한다(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강화).  

  기준 가격은 농가가 벼(또는 쌀)을 시장에 판매하여 취득하는 시장가격 외

에 논농업직불금과 약정수매제의 소득효과를 포함시켜 농가의 실제 수취가

격을 반 하도록 한다. 미국이나 EU에서도 가격지지정책을 소득정책으로 전

환하면서 기존의 가격지지 효과를 소득정책에 반 하 다. 최근 연도의 시장

가격, 논농업직불금, 약정수매효과를 더하면 정곡 80kg당 17만원 수준이 된다.

  논농업직불금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별 지급액을 가중평균 후 물량 기

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03년도에 논농업직불금 대상 면적은 91

만ha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비중은 각각 68.5%와 31.5%이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각각 53만 2,000원과 43만 2,000원이고 단수는 10a당 

441kg이었으므로 80kg당 소득효과는 9,080원 수준이다.

  정곡 80kg당 약정수매효과는 “직접소득효과÷총생산량(가마/80kg)”로 계산

하며, 수매의 직접소득효과는 등급을 고려한 조곡 40kg 당 수매가격과 산지

가격(조곡) 차이에 수매량을 곱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도 수매대

금이 1조 5,635억원, 수매량이 2,606만 가마(조곡 40kg), 총생산량 5,564만 가

마(정곡 80kg)이며 조곡 40kg당 수매 및 시장가격은 각각 59,988원과 54,3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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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정곡 80kg당 소득효과는 2,641원이다. 

  기준 단수는 연도별 변동이 심하므로 최근 5년(1999∼2003년) 단수에서 최

고․최저 수준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단수 488kg/10a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단수를 적용하면 생산을 자극하여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도 기준 단수를 설정하 다.

  소득지지를 위한 목표가격은 기준년도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여 경 안정

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 연도 가격이 유지되어도 실질가격은 하

락하지만 실질소득 하락 부분은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고정직불 지급 단가는 2003년도 수준의 논농업직불제 지급 단가로 고정하

며, 대상 농지는 논농업직불제 적용 대상 농지(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로 설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변동직불 지급

단가는 목표가격에서 (시장가격 + 고정직불 지급 단가)와의 차이로 하며 대

상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마찬가지로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

된 농지로 고정하되 농가 자가식량용 재배면적(0.1ha)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지급 조건으로 벼 재배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공급과잉 현상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년도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조건으로 생산

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별 대상 면적 중 상한선을 철폐(현행 논농업직불제 상한선 4ha이며, 

소득보전직불제는 면적에 비례)하여 대규모 농가의 경 안정을 도모하고 규

모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대상자를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면 생산과 연계되는 문제점은 있으나 

대농가의 경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소득보전 지급액이 소유자에 이전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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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농기계
지원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강창용,  권태진,  고 욱

연구기간: 2004. 6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농업 자생력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북농기계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남북 교류의 

일반적인 절차와 남북 교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한 접근 관점을 정립하고, 다

음으로 농기계를 포함한 대북 농업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 다. 이를 위하

여, 민간지원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 다. 이를 통해 대북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었다. 또

한, 북한의 농기계 생산과 이용실태, 남한과 농기계 성능 차이 등을 조사하

고, 농기계 소요량을 파악하 다. 또한, 북한 내 농기계생산시설의 설치문제

와 개성공단의 농기계생산기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입주신청기업 등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농기계지원 방안과 향후 방향을 도출하 다. 

3. 연구 결과

  연구개발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의 기본



42

전제인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농기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간중심의 교류가 필요하다

고 여긴다. 통일이라는 최종의 지향목표를 전제할 경우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대북 지원자금의 규모, 파급효과, 

집중적 지원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할 경우 소지역 1:1 지역설정과 

집중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칫 우려되는 지원 조직간의 경쟁을 피하

는 방법도 된다. 

  북한 농업기계화 수준과 농법전환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기

계지원 자체만으로 생산성증대와 식량 생산량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다. 농업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종합적인 북한 농업발전 프로그램을 만들

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관련 농자재와의 관계 속에서 농기계지

원(비료, 농약 등)이 이뤄질 때,  즉 농기계와 함께 적절한 비료, 농약, 종자 

등이 뒤따라야 지원효과가 배가된다. 아울러 남한의 2000년대 농업기계 기술

수준인 대형, 정  농기계만의 지원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북한 지리적, 토양

적 성격을 고려한 농법과 그에 합당한 농기계 지원구상이 요구된다는 것이

다. 이밖에도 중고농기계활용, 부품과 수리시설 지원은 농기계지원의 경제성

과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다.

  중요한 실천방안으로 ① 민간 중심⇒ 지방정부와 민간 협조 방식으로 지

원주체 변화, ② 지원지역의 집중과 협의체활용 민관 협조, 농업개발 Program

내 농기계지원, ③ 대북농업 및 농기계 지원 및 협력 추진에서 농림부의 역

할 강화, ④ 지원 기계화 프로그램 작성, 활용 ⑤ 남한 내 중고농기계 활용, 

⑥ 사후봉사 지원, ⑦ 농법전환 고려, 통합농업발전 프로그램 혹은 Project를 

구축한 다음 농기계가 적절하게 지원 등을 제시하 다.

  북한내 농기계생산 기지화나 개성공단의 입주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특

히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농기계생산시설 설치와 농기계 생산 등의 경

제협력사업은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낮은 목표의 실천 가능성이 내재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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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목표설정 방안 연구:
추진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연 구 자: 최지현

연구기간: 2004. 9 ∼ 2004. 11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05년 곡물 등 주요 식량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앞서 

농민, 학계 , 정부,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통해 목표설정의 의의

와 규정요인을 점검하고,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종합 검토하기위해 수

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은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자급률추세 전망, 일본의 식량자급률 목

표설정의 시사점 도출, 자급률 목표설정 의의와 규정요인 정리, 마지막으로 

목표설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로 구성된다.

3. 연구 결과

  식량자급률은 국내 농업생산이 국민의 식품(식량)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곡류자급률은 1975년 79%에서 2003년 51%,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은 같은 기간 73%에서 27%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 는데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0년 칼로리 자급률은 연평균 

2.3%씩 하락하여 2010년에는 4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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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00년 목표설정 이후 4년간 식량자급동향, 정책추진상황, 식량안

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급률목표에 대한 이행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새로

운 소비측면과 생산측면의 과제를 검토한 후 자급률목표치를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 및 소비측면에서의 과제는 종전과 마찬가지

로 바람직한 식품소비생활 실천, 농업생산증대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일본은 자급률제고를 위한 생산측면에서의 정책수단이 한계가 있음을 인

식하고 소비측면의 과제수행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

고 있다. 특히 최근 ｢식육법｣ 제정을 통해 일본식 식생활추구, 균형있는 

양섭취 등 국민 식생활교육을 통해 자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급률 목표설정은 장기적인 식량정책의 방향설정과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제시하는 농정의 가이드라인, 정책지표로 성격을 규

정할 수 있다. 식량자급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적 요인, 기술적 요

인, 소비요인으로 구분된다. 정책적 요인은 국내농산물 수급에 향을 미치

는 시장 시장개방수준과 정책지원과 관련한 예산규모를 말하며, 기술적 요인

은 생산수준에 향을 미치는 농지이용, 단수 및 품종 등이며, 소비요인은 

식생활 개선, 식품폐기량 감축 등과 관련된다. 

  자급률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시각에서 농정에 대한 청사진

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농지이용 관련한 품목별 생산계획, 직접지불 등 농

가소득정책추진 방향 등이 제시된 후에 자급률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타당

하다. 식량자급률 계획은 행정계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계획 자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자급률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여견변화를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목표 수

정이 가능해야 한다.

  식량자급목표는 쌀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 폭에 따라 크게 향을 받게 되

므로 성급한 목표설정은 지양하고, 쌀 재협상과 DDA 협상기간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설정해야 한다. 식량의 생산목표 및 공급목표, 자급률 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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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업계, 학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자급률목표설

정 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이 우선 필요하며, 추진과제별로 심층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 자급률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곡물에 대해 우선 목표치를 설

정하고 후속적으로 육류, 채소, 과일에 대해 목표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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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

연 구 자: 성명환,  이동필,  유승우,  임송수,  김철민,  박문호,  이원진

연구기간: 2003. 4 ∼ 2003. 4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WTO/DDA 협상이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타결 이후 국내 인삼산업 발전방향과 실행 가능한 경

쟁력 제고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WTO/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협상타결시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위하여 인삼수급모형을 개발하

다. 또한,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특성, 관련제도 및 행정체계, 인삼의 소

비․생산․가공․유통․수출입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 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 경작규모, 국제경쟁력 수준을 분석하

다. 인삼산업 부문별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인삼 및 인삼제품 소비촉진 방

안, 인삼생산비 절감 방안, 인삼가공산업 육성 방안, 인삼유통구조 개선 방

안, 인삼수출 확대 방안, 수입관리 방안, 인삼관련제도 개선 방안을 정책대안

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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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WTO/DDA 협상결과 선진국 대우를 받아 인삼수입 개방 폭이 커지고 이행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13년도 우리나라 인삼 

생산량은 11,940톤으로 줄어들고 수입량은 4,054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었다. 자급률은 90.4%, 생산농가호수는 15,729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WTO/DDA 협상타결은 인산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인

삼생산농가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적절한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생산비절감과 유통마진 축소를 통해 신규 식

재면적과 소비가 확대되어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정책효

과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생산량은 14,202톤, 재배면적은 11,089ha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수입량은 3,213톤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생산농가수

는 노령화에 따른 경작자 감소, 규모화와 전문경 체의 육성으로 인삼경작 

농가수는 약 12,000호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의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앞으로 구입의향을 조사한 결과 수삼

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의향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늘이는 비중은 

23.4%인 반면 줄이는 비중은 3.3%에 불과하 다. 홍삼은 현 수준 유지 의향

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늘이는 비중은 14.1%, 줄이는 비중은 7.0%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추정한 2013년 수삼 소비량은 

8,487톤, 홍삼 소비량은 4,214톤(수삼기준)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산 인삼의 수입가격과 우리나라 인삼 생산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아 현재의 세한 경 규모로는 생산비를 절감

하는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평균 생산비용을 고려한 적정 

경작규모는 6ha, 인삼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차감한 순수익과 수확규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

는 4ha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삼전업농의 경작규모는 4ha 이상

으로 규모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삼유통량의 대부분이 금산인삼도매시장을 통하여 유통되지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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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성 낮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 단계가 복잡하며, 

유통마진율도 높은 편이다. 또한, 농가판매가격과 도매가격간의 인과성 분석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도매기능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

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홍콩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수입가격은 중국삼

의 10배, 화기삼보다는 3∼8배 높고, 홍삼의 도매가격은 중국산의 12배, 화기

삼보다는 7배 높다. 홍삼의 소매가격은 중국삼의 5배, 화기삼보다는 1.2배 높

게 판매되고 있어 가격경쟁력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인삼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2년 한국의 4년근 인삼생산비는 10a당 10,375천원이지만 중국의 4년근 

생산비는 2,213천원으로서 한국의 평균 생산비가 중국보다 4.7배 높은 실정

이다. 한국산 수삼의 농가판매가격과 도매가격은 중국삼에 비해 각각 2.85배, 

4.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인삼시장이 확대되고 관세가 내려간다면 수

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삼산업발전대책은 저가의 인삼수입에 대응하여 국내시장에서 생

산기반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외에서 고려인삼의 수출시장을 유지․확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농림부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유통구조개혁으로 인삼유통의 활성화, 인삼가공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증대, 수출확대로 고려인삼의 해외명성 회복, 연구

기능 강화로 인삼산업육성기반 조성, 관련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되 종합적인 인삼산업육성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 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인삼이력제도의 도입과 시스템 구축, 청정인삼

생산특구의 조성, 전문인삼경 체의 육성, 인삼 클러스터의 개발, 인삼자조

금제도의 도입, 인삼검사제도의 개선, 고려인삼연구센터의 설치 및 관련제도 

개선과 행정추진체계 정비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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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중장기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 
방안 연구

연 구 자: 성명환,  이동필,  임송수,  이원진

연구기간: 2003. 4 ∼ 2003. 4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해외인삼시장의 동향과 시장잠재력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각국

의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수출업체에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 인삼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인삼수입국의 수입환경

과 고려인삼의 해외 진출여건을 조사 분석하 고, 이러한 동향분석을 통하여 

고려인삼의 차별화, 해외 수출마케팅 전략의 수립, 해외시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각국의 건강식품 소비성향과 인삼소비 실태, 안전성 

관리 실태, 잠재구매력, 인삼수입 관련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 다. 세

계 18개국의 인삼 소비와 생산, 수출입, 관세율, 관련제도 등에 대한 현지조

사를 실시하고 계량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삼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

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권역별 수출 장애요인 분석과 대응방

안, 수출국가 다변화 및 다양한 수출상품개발 등 고려인삼의 차별화 전략방

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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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2001년의 세계 인삼생산량 규모는 70,000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중국이 전체의 약 75%인 52,168톤, 한국이 약 19%인 13,215톤으로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2,483톤, 2,052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삼생산비는 4년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kg당 평균 생산비가 21,317원으

로 최고 수준이다. 이는 생산비가 가장 낮은 중국의 6배에 해당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2001년 홍콩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우리나라 홍삼의 도매가격은 kg당 955 달러로 중국산의 12배에 달하며, 미국

과 캐나다의 화기삼 수준보다 7배나 높다. 홍삼의 소매가격도 중국삼의 5배, 

화기삼의 1.2배 높게 판매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고려인삼의 높은 품질이 현지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기는 하

지만,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삼의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현상은 승열 작용과 같이 고려인삼의 효

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의약품 등록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폐쇄적이고 비

합리적인 현지 유통체계, 효과적인 판촉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인삼에 수출특화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국내 인삼의 순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

율을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수

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삼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수출 경합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난 홍콩, 중국, 캐나다 등

과 수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예를 들면 시장 및 품목 차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중국이나 홍콩과 나타나는 수입 보완관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들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공략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들은 고려인삼이 최고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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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고려인삼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

이라 단순히 현지의 수입업체를 통한 시장진출에는 한계가 있다. 고려인삼 

가격을 중국산이나 화기삼 수준으로 낮추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

팅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과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한다. 단순

히 뿌리삼 뿐만 아니라 비교적 수요가 많은 가공제품 쪽으로 품목을 다양화

하면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 성장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및 라틴계 시장을 중점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전체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 구매력도 급성

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식품박람회를 통한 시장성, 소비자 

선호 동향의 파악 및 주요 바이어를 접촉할 필요가 있다. 전문전시회는 생산

자 및 바이어들간의 정보교류 및 거래의 장으로서 최근의 시장 및 소비성향 

및 주요 바이어 접촉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식품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하면서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조사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고품질 인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을 유도해야 한다. 외국에서 식품에 대한 품

질기준이 엄격하고 가격경쟁이 심하므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

출확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인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

삼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그 결과의 세계적 공인은 고려인삼의 수출

확대로 직접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인삼제품의 고급화를 위하여 꾸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 길림삼의 품질이 매년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한국산은 중소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품질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시점에서의 진품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려인삼 해외 판매조직의 활성화와 

적절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인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

문점을 확대조직화하고 적절한 유통마진율을 보장하여 우리 인삼수출시장의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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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식품류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분석

연 구 자: 이계임,  최지현,  김민정

연구기간: 2003. 7 ∼ 2004. 7

1.  연구 목적

  절임식품류의 수요는 식생활의 고급화⋅다양화 경향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절임식품류는 채소류 수급과 산지가공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수요 

개발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절임식품류의 국내외 생산현황을 조사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규

명함으로써 향후 절임식품류의 수요를 전망하고, 신제품 개발 기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절임식품류 

수급구조에서는 절임식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생산⋅수출입 현황과 소비구

조를 검토해 보았다. 소비구조 분석에서는 가정내 단무지 및 장아찌의 소비 

추이를 살펴보고, 소비에 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인구 요인을 평가하

다. 절임식품업체의 운  실태분석에서는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원

료조달, 품질관리, 정책지원 등을 조사하 다. 절임식품류에 대한 소비자 선

호 분석에서는 주요 도시 637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절임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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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구매행태, 절임류 선택기준, 품질⋅가격에 대한 소비자 평가, 신제품 

구입의향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절임식품시장 분석에서는 일본의 절임식

품산업의 구조, 수급실태, 소비자 구매행태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 다. 마

지막으로 수요 전망 및 제품개발 방향에서는 절임류 관련 수요를 전망하고,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제품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3. 연구 결과

  절임류 중 단무지는 소득 증가에 따른 나들이 문화 확산과 1995년 이후 김

밥체인점의 빠른 증가 등에 힘입어 연평균 10.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왔다. 오이피클은 피자, 스파게티 등 외식 수요 증가에 따라 1998년 이후 생

산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 다. 단무지가 시판 절임류 생산량의 90%를 점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 오이지가 4∼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단무지 생산업

체는 약 200여개소에 달하며, 이들 업체는 단무지 생산비중이 90%이상으로

서 단무지 생산에 특화된 특징이 있다. 장아찌 생산업체는 수백개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통장아찌 생산업체와 일반장아찌 생산업체로 구분된다. 

절임업체는 매출규모가 10억 이상 업체가 단무지의 경우 30개소 미만, 장아

찌업체는 10개소 미만으로 대부분 세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가정내 소비의 경우 단무지는 평균소득 계층 가구의 지출수준이 가장 높

았으며, 시판장아찌는 소득계층 구분별 지출액 차이가 나타나지만 식료품 전

체에 비해서는 격차가 적은 수준이다. 2002년도 가정내 단무지와 장아찌 지

출함수 추정 결과는 가구주가 고학력인 가구는 장아찌에 대한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적으며, 서울지역 거주가구는 가정에서 담그는 양이 적고 대신 

시판장아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무지의 경우 

어린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추정된 가정내 단무지 소비량과 생산 및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면 단무

지 시장은 120∼135천톤 규모로 이중 15∼20%는 수입산 단무지 원료로 충당

되며, 국내산 공급비중은 80∼8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요처별로 

단무지 공급량의 11∼17% 정도는 가정 내에서 소비되며, 나머지는 외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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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출 등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임업체의 평균가동률은 80%를 상회하며, 생산라인의 자동화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생산부문 종사인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업

체의 제품판매시 가장 어려운 점은 과당경쟁에 의한 마진 감소(44.7%)를 가

장 큰 문제로 지적했으며, 원료조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물량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원가부담이 커지는 경우와 가격 상승시 농민의 계약 파기문

제를 지적하 다. 중국산 절임무는 국내산에 비해 관당 약 500원 저렴하고 

수율도 20% 정도 높아 수익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율이 20% 낮

아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사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절임업체의 주요 요구사항은 신제품개발 기술지원과 운 자금의 저리 지원, 

시설자금 지원 확대 등이었다. 

  소비자들은 단무지를 한 달에 한번 먹는 가구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오이지와 장아찌는 거의 안 먹거나 일년에 서너 번 먹는 가구가 응답소비자

의 절반 이상이었다. 단무지는 가정에서 대부분 김밥용(84.4%)으로 이용되었

다. 가정에서 가장 자주 먹는 장아찌는 깻잎장아찌로 조사가구의 44.7%가 응

답하 으며, 절임 장류별로는 간장에 절인 장아찌 종류를 선호하는 가구가 

65.9%로 대다수를 점하 다. 절임류에 대한 가족구성원별 선호도 조사결과 

단무지와 오이피클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장

아찌나 오이지에 대한 선호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높았다. 단무지의 경우 

대형할인매장(41.7%)과 일반슈퍼(34.9%)에서 포장형태로 구입하는 가구가 많

았으며, 오이지와 장아찌는 반찬가게에서 벌크형태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 다. 

  일본의 절임식품 생산은 연간 110만톤 규모로 절임식품의 총 지출액은 감

소추세이지만 총 식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15∼16%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절임원료 투입량 중 수입산의 비중은 약 20% 정도

로 추정되며, 수입산 중 약 80% 정도가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일본 소비자들

이 절임식품을 선택구매하게 되는 이유는 가족이 선호하기 때문(76%), 안전

한 식품(38%) 등이며, 표시사항 중에서 첨가물 유무와 상미기한에 관심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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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첨가물”, “무착색”, “저염” 제

품에 대한 개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일본내 절임시장 수요가 전통적인 요소

를 지니면서 건강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컨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단무지 수요는 토요휴무제 등으로 여가향유 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며, 가정내 김밥 수요는 식생활의 간편화 경향과 시

판김밥의 고급화⋅다양화 등에 힘입어 상당부분 시판김밥 수요로 대체될 것

으로 보인다. 시판장아찌도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감소에 따라 수요 증가추

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식 수요 확대에 따라 오이피클에 대

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위생적이고 안전한 절임제품 생산을 위해 업체는 자체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는 ISO, HACCP 등 위생생산공정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이 요구된다. 절임식품의 염도를 낮추고, 죽염 

등으로 대체하고, 절임류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국산 원료 사용을 통해 품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차별

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유기농 원료 사용, 전통식품 인증 원료 사용 등을 통

한 고품질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소스는 새콤한 피클맛이나 고추장 바베

큐맛 등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 개발 시 원재료는 더덕, 매실, 도라

지 등 몸에 좋으나 자주 먹기 어려운 재료를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양파, 양배추, 고구마, 당근 등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를 이용한 절임류에 

대한 구입의향은 다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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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농업용 폐 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

연 구 자: 강창용,  박현태,  김난

연구기간: 2003. 7 ∼ 2004. 7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설농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 농자재 가운데 

비닐, 농약병, 농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농업용 폐 농자재의 발생과 농

가처리 실태 등을 검토하고 관련된 제도의 현실 운용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농가배출과 관리제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과 범위

◦ 주요 연구개발내용 

- 국가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 시설농업용 폐자재의 사용과 폐기, 문제점

- 마을 단위 종량제와 시설폐 농자재의 처리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시설폐 농자재 처리

- 효율적 시설폐 농자재의 처리 방안

◦ 연구 범위

- 연구 대상: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기계를 제외한 시설농자재 가운데 비

교적 사용량이 많고 폐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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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폐 농자재 발생: 시설재배농민대상 조사

- 시설폐 농자재의 제도적 처리: 행정기관, 한국자원재생공사

3. 연구 결과

◦ 국가폐기물처리의 문제와 개선방향

- 첫째, 제품을 생산하는 이전단계, 즉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폐기물발

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재활용업체와 제품개

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과 수요 진작책으로 정부조직과 관련 조직, 

민간 등의 적극적인 재활용품의 사용이 필요하다. 셋째, 폐기물의 관리

체계 내 관련된 사람과 조직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모호한 부분을 명확

히 해야 한다. 넷째, 폐기물 소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소

각시설에 대한 규제기준 강화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시설폐 농자재 처리의 개선방안

- 첫째, 환경친화적 시설자재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최소 사용등에 관련

된 기술보급으로 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

째, 시설폐 농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농민들에 대한 적정 폐 농자재의 처리교육 강화와 분리배출, 이물질 

제거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마을 단위종량제에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개선한다. 

◦ 마을단위종량제의 활용 방안

- 시설폐 농자재의 발생 특징을 고려할 경우 마을 단위종량제이외의 수

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분산된, 그리고 지역적

으로 마을과 농가간 차별화된 발생 특징을 고려할 경우 새로운 수거 시

스템을 만들어 운 하기는 무리다. 따라서 마을 단위 종량제를 활용하

되 시설폐자재는 하나의 일시적, 보완적 시스템으로 배출농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은 작목반(혹은 마을 단위 종량제의 책임주체)이 지는 그

러한 시스템으로 정리하고, 도입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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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의한 처리

- 공사에 의한 시설 폐 농자재의 처리에도 법률적, 조직 구성상 문제는 

없다. 다만 공사의 향후 역할변화와 시설 폐 농자재 수거업무의 현실

적 운 상 어렵다. 

◦ 효율적 시설폐 농자재 처리방안 

- 처리책임과 처리비용: 시설폐 농자재를 마을 단위종량제로 처리할 경

우 마을공동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배출하는 시설농가에서 책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배출량이나 배출시기 면에서 개개인보다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 배출방법: 시설폐 농자재는 상시배출이 아닌 일시적 배출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 신고제로 하여 처리내용의 증명과 함께 계획적인 처리가 가

능하게 한다. 

- 마을단위종량제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시설폐 농자재의 수

거 시스템을 도식화하 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 운 을 현재 각 지방자

치단체에서 운 하는 일회성 수거 캠페인과 통합, 운 해도 업무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을단위 종량제와 시설 폐자재 수거내용 비교>

구 분 마을단위 종량제 시설 폐 농자재 수거제

처리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잡 쓰레기) 생활폐기물(시설 폐 농자재)

발생량 소  량 대  량

발생시기 상  시 일  시

처리책임 마을책임자 시설농민(작목반)

처리비용 마을공동 시설농민(작목반)

배출방법 임의 배출 (신고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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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설 폐 농자재 수거 시스템(안)>

지방자치단체

일정장소
마을단위 종량제

수거장소

수거, 처리업체시설농가
작목반

①
배출신고서

작성,제
출

②
수거일

통보

⑥
수거비용

납부

③
배

출

④
계량, 수

거

⑤ 수거확인서 발급

⑤
수거

처
리결

과
보고

⑦
수거처리비용지급

②
수

거
일

정
통

보

(수거내용과 비용 포함)

지방자치단체

일정장소
마을단위 종량제

수거장소

수거, 처리업체시설농가
작목반

①
배출신고서

작성,제
출

②
수거일

통보

⑥
수거비용

납부

③
배

출

④
계량, 수

거

⑤ 수거확인서 발급

⑤
수거

처
리결

과
보고

⑦
수거처리비용지급

②
수

거
일

정
통

보

(수거내용과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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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1차년도)

연 구 자: 허 덕,  임성진,  김현중 

연구기간: 2004. 5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인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 

생산 연구” 중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목

적으로 하며,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10년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는 해당 연구는 바이오 장기 시장의 현황과 전망 분석, 바이오 장기 생

산 무균돼지 개발에 의한 사회적 후생 추정 모델 개발 및 무균돼지 생산 시

스템 구축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 분석 등과 같이 기초적이며 포괄적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인터넷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최근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국내 장기 이

식 현황과 제도를 검토하고, 제2장에서는 바이오 장기 시장 및 바이오 시장

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망하 다. 제3장에서는 2차년도에서 바이오 장기 대체

에 의한 사회적 후생 추정 모델을 설계를 위하여 장기 이식에 따른 사회적 

후생 추정에 대한 기존 이론 모델을 검토하 다. 제4장 무균돼지 생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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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축의 경제적 요인 분석에서는 2차년도 이후 시작되는 연구목표별 경제

성 분석의 기초 자료를 확보를 위하여 무균 돼지 생산 기술 확립에 필요한 

제 기술의 향 요인들을 도출하 다. 

3. 연구 결과

  2004년 10월말 현재 장기 이식 대기환자 수는 약 6천6백여 명이며, 매년 

환자증가율 1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국내 장기시장은 향후 지

속적으로 매년 160억 원 정도의 추가시장이 생성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2003년말 기준, 장기 이식 대기 환자수가 약 8만9천여 명으로 미국 역시 향

후 15억 달러 이상의 추가시장이 생성 가능하다.

  국내 장기 시장은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대부분

의 장기의 공급은 뇌사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급량은 수요량의 3% 

수준(2003년)에 머무르고 있다. 장기의 주 공급자인 장기기증 뇌사자수는 

1999년이후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수요자인 장기이식 대기자 수

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 수급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국제적으로 바이오 공학 기술의 응용범위의 확대, 기술융합의 심화 및 산

업화의 진전을 통하여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00년 540억 달러정도에서 

2010년 1,540억 달러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5%이상

의 성장을 의미하며, 현재와 같은 발전 속도라면 2008년경에는 반도체 산업 

규모의 약 34%수준에 해당하는 약 1,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규모는 2003년에는 5,393억원 수준이며 현재 그 규모

가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산업분야의 정부 지원은 연평균 46.0%의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전체 R&D 예산의 19.4%를 차지한다. 국내 바이

오산업의 국내 산업에 대한 비중은 1994년 GDP 대비 3.5%에서 2001년 8%

으며, 2003년의 경우 GDP 대비 10%로 증가하 다. 국내의 바이오산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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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모는 2002년 약 1조 5,470억원이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의료산업의 경제성 평가방법에는 비용-효용 분석방법, 비용-효과분석방법 

그리고 비용-편익분석 방법이 주로 많이 사용되며, 그 중 비용-효용 분석방

법은 삶의 질의 측정에 있어서 다른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며, 비용-효과 분

석방법은 금전적 가치를 제외하고 치료의 효과만을 가지고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때 다른 방법보다 우위를 가진다. 대부분의 경우, 비용-효용분석방법

과 비용-효과분석방법은 비용편익분석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해 비용-편익분

석 방법으로 변환 가능하다. 

  바이오 이종 장기 기술을 개발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후생을 측정하기 위

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기에 앞서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이 개념을 고려

하여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며, 현재가치와 할인율을 고려하여 비용과 편익

의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바이오 장기 개발 성공에 따른 편익은 바이오 장기 개발에 따라서 직접적

으로 얻게 되는 편익과 그로 인해 환자가 얻게 되는 편익 그리고 이를 통한 

전체 사회 후생의 증가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편익의 크기는 가상가

치평가법 또는 환자의 지불의사금액 크기, 치료비용 절감액이나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지표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바이오장

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바이오 이종 장기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과 

향후 무균돼지 생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무균돼지의 생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손익분기점 

분석을 사용하 다. 현재까지 국내에 무균돼지 생산 시설이 없어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전적으로 일본에서 무균돼지 

생산시설의 시설비 및 운 비등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일본 KT대학 시설

과 OS 협회시설 KG대학 제휴 JF농장의 시설을 기준으로 고정비와 인건비로 

나누어 시설 간 비용을 분석한 결과, KT시설의 경우 77두까지는 최저비용

(823.8만엔)으로 가능, OS시설은 78두부터 167두까지는 최저비용(772.3만엔), 

KG JF농장 시설은 168두 이후 최저비용으로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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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균돼지 생산 시스템 연구의 경제적 요인 분석을 위한 토대를 세우기 위

하여 각 과제별 연구 연계 체계를 분석하고, 각 과제별 비용측면과 편익측면

분석 기준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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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농업인 교육훈련 평가

연 구 자: 박문호

연구기간: 2004. 10. 1 ∼ 2004. 12. 31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 교육수요에 기초한 농업인 교육훈련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방안을 제시

◦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사업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향후 농업인력육성계

획 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2. 연구내용

◦ 위탁 교육기관의 현황 분석

◦ 기관 평가 항목 검토

◦ 기관 및 프로그램 집단평가

◦ 교육과정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3. 연구범위  

◦ 위탁 기술교육시설에 한함.(지방자치단체 제외)

- 교육기관 총 17개(환경단체 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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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기관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교육비 지원계획에 반

◦ 교육훈련의 개선방안 수립

Ⅱ. 평가결과

1. 평가대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가. 교육기관

◦ 평가대상 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교육기관을 특성별로 분류하면 교

육전문기관 3개소, 일반교육단체 12개소, 환경교육단체 2개소로 구분할 

수 있음.

나. 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은 총 50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을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기술, 생산자, 소비자 교육등 일반교육

은 44개 프로그램, 해외연수는 6개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평가 결과

가. 평가 의견

◦ 금년도 평가는 예년과 달리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유형구분 없이 일

괄적인 평가를 실시하 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예를 들면, 기초교육분

야와 심화교육분야간, 자발적인 교육수요가 뒷받침되는 교육분야와 그

렇지 않은 분야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교육추진은 기초교육분야, 심화교육분야, 해외연수등 연수분야등

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교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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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원단가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의 추진도 기초교육분야의 경우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현지교육으

로 추진하고, 심화교육은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적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프로그램 교육방

법 및 내용의 실효성을 제고 해 나가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쌀전업농 교육의 기초교육은 기반공사 지부가 시․군의 협

조 하에 지역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의 리-더를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은 기반공사 교육원에서 담당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단체의 기초교육은 품질관리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환경농업

단체는 사무국의 주관 하에 산하 기관별로 전문교육과정으로 추진.

◦ 심화교육부문은 교육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로서 “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을 도입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비교적 민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친환경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는 농업인 교육 이라기보다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상당부문 잔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다른 차

원(농소정사업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함. 

- 예) 4-H 교육, 친환경 소비자교육 등

나. 평가의 적용

◦ 본 조사는 조사표, 관련서류 검증, 교육생 및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 교육비 배정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적용은 종합평가 전체 순위 상․

하위 20%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하되, 별도로 개별 프로그램의 가운데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교육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조치

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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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연구

연 구 자: 박문호,  유승우,  전창곤,  허  덕,  박 구

연구기간: 2003. 5 ∼ 2004. 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WTO/DDA 농업협상에 의한 농산물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 한-칠레간 자

유무역지대(FTA) 타결에 따른 포도산업 향,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

에 따른 수출입 향,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변화 등 세계의 농업환경 변화는 국내의 농업․농정에 커다란 향을 미치

고 있으며 지방의 농업․농정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따라 농촌지역

의 삶의 질, 개별 농산물의 경쟁력 수준, 농가의 소득 수준 등에 차이가 나타

나고 있어, 자치단체의 지역농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거창군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하에서 

군 전체 및 각 읍․면이 처한 농업․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

성을 면 히 파악하고 지역 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전체를 총

괄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project인 희망21 ! 선

택과 집중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계획 수립하

여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21C 거창농업․농촌의 비젼과 발전전략을 제



68

시하고, 둘째, 부문별 세부과제로서 거창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의 선택

과 집중 육성 방안, 친환경 농업의 육성방안, 농촌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

개선방안, 생산기반정비 및 농업인력의 육성방안을 제시하 으며, 셋째, 세

부과제에 대한 2010년까지의 중장기 투․융자 추진방향을 제시하 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제1부에서는 거창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개발수요 조사, 농업인 의식조사, 전문

가조사를 토대로 한 거창군농업의 SWOT분석을 통하여 거창군 농업․농촌

의 비젼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 다.

  둘째, 제2부에서는 부문별 발전전략으로서 부문별 실태조사와 전문가 진

단, 외부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특화농업의 육성,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의 증대방안, 친환경 농업의 육성, 그린투어리즘, 농업인력 및 생산기

반의 정비방안을 제시 하 다.

  셋째, 제3부에서는 거창군 농림예산, 중앙정부의 투융자 계획, 거창군 종합

계획등 상위계획의 검토를 토대로 투융자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단

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가. SWOT 분석 결과

  거창 농업․농촌의 SWOT분석 결과 거창 농업․농촌의 강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적 특성상 고원지대이며 발원지에 해당하여 고품질, 친환경 입

지를 통해 청정 농축산물 생산의 적지이며 고랭지 특화작물의 재배에도 용

이하다. 둘째, 수승대, 월성계곡 등 풍부한 문화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주변 역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의 관광지가 분포되어 있어 대구, 

부산, 대전 등 배후도시의 잠재적인 관광수요가 큰 지역이다. 셋째, 경남 서

북권의 교육중심도시로서 교육열이 매우 높아 우수한 인적자원기반을 보유

하고 있어 정예농업인력 배출이 유리하다. 넷째, 경남서북부의 중심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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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및 물류 거점기능의 수행이 가능하고 최근 개통된 대전-진주간 고속도

로 개통을 통해 보다 원활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거창 농업의 약점 및 예상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세 분산적인 필지가 많아 규모화 농이 곤란하며 밭기반정비도 취약한 

수준이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편이

다. 셋째,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이에 대한 개발이 미흡하여 관광소득 창출이 

미약하다. 넷째, 오폐수처리 시설이 미흡하고 도로 및 농로가 매우 취약하여 

생활기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거창 농업․농촌의 기회요인은 첫째,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중시되는 최근

의 경향으로 보아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관광소득 증대

가 기대된다. 둘째,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은 이 지역의 통과여행객 및 

주말관광객 유치를 유리하게 해주고 농산물 수송시간의 단축을 통해 품질차

별화를 수도권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수요 증대로 거창지역의 청정 이미지 부각이 장기적인 농산물의 품질경

쟁력으로 발전될 것이다.

  반면 거창 농업․농촌의 위협요인은 첫째, WTO, DDA 및 FTA협상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 압력과 둘째,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원예특작물 수입 증

대로 주산지 기능에 향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관광자원을 자칫 난개발 

할 경우 청정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된다.

나. 거창 농업․농촌의 비전구상

  거창 농업․농촌은 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을 대표하는 얼굴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철저히 브랜드화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거창의 관광 

및 청정 이미지와 부합될 경우 지역농업 발전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지대별, 권역별 특화작목 개발을 통해 전문화된 산지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물류센터 구축 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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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전 달성을 위한 농업발전과제

  얼굴상품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생산기반의 확충과 경지기반정

비, 품종, 작형, 비배관리기술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가공시설

의 확충으로 주산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브랜

드 개발 및 철저한 사후관리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행정의 홍보역

량을 집중화하고 주산품인 사과의 테마단지 조성과 이와 연계된 해외시장 

개척 및 농산물 수출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권역단위를 설정하여 특화작목을 선정․육성함에 있어 자연, 토양, 지형, 

생활권, 생산품목, 교통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권역 설정하고 권역별 읍면

단위의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산품 육성

을 위한 특화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농촌관광과 연계된 농산물직거래 체계

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유통효율 증진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의 핵심은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 확

충과 운  개선을 통해 각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된 가공공장 육성이이다.

  친환경 농업의 육성의 경우 지속적인 친환경 재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재배 단지의 조성과 확충이 요구된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녹색관광(그린투어리즘)과 

도농교류 추진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관리 및 생태공원화 나아가 농업종합공원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린투어 

프로그램 개발, 농촌 휴양시설의 확충, 얼굴상품 테마단지와 연계한 농업공

원 조성 등이 필요하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주권 개발은 문화마을, 전

원주택단지 조성과 함께 쓰레기처리장,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 농업인들

의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지식농업인 육성 및 농촌여성 고용기회 확대로 이는 지속적

이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며, 현장․사례교육을 

확충하여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각종 학습 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

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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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융자 계획수립

  투․융자 방향은 첫째, 사업주체의 정책의지, 지역파급효과, 지역주민의 

의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 다. 둘째, 재

정자립도가 취약하며, 사업의 국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

앙정부의 투융자 계획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 다. 셋째, 계획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상위계획인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의 틀과 원칙을 준용하 다. 

넷째, 본 계획이 장기계획이므로 실시기간 중 관련 제도 및 정책방향 등 투

자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축성 있게 포괄적인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 다.

  투자사업의 선정기준은 첫째, 각 사업부문별로 제시된 프로그램을 효율성, 

형평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추진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

으며, 둘째, 투자수요조사 우선순위와 군의 역점사업 선 고려, 셋째, 전문가 

진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설정된 사업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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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연 구 자: 전창곤,  박재홍

연구기간: 2003. 10 ∼ 2004.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WTO체제로 대변되는 수입개방에 따라 국내산 과실류들은 수입과실과 경

쟁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국내외 농업환경과 국내 농산물 시장구조의 변

화, 소비자 기호변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제주 감귤산업은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 상태에 직면하 고, 또한 현재의 감

귤산업은 소비자 또는 소비지 지향적 유통전략을 수립․운용하지 못하고 있

어 급변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비증대와 새로운 시장개척

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감귤산업이 국내외 농업 및 유통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중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귤유통을 둘러싼 대내외 환

경 분석과 함께 소비지 유통체계의 심층적 분석과 진단을 포함한 다각적이

고 종합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감귤산업의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 소비지 감귤유통체계

의 분석과 진단, 소비자의 감귤 기호분석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함으로써 감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

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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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을 다룬 장에서는 국내 주요 과실류의 생산 및 유통 구조 분석, 가공현황 및 

시장분석 및 수급조절 정책 및 그 특성 분석을 행하 고, 소비지 유통구조 

분석을 다룬 장에서는 소비지 유통체계 변화와 감귤유통의 특성, 감귤 유통

경로 분석, 유통기구 및 유통단계별 거래형태 및 전망, 소비지 유통기구 및 

상인의 감귤거래 의식조사, 그리고 감귤류 수입 및 유통실태를 분석하 다.

  소비자 기호분석을 다룬 장에서는 소비지 감귤수요 분석, 과실류 및 감귤

의 소비형태 분석, 감귤 상품화 및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니즈분

석, 그리고 감귤 수출시장에서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분석하 다. 끝으로 감

귤산업 SWOT분석을 바탕으로 감귤산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판매시

장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 다.

3. 연구 결과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생활의 고급화에 따라 과일수요 및 생산증대로 농

업에서 차지하는 과수산업의 비중도 변화하 다. 2002년 품목별 비중은 사과 

24.4%, 포도 21.3%, 감귤 17.0%, 배 13.6%, 감 12.6%, 복숭아 6.5% 순인데, 감

귤의 경우 1995년 이후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추세

로 전환되었다. 

  UR 이후 1997년까지 전체 과수재배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으나, 1990

년대 후반 가격하락과 소비정체로 재배농가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1980

년 이후 과수농가의 경 규모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경

면적은 0.7ha 수준으로 매우 세하며, 1ha 미만 농가가 68%를 차지하고, 

2ha 이상 농가가 4%에 불과한 상태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과일은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으나, 1998년 이후부터 복숭아와 

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배면적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감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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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까지 재배면적이 지속적인 증가추세 으며, 1996년 이후에는 25∼26천

ha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매년 변동이 크게 나고 있으나 전체

적으로 근소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판단하는 좋은 감귤의 조건에서 맛 요인이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고, 감귤을 취급하는 중간상인이 느끼는 현재 출하되는 감귤

의 문제점은 대부분 ‘낮은 당도’, ‘저당도, 고산도’ 등 맛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감귤을 취급하는 중간상인이 느끼는 감귤의 소비증

대를 위한 개선점 역시 고당도를 포함한 맛이 좋아져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귤을 취급하는 도매상들은 전반적으로 감귤 구매시 고려사항으로 ‘맛’ 

요인 다음으로 ‘신선도’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성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어 소비자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감귤을 취급하는 일반소매상이 생각하는 좋은 감귤의 조건이나 현재 출하

되는 감귤의 문제점 인식에도 신선도 관련 사항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

나, 안전성 확보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대형할인점의 인식감귤 구입시 고려사항 역시 ‘맛’ 요인 다음으로 신선도

가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성 여부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일반소매

상이나 도매상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대형점포들이 생각하

는 좋은 감귤의 조건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맛이 좋은 것’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안전성의 확보 여부가 향후 대형점포의 감귤 구매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전반적인 가격하락과 함께 감귤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의 양극화

와 더불어 감귤의 소득타력치가 최근 들어 음의 부호를 보이는 등 앞으로 

오렌지관세 감축과 함께 소비자의 감귤 수요는 더욱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되

는 가운데 보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 한 종합적인 감귤산업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제주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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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대표상품으로서의 얼굴상품으로 개발하고 명품화 하기 위하여 로 고당

도의 맛 좋은 고품질 감귤 생산, 차별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경

의 안정성 추구와 규모의 경제 추구, 광역단위의 공동브랜드화 추진과 브

랜드 로얄티 형성 등이 대책이 필요하다.

  감귤산업의 친환경 산업화, 안전산업화, 청정산업화를 위하여 친환경․유

기농 감귤단지의 육성, 표준 재배 및 관리기술의 모델구축과 보급, 철저한 

상품화 및 유통관리 기준제정과 운용, 품질관리인증 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자 지향적 상품개발을 위해서

는 소비자 관점에서 인식하는 품질마인드로의 변화 , 세분시장의 수요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및 전략, 식생활의 외부화와 외식 및 단체급식 확산에 대응한 

상품개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거래처와 유통채널에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거래기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유통활동의 공동화와 조직화 시스템 구축, 공동선별, 공동

출하, 공동계산제 도입과 공동브랜드화 추진, 유통채널별 상품․가격․유통

전략의 차별화, 전자상거래 등의 기반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귤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감귤산

업에 대한소비자의 인식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감귤산업을 매개로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 감귤의 생산, 유통, 

교역, 전시․홍보, 교육 등 관련 시설이 일정한 공간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각 시설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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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  방안

연 구 자: 전창곤,  조명기

연구기간: 2003. 11 ∼ 2004. 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울산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유통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외부 및 유사시장의 

의존율이 높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효율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데 한계

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울산지역은 1차 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농산물이 외부로부터 반입되고 있어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울산지역은 도시화․산업화 및 농

수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절

한 유통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농수산물 구매패턴 및 소

비성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체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울산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

장과는 그 기능과 운 시스템이 차별화된 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여 보다 경

쟁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의 도소매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건설에 있어

서 울산지역의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실태와 문제점 파악, 종합유통센터의 

적정 컨셉 및 기능설정, 필요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와 기능분석, 종합유통

센터의 관리 및 운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울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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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 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종합유통센터 건설․운  기본계획

  울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컨셉은 첫째, 기존 유통시설과 차별화된 신

개념의 소비지 종합유통시설이다. 둘째, 울산지역 농산물의 종합적 상적 및 

물류기지이다. 셋째, 종합적 물류기지와 연계한 보완적 기능의 복지시설이다. 

  울산 종합유통센터의 업태는 기존 유통체계의 운 실태, 권역내 도소매유

통구조의 변화전망, 소매업체 및 소비자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물류 및 상

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소매 종합물류업태가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된다. 도매물류 기능의 경우 완전한 가맹점 형태의 도매배송회사 

형태보다는 도매배송형태와 현장도매의 복합적인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매물류 대상품목은 청과물, 축산물, 곡물류, 가공식품류를 주요 

취급 품목으로 하는 한정상품 도매기능의 식료품 도매물류회사 형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사업초기 경 위험성 감소, 지속적인 사업성 확보, 권역내 소비자의 

소비편의 확보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일정규모의 직판소매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울산농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종합유통센터의 각종 물류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출물류 기능을 종

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울산 종합유통센터는 향후 전자상거래의 확

대에 대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울산 종합유통센터는 산지로부터 농수산물을 확보하여 원형농수산물 

형태로 도매배송이나 소매직판하는 기능 외에 구매한 농수산물을 소매업체

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종합유통센터 브랜드로 최종상품화

한 후 거래처에 도매배송, 현장도매 또는 소매직판할 수 있다.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분산권역은  3개 권역으로 구분하 다. 제1

권역은 종합유통센터와 인접된 울산시 도심부 지역으로 북구, 중구, 남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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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이며, 동 지역은 인구가 집되고 도매유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

여 상권적용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권역은 종합유통센터와 인접

지역이지만 역시 도매 및 소매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외부 의존율이 높고 도

시화가 진전된 울주군 전체 지역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3권역은 울산시를 제

외한 지역으로 종합유통센터 개장 시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울산 종합유통센터의 도매물류 대상업체는 중규모의 종합소매점인 비조직

화 수퍼마켓, 자체 물류센터가 없는 체인본부 및 체인본부의 가맹점, 중대형 

독립할인점이 적합한 대상 업체로 판단된다. 소매직판 사업의 주요 고객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일반 소비자가 전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산 종합유통센터의 운 주체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 주체로서 고려될 수 있은 현실적인 대안은 중앙회 단

독, 중앙회-지역조합 컨소시엄, 중앙회-지역조합-지자체 컨소시엄 형태가 있

다. 중앙회 단독으로 운 주체가 되는 경우 기존의 분사형태보다는 중앙회의 

운 자회사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유통센터 거래량 및 시설규모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취급물량 추정은 2010년을 기준으로 각 권

역별 인구, 농산물소비량, 권역별 상권적용비율, 유통센터경유비율을 고려하

여 추정하 다. 취급물량 추정식은 1인당 소비량×상권 인구수×상권 적용비

율×종합유통센터 경유율로 나타낼 수 있다.

  유통권역별 2010년 추정인구는 제1권역 1,074.6천명, 제2권역 216.1천명, 제

3권역 846.2천명으로 추정되었다. 권역별로 상권적용 비율을 고려한 잠재적 

종합유통센터 이용인구는 세 개 권역을 합하여 총 1,670.6천명으로 추정되었

다. 권역별 종합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잠재적 인구수 추정을 위한 상권적용 

비율은 제1권역 100%, 제2권역 80%, 제3권역 50%로 설정하 다. 권역별 종

합유통센터 이용 잠재적 인구는 제1권역 1,074.6천명, 제2권역 172.9천명, 제3

권역 423.1천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1인당 소비량과 인구전망치를 고려하여 2010년 상권별 농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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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비량을 추정하 다. 2010년 권역별 총 농수산물 연간소비량은 1,169.5

천톤으로 추정되었다. 권역별 농수산물 총소비량은 제1권역 588.1천톤, 제2권

역 118.2천톤, 제3권역 463.1천돈으로 추정되었다. 종합유통센터의 유통권역

별 상권 적용비율을 고려한 연간 농수산물 총소비량은 914.3천톤으로 추정되

었다. 2010년의 권역별 농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제1권역 588.1천톤, 제2권역 

94.6천톤, 제3권역 231.6천톤으로 추정되었다.

  울산 종합유통센터의 상권 적용비율을 고려한 권역별 농수산물 소비량 추

정치를 근거로 하여 부류별 종합유통센터의 경유율을 이용하여 예상 취급물

량을 추정하 다. 부류별 경유율을 청과물 35∼40%, 기타 부류 20%(수산물 

25%)로 설정하고, 여기에 소매직판부문의 거래대상인 예상 생필품 소비량을 

고려하여 추정하 다. 이상의 방법으로 2010년 종합유통센터의 농수산물 예

상 취급량은 254,498∼277,409톤으로 평균 265,954톤으로 추정되었다. 부류별 

예상 취급량은 곡류 55,263톤, 채소류 134,191톤, 과일류 37,652톤, 육류 20,265톤, 

수산물 18,585톤이다. 그리고 유통권역별 예상 취급량은 제1권역 171,601톤, 

제2권역 26,790톤, 제3권역 67,565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필품과 식자재 등 

공산품을 포함한 총 취급물량은 약 316,0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예상취급물량과 수출처리물량을 고려한 적

정한 시설규모는 11,850평으로 추정되었다. 시설별로는 판매시설 7,150평(연

면적 60.3%이상), 필수지원시설 1,737평, 기타지원시설 2,963평으로 배분되었

다. 전체 시설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판매시설 60.3%, 필수지원시설 

14.7%, 기타지원시설 25.0%이다. 판매시설의 경우 집배송장 4,100평(옥외집배

송장 포함), 직판장 3,550평으로 배분되며, 판매시설 면적 중 57.3%가 도매사

업에 소요되는 집배송장 면적이며, 나머지 42.7%가 직판장 면적이다. 직판장 

중 농수산물 판매에 필요한 면적은 2,400평으로 전체의 67.6%이며, 가공생필

품에 필요한 면적은 1,150평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다. 부류별 직판장 면적

은 농산물 1,200평, 축산물 350평, 수산물 350평으로 배분되었다.

  필수지원시설의 면적은 총 1,737평으로 예냉시설 222평, 저온저장시설 495

평, 소포장 및 가공시설 570평, 냉장․냉동창고 160평, 식품가공시설 1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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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고 100평, 품질검사실 40평으로 배분되었다.

  사업이 활성화되는 2010년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 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시설규모 및 취급물량 대안별로 320∼43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 37∼50명, 비정규직 135∼180명, 용역인력 115∼15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인력운용은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계약, 파트타임 및 아웃

소싱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

규직의 구성은 사업지원부에 45∼50%, 도매물류부 25%, 직판소매부 25% 배

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종합유통센터 사업전개 방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사업활성화 요인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

수한 품질의 상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안정적 고정출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울산지역과 전국 주요 품목의 전국 주산단지의 작목반, 농조합법

인, 지역농협 등을 전속 출하조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유통센터가 취급하는 품목중 대량품목의 경우 주산지 거점 출하조직

과 연계한 안정적 물량확보가 조기 사업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초기단계에서는 능력있는 산지수집상을 이용하여 우수품질의 

상품을 확보하면서 점차 대규모 산지유통기구와 계약을 통한 구매를 증대시

키는 것도 중요한 구매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량품목의 경우 초기

단계에는 구색 갖추기를 위해 도매시장 구매도 필요하나, 중장기적 전국의 

종합유통센터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료육 확보방법에는 산지 직접구매, 지역축협 및 농조합법인 구매, 공

판장 구매, 축산물종합처리장 구매방법 등이 있다.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경우 기존 LPC와의 제휴(계약)를 고려할 수 있다. 지역축협 및 농조합법인

의 경우 법인과 제휴․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

급육 및 품질의 균일성 확보, 유통비용 등의 장점이 있으나, 가격결정, 구색 

갖추기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축협공판장 또는 도매시장의 경우 공판

장과 전략적 제휴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법은 안정적 원료 확보, 구색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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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수수료의 탄력적 조정, 거래공정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으나, 상품의 

균일성 유지 곤란, 브랜드육 생산한계 등의 단점이 있다. 산지거래(가축시장, 

계약출하)의 경우 산지수집상과의 협력으로 가능하나 물량의 안정적 조달 

및 육질의 균일성 유지가 어렵고, 과다한 유통비용 소요가 우려된다. 

  곡물의 경우 생산자인 농민의 곡물 판매처는 정부 혹은 농협의 수매를 제

외하면 RPC(산지농협), 민간도정업자, 산지수집상, 도․소매상, 기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유통센터의 곡물 구매처는 이들 농가 판매처 외에 양곡

도매시장과 정부공매곡 등이 있다. 종합유통센터 곡물사업 부문은 취급곡물

의 품질균일성 유지와 안정적 확보 여부에 의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 확보는 주요 대중품목의 경우 산지위판장과의 직접거래가 가장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위판장의 대규모 중도매인이나 산지수집상과

의 계약이나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소량품목

의 경우 구색차원에서 품목에 따라 소비지 도매시장과 산지위판장을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유통센터 판매사업의 기본전략으로는 첫째, 도매시장과 차별화된 표

준규격상품의 개발과 취급이 중요하다. 둘째, 도매사업의 다각화에 의한 다

양한 고객확보가 요구된다. 셋째,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와 편의성 추구에 대

한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대고객 물류서비스의 향상과 물류혁신을 통한 비

용절감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고정판매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매선 

확보전략과 함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한 고객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맹점사업과 고객확보 전략이 주요한 요소가 된다. 

  종합유통센터의 사업성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사업전개는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단계별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유통센터의 사업활성화 단계는 초기단계, 확장단

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활성화 단계별

로 취급품목, 구매처 및 구매방식, 판매처 및 판매방식, 소매점 조직화,거래

방법, 머천다이징 등에서 적정방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송은 물류 효율화를 위해 파렛트화에 의한 ULS 도입이 필수적이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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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직접배송 또는 용역배송 등 배송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선

정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하역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필요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보관 및 저장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른 

저장․보관방법의 선정(평치, 선반저장 등) 및  보관형태의 적정화, 상품유형

별, 회전율별, 포장형태별, 출하량별 보관방식의 적정화가 중요하다. 가공․

소포장의 경우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키는(소득계층별, 성별, 연령별) 다양한 

소분포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POS시

스템, EOS시스템, VAN시스템, EDI시스템 등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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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 구 자: 조명기,  전창곤

연구기간: 2003. 12 ∼ 2004. 5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성공적인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효과적

인 제도운용을 위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시행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의 효율적 운

방법 즉 최저거래물량의 추정, 하역업무의 효율화 방안, 효율적 정산시스

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도매인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관리 및 운용방안과 효율적인 시설운용체계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입지특성 및 유통체계를 파악하고, 시장도매인제

의 추진경과와 도입 배경, 시장도매인제의 정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거래제도별 특성 및 장단점 비교, 시장도매인제 도입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

다.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효율적 운 을 위해 시장도매인의 최소 거래물량 추

정, 효율적 정산창구 도입, 거래신고소의 설치 및 운 , 적정 하역업무의 도

입, 전자상거래의 도입 및 활용,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 생산자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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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하 다.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시장 잔여 상인의 처리 등 후

적지 정비 방안,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도매시장 기능 

확대를 위한 취급 품목의 확대 및 추가부지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1) 시장도매인제시장의 효율적 운  방안

  첫째, 시장도매인의 최소 거래물량 취급 수준을 추정하 다. 추정 결과 강

서 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점포당(법인별) 1일 취급물량의 범위는 최

소 10.5톤에서 최대 21.2톤으로 추정된다.

  둘째, 출하자의 출하대금 지불을 위해 시장도매인은 별도의 창구를 이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별도의 정산창구가 필요하다. 

강서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대규모 시장일 경우 제3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으로 대금결제 업무의 공정성 보장과 차별거래 방지 등 자본금 규모가 크고 

시장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산회사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정산회사의 설립시에 자본금 설립비용과 정착단계까지의 초기 운 비용

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한다. 따라서 강서시장 시

장도매인시장의 정산창구의 유형은 시장 참여주체의 선호도와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반 하여 개장 초기단계에는 금융기관 이용방식을 기본으로 정산

조합 관리형태를 추가한 공동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시장도매인은 출하농산물의 반입시에 반드시 거래신고소에 송품장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를 필한 후 하역토록 하고, 사후 신고물량과 하역물량

을 대조하여 물량을 체크한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시장의 물량 반입신고

를 위해 별도의 거래신고소를 설치하며, 시장의 주요 반출입로에 감시카메라

(CCTV)등을 설치․활용함으로써 거래신고소에 물량의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시장은 시장규모와 하역체계의 

유형별 특성 분석, 하역체계의 변화, 하역비 부담률 분석, 강서 도매시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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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역업무 도입 유형 및 참여주체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용역회사 운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섯째, 강서 도매시장의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강서 e마켓플레이스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전자상거래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통주체에게 하나의 통합 

사이버마켓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농산물 유통에서 거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상

대방이 신뢰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주체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설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운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도매시장 운 주체

에 대한 금융신용도, 대금결제, 도덕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제 도입은 

현재의 운 주체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

매시장 신용평가제의 도입은 도입초기부터 미국식과 같은 심층적인 평가제

도 보다는 기존의 도매시장 평가제도에 운 주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일

정 수준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생산자(단체)의 시장도매인 참여 방안은 전국적으로 소량․분산 

생산되어 대량수집이 어려워 도매시장 경매품목으로서 적절치 못한 품목이

나, 적정가격 형성이 어려운 품목, 유기농산물 등 품질 및 가격 차별화 대상 

품목, 생산자(단체)에서 1차 가공되어 출하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도매

시장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시장도매인 법인의 평가 결과 시장도매인의 기능

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탈락법인에 대해서 법인 재선정시 생산

자단체로 입주대상에 포함한다.

(2)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첫째, 시장도매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등포상권의 이전을 촉진하여 근

본적으로 후적지를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여 농산물 도매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지를 없애는 방법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상권 이전 후 기존의 

후적지에서 도매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상권 형성에 막

대한 향을 줄 것이며, 후적지에서의 도매행위는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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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매시장 이전 초기의 발생할 수 있는 업활동의 어려운 점과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혜택은 물론 각종 상활동 규제에 대한 일정기

간 면제 또는 유예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식품 소매기구와 소비자의 식품구매 및 취급패턴 변화, 유통체계 변

화에 대한 식품취급 소매기구의 변화 등으로 도매시장의 취급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취급품목 확대는 관련 상품동 

건설을 통하여 가공식품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도매시장

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물류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확보된 도매시장 부지 

외에 향후 기능 확대와 관련시설의 건설에 대비한 추가적인 부지확보가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확보가 요구되는 부지규모는 확대되는 기능

과 필요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는 최소 20,000평 이상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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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급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도 연구

연 구 자: 최지현,  김민정

연구기간: 2004. 12 ∼ 2004. 2

1.  연구 목적

  본 이 연구는 과실 시장개방에 따라 과실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과수농가의 

급격한 소득하락 충격을 완화하여 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보전직불

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외국의 농산

물 수입에 따른 소득보전직불제도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이다. 우리나라와 일

본은 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통해 수입피해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

다.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직불제도를 설계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 다. 소득보전직불제

도의 설계에는 자격요건, 제도시행요건, 기준단가, 보전비율, 추진절차 등 구

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었다. 

3. 연구 결과

  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대상품목은 관세철폐품목으로 직접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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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시설포도와 참다래로 한정하 다. 대상농지는 FTA 이행특별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과실을 재배한 농지이며, 해당 농가는 재배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농가로서 소유주 기준이 아닌 실경작자기준으로 지원

한다.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은 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 이상이며, 충분조건으로서 가격하락률은 최소한 평년가격대비 20% 이

상이 되어야 하며,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수입 증가에 

의한 가격하락률이 생산증가에 의한 가격 하락률보다 높아야 되며 이들 충

분조건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지원 단가 산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의 

80%를 적용함으로써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하며, 보전비율은 당해

연도 가격하락 폭과 de-minimis 한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기

준단수는 전국 3개년 평균단수를 적용한다. 소득보 전직불 소요예산 추정

(2002년 기준)한 결과 25% 가격차 발생시 시설포도와 참다래 모두 100% 보

전해도 de-minimis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보전

시행요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농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기관 대

표로 구성된 과실소득보전직불심의위원회(가칭)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신

청마감은 7월, 시행여부를 9월 중에 결정하여 10월 전에 소득보전액을 지급

하는 것이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향후 소득보전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

축, 둘째 생산 및 유통정보 구축, 셋째, 과실소득보전직불제 의 대농민 홍보 

극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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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류 거래방법 개선방안 연구

연 구 자: 전창곤

연구기간: 2003. 12 ∼ 2004. 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 유통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

존의 유통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수산물의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수산물 유통관

행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물 거래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와 함께 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의 어려움, 이중경매제

도의 문제점 등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의 노출로 수산물유통에 관한 

독립법 제정 논의도 찬반양론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산물 도매시장이 처한 기능과 유통체계상의 좌

표를 재인식하고, 수산물 도매거래 및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심

층적으로 파악하여 급변하는 수산물 유통환경 하에서 도매시장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거래제도의 개선과 수산물 거래의 

활성화 및 물량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 

◦ 이 연구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수산물 유통환경에 도매시장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산물 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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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장 수산물 거래의 활성화와 물량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수산물 수급구조 및 유통의 특수성

◦ 수산물의 수급동향을 통한 시대별 특성을 1960년대는 자급시대 으며, 

1970년대에는 일부 물량을 일본중심으로 수출한 수출 초기시대, 1980

년대는 제한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을 본격화하 으며, 1990년대에는 

개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 으며, 2000년대부터는 수산물 유통

환경의 급변으로 수산물 유통체계 역시 급변하고 있음. 

◦ 수산물의 공급은 국내생산에서 1970년대 이후 어선세력의 꾸준한 증가

와 어로기술의 발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

원감소와 수요증대로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산물의 수요는 국민소득 증대 및 건강식품으로서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전환 등 소비패턴의 변화 요인 등으로 국내소비는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

◦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1980년 2.3%, 1990년 14.7%에서 2003

년 63.4%로서 급격히 증가함. 

◦ 수산물의 경우 상품의 생산구조, 상품자체가 가지는 특성 및 유통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통체계가 타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

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음.

◦ 수산물은 상품의 생화학적 특성으로 부패성과 변질성이 강하고, 저장

성이 매우 약하여 유통중 감모․폐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높은 유통

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음.

◦ 수산물은 자연조건의 변화, 즉 해황여건에 따라 생산의 불확실성과 계

절성(어기) 등으로 생산․공급의 기복이 심하며, 계획생산이 어려워 수

급조절의 어려움이 있음.

◦ 수산물은 생산물의 종류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품목별․부류별로 

상품 및 유통상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어획대상의 인위적인 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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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으로 규격화와 등급화가 곤란하고 관련 유통조성기능이 매우 미

약함.  

◦ 수산물의 유통의 또 다른 특성은 수산물 부류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

적으로 농산물에 비하여 가격형성의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수산물 유통의 특성으로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접근은 공산품 또

는 농산물 유통과는 거래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의 차별성이 요구되

어지고 있음.

3. 수산물 유통체계 및 문제점

◦ 산지의 경우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양륙시킴과 동시에 산지위판

장에서 1차 경매를 통하여 경락가격이 형성된 후 소비지로 분산시킴.

◦ 소비지의 경우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위판장에서 출하된 상품을 집하하

여 소비지도매시장에서 2차 가격결정 후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분산

◦ 수산물 산지시장은 생산자, 수협, 중매인, 수집상, 가공업자, 물류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출하형태는 산지위판장을 중심의 

계통출하와 비계통출하로 구분할 수 있음.

◦ 수협 산지위판장 중심의 수산물 산지시장 기능은 도매시장 기능과 수

협의 판매사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산지위판장이 소비지 도매시장 규모와는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

소규모 시장이지만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지 도매시장

과 비교하여 제약요인이 노출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 수산물의 약 70% 정도가 산지위판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으며, 여기서 1차적으로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 소비지 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대량으로 수집된 수산물에 대하여 

2차적으로 적정가격과 기준가격을 형성시키고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

행하고 있음.

◦ 소비지 수산물 공 도매시장은 농안법상 몇 가지 운 원칙이 있음.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2003년 수산물 거래실적은 물량기준으로 352,42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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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체 도매시장 거래물량인 6,256,253톤의 5.6%로서 1991년의 9.0%

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수산물 수요

량 및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도매시장 거래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수산물의 유통경로는 유통기관별 구분 외에 상품별 중심에서 보면 크

게 연근해 수산물과 원양어획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 대체로 부류별로 선어, 건어, 패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4. 수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 현행 수산물 유통체계 하에서 산지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는 것은 산지유통시설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위

판장의 시설규모가 매우 세하고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에 있어서 필수적인 유통시설의 

미비로 효율적인 산지 유통체계구축이 어려워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 체계적 유통을 위한 필수시설인 저장․가공시설, 선별․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유통비용증가와 산지-소비지간의 일관적 유통체계 구축이 어

렵고 소비지에서 오염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주요 어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대

부분의 산지위판장이 부류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전문성, 

가공․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산지표준규격화의 전문성, 품목별 거

래규모의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지위판장별로 거래규모 및 시설에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근해 선어․냉동어 중심의 몇몇 대규모 위판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위판장은 거래규모가 매우 적은 실정임.

◦ 현행 수산물의 판매제도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에 의해 1차로 가격이 

형성된 물량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되어 경매되어야하는 이

중경매의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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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의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중도매인들이 현

행 농안법 하에서 생존전략과 최대한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산지 출하

주들과 서로 합의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에 대하여 도매시장법

인이 경매를 할 때 중도매인과 출하주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개별 품

목에 대하여 특정 중도매인만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등의 방법 

이른바 기록상장의 형태로 도매시장 거래가 형성되어 왔음.

◦ 이러한 이중경매의 문제는 산지판매제도가 1997년 9월 이후 의무상장

제에서 자유판매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대중어종인 근해어업의 경우 대

부분 산지위판장에서 1차로 위판되고 있어 농안법 개정 등 거래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소비지 도매시장에서의  2중 경매와 그

에 따른 유통부조리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소비지 도매시

장에서의 상장경매제도의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수산물 거래방법 개선 및 거래활성화 방안

◦ 현재 소비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제도는 농안법을 근간으

로 운 되고 있으나, 상품적․유통상 특성이 매우 다른 수산물이 농산

물 중심의 법체계 하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산물 거래 관련 운 주체간 끊임없는 마찰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수산물 도매시장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법규위반 고리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도매인의 산지수집 행위를 허용하여 도매

법인과 상호 보완․경쟁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산지수집행위를 인정하고 

수탁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수산물 도매거래의 오랜 관행을 일부 인정하

면서 현행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농안법의 내용은 수산물의 상품적․유통상의 특성이 반 되지 

못하고 있어 수산부류의 도매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법과 현실

의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농압법상 수산물 도매거래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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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수산물 도

매거래 뿐만 아니라 가공, 배송, 저장 등 종합적인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지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의 기능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실제로 산지에서 경매가격이 형성되면서 일부 도매시장 기능이 수행되

고 있는 산지위판장 중 거래규모, 시설, 입지 등을 일정기준을 충족하

는 산지위판장을 수산물 공판장 또는 산지도매시장으로의 전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

◦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내 판매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의 물량

증대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 내 판매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거래 수산물의 상품성 및 구매자 만

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냉동수산물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시장 내 냉

동 저장시설의 확충이 매우 주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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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쌀 대응 방안 연구

연 구 자: 성명환,  김태균,  권승우,  강정현

연구기간: 2003. 12 ∼ 2004. 10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산지 및 소비지시장에 대한 농협의 유

통부문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협 RPC의 기능 및 역할 강

화를 통한 농협쌀의 유통경쟁력 강화, 양곡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신사

업모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은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나라 쌀산업에 미치는 향과 

앞으로 양곡정책 및 양곡유통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 다. 이

와 함께 농협의 쌀 판매사업 실적 및 특성분석, 농협 RPC의 경  실적분석

을 통하여 농협 양곡유통의 문제점을 도출하 다. 또한, 우리나라 쌀 소비지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소비지 쌀 유통조직의 발전 방향, 농협의 쌀 확대전

략, 농협 쌀 유통시스템 모델을 개발하 다. 농협의 쌀 유통시스템 모델로서 

통합 RPC 모델, 산지공동마케팅 모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소비감소 등의 향으로 향후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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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무수입물량 등 시장개방 폭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WTO 보조금 감축 등은 쌀 수매제도에 의한 수확기 

물량흡수 및 가격지지 기능은 위축되고, 이를 보완할 산지 민간유통기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쌀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쌀생

산농가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로 국내가격 및 농가소득 하락 등 어려

움이 예상되어 장기적인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은 생산․유통․소

비가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되 식량안보, 농업

의 공익적 기능, 소비자보호, 농가소득안정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양곡정책은 공공비축제를 도입을 전제

로 한 현행 수매제도의 전면 개편,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경 의 규

모화와 6ha 수준의 전업농 육성, 국내산 쌀의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대표 품

종의 육성, 포장양곡 표시제도의 강화, 산지 RPC의 구조조정 및 수익성 제고

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쌀의 산지 취급비율은 2003년 전체 시중유통량의 45%, 소비지에서 

58%를 나타내고 있으나 산지에서 농협쌀은 수확기 원료곡의 고가매입, 고정

투자비의 과다, 수매자금 부담 등으로 인하여 민간사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

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

속도로 증가하고 대형유통업체가 가격 등에서 시장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농협계통조직을 통한 쌀 매출액이 약 2조원에 이르고 있으

나 대다수 판매 창구가 소형이어서 매장경쟁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앞으로 MMA 쌀중 일부가 SBS 물량으로 전환되거나 관세화를 통해 수입

쌀 유통이 허용된다면 저가미 쌀이 외식용이나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우선적

으로 소비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균일한 품질을 가진 수입쌀이 수입되어 다양한 국내 

마케팅을 통한 판촉행사를 전개한다면 고품질쌀의 시장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농협의 경우 원료곡 가격이 높아 가격협상 탄력성이 낮아 수

입쌀 판매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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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농협유통 양곡사업본부의 총매출액은 3,16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당

기순손실도 4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협의 양곡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곡

유통시장 흐름, 즉 소비자의 기호 및 패턴의 변화, 소비지 유통업체의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농협의 양곡사업 

조직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양곡판매를 확대

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 시․

군단위 공동 브랜드개발 및 연합판매 사업 등을 통한 민간유통업체와의 경

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농협 RPC의 수익구조를 볼 때 2003년 경기․강원․경남․경북을 제외한 

주요 쌀 생산지역의 농협 RPC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로 볼 

때도 120억 이상의 대규모 RPC는 당기순익을 발생한 반면 중소규모는 적자

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농협 RPC는 적정규모로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 농협 RPC의 경 여건 악화와 과다한 출혈 경쟁으로 인하여 적자

가 누적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의 전환 없이는 정상적인 경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해 농협 RPC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방안으로 

통합 RPC의 육성,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지공동마케팅 모델을 제안하

다. 각 모델의 경 형태는 조합경 과 완전히 분리하여 대표 RPC에서 책임

경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향후 지역경제 개발의 중심이 

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현재보다도 강화되어 지역쌀 특화사업, 지역협의

체 구성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농협은 지분참여를 통

한 간접적 관리와 협의체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 농협중앙회는 홍보, 광

고사업 등 총괄적인 판매촉진사업과 유통시스템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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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지원방안

연 구 자: 김철민

연구기간: 2004. 6 ∼ 2004. 10

1.  연구 목적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유시

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제되고 시장경쟁 원리는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은 매

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제까지 일반 제조업부문에서는 철강, 섬유, 기계 등 산업별 육성법이 있

었지만 식품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육성법이 없이 시장자율적으로 산업이 성

장하여 규모가 세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식품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식품을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경우 전통문화

의 훼손에 의한 주체성 상실과 해외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 식품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집행전략

의 수립에 학계, 정부, 관련업계 등은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외국과 국내

의 식품산업의 동향과 법, 조직, 제도 등 관련 정책을 비교․조사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식품산업 육성․발전 전략 및 지원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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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가칭)농산물가공및

식품산업육성법(안)을 제안함으로써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 내용은 크게 3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식품산업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문제점 장에서는 식품산업의 의의 및 역할, 식품산업의 현황과 

여건변화, 식품산업 정책 현황 그리고 식품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식

품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선진국의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장에서는 일본, 호주, 캐나다, 

국 네 나라의 식품산업 정책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나라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의 농업 및 농업정책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후 농업정책 속에서 식품산업 정책의 위치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한다. 그리

고 각 나라의 식품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과 이들이 하는 일을 고

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

지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 장들에서 분석된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과제

를 찾아내고 선진국의 식품산업 정책을 벤치마킹 하면서 식품산업의 과제와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주요 육성 방안의 내용은 1. 식품산업과 농

업의 연계 강화 2. 식품산업육성 추진체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회 설

치) 3. 식품산업 관련제도의 개선 4. 식품관련 연구․개발(R&D) 지원 5. 통계

조사 및 컨설팅 등 정보제공 6. 건전한 식생활 장려 및 식문화 해외전파 7. 

식품의 수출진흥 8.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등 부문별 육성방안의 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3. 연구 결과

  식품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식품제조업과 식품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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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그리고 외식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수집, 가공, 포장, 판매 등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쳐 행해지는 제반 경제행위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식품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생명산업이고 국민

의 건강과 삶의 질에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흐름

의 향이 적고,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원가에서 농산물 등 재료비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등의 특성이 있다.

  식품산업의 현황은 식품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농림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가 크고 세업체가 대다수를 이루며 소수 대기업이 총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체 중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전

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총업체의 0.5%에 불과한 상위 소수 업체가 전매출

액의 약 50%나 되었다.

  식품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은 식품관리체계의 미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

한 연구․개발 투자 및 지원의 미흡, 식품유통구조의 저효율성, 식품산업 경

 정보 및 기술 제공의 부족 식품산업육성 정책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은 규제 위주로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

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지원제도의 확립이 절실하다.

  선진국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은 1960년대부

터 식품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지역브랜드, 클러스터의 형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사업

기반의 강화, 식품유통의 합리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주 내용이다. 식료․

농업․농촌기본법(99년)에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제17조)를 규정하여 사

업기반의 강화, 농업과의 연계추진, 유통 합리화 등의 시책을 강구할 근거 

마련하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 정책은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종합

식료국 안에 식품산업기획과, 식품산업진흥과, 기술실, 외식산업실, 식품환경

대책실 등의 부서를 운 하고 있다.

  호주는 농림수산부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 종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시행하며 농림수산부주관으로 주요 식품산업계 리더와 무역부, 산업관광자

원부, 과학부 등 범부처가 참여한 식품산업위원회를 설치․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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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국가식품산업전략(National Food Industry Strategy)에

서는 농업을 국가적 산업으로 규정하고, 식품기업의 기술혁신, 시장개척, 규

격의 국제화, 품질강화 프로그램 운  등을 통해 아시아 등 세계 식품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5년간 지원예산은 1억240만 호주달러

이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합동으로 농․식품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연방정부는 해외 다국적 식품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지원프

로그램, 인센티브, 조세혜택 부여, 10여개의 기금 운용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능성 식품의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기업의 정보의 수집․

제공, 클러스터, 연구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정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식품과와 위원회 설치 및 법제정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성장․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예를들면 뉴펀

들랜드주의 농식품개발전략(1997) 알버타주의 식품가공개발센터(1984) 브리

티시 콜럼비아주의 농식품산업을 위한 선택(1999) 사스캐츄완주의 농․식품

개발과 마케팅위원회(2003) 등이다.

  국의 경우 식품산업전략위원회가 식품산업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환

경식품농업부(DEFRA)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며 식품산업 지원을 하고 있

다. 소비자 및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과 지역 일자리 창출, 농․식

품분야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가경제안정방안 모색,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잉 랜드의 서북지역 농식품분야 

전략(2001.04)은 식품산업 및 포장, 운송과 같은 연계 부분을 포함하여 기업

과 아이디어, 사람과 컴뮤니케이션, 하부구조 그리고 이미지와 환경의 4가지 

주요 의제를 가지고 있다. 식품산업의 확장과 전략계획의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진다. 국의 서북지역 식품산업 클러스트는 식품산업과 농업

을 연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 및 기업 네트워크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산업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

의 인프라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도․자문․홍보 및 전통식문화의 개

발․보급, 식품산업 관리체계 정비 등을 들 수 있다.새로운 식품산업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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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이 국내 농업발전을 견인하고 농산물의 핵심 수요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자체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안된 식품산업육성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법의 목적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이다. 법의 주요내용은 포괄적 

산업육성으로 산지가공․전통식품산업육성, 식품제조업 육성, 외식산업 및 

식재료산업 육성, 기술개발(R&D) 지원, 전문인력양성 지원 식품관련 규격획

득 지원, 통계조사․산업정보수집, 식품의 무역진흥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식생활장려․식문화전파를 위해 

양․품질․유통정보제공,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표준식단, 식생활지침 보

급, 양성분분석, 식품성분표발간, 전통음식 현대화․세계화 및 전통식생활

문화의 해외전파 등의 내용이 있다.



103

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식품안전관련 의식 및 요구사항 조사

연 구 자: 박재홍

연구기간: 2004. 6 ∼ 2004. 9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구축에 대비하여 소비자, 유통

업계 및 생산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소비자 지

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과 GAP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실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GAP의 개념 및 실

시 개요 둥 GAP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식품안전과 GAP에 대한 소

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셋째 소비자 지향적인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 지향적 안전성 

관리 및 GAP 운용의 시사점을 도출하 다. 

3. 연구 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의 안

전성 확보를 요구하게 되며 특히 생산 및 수확 단계에서 식품안전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도입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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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2002

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2006년 법제화를 준비하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

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요구, 그리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4대 광역시의 소비

자 400명, 4개도의 생산자 9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고 수도권의 유

통업체 37곳을 업태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 분석하 다. 

  대부분 생산자들이 생산과 판매에 있어 품질과 가격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안전성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

체에서 과일 및 과채류는 품질이 우선되었으나 채소류 및 약용작물의 경우 

안전성이 보다 중요한 선택기준이었음. 소비자들은 식품구입시 품질에 대한 

고려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농산물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산이 외국산에 비하여 안전성에 있어 우월하다고 인식하

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을 모두 중시하

고 있으나 굳이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관심을 더 보

이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점수는 80-89점이라는 응답이 모든 조사에

서 가장 많이 나타났음. 대부분 국내산 농산물에 대하여 외국산에 비하여 안

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나, 보통이하로 판단하는 응답자도 적지는 않았다.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업체의 경우에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주로 같은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얻고 있어, 안전성에 대하여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공공홍보

가 현재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각종매체를 통한 정부의 노력

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들

과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들의 역할

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자들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생산자들에게 안전농산

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과 컨설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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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또한 안전한 농산물의 재배를 위한 재배지침의 마련 그리고 지속

적인 지도 노력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용의

가 있는가에 대하여 지불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소비자들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일정소득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지

불하는 비용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대하여 많은 응답자들이 현재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생산을 담

당하는 생산자, 판매를 하는 유통업계에서도 역시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

다고 하겠다. 생산자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앞에서 말했듯이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운 에 있어서도 생산자교육 및 컨설팅의 수요가 매

우 크게 나타났고, 이것은 실제 생산단계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의 확

보가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우수농산물 관련 표

시사항으로 생산자들은 생산자 및 잔류 농약․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한 표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유통업계에서는 잔류농약․중금속 검사결과의 표

시를 희망하 고, 소비자 역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중금속 검

사결과의 표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 다.

  앞으로 식품안전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품질 안전농

산물의 재배지침의 개발이 필요하고, 현재 농산물 품질인증을 개선한 우수농

산물인증제도의 도입이 되어야겠으며,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생산

자 교육이 요구됨과 동시에 광범위한 소비자 홍보와 더불어 유통업체, 생산

자, 지자체 등 직간접적으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관련한 단체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 역시 필요하다. 또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

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관련 기반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우수농산물관리제

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기반으로 안전성 확

보를 위한 노력들은 농축산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위해

관리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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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개선 방안 연구

연 구 자: 조명기

연구기간: 2004. 6 ∼ 2004.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공

도매시장으로 최초로 개장된 이후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추

적 유통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에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

현과 경쟁구조의 전환, 산지 및 소매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로 공 도매시장

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지는 아직까지 조직화, 규모화, 표준화 정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비지시장 또한 세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통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

량, 신속유통의 중심에 있는 도매시장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 기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유통 환경 하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

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락시장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르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한 유통 부문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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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즉, 산지 여건의 변화, 도매유통 여

건의 변화, 소비자 유통환경의 변화 및 수요와 소비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가락시장의 기능과 경쟁력, 변화요인 및 운 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락시

장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 다.

3. 연구 결과

  첫째, 거래의 현실 여건을 반 함으로써 거래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거

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상경매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정

가․수의매매 품목의 지정 확대, 농수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통해 상품성을 

보호하기 위한 선취매매제도의 도입,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소

포장 유통체계 정착, 비상장거래의 효율성 제고, 시장도매인제 도입 방안 등

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산지․소비지의 다양하고 살아있는 유통정보의 수집, 정보의 다양

화․현실화 등 질적 향상 도모, 선진 유통 정보의 효율적인 전파(분산) 체계 

구축 등 선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물류의 혁신과 유통과정의 혁신을 통한 물류단계의 축소와 비용 절

감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B2B를 위주로 

제한적 B2C를 추가한 유형이 바람직하며, 기존 오프라인 상거래를 보완하는 

형태로 운 하며, 공사는 정보(판매 품목, 조건 등)제공의 장을 마련하는 역

할을 한다.

  넷째, 정부의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육성정책 추진과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매시장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친환경․안전 농수산

물 거래 활성화 방안이 요망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장(물류센타)을 개설․운 하며, 중장기적으로 (가칭) 친환경 농산물 사

업단을 구성,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안전한 농수산물 거래체계의 구축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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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위하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단계별 추진 계

획은 1단계에서는 검사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2단계는 

수산물에 대한 단계적 안전성 확보책을 마련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가락

시장 농수산물 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할 것이다. 

  여섯째, 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수산물 유통특성에 맞는 법제도를 개편

하고, 물류 규격화 및 표준화시스템을 정비하며,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주

차장 등 시설 보완 및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침체된 양곡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수입 쌀 1차 거래소를  

유치하여 물량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양곡도매시장의 상인을 규모화하여 

민간 양곡상인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도매시장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도축 기능이 완전  

폐쇄․이전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지육, 부분육, 포장육 취급 전문 도매시장

화함으로써 축산물 도매시장이 도축기능 중단 후 수익구조 다각화 노력과 

함께 유휴 시설물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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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유통교육 
발전방안 연구

연 구 자: 전창곤

연구기간: 2003. 6 ∼ 2004. 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과 경쟁구조로의 전환, 산

지 및 소매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로 농산물 유통교육의 범위와 대상

도 대폭 확대되는 등 유통교육 여건도 급변하고 있음. 

◦ 유통교육 시장구조는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 하에서는 유통교육원

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대학, 민간연

구기관 등 유통교육의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되었음. 

◦ 따라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부응하여 유통교육의 방향, 교육목표, 교

육과정, 지원체제, 교육시설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

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비전 제시가 필요함.

◦ 이 연구는 급변하는 내․외부적 유통환경에 부응하고, 경쟁적 시장구

조 하에서 유통교육원이 경쟁력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유통환경 변화의 유통교육에 대한 향

◦ 수요 및 소비구조의 변화 향

-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전문화․특성화 요구, 교육대상의 확대와 전문



110

역별로 세분화가 요구 

-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 식자재 산업, 전처리 및 수

확후처리 등에 대한 유통교육 수요 증대 

◦ 시장개방화와 시장구조의 변화 향

-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수출이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의 중요성 증대

- 수출상품화, 수출시장 개척, 수출물류 등의 주요성 증대

◦ 소비지 유통체계의 변화 향

- 유통교육의 대상이 도매시장 운 주체 중심에서 매우 다양화

- 맞춤교육 수요 증가, 소비자교육,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분야 중요  

◦ 생산․공급구조의 변화 향

- 공급과잉 사장구조로 전환과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 증대

- 우리농산물 우수성 홍보, 소비촉진, 브랜드화 전략 등 중요성 증대

◦ 소비자 중심 유통체계의 변화 향

- 농산물유통에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급속한 전환 추세

- 각종표시제, 인증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등의 교육수요 급증

◦ 마케팅 정보혁명과 디지털경제의 향

- 디지털 유통전략 수립과 운용이 유통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등장

3. 유통교육훈련 실태 및 성과와 과제

◦ 현행 유통교육사업의 제약요인

- 유통교육 기관간 경쟁심화에도 교육내용이나 대상에서 비차별화

- 시장구조가 유통교육원 독점적 구조에서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 정부의 유통교육 위탁사업 지원 축소 움직임

- 정보산업의 발달로 단순 유통지식 및 정보전달의 교육기능 감소추세

- 교육수요의 다양화․전문화․세분화에 대한 대응 미흡  

- 교육기관간 경쟁심화로 유통교육 담당주체로 유통교육원의 적합성 의

문제기

◦ 유통교육훈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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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유통 전문인력의 지속적 확대 육성, 년간 4,000∼5,000명 수준 

- 유통현장의 선도기능 수행, 관련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   

- 설립 이후 총 62개 전문과정(반) 개설, 전문가를 독점적으로 양성

- 정부 유통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 제고, 유통정책의 효율적 집행

- 개원시기가 유통시장 개방화와 일치, 유통시장 개방화 충격 완화와 대

응능력 배양

◦ 현행 유통교육훈련 문제점 

- 교육과정의 경우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과정의 비신축성과 대응의 

한계성 노출, 전문과정의 중복 또는 비차별화, 특정과정의 높은 집중도 등

- 교육내용의 중복성과 비차별성, 복잡성, 전문성 미흡, 교육시간 배분 문

제점 등

- 교육대상의 경우 특정대상 집중, 교육참여자 비적합성, 계층별 불균형성

- 유통교육 내용과 질, 교육대상, 유통교육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전문

화․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체성 미확립

4. 유통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유통교육 내용의 다양화․전문화․특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교육대상도 

전문 역별로 세분화되어 확대될 전망 

◦ 유통교육 대상자는 크게 유통관련 공직자, 산지유통 관련 대상자, 소비

지유통 관련 대상자, 수출 관련 대상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체

적으로 약 84,700명 정도로 추산

◦ 유통교육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종합․전문 유통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로얄티 확보

- 정부 수탁교육기관에서 민간유통․식품산업․수출을 포함한 종합유통

교육기관

- 교육기능 중심에서 교육기능과 조사․조사연구기능이 통합․연계

-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계획 수립․운용의 독립성 확보

- 차별화된 유통교육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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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교육 차별화 방향

- 기본 목표는 전문화․특화를 통한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화, 전문교육훈

련기관으로서의 인지도제고 및 유통교육의 브랜드 로얄티 확보

- 유통환경 변화와 공사의 경 이념 및 전략사업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개편 

- 운 시스템은 크게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가과정으로 구분하여 운

- 기본교육과정의 핵심분야는 크게 산지분야, 소비지분야, 수출분야 등 3

개 부문으로 전문화하며, 각 분야는  몇 개의 전문화 과정으로 분류

- 전문가 과정은 유통교육원 기본과정 이수자나 타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를 대상으로 운

- 기존 유사 전문교육과정의 통폐합으로 전문과정별 뚜렷한 특성화 유도

- 교육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대상자의 차별화 유도

5. 유통교육훈련의 차별화 방안

◦ 핵심부문을 소비지, 산지, 수출 등 3개 부문으로 특성화하며, 각 부문은 

13개의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전문성과 특화를 강화

◦ 교육내용의 차별화를 위해 기본과정 중 전문과정을 통폐합하여 재편성

◦ 전문과정은 교육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고정화로 안정성 추구

◦ 산지부문은 산지유통 혁신, 산지유통전문가 양성, 소비지 및 소비자 지

향 산지유통, 수출 지향 마케팅 전략의 수립․운용

◦ 소비지부문은 소비자교육,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소비자교육요

원 양성, 소비지 유통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전략적 마케팅 관리측면

◦ 수출부문 교육의 기본방향은 수출증대와 시장개척

◦ 유통전문가과정은 몇 개의 분야별로 특화시켜 전문과정에 적합한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

◦ 전문가과정(유통대학)과 기본교육과정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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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과정 대상자는 기본교육과정이나 타 교육기관 대상자와의 경쟁

보다는 기본교육 이수자나 다른 교육기관의 이수자를 대상   

◦ 전문가과정은 크게 산지, 소비지, 수출부문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5

개 전문가 과정으로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

◦ 기본교육과정과 유통전문가과정(유통대학) 모두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

화를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전문화․특화․세분화를 통한 차별화와 동

시에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다른 전문화가 필요

◦ 전체 유통교육의 잠재적 대상자 중 유통교육원 교육수요가 어느 정도

가 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유통교육시장에서 유통교육원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유통교육원의 경쟁력은 경쟁기관과의 차별화에 의존

◦ 유통교육 실효수요 중 교육과정 성격상 타 유통기관과의 경쟁, 유통교

육원의 전문성 및 그 동안의 실적 등을 고려한 유통교육원 수요는 

10,848명으로 추정

◦ 유통교육원의 연간 교육계획은 총 수요 중 유통교육원 예상수요에 대

해서 유통교육원의 교육 수용능력과 교육대상자의 유통교육 순환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유통교육원의 연간 적정 교육인원은 유통교육원 예상수요에 따라 2,479∼

2,929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기수는 48∼56기수

6. 유통교육원 장기비전 및 중장기 발전방안

◦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창조적․전문적 농업인력 및 지도자 양성 

전문교육기관

◦ 유통교육과 일부 유통조사 및  평가기능을 통합한 전문유통교육기관으

로 기능확대

◦ 유통공사의 핵심사업을 일괄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종

합지원체계 구축

◦ 중장기적으로 유통공사의 사업지원 교육기관에서 21세기 선진유통을 

주도하는 전문적․종합적․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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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유통교육연구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기존시설의 

이전 또는 신축의 필요성 증대

◦ 기존시설의 문제점은 시설구조의 부적합성, 시설배치 및 부지활용의 

비효율성, 필수시설 및 장비 부족, 시설노후화와 교육환경 악화, 교육

원 입지의 비적합성

◦ 신축이전, 개축, 시설임차사용 등 3가지 대안 중 신축 이전안이 가장 

현실적

◦ 향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유통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 및 시설공간 확보

◦ 적정입지는 교통입지와 자연입지 여건에서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며, 

수도권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경기도 화성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 이전 시 필요시설은 크게 연수동(교육원), 연구동(조사․연구동), 기수

사동이 필요

◦ 시설규모는 8,270㎡(2,506평)으로 추정, 시설공사비용은 총 9,947백만원

으로 추정

◦ 시설규모와 옥외공간 등을 고려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은 녹지지역에 

입지할 경우 10,000∼11,00평 내외로 추정

◦ 장기적으로 기존 유통공사에 업무 중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비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 및 수출관련 조사․평가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일괄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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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재배치

연 구 자: 전창곤

연구기간: 2004. 7 ∼ 2004.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6월에 개장하여 지속적인 물량증가와 

신뢰성 확보로 수도권의 중추적인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 되었음.

◦ 그러나 일부 도매시장 시설의 비효율적인 배치 및 이용으로 전체 도매

시장 내부의 물류효율성이 저하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고객유인의 저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 연구는 급변하는 내외부적 유통환경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신

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유통기구로서 지속적인 발전

을 하기 위한 시설 및 기능상의 리모델링, 특히 청과동 재배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와 향

◦ 식품 수요의 다양화와 식품소비성향의 변화 

◦ 농산물 구매패턴 및 소비성향의 다양화 

◦ 국내외 대형유통업체의 체인화․규모화가 빠르게 추진

◦ 거래형태가 전통적인 도매시장 중심에서 점차 직거래, 전자상거래, 통

신거래 등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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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시장구조가 소비자 위주의 유통체계로 급속히 전환

◦ 수입농산물의 증가 등으로 국내시장 구조가 공급과잉 구조로 전환

◦ 국내지역간, 생산자간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    

◦ 산지 유통기능의 종합화 진전과 표준규격화와 물류표준화 진전

◦ 도매시장과는 다른 유통경로 다원화와 생산자의 출하선택 폭이 확대

◦ 마케팅의 정보혁명과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  

◦ 공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기구와는 거래시스템에서 많은 차이

- 급변하는 유통환경 하에서 도매시장은 여전히 많은 강점을 보유  

- 그러나 현재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 향후 농산물 도매유통체계는 제4단계의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및 도

매물류회사(종합유통센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전망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 비중과 경유물량은 점감될 전망

3. 구리도매시장 유통실태 

◦ 1997년 6월 개장 이후 구리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실적은 개장 초기 

물량확보 면에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

고 있음.

- 거래량 추이를 전국 공 도매시장 전체와 시장당 평균과 비교하면 구리

시장의 실적이 매우 높음

- 전체 공 도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과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

◦ 구리도매시장의 운 주체는 기본적으로 농안법상의 수집주체인 도매시

장법인과 분산주체인 중도매인

- 현재 청과물 3개 법인, 청과물 중도매인 336명이 운 주체로 기능수행 

- 거래방법별 비중은 경매가 90.8%로 대부분을 차지

- 법인별 ’03년도 청과물 거래실적은 평균 93,414톤, 1일 평균 305톤으로 

전국 공 시장 평균 236톤 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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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 이용과 배치실태 및 문제점

◦ 현재 구리도매시장의 총 부지면적은 181,135㎡(54,889평)이며, 부지는 크

게 청과동, 수산동 및 기타부지로 구분되어 활용되고 있음.

- 건물 연면적은 일반건물과 가건물을 포함하여 총 140,040㎡(42,436평)

- 일반건물과 가건물은 각각 95.1%와 4.9%, 가건물은 전부 청과동 용도

- 가건물의 경우 전체의 84.3%가 청과본동, 산물동 8.2%, 양념동 7.5%

◦ 청과물동은 본동, 산물동, 양념동으로 구분되며,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본동이 71.2%, 산물동 20.8%, 양념동 8.0%

◦ 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과본동의 포장채소의 거래공간 

부족으로 청과물 본동을 중심으로 가건물이 확대

- 가건물은 주로 비가림시설과 데크시설을 이용한 임시작업장 형태로 대

부분 양파 등의 선별 및 재포장 작업 수행 

◦ 청과본동의 경우 상품적 또는 유통상의 특성이 다른 상품들이 동일한 

경매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상의 혼잡뿐만 아니라 전체 

경매장의 먼지 및 소음발생, 다른 상품의 품질저하 등의 요인이 발생

◦ 한편 시설물의 비합리적인 배치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노출

- 산물동과 양념동의 비합리적인 배치는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및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활용의 비효율성 문제의 요인

◦ 이와 동시에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동 시설물의 비합리적인 배치로

부터 많은 물류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일부 청과동의 충분한 공간 및 동선확보 부족과 비합리적․비효율적 시

설배치로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 물류체계

5. 구리도매시장 청과동 재배치 방안

◦ 청과본동 시설배치의 문제점은 중도매인점포의 불합리한 배치로 발생

- 청과본동 채소류 점포의 분리로 거래공간 확보의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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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물동과 양념동의 비합리적인 배치로 채소거래 활성화에 장애요인 작용

- 양념동과 산물동 역시 채소전문 거래동으로 이전할 필요성 증대 

- 과일류와 채소류를 분리하여 부류별 전문 거래동의 운 이 필요

◦ 재배치의 기본방향은 채소 전문거래동의 신축과 청과본동의 중도매인 

점포의 재배치임

- 채소동 신축은 기존 청과동 시설활용 및 배치의 불합리성과 시장내 고

비용․저효율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 청과본동의 중도매인 점포의 불합리한 배치와 급증하는 과일류 반입물

량의 공간부족의 문제점을 해소

- 기존 산물동과 양념동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설배치에서 오는 

도매시장내 저효율․고비용 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 

- 비가림시설 등 가건물과 함께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장내 청과거래

시설을 정리함으로써 시장내 물류흐름의 효율화와 거래동선 확보

◦ 채소동 신축시 이전대상은 청과본동의 포장채소 중도매인 136명, 산물

동의 배추․무 중도매인 52명, 양념동의 양념채소 중도매인 16명 

◦ 채소전문동 신축시 기존 시설 중 산물동과 양념동은 폐쇄되며, 기존의 

산물동 부지를 중심으로 신축

◦ 신축채소동의 주요시설 및 형태

- 신축되는 채소동의 시설형태는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하나의 공간

의 형성하는 완전한 개방형 공간으로 건설

- 부류별 중도매인 점포도 구획을 정하여 칸막이나 벽돌 등으로 폐쇄적으

로 막지 않고 바닥에 선을 그어 완전개방형으로 구분

- 청과본동이나 산물동, 양념동과 같은 별도의 중도매인 사무실을 두지 

않음

◦ 채소동 건설 주요 사업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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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량>

구 분 시설수 사업규모 비고

부지(산물동+양념동)  29,100㎡(8,818평)

건물규모

(지상1층)

경매장 및 작업장   3  5,775㎡(17,50평) 철골트러스트

중도매인

점포

포장채소 140  40㎡×140=5,600㎡(1,700평) 철골트러스트

산물채소  55  50㎡×55=2,750㎡(833평) 철골트러스트

양념채소  20  50㎡×20=1,000㎡(303평) 철골트러스트

소계 215  9,350㎡(2,833평)

부대시설  2,000㎡(606평) 화장실, 출입구 등

계  17,125㎡(5,189평)

도로개설  250M 4차선

채소동과 청과본동과 유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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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운  활성화 방안

연 구 자: 허길행,  조명기,  전창곤,  정학수,  변신의

연구기간: 2004. 8 ∼ 2004.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유사도매시장 중심의 구

조 으나,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최초로 개장된 이후 공 도매

시장 중심의 구조로 크게 변화하 다.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상적 기능, 

수급조절 기능, 물류 기능, 가격발견 기능 및 유통정보창출 기능 등 농수산

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유통개선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도매시장 중심

의 유통체계에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과 경쟁구조의 전환, 산지 및 소매

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로 공 도매시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유통환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통의 중추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재정비하고, 공 도매시장의 운 상 문제점을 보완․해결하

여 도매시장이 유통기구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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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정부에서 건설․운 하는 공 도매시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일반법정․민 ․유사도매시장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가장 큰 관심사이며 갈등의 요

인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장경매의 기조하에서 도매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 으며, 특히 공 도매시장의 특성상 청과물을 중심으로 

다루어 졌으며 양곡, 화훼, 한약재 등은 제외하 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전국에 개설․운 되고 있는 32개 공 도매시장에 대한 유통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 다.

3.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  활성화 방안

◦ 도매시장 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첫째, 도매시장의 관리 전문화이다. 

현재 도매시장 관리․운 체계를 유지하며, 관리․운 주체를 지도․

감독하는 가칭 ｢시장관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관리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하는 형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개설자가 선택하여 결정하도

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경  

개선이다. 일부 도매시장은 지나치게 많은 도매시장법인이 입주해 있

어 경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경 평가 

등을 통해 퇴출 또는 인수․합병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대도시 도

매시장을 중심으로 업실적이 부실한 중도매인을 퇴출하고,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도매시장법인 업무의 전자문서 수발주시스템(EDI)화 추진이다. 

도매시장의 운  효율과 도매시장법인의 경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

보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장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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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량출하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

래 회수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는 정액제와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비

율의 금액을 징수하는 정률제를 병행한 상장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 농수산물의 집하․분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도매시장법인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둘째, 도매시장법인의 매취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며, 셋째, 중도매인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도매인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분산 능력이 지나치게 낮거나 노령화되어 활동성이 

저하된 중도매인은 퇴출시켜 규모화를 통해 경 효율성을 높이며, 능

력에 따른 점포면적의 조정과 위치조정 등을 통해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유사도매시장의 기능을 억제하여야 할 것

이다. 장차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부의 지원도 유사도매시장의 정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의 거래 활성화와 전자상

거래 도입 등이 있다. 

◦ 거래제도의 개선을 위해 첫째,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문제는 현재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강서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많은 의견을 수

렴하여 시장별 또는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가․수의매매 품목을 지정하여 운 하며 셋

째, 선취․예약매매제도를 도입․운 하고 넷째, 상장예외 품목 운

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상장예외 품목의 지정은 엄격히 

제한하며, 실질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없고 경매가 안 되

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으로 하

여금 상장경매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이행성과를 평가한 후 상

장예외품목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도매시장 기능 재정립과 시설 개선을 위해 첫째, 도매시장의 정비와 기

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단순한 상품거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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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피하여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 물류기지로서 기능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소매포장, 단순가공, 저온 

및 냉동 저장, 물류 등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후 소비인

구의 부족으로 도매시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 

도매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의 확대, 유통권의 확장, 최종적으로

는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매시장 시설 

정비 및 도매시장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즉, 서울 가락시장은 

여건상 이전․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리공사에서 별도의 중장

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일단 이를 수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구북부, 울산, 인천구월, 수원시장은 현재 

부지가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이전․재건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엄궁, 대전노은, 광주각화, 청주, 안산, 천안시장은 장기

적으로는 이전이 바람직하나 지자체의 여건상 현재의 위치에서 확장, 

시설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첫째, 도매시장 거래단위의 대량화가 필요

하며, 둘째, 도매시장의 하역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하역

업무는 용역회사체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매시장 내 물류의  

원활한 흐름이 필요하다. 특히 도매시장 물류의 장애요인은 도소매기

능의 혼재에 따른 시장혼잡 가중, 무질서한 주차, 통로 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물류 지체에도 많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정보의 선진화를 위해 첫째, 물량정보의 수집․분산기능을 강화하

여야 할 것이며 둘째, 산지 출하예약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셋

째, 중도매인과 소매업자 간, 도매시장법인 간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

여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의 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농산물의 단순 가공품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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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며 셋

째,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상태 관리를 강화하고 넷째, 시장도매인의 

업제한을 완화하며 다섯째, 관련 분쟁조정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마

지막으로 공판장 시설의 관련 세제 및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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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콩 재배사업 및 콩 수매제도의 발전방안

연 구 자: 김명환,  김혜

연구기간: 2004. 9 ∼ 2004.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한 논콩재배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콩 자

급 확대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 품목(논콩, 밭콩의 품종, 

품질 차이는 비유의적임)에 대하여 상이한 정부수매가격이 적용됨으로

써 농가간의 형평성, 시장왜곡의 문제가 제기됨.

◦ 쌀 재협상과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쌀 과잉의 정도, 콩에 대한 국내보

조금 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 협상 시나리오별로 이중구조의 콩수

매제도와 논콩재배사업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은 (1) 국산콩의 수급분석을 통하여 정부수매 대상(논콩/밭콩) 

및 수매가격 수준별로 콩 수급, 시장가격을 전망하고, (2) 쌀 재협상과 

DDA 협상 시나리오별로 쌀 공급과잉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작물로서

의 논콩 재배사업의 추진방향과 이원화되어있는 밭/논콩 수매제도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콩수매제도 대안별 효과분석

◦ 국산콩의 수급모형 추정식을 이용하여, 2006년 이후에 (1) 콩수매제도

를 중단할 경우(baseline), (2) 논콩만 현재 논콩 수매가격으로 전량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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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시나리오 1), (3) 논콩, 밭콩을 현재 논콩 수매가격으로 전량수

매할 경우(시나리오 2)에 대한 수급,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재정부담 

등을 계측함.

◦ 전체 콩 재배면적을 보면 baseline에 비하여 시나리오 1이, 시나리오 1보

다는 시나리오 2가 많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논콩 

재배면적의 경우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면적이 같으며 baseline보

다 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가격과 수매가격의 격차가 줄어들어 재

배면적 차이가 줄어듬. 밭콩 재배면적은 시나리오 1의 경우 baseline보

다 적게 되는데, 이는 논콩 수매에 따른 증산으로 시장가격이 상대적

으로 낮아 밭콩 재배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임. 수매가격을 고정시킬 경

우 시장가격이 2013년에 수매가격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이후

에는 수매의 증산유인은 없어짐.

<콩 수매제도 대안별 콩 재배면적 전망치 비교>
단위: ha

연도
Baseline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밭면적 논면적 총면적 밭면적 논면적 총면적 밭면적 논면적 총면적

2006 79,928 6,503 86,431 79,820 8,442 88,262 81,932 8,442 90,374

2007 79,089 6,678 85,766 78,887 8,360 87,248 80,546 8,360 88,906

2008 78,102 6,833 84,936 77,940 8,386 86,326 79,257 8,386 87,643

2009 77,376 6,806 84,182 77,223 8,176 85,400 78,222 8,176 86,398

2010 77,425 6,832 84,257 77,291 8,038 85,329 77,981 8,038 86,019

2011 77,453 6,832 84,285 77,335 7,925 85,260 77,812 7,925 85,738

2012 77,070 6,846 83,916 76,963 7,829 84,792 77,230 7,829 85,060

◦ 2006-2012년 전체적으로 볼때, 수매제도 대안별 생산자잉여는 시나리오 

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aseline이며, 시나리오 1이 2보다 약간 낮음. 

소비자잉여는 큰 차이가 없으며 생산자잉여보다는 낮은 수준임. 정부

비용과 자중손실(dead weight loss)는 시나리오 2가 가장 크며, 그 다음

이 시나리오 1이고, baseline의 경우는 없음. 즉 정부비용과 자중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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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사회적 순후생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baseline이 가장 좋고, 시나

리오 1, 시나리오 2의 순임.

<콩 수매제도 대안별 후생 비교>
단위: 억원

연도

Baseline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정부

비용

자중

손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정부

비용

자중

손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정부

비용

자중

손실

2006  4,140  3,452 0 0  4,146  3,452 129 0  5,387  3,453 1,549 301 

2007  4,214  3,567 0 0  4,224  3,568 104 0  5,218  3,568 1,242 238 

2008  4,312  3,686 0 0  4,305  3,687 81 0  5,063  3,687 954 203 

2009  4,410  3,811 0 0  4,392  3,811 55 0  4,915  3,811 668 163 

2010  4,479  3,940 0 0  4,456  3,940 38 0  4,818  3,940 462 123 

2011  4,556  4,070 0 0  4,524  4,070 21 0  4,728  4,070 269 96 

2012  4,646  4,203 0 0  4,603  4,204 1 0  4,617  4,204 40 69 

계 30,757 26,729 0 0 30,650 26,732 429 0 34,746 26,733 5,184 1,193

3. 콩수매제도 개편방안

< 기본방향 >

◦ 콩 시장가격 상승 및 쌀 대비 상대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수매․방출의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농가소득안정기능을 수행함.

◦ 논콩 수매제도는 사회편익에 비하여 재정비용과 사회적손실이 크므로, 

재정효율성이 높은 직접지불제로 전환하되,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

성 차원에서 2005년에는 현행 수매제도와 수매가격을 유지하고 2006년 

이후 직불제를 도입함.

◦ 이미 정부기능이 상실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어있는 밭콩에 대한 수매

제도는 현행 최저가격지지 형태로 3년간 유지 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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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 방식과 규모는 WTO 국내보조규정과 합치하도록 Green > De 

Minimis > Blue > Amber(AMS 이용)의 순으로 운용하도록 함.

< 대안: 논콩 목표가격제 >

◦ 목표가격: 2004년 수매가격을 2006-08년 목표가격으로 고정 운용, 2009

년에 제도 지속, 변경 여부 검토

◦ 융자가격: 목표가격의 80%(시가 수준)

◦ 운용방식

- 농협이 계약농가에게서 융자가격 지급, pool 후 시장판매

- 정부는 계약농가에 직불금 지급

  * 직불금 = (목표가격-융자가격)×기준단수×계약면적

  * 융자 재정은 Blue Box 형태로 운용, 직불금은 De Minimis로 운용

  * DDA 타결 이전에 Blue Box 신규 도입이 안될 경우는 AMS 이용

- 정부는 농협별 운 자금 융자

  * 운 자금 = 융자가격×기준단수×계약면적

  * 운 자금 이차에 대한 재정소요는 유통지원 Green Box 형태로 운용, 

DDA 협상 이후 운용이 안될 경우 Amber Box 이용

- 농협은 판매기간중, 판매완료시기에 농가와 판매정산



129

2. 농 촌 발 전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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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방안

연 구 자: 이동필,  박시현,  김태연,  성주인,  신은정

연구기간: 2004. 1. 2 ∼ 2004. 12. 30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04∼’06년의 3년에 수행될 

예정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완화방안’ 연구의 1차

년도 연구 결과로 1차년도인 2004년에는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에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원인분석”이란 부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음.

2. 연구방법  

◦ 국내 지역관련 통계자료와 현지 사례조사를 통해 도․농간 소득 및 발

전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살폈음. 

3. 주요 연구 결과 

□ 도․농간 소득격차 분석

◦ 도․농간 소득격차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비교해야 하지만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가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규

모 및 구성을 상호 비교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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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대한 농가의 상대소득은 1985년의 113%를 정점

으로 1990년의 97.4%, 2000년의 80.1%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73.0%

로 떨어졌음. 같은 기간 가구원 1인당 소득은 112%에서 100%로, 취업

자 1인당 소득은 38%에서 24%로 줄어들었음. 

◦ 한편 농촌 내부에서도 지역이나 경 체의 특성에 따라 광범위하게 소

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0.5ha 미만 세농가의 소득은 2ha 이상 대

농층 소득의 51.3%에 불과하며, 농형태별로 보면 논벼농가의 소득은 

21,441천원으로 같은 해 평균 농가소득의 80.8%에 불과한 반면 축산농

가와 특작농가, 과수농가의 경우 각기 평균 농가소득의 142%, 125.8% 

및 111.0%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간 발전격차의 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1998∼2002년 기간 중 시․도별 지역총생산액(GRDP)의 성장률 자료를 

기초로 고도성장지역과 저위성장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간의 특징

을 비교한 결과 고성장지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과 

성장률이 모두 높은 데 비해 저성장지역에서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

고 성장률도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이번 연구에서 지역의 발전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입지조건과 부

존자원, 인구의 양과 질, 생활환경 등 지역이 가진 매력도, 정부의 정책

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고용기회와 산업구조, 그리고 특화산업의 생

산성 등이 주요한 향을 미친다는 시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격차의 실태와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음. 

(1) 발전격차의 원인이 지역마다, 사례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

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으로 도․농간 또는 농․농간의 발전격차를 완

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지

역의 발전수준이나 입지조건과 부존자원, 주민의 개발의사 등과 같은 

지역의 특징을 살린 소위 ‘지역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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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농업위주의 정책을 벗어

나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한 ‘농촌정책’의 개념을 도입하고 여러 

종류의 농촌관련사업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중앙정부나 외부기업 유치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발적 발전전략’이 

필요함. 

(4) 농촌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을 차별화 하되, 특히 낙후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정책의 방향 제안

(1)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업의 특성화와 체질강화

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같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선

호하는 상품으로 가공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이외의 다양한 취업이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농

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

해서는 농촌입지 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전자통신업이나 

의약품․바이오산업 등 깨끗한 작업환경을 선호하는 업체를 유치하여 

매력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농가구원의 자녀들이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농촌지역에 위치한 지연산업 및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클러

스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4) 농업과 비농업, 그리고 농민과 비농민을 포괄하는 ‘농촌정책’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

까지 관련 부처와 긴 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높여

나가야 함. 아울러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는 관련사업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종합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청사진인 새로운 형태의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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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5)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6) 지역에 관한 연구는 물론 지역단위의 각종 정책 입안이나 계획 수립, 

그리고 관련 업체나 지역 주민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시․군 및 읍․면 단위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7) 지역의 활성화를 이룩한 다양한 국내외 성공사례의 수집과 분석, 그리

고 이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각기 지역이 가진 여건이나 부존자원에 맞

는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얻고 전략을 수립․촉진할 필요가 있음. 



135

농촌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정기환,  심재만

연구기간: 2004. 1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촌개발에 중요하게 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

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

할 수 있는 지의 가능성과 측정 결과의 유용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3개년의 기간에 수행될 과제인 “농촌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

회 발전에 관한 연구”의 2차 연도 연구에 해당하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자본 측정지표 설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한 변수 선정과 지표 개발 

◦ 지표를 활용한 사회자본의 측정 

◦ 사회자본 측정 지표의 유용성 검토 

3. 연구 결과

가. 지표의 설정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행위 중심(action oriented) 개념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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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사회자본의 변수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4개의 변수로 설명했다.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사회자본 지표(social capital indicator)는 외국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지표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자의 

논리적 틀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설정했으며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

회자본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별로 지표 구성 요소(indicator 

component)를 설정하 다.

  지표 구성 요소는 각 지표를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

로 설정하려고 노력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는 단일 사회집

단 속에 내재된 사회자본 측정에 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마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마을 사회의 사회자본에 관한 종

합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자본에 관한 지표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의 4개 분야

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설정했다. 사회적 갈등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 지표는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동료간의 신뢰 증진, 전통적 상부상조 혜택, 토지와 금융 및 기금 등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교육과 정보 등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규범 준수 등 6

가지를 설정했다. 

  협동 관련 사회자본 지표는 동료간의 노동력 교환, 애경사시 상부상조, 공

동기금 조성 참여, 공동 행사 참여, 집단의 결정 사항 실천,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 6가지를 설정했다. 경쟁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경쟁과 관련

된 품질 향상, 생산력 향상, 지도력 확보, 지위 향상 등 4가지의 지표를 설정

했으며 갈등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로는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경제적 

이해 갈등, 집단 내 및 집단간의 정치적 이해 갈등,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이

념적 갈등 해소 등 6가지를 설정 했다. 

나. 조사 및 분석

  사회자본 측정은 각 지표별로 지표의 성격을 잘 내포하는 지표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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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4개씩 선정하고 각 구성 요소별로 질문지를 구성한 다음 현장 조사를 

통하여 측정 하 다. 각 질문지는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회자본을 지수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사는 6개 마을의 작목반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며 측정된 사회자본을 작목반 단위 변수별로 종합지수화하여 작

목반 별로 비교 분석했다. 

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 측정 값은 집단간의 성격을 잘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출하 등 집단의 협동활동이 좋은 작목반에서는 협동과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의 값이 높게 나타났고 이익 배분이나 경 상의 분쟁을 

겪거나 지도력이 취약한 작목반에서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이나 협동 관련 

사회자본의 값이 낮은 반면 갈등 관련 사회자본 값이 높았다. 

  사회자본의 설명 변수로 설정한 4개의 변수로 작목반원의 소득과 작목반

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회귀본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작목

반원의 소득은 13.7%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었지만 소득이 물적 자본과 기

술, 인적자본, 사회의 경제사회 환경 및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점을 감안 한다면 13.7%의 설명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작목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

도에서 사회자본이 지니는 설명력은 51.4%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작목반원

들의 사회활동 절반 이상에서 사회자본이 중요하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소득 면에서 사회자본이 13.7%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의 소득 창출 활동은 개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

회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집단 조직원들의 협동과, 신뢰, 기회와 자원의 

활용, 제도적 지원 등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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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창출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를 통하여 측정한 사회자본 값은 집단간에, 그리

고 변수 간에 매우 안정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 

값이 집단 상호 간, 그리고 변수 사이에서 안정되게 일관된 추세를 보여 주

는 것은 지표의 설정이 정교하게 이루어 졌고 그로부터 사회자본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사회집단의 4개 변수별로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집단별로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를 비교 분석한 이 연구는 세계은행 등 외국에서 수행된 기존의 선행연

구가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과 측정된 사회자본과 개인의 소득과

의 관련성 정도의 분석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 성과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연구의 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재개념

화에 의한 변수의 설정과 지표 설정, 사회자본 측정과 유의성 검증 등 사회

자본 측정 방법론 개발에 치중하 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조

사 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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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연 구 자: 김경덕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촌과 농가인구,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는 

일반적 추세이고 일정한 산업화 이후에는 농업인구 및 노동력의 감소

폭과 고령화율이 줄어들어 안정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법칙이다. Schultz (1962)와 Becker (1976)는 인구이동을 “인적

자본 (human capital)”의 입장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청장년층은 자신이 

축적한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 적합한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

신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과 지역으로 인구의 이동이 일어났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농촌․농가인구의 감소속도는 산업화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험과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농업노동력의 신규진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령화

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상대적 

생산성 격차로 인하여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의 유능한 젊

은 노동력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농업의 재생산구조뿐만 아니라 농촌지

역의 삶의 터전으로서 가치마저 위협받고 있다. 

◦ 지난 13년간 (1990~2003년) 농가인구는 총인구대비15.5%에서 7.4%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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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연령별로는 15세 미만의 유년층 인구비중은 20.1%에서 10.7%로 감

소,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비중은 11.5%에서 27.8%로 증가하 다. 동

기간 동안 농림업 취업자비중은 17.1%에서 8.5%로 감소하 고, 그 중 

60세 이상 노동력은 28.3%에서 49.0%로 급증한 반면 30~40대 노동력은 

32.7%에서 25.0%로 급감하 다. 이와 동시에 농촌지역 인구비중은 

1990년 25.9%에서 2000년 20.0%로 감소하 고 연령별로는 15세 미만 

인구비중은 23.6%에서 18.6%로 감소, 65세 이상 인구는 9.0%에서 14.7%

로 증가하여 농촌지역은 2000년도에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 다(김경덕, 2003). 특히 UR 농업협상 이후 최근의 자유무역협

정(FTA) 체결, WTO/DDA 농업협상의 진전 등 우리 농업의 국제화․개

방화에 따라 향후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농업부문으로부터의 인력 및 인구이탈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연구는 농업․농촌․농가인구의 변화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농업․농촌․농가인구의 변동요인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농업인력 

및 농촌지역 인구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을 인구가 급

격하게 감소하는지역, 인구유지지역, 증가지역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구변화요인의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농업인력과 농촌지역

인구 정책과제와 육성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업노동력과 농촌․농가인구의 중장기 전

망을 통해 생산요소로서의 농업인력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

촌․농가인구를 중장기 전망한다

2.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첫째, 농촌지역의 인구구조 분석과 동태적 변화과정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인구를 연령별․성별로 전망한다. 둘째, 

농가인구구조와 이농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연령별․성별 농가인구를 

전망한다. 셋째, 지역간 인구이동 요인분석과 연령별 농업부문의 이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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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분석을 통해 농업부문의 노동력 성격을 규명한다. 넷째, 유형별 

지역인구,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시․군 단위의 

인구변화의 동태적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 연구방법으로서는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

여 지역인구의 변화요인을 분석, 인구이동요인분석, 농업부문 취업자 

이농요인 등을 분석한다. 둘째, Cohort 방법을 이용하여 연령별․성별 

농촌지역인구 및 농가인구를 전망한다. 셋째, 유의적으로 선택된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지역의 인구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3. 주요 연구 결과

가. 농촌지역인구 및 농가인구의 실태와 전망

◦ 한국의 ｢도시화 정도｣는 2000년 현재 80.0%로 선진국 평균보다 높으며 

개발도상국보다 20년 가량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0년간 한국의 

｢도시화 정도｣ 추세는 도시화 패턴의 전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유출

을 의미하는 바, 1990년대 중반까지 도시인구증가률의 과반수 이상이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인천광

역시를 포함한 경기지역이 타 시도 및 농촌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가장 많았다. 

◦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화 정도｣의 변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 

정도｣는 증가하지만 그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화 정도｣의 도시

인구 탄력도는 비탄력적이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지역내 인구가 농촌과 도시간에 상대적으로 균등

하게 분포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령별․성별 농촌인구전망은 2000년의 9,342천명에서 2010년에 8,518천

명(남자: 49.6%, 여자: 50.4%), 2020년 7,480천명(남자: 49.7%, 여자: 

50.2%)으로 2000~10년 연평균 성장률은 -0.9%(남: -0.9%, 여: -0.9%)이고 

201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남: -1.3%, 여: -1.3%)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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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이라 할 수 있는 10~30대의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201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인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 한편 농가인구는 2010년에 2,375천명에 달하여 2000년 대비 연평균 

5.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나아가 농가인구는 농촌지역인구보

다 더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하 는데 2000년 현재 이미 고령화지수가 

21.7을 기록함으로써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고령화지수가 34.0을 기록하는 등 농촌지역인구보다 

10년, 전국 평균보다 20년을 고령사회로 앞서가는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인구이동 및 이농요인

◦ 지난 1989~2001년의 13년 동안 지역간 인구이동의 요인은 인구이동은 

출발지의 기대수익보다 목적지의 기대수익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와의 거리가 멀수록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

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경제외적 변수인 지역연고, 목적지의 친

지유무, 가족관계 등 경제적 변수 외의 지역 네트워크 효과가 유의적

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호남권과 중부권의 20~30대가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된다는 사실과 함께 인구이동의 지역연고 효과는 

지역의 중심도시(hub) 개발에 초점을 둔 지역균형개발전략은 수도권으

로의 인구유입억제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편 지난 30년간(1971~2001) 농림업부문에서 비농림업부문으로의 이농

률은 1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

간에 따른 이농률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진폭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10대를 제외하면 20~30대의 양질의 노동력이 농어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이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농율은 20대의 경

우 임금격차에 유의하지 않고 취업기회에 의해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30~40대의 경우 취업기회뿐만 아니라 임금격차에 유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연령이 어릴수록 임금격차에, 연



143

령이 증가할수록 실업률 차이에 가중치를 더 부여한다는 것은 연령증

가에 따른 위험기피적 성향을 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30대가 

40대보다 임금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업률 차이에는 상대적으로 

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노

동생산성이 높은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 계층인 30대가 자신이 

축적한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적합한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

신의 가치를 높이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배분과정으로 설명된다.

다. 유형별 지역인구,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의 변화요인

◦ 시․군 지역을 인구증가율과 광공업체 및 도소매업체수의 변화율로 구

분하 다. 

- 제 1유형은 지역의 광공업체수가 증가하면서 인구수가 증가한 지역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지역거점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중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광공업체 수의 변화가 "+"인 지역은 자족성이 

우세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지역으로 구성된다. 

- 제 2 유형은 지역의 광공업체 수는 감소하 으나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

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 또는 지역거점지역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형은 해당지역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 산업

의 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하는 바 과거 지역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 유형이다. 

- 제 3유형은 지역의 광공업체 수는 증가하 으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

로 비수도권 지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중 광공업체 수의 변화율

이 전국 시․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농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일반 농촌지역으로서 제 3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광공업체

수 변화율이 전국 평균변화율을 상회하여 비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강

세인 지역이지만 시․도 중심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족의 인구규모를 유지하여 못할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부터 인구흡

입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제 4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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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지역인구와 농가인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농가인구

는 지역인구에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유형별로 농가인구의 지

역인구에 대한 반응이 상이하다.”는 가설을 얻었다. 나아가 “농가인구

감소는 지역농가소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감

소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일수록 농가인구감소는 농가소멸과 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도 얻을 수 있었다. 

◦ 즉, 지역인구와 농가인구의 변화요인분해 결과 “지역농가인구는 지역인

구에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유형별로 농가인구의 지역인구에 

대한 반응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의 농가인구는 완만하게 증가하나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지역농

가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함으로써 지역인구의 유지는 농가인구 유지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농가인구의 감소는 해당지역 

농가의 소멸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농가

인구의 감소는 농가구원의 이촌이 아니라 90% 이상이 농가호수의 감

소를 초래하나 것으로 계측되었다.

◦ 지역유형별로 지역인구변화 요인 또한 상이한데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지엽보다 광공업체수에 대한 지역인구 탄

력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소매업체의 특성상 도소매

업체의 속성상 지역시장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지역의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 지역시장규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 정책과제

◦ 이상의 분석 결과 농업인력 및 농가인구가 적정규모로 유지되기 위해

서는 농촌지역 내의 인구유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농업부문의 발

전전략만으로는 용이하지 않고 지역정책이 수반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첫째, 지역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지역인구가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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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는 농업정책 만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

해서 달성 가능하다. 농업인구 및 노동력은 농촌지역 거주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인구의 유지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농업인력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은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연계 필요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지 않는 

농업인력 육성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확립이 시급하다.

◦ 둘째, 지역활성화 전략은 무분별한 광공업의 유치를 지양하고 지역의 

부존자원과 고용흡수능력 및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뛰어난 도․소매업

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지역의 일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지만 농업부문의 몰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수단이기도하

다. 농촌지역 비농업부문의 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 그리고 농촌지역 

SOC 투자 등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농촌지역 및 농가인구 감소는 물론

이고 농업인력 또한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지역농가의 소멸을 맞

이 하게 된다. 

◦ 셋째, 지역 단위의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간 인구이동의 요인중의 하나가 지역 네트워크효과이다. 경제적 

유인이 우월하다고 할지라도 지역연고, 목적지의 친지유무, 가족관계 

등 경제적 변수 외의 지역 네트워크 효과가 유의적일 뿐만 아니라 민

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중심도시(hub) 개발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개발전략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억제에 유효하다. 

◦ 넷째, 장기적으로 지역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체계구축하

고 이를 타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30대 유

효인력의 순전출이 두드러진 지역의 경우 순전출과 함께 지역이 투자

한 양질의 인적 자본유출 또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적자

본 유출에 따른 지역자본의 보전을 위해 교육 및 정보전달 체계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인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보다 더욱 중요할 뿐만 아니

라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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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관련 토착자원의 권리보호체계 
수립 방안

연 구 자: 김수석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농업․농촌관련 토착자원의 관리․보존실태를 분석하고, 이 분

야에 대한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관

리․보호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토착자원의 개념에서 토착자원은 자국의 자산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원, 즉 재래종 유전자원과 지역의 향토자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향토자

원은 지역성과 전통성에 근거한 지역의 고유자산, 즉 지역특산물과 전통지식 

등을 의미한다.

2. 토착자원의 관리․보존 실태

  농업․농촌관련 토착자원의 관리․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다. 유전자원의 경우, 관리체계가 아직 자원의 이용중심 관리로 유전자원

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원의 관

리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향토자원의 경우, 수

집발굴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발굴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토착자원에 대한 관리보호가 이처럼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에 대한 권리보호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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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착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

  토착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는 토착자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ABS 계약 제도

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과 ABS 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해준다.

4. 토착자원의 보호방안

  농업․농촌관련 토착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권리보호 방안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토착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종합관리시스템 하에서는 유전자

원 관리기관들 간에 완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총괄조정기관에 

의해 계획적,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이 추진된다.

2)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확대한다. 수집방법으로는 문헌

상 조사된 재래종의 종수를 확보하는 목표를 설정해 이에 대한 조사발

굴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3) 생명공학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

해 DB화되는 유전자원 정보에 해당자원의 주요한 유전자적 특성이 모

두 포함되도록 한다. 즉 유전자원의 형태적 평가 뿐 아니라 실제 활용

에 필요한 이용형질 중심의 특성평가를 강화하도록 한다.

4) 유전자원, 특히 재래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존기

술을 개발한다. 

5) 다음으로 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재원을 확대한다. 

유전자원의 보존에 대한 투자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존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6)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보호는 접근과 이익공유(ABS) 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ABS에 포함되는 핵심내용은 ①외국 또는 외국인(법인)에 의한 

유전자원의 수집과 이용은 사전통지된 동의 후에 가능하다는 것과 ②

유전자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로열티 지급 등 이용에 대한 이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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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안을 협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토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권리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지역의 향토자원 소재를 수집․발굴하여 이를 평가한 후 지역의 향토

자원으로 등록시킨다. 이렇게 등록된 전통기술은 접근과 이익공유

(ABS)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2) 등록된 전통지식을 발명의 출처공개 형태로 활용한다. 즉 전통지식을 

발명의 선행기술로 활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 

3) 전통지식은 또한 업비 (trade secret) 형태로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4) 향토자원 중 지역특산품은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하여 그 권리를 효과적

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지리적표시를 지역특산품 전반에 걸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리적표시제의 한계점을 개선해야 한다. 먼

저 지리적표시 대상품목을 기존의 농수산물 중심에서 지역특산품 전체

로 확대하도록 한다. 다음은 품질인증 형태로 구성된 기존의 제도를 

특산품의 전통성과 지역성에 따라 부여하는 지적재산권(단체표장) 형

태로 재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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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연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 구 자: 박석두,  김태연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이 연구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지연산업의 발전 가능

성을 점검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먼저 지연산업을 “지역 내 자본에 의해 설립․

운 되는 중소․ 세기업의 집단이 사회적 분업체계에 입각하여 역내의 원

료와 노동력으로써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기적 생산체제”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지연산업의 주요 구성요소는 ① 원료․노동력․기술․자본 등 공

급의 지역성, ② 지역 내 사회적 분업체계 형성, ③ 지역 내 동종 제품 생산

업체의 집단입지, ④ 세 또는 중소기업 규모 등의 네 가지 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연산업은 총 33개 시․군 농촌지역에 분

포되어 있으며, 음식료가공품 9개 품목, 공예품 6개 품목, 기타 7개 품목 등 

총 22개 품목에 3,150여개의 업체가 운 중이다. 

  순창군 장류산업, 남원시 목공예산업, 담양군 대나무산업, 주시 섬유산

업 등 4개 지역의 지연산업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지연산업이 전통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규모의 세성 때문에 업체간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

체와의 협력관계가 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정책적인 지원도 개별

업체보다는 공동의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동종 산업 및 

그 전후방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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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규모인 이들 업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개발과 틈새시장

을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신축적인 자금 및 정

책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연산업이란 용어 및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면, 업체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금융기관

을 통해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담보 능력이 약한 지방 지연산업 창

업자 또는 운 자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지

만 지방에 이미 입지한 기업은 배제하는 등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지방산업 육성정책도 결국은 금융지원․세제지원 등을 내

용으로 하고 있어 세한 지연산업 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는 미흡하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지연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일정 범위의 업체 모두

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지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체 자체들이 공동 브랜드, 품질

관리 등의 체제를 형성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그 발전방향으로는 ① 업체간 협력을 위한 공동화, ② 국내외 경쟁에 대응하

기 위한 세계화, ③ 생산 및 판매 방식의 현대화, ④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

한 용도다변화, 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산업화, ⑥ 지역 내 협력체

계 구축을 위한 산업클러스터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가칭) 향토산업육성법과 같은 지연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지연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와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연구소 

설립 등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책과 함께 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

한 다양한 공동화 대책을 시행하고 지역 단위의 품질관리와 기술인력․후계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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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향

연 구 자: 유승우,  박경철

연구기간: 2004. 2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파악한 후 이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지역축제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바

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지역축제 관련 통계자료 분석, 현장

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이 수행되었다. 먼저 지역축제

의 역사와 개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자료 등을 통해 파악했

고,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지역

축제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개최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 지역축제 중의 하나인 효석문화제의 봉평지역활성화 향을 파악하기 

위해 봉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 분석을 

위해 3곳의 사례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축제 담당공무원, 축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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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와 현장조사도 아울러 실시

됐다.

3. 연구내용

  이 연구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

가 과연 농촌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질적, 양

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 다. 이러한 지역축제의 향들이 향후 농촌지역활

성화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바람직한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

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축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축제 역사와 개

념, 역할과 기능을 파악했는데 축제의 기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경문화에 

바탕을 둔 제천의식과 추수감사에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현재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전국의 555개 지역축제의 현황 자료와 30여 개의 문

화관광축제 현황 자료를 이용해 지역축제의 지역 분포, 소재, 시기별 분포, 

예산규모, 경제적 효과 규모, 관광객 방문 규모를 분석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생태환경축제를 대표하는 함평 

나비축제,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평창 효석문화제, 농산물축제를 대표하는 홍

천 찰옥수수축제 등 3곳의 사례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이들 지역축제의 개최 

내력, 개최 과정, 지역경제 활성화 향, 사회․문화적 향, 환경 및 지역이

미지개선 효과 등을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파악했다. 조사

결과 함평 나비축제는 친환경적이면서 동심을 자극하는 이미지인 나비를 이

용해 생태관광의 붐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소득창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축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 위주의 행사

내용과 관주도의 행사 진행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효석문화

제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이효석과 그의 문학작품의 대표 소재인 메 꽃

과 전원풍경의 복원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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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지역을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효석문화제 역시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 메 밭과 주위 경관의 훼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찰옥수수축제는 감소추세 던 찰옥수수를 홍천의 대표 농산물로 이미지화 

했고 찰옥수수 판매 또한 촉진시켜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소규

모 농산물축제가 안고 있는 축제의 공간문제, 농촌관광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들 사례 지역축제를 농촌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 향을 분석하고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례 지역축제의 시

사점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은 농업․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하는 지역축제의 선발과 육성,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시 지역축제의 개발

과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욱이 이러한 근거는 2004년 농산어촌의 복

지․교육․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

니라 정부내에서도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에서도 향토자원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농림사업 부문에서도 지역축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및 육성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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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연 구 자: 송미령,  성주인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이 연구 목적은 마을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주민참여형 마을개발모형(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시작으로, 마을개발사업의 대상마을 

중 20개 사례마을의 지도자 및 13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와 설문

조사, 관찰조사 등을 병행하 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마을개발사업의 등장 배경과 특징 검토, 주민참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검토, 마을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및 주민참여 실태 분

석,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모형 정립과 정책 과제 제안 등 크게 네 부

분으로 구성하 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마을개발사업이 정책

적으로 본격화된 배경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공간 단위, 

사업 내용, 추진 방식 전반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시기에 등장한 일단의 농촌개발사업을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이라 명

명하 다.

  둘째, 제3장에서는 그간 축적되어 온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토대를 두어 연

구의 관점과 분석의 방향을 정립하 다. 특히 주민참여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과정이자 결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

되기는 하지만 정작 주민참여와 사업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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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와 마을개발사업의 성과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하에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 다. 특히 마을개발사업 단계별로 주민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마을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주민참여와 사업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

되, 정성적 분석이 가지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수화하는 방

법을 적용키로 하 다.

  셋째, 마을개발사업 단계별로 주민참여의 형식과 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났

다. 착수 단계에는 정보력을 갖춘 소수 주민만이 참여하고 계획 단계에는 단

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이 주민참여의 주 내용을 구성하지만, 시행 

단계에 이르면 노동력과 지식 제공 등의 활동으로 참여 방식과 수준이 다양

해지고 관리운  단계에는 주민간 역할 분담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주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의 형식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데, 40․50대 

남성이면서 마을에 오래 거주하 고 농외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참여지수

가 높게 나타났다. 마을별로는 어성전2리가 가장 높은 주민참여지수를 나타

냈다.

  이어서, 마을개발사업 자체의 성과 평가를 시도하 다. 목표 적합성, 과정 

합리성, 성과 충족성 등의 측면으로 사업을 평가한바, 목표 적합성 측면에서

는 각 사업별 목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은 도시민을 겨냥한 소득사

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 합리성 측면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주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충분치 않으며, 성과 충족성 측

면에서는 경제․환경․사회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

다. 한편 사업성과지수를 측정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성전2리와 송천

리가 비경제적 측면에서는 신대리 등이 높은 점수를 결과하 다. 

  한편, 마을별 주민참여지수와 사업성과지수의 상관계수를 파악한 결과, 그 

값이 0.6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참여지수와 사업성과지수를 축으로 

하는 산포도에서도 선형에 가까운 분포를 보여 주었다. 즉, 이는 주민참여가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에 긍정적 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 연구에서의 분석 

관점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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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의 모형을 제안하 다.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의 모형은 첫째,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의 존재, 둘째, 외

부로부터의 관심과 지원, 셋째, 적절한 보상기제의 작동이라고 하는 조건하

에서 주민간 역할 분담과 사업 단계의 성숙에 따른 주민참여 수준이 제고되

어 스스로 역량을 갖추어가면서 전권(empowerment)을 행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민간 역할 분담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주민이 똑같은 방식과 수

준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형태

이다. 또한 마을개발사업 과정은 곧 주민참여 과정으로, 준비단계에서 관리

운 단계로 갈수록 주민참여 수준도 제고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 된다.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모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도자, 주민의 

마을개발과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촉진

할 수 있는 정책적 자극도 요구된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마을개발사업의 개

선 방안과 더불어 주민참여 촉진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개발사업의 대상이자 수

혜자로만 존재해 온 주민에게 마을의 발전상, 스스로 추진할 일들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참여 활동

도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몇몇 마을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발굴되고, 주민은 마을 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무엇보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주민의 

사업 의지가 있는 마을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개발사업의 내용은 지나치게 외지인을 겨냥한 소

득사업 위주에서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국토관

리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마을의 자원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

요가 높다. 더불어 사업비 집행 방식의 낭비적 구조는 마을 내에서 소득사업

을 담당하는 법인이 사업비 집행 등을 직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공동체

의 감사를 받는 체계를 구상, 시도할 수 있다. 그 밖에 마을개발사업으로 인

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직불제 및 경관보전협약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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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마을개발사업의 향후 발전

을 위해서는 1개 마을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 전체로 마을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 내의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가풀 구성에 의

한 마을개발사업의 후속 지원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실질

화가 필요한데, 현재처럼 타 마을을 견학하고 전문가에게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교육훈련보다는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이어야 한다. 그

와 함께 계획 과정의 장기화와 주민참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계획 과정 자

체가 상호학습과정, 주민역량 강화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자원조사, 부문별 

계획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 구상하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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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연 구 자: 박대식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심층

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② 현행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

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자료 조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

태에 관한 심층 면접 설문조사, 외국 사례의 수집․분석, 관련 전문가

의 의견 수렴 등임.

3. 주요 연구 결과

1)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 농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6.5%가 현재 농사일에 참여함.

- 노인 부부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 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농사

일 참여 정도가 높음.

◦ 농사일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52.2%,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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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모자라서’ 6.2%,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5.3%, ‘취

미 또는 소일거리로’ 5.3% 등임.

◦ 농지 처리 방법으로는 ‘자식에게 맡기거나 상속해 줌’ 52.2%, ‘다른 사

람에게 빌려 주거나 농을 대행하게 함’ 26.6%,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함’ 9.7% 등임.

◦ 농지속 의사는 대다수 응답자들(78.8%)이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짓겠

다고 대답함. 대도시 근교 및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농지속 의사

가 높음.

◦ 농업인들의 실질적 농 은퇴 연령은 75세 전후임.

◦ 농사규모 계획은 대다수 응답자들(80.5%)이 농사규모를 현 상태에서 유

지하거나 확대․발전시키려 하고 있음.

◦ 응답자의 41.5%(83명)는 우리나라 농촌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농사일은 

벼농사라고 대답을 함.

◦ 현재 농사일이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응답자는 7명(3.5%)에 불

과함.

◦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참여 의사는 ‘하고 싶다’ 28.5%, ‘하고 싶지 않

다’ 23.3%, ‘할 수 없다’ 48.2%로 나타남.

-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농사일 이외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함.

◦ 응답자의 52.0%가 가정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봄.

-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가정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인식함.

◦ 경제 상황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54.0%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응답자의 21.0%만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

하여 만족함.

-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중간지역에서,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비농가일수록 자신의 경제상황에 만족하지 못함.

◦ 응답자의 3/4 정도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전혀 준비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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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생활비 마련 책임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35.5%,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36.5%,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6.5% 등으로 나타남.

2) 농촌 노인의 소득 실태

◦ 가구 평균 총 소득에서 각 소득원의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78.3%, 자산소득 7.4%, 공적 이전소득 7.3%, 사적 이전소득 

7.0%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가구 총소득(2003년도)은 ‘500만원 이하’ 43.0%, ‘501∼1,000

만원’ 19.0%, ‘1,001∼2,000만원’ 23.0%, ‘2,001만원’ 이상 15.0%로 나타

남. 응답자들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1,173만원(월 평균 98만원)임.

◦ 가족유형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노인 

단독 가구 364만원, 노인 부부 가구 750만원, 자녀 동거 가구 2,429만원

으로 나타나 노인들만 사는 가구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음.

 -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자녀 동거 가구(92.2%), 

노인 부부 가구(64.8%), 노인 단독 가구(35.2%)의 순임.

◦ 총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25.5%, ‘1∼250만원’이 16.0%, 

‘251∼500만원’이 17.5%, ‘501∼1,000만원’이 14.0%, ‘1,001∼2,000만원’이 

13.5%, ‘2,001만원 이상’이 13.5%이고, 평균 총 근로소득은 918만원임.

◦ 농업소득이 있는 응답자(131명)의 농업 조수입은 ‘500만원 이하’ 43.5%, 

‘501∼1,000만원’ 24.4%, ‘1,001∼2,000만원’ 17.6%, ‘2,001만원’ 14.5%이

고, 평균 농업 조수입은 1,184만원임.

- 농업소득(농업조수입 － 농업경 비)의 분포는 ‘500만원 이하’ 56.5%, 

‘501∼1,500만원’ 30.5%, ‘1,501만원 이상’ 13.0%이고, 평균 농업소득은 

815만원임.

◦ 농업 이외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43명)는 ‘500만원 이하’ 25.6%, ‘501∼

1,000만원’ 23.2%, ‘1,001∼2,000만원’ 18.6%, ‘2,001만원 이상’ 32.6%이고, 

비농업 분야 평균 근로소득은 1,784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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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1.0%임. 그리고 자산 총

소득이 ‘1∼50만원’ 7.0%, ‘51∼100만원’ 5.5%, ‘101∼500만원’ 11.0%, 

‘501만원 이상’ 5.5.%이며, 평균은 87만원임.

◦ 공적 이전소득이 ‘20만원 이하’ 56.5%, ‘21∼50만원’ 5.5%, ‘51∼100만원’ 

12.0%, ‘101∼200만원’ 15.0.%, ‘201만원 이상’ 11.0%이며, 평균은 86만원임.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5%(29명)이고, 연금 수

령액(연간)도 72∼192만원(평균 199만원)에 불과함.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로 받

은 금액이 ‘20만원 이하’가 82.5%, ‘21∼50만원’이 5.0%, ‘51∼100만원’

이 2.0%, ‘101∼200만원’이 2.5%, ‘201만원 이상’이 8.0%이고, 평균 금액

이 38만원임.

-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0% 

(20명)이고 연간 수령 금액은 10∼360만원(평균 200만원)임.

◦ 사적 이전소득(자녀․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57.0% 

(114명)이고, 금액은 ‘20만원 이하’ 30.7%, ‘21∼50만원’ 24.6%, ‘51∼100

만원’ 13.1%, ‘101∼500만원’ 24.6%, ‘501만원 이상’ 7.1%이며, 평균 144

만원임.

◦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 비율은 경로우대제도(98.5%), 경로연금

(57.0%), 경 이양직접지불제도(34.5%), 노인 일자리 사업(24.5%) 순임.

◦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경로우대제도(86.0%), 경로연금(15.6%) 

순이었고, 나머지는 이용 경험이 아주 낮음.

◦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은 경로우대제도(100%), 경로연

금(98.0%), 노인 일자리 사업(86.5%), 노인공동작업장(79.4%), 노인취업

알선센터(78.5%), 노인인력지원기관(67.4%), 경 이양직접지불제도(65.5%) 

순임.

◦ 노인 소득 보장 프로그램 이용 의사는 경로우대제도(100%), 경로연금(93.0%), 

노인공동작업장(56.8%), 노인 일자리 사업(55.5%), 노인취업알선센터(53.5%), 

경 이양직접지불제도(44.5%), 노인인력지원기관(44.2%)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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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노인의 소비와 저축․부채 실태

◦ 응답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만원 이하’ 19.0%, ‘21∼50만원’ 33.0%, 

‘51∼100만원’ 30.0%, ‘101만원 이상’ 18.0%이고, 전체 평균은 71만원임.

◦ 응답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 

32.0%, 주거비 19.5%, 식비 14.0%, 경․조사비 13.0% 등임.

◦ 저축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30.0%(60명)이고,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

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80만원 정도임.

◦ 현재 부채(빚)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34.5%(69명)이고, 부채가 있는 응

답자들의 평균 부채 금액은 3,043만원임.

◦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준 응답자의 비율은 49.5%(99명)임.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지원 금액은 189

만원(연) 정도이며, 쌀, 양념류, 배추, 밑반찬 등을 자녀들에게 지원함.

4) 농촌 노인에게 해당되는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

◦ 농촌 노인에게 해당되는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으로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농어민연금), 공공 부조, 경로우대제도, 취업증진제도, 

경 이양 직접지불제도 등을 들 수 있음.

5)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외국 사례의 시사점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외국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① 농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놓

고 있음, ② 노인들을 단순한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

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 ③ 도시와 차별

화된 농촌 노인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④ 노인복지

에 있어서 다목적인 접근(예를 들면, 미국의 다목적 노인센터)이라든지 

농협과 같은 농업인조직을 충분히 활용함 등을 들 수 있음.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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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해야 함.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

인 존재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

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함.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 기획단 등

을 구성함에 있어서 적정 수의 농촌 노인문제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

키도록 해야 하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 심의 중인 ‘고령사회기본법(안)’

에서도 농촌 노인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사회집단 및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가족형태(단독가구, 

노인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 연령계층, 지역(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 ), 성별, 농참여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농촌 노인 대책이 요구됨.

- 이 연구의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가구(노인 단독 가구 및 

노인 부부 가구)는 자녀 동거 가구에 비해서 소득 및 경제상태가 현저

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농촌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는 가

족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함.

◦ 고령 농업인에 맞는 고령 친화적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함. 노동 능력이 

있고 농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적정규모의 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함.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

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지원 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고령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농교육을 실시해야 함. 앞으로의 

농교육은 노령 농업인들의 교육수준, 주요 작목(벼, 밭작물, 특용작물 

등)을 잘 고려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함. 그

리고 농기계, 농기구, 농자재의 포장 단위 등을 농촌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

◦ 농촌 노인들이 비농업 부문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정책을 개선․개발해야 함. 농촌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노인 적

합 직종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농외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함.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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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지원기관(지역사

회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적극 

시행해야 함.

◦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경 이양직

접지불제도와 같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농업․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 하여 개선해야 함. 그리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

을 위한 특별대책(예를 들면, 농업인복지연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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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한․칠레 FTA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 구 자: 김홍상,  심재만

연구기간: 2004. 1. 1 ∼ 12. 3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오늘날 농업부문에서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사회갈등 와중에 농업․

농촌과 관련한 정책과정 안팎의 의사결정이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 더욱이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조화시키면서 농

업․농촌의 발전을 전망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갈등 와

중에 드러나는 농민․농촌의 이해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러

한 이해와 가치를 다룰 주체들 간의 협력적․안정적 의사결정과정을 

복원하고 구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 이상의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와 갈등관리의 

현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 사회갈등과

정 자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잠재적․현재적 사회갈등을 생산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사회갈등 및 갈등관리에 대한 개념적 연구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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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② 농업부문 사회갈등 발생의 조건 검토 및 갈등실태 파악, ③ 

주요 갈등사례 심층분석, ④ 갈등관리 기본방향 및 구체방안 제시 등

이다.

◦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갈등사례의 당사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 다.

3. 주요 연구 결과 

□ 사회갈등 및 갈등관리 개념화

◦ 갈등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 논의와 접근방식을 검토해 사회갈등에 대

한 본 연구의 접근시각을 확립하 다. 본 연구는 사회갈등을 ‘다양한 

현재적․잠재적 갈등주체들이 상이한 이해와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적․반복적으로 전개해가는 사회적․정치적 과정(ongoing process)’으로 

개념화하 다.

- 이 개념화에서는 갈등의 사회적 편재성(ubiquity), 이해와 가치에 두루 

걸쳐 있는 갈등발생 원인의 다차원성, 갈등발생의 구체적․경험적 과정

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등이 강조된다.

◦ 갈등관리는 ‘갈등주체는 물론 제삼의 공공주체 및 민간주체가 이해와 

가치의 차이를 예방․해소․조정해가는 사회의 자기통치과정(governance)’

으로 개념화하 다.

- 이 개념화는 특정의 갈등관리과정이 당장의 갈등문제를 해결(problem- 

solving)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파생적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capacity), 즉 사회 전체의 갈등관리역량을 보다 중요하게 다룬다. 따

라서 갈등관리 역시 주요한 이해와 가치를 둘러싼 주체들 간 의사결정

의 하나로 이해된다.

□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발생조건과 구체적인 갈등실태 검토

◦ 갈등발생의 조건을 구조적․제도적․문화적 조건으로 세분화해서 검토

하 다. 문화적 조건에 대한 검토는 나머지 두 조건에 대한 검토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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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분석의 중심은 구조적 조건과 제도적 조

건에 놓여졌다.

◦ 1990년대 이후 시장통합의 세계경제, 자유화․개방화의 국가정책, 그리

고 다원화되고 상대적으로 빈곤화되고 있는 농민․농촌사회 등이 주요

한 구조적 조건이다.

◦ 제도적 조건은 사후적 갈등관리기제과 사전적(예방적) 갈등관리기제에

서 검토되었다. 특히 사전적 관리기제는 정책참여기제와 민간 역 중

심의 사회적 협의기제를 두 축으로 검토되었다.

- 정부 등 공공주체가 참여하는 사후적 갈등관리시스템은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정기적 협의 형태로 주요 갈등주체 간 직접적 관

리과정, 정당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제한적 수준의 제삼자 관리과정 등

이 존재할 뿐이었다.

- 사전적 관리기제로서 정책참여기제와 사회적 협의기제는 1990년대 이

후 나름의 발전성과를 보 지만 아직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책참여기제에서는 다양한 정부 위원회의 한시적 성격 및 비민주적 운

방식이, 농민단체 중심의 사회적 협의기제에서는 상호연계틀의 부분

성․단절성이 각각 문제로 파악되었다.

◦ 이러한 조건 내에서 농업부문 사회갈등 실태는 농산물시장 개방, 농업

구조조정, 농산물가격, 농업․농촌조직 운 개선, 환경오염, 자연자원 

이용․관리, 농자재 이용 등을 주요 현안으로 하고 있다.

- 정부-사회집단 간 갈등의 대부분은 갈수록 대외통상정책을 주요한 계기

로 삼는 점, 국내 농업정책 집행과정에서는 다양화된 농민층 간 갈등이 

정부와 농민 간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 민주화, 환경․생태, 지역

개발 등 새로운 이해와 가치가 증가하면서 사회집단 간 갈등발생 가능

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이 중요하다.

□ 주요 갈등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및 갈등관리 시사점 도출

◦ 한․칠레 FTA 체결과정, 장천면 지역농협 운 개선과정 등 주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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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선정해 갈등 및 갈등관리 과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했다.

- 갈등내용과 갈등주체로 이뤄지는 갈등구조를 분석해 갈등과정을 이해

하는 것, 갈등과정에서 어떠한 관리기제들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해 갈등

관리 시사점을 얻는 것 등이 주요 목적이다.

◦ 두 사례 모두에서 갈등내용은 비용의 분담(한․칠레 FTA 사례) 및 편

익의 배분(장천면 지역농협 사례)에 대한 주체 간 이해관심의 차이, 국

내농업(한․칠레 FTA 사례) 및 사회경제적 결사체로서 지역조합(장천

면 지역농협 사례)에 대한 주체 간 가치인식의 차이 등을 포괄하고 있

었다. 이들 이해와 가치의 차이는 각각의 사례에서 국면에 따라 잠복

과 표출을 반복하 다.

◦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각 갈등주체의 내부관계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

화해갔다. 따라서 개별주체의 기존 내부관계를 토대로 형성되어온 주

체 간 관계 역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 이상의 갈등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이해의 차이는 물론 가치의 

차이를 포괄하거나 기존의 주체 간 관계는 물론 새롭게 형성돼가는 주

체 간 관계를 포괄해내지 못했다.

- 정책추진결정 이전에 정부-농민단체 간에서 의사결정과정이 공유되지 

못한 점, 지역농협 임․직원에 대한 비용효율화와 책임추궁 요구가 격

화되기 이전에 조합운 틀 내에서 협력적 의사결정과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 등에서 사전적 관리기제의 부재를 확인했다.

- 갈등표출 이후, 정부-농민단체 양자 간 부정기적 협의, 이해의 차이에만 

주목하는 정당과 국회의 제삼자 중재 등은 이미 역동적으로 변화해온 

갈등의 주체와 내용을 포괄할 수 없었다. 장천면 지역농협 사례에서는 

양자 간 부정기적 협의 외에 어떤 제삼자 관리노력도 뚜렷이 이뤄지지 

못했다.

◦ 갈등구조의 역동성을 고려하는 발전적 기제 구축의 필요성, 사전적 관

리기제를 확충함으로써 갈등의 표출을 예방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이

해와 가치의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숙의(deliberation)를 제도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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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이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이다.

- 사회집단 간 갈등에서 갈등구조 변화는 더욱 역동적이어서 이를 사후적

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작업은 더욱 쉽지 않은 점에서, 사전적 관리의 

원칙은 더욱 중요하다.

□ 농업부문 갈등관리의 기본방향 및 구체방안 제시

◦ “주체 간 갈등이슈와 갈등관계의 재설정 및 자원분배방식의 합의 등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농업부문 갈등관리의 기본

방향이 있다.

- 구체적 관리방안들은 사전적(예방적) 갈등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사전적 관리기제 구축은, 정부와 사회집단 간 일상적 의사결정과정인 

정책참여기제와 시민사회 역에서의 사회집단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

정인 사회적 협의기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 정책참여기제 구축은,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제도에 참여주체의 권한강

화(empowerment)와 포괄성이 갖춰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① 잠

재적 참여주체에게 의제설정권한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② 정부 차

원의 다부처 참여를 제도화하고, ③ 사회집단 중 간접적 이해관계자까

지를 정책과정에 참여케 하는 것 등이 구체방안이다.

- 사회적 협의기제 구축에서는 정부 등 공공주체가 이를 지원한다 하더라

도 민간주체의 자율적 역은 독립적으로 남겨두는 협력자로서의 자세

가 전제돼야 한다. 다양한 편차를 갖는 사회집단들의 독자적인 전문성 

제고 노력 및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집단을 육성․지원하는 

게 구체방안이다.

◦ 사후적 관리기제는 사전적 관리기제를 보완․수정하는 차원에서 마련

되어야 한다.

- 갈등의 양면성과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역에서부터 갈등현상들에 대한 이해작업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는 더불어 농업부문 안팎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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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 농업부문 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제들에 

갈등관리인식을 제도화해야겠다. 현재 ‘갈등관리기본법’ 등 별개의 입

법과정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갈등관리인식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 현실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사회갈등이 특정 부

문에 고유한 이해와 가치를 토대로 하는 점을 볼 때, 범정부 차원의 법

제 정비와 별개로 각 부문에 고유한 법제들에 갈등당사자 간 직접적 갈

등관리절차 및 제삼자 중재절차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더욱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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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의 새로운 방향

연 구 자: 박석두,  송미령,  김수석,  김홍상

연구기간: 2004. 4. ∼ 2004. 5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지제도의 개편방안을 제도상의 새로운 방향 설정으로 제시하려는 연구이다.

2. 연구방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표된 연구논문과 토의내용을 재정리한다.

3.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농지소유와 임대차를 자유화하는 대신 계획

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자유전 원칙은 현실에서 붕괴된 상태일 뿐 아니라 유지할 수도 없

으며 경작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경작자가 지가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면 농지를 매입해야 하겠지만 농업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임차를 통해 경

작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과 토지순수익 면에서 농지매입보다 유

리하다.       

  둘째, 농지를 둘러싼 대립은 소수의 지주계층과 다수의 소작농간의 농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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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취득하기 위한 계층 간 대립에서 다수의 비농업인과 농업인간의 농지

전용을 둘러싼 부문간 대립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지제도의 원칙도 지주적 

토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경자유전 원칙에서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난개발

을 방지하기 위한 농지전용 질서의 확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제도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를 자유화하더라도 계획

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와 농지전용이익 환수제도 및 농지보전에 대한 보

상제도 등 농지보전․전용제도를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4. 농지제도의 개편방향

  농지소유 및 임대차를 완전 자유화하고 농지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는 단계적인 순서를 밟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농지

보전 체계와 전용 질서를 확립하지 않고 농지소유 및 임대차를 자유화할 경

우 부작용과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둘째, 농지제도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과 농지법 등 농림부 소관 법률 외에 

헌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타부처의 법률 등을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농지제도 개편의 단계별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농지은행제도와 농지관리

기구를 도입하여 이를 통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며, 농지보

전에 대한 보상제도와 농지전용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한다.

  제2단계는 국토관리 및 계획체제 등 농지보전․전용 관련 제도의 개선으

로서 용도지역제와 개발행위허가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용도지역제를 계

획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한다. 

  제3단계는 농지 소유 및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완전 자유화하되, 

농지의 형상 및 소유권의 세분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단

계에 이르기 전에는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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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토구상과 농산촌 혁신체계의 구축

연 구 자: 송미령,  박시현,  박주 ,  이철우

연구기간: 2004. 4 ∼ 2004. 7

1.  연구 배경과 목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04년 1월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

상”을 발표함. 신국토구상을 위한 5대 전략과 7대 과제가 제시되었으

며 농산촌의 혁신체계 구축은 7대 과제 가운데 하나임. 이 연구는 “신

국토구상”의 기조에 맞추어 농산촌의 지역혁신 전략과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농산어촌의 현황과 과제

◦ 농산어촌은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촌의 기반산

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외소

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아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음. 

- 농가소득의 저위는 농산촌의 인구유출을 촉진하여 농업경 체 해체 및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는 농산지 관리의 방기, 도시 

문제의 부작용 확대, 나아가 국토관리의 사회적 비용을 전반적으로 증

대시키는 요인이 됨.

- 기초생활환경 역시 도․농 격차가 심하며,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은 상대

적으로 낙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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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농산어촌을 둘러싼 여건들에 변화가 전망됨. 

국토균형발전시책 강화, 초고속 교통정보망 구축에 따른 시공간의 탄

력적 활용, 그린(green), 웰빙(well-being) 등 국민생활의 질적 수요 변화, 

기반산업인 농업 부문의 청정화․고도화․클러스터화 등이 그것임. 

◦ 농산어촌이 당면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추어 비전을 설정하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깨끗한 자연자원과 경관자원 등은 농산촌지역 발전비전 구축에 강점으

로 작용하며, 반면, 1차 산업 위주의 빈약한 경제․산업구조, 기초생활

여건 미비 등이 주요한 약점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생태․환경․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지역․계층․부문 간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배

가, 교통․통신기술발달에 따른 공간극복능력 신장 등 최근 우리사회의 

발전정도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만, WTO/DDA, FTA 등 세

계시장통합 및 그에 따른 지역간 효율성 경쟁, 국토공간의 대도시 중심

적 발전경향 등은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

◦ 따라서 농산촌지역은 지역 스스로 체질에 맞는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

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최저한(national minimum)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장소적 특성과 농업 

부문이 결합된 향토산업의 발굴과 육성,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

는 것이 농산촌지역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임. 

3. 기존 국토정책과 농산촌정책의 반성

◦ 농산촌지역의 지역혁신전략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국

토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 농산어촌의 위상을 살펴볼 때 농산어촌 

정책과 국토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계와 문제점 등이 지적됨.  

- 그동안의 국토정책은 개발위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도시를 중심으

로 한 고도성장정책을 펼쳐온 결과 농산어촌 공간을 대상으로 한 계획

제도 및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 으며, 관심권 밖에 존재하 음. 

-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계획이 각종의 농산어촌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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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화되어 있으며, 명확한 계획제도로서 정립되지 않아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

이 추진됨으로써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관련 정책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얼마나 수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그동안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기조를 지속

적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 지역발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음. 

- 즉, 지방육성정책 수립 및 실천노력이 부족하 으며 경제활동공간으로

서의 국토 만들기에 주력하여 왔음. 

- 이로써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부족하게 됨. 매 계획마다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추진방향이 언급되어 

있었으나 장식용에 불과하 다는 사실은 제3차까지의 계획을 거치면서

도 오히려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음. 

◦ 개발일변도의 국토정책으로 환경이 훼손되었으며, 농산어촌 지역의 내

생적 발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개발위주의 국토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농산어촌 공간은 정책의 사각지

대에 놓이게 됨.  

4.  농산어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필요와 의의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

시와 농산어촌간의 균형발전이 더욱 중요하며 전통적 의미의 농업정책

으로는 농산어촌 발전에 한계가 있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제안함.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란 “농산촌 지역 내의 혁신 주체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 확산하며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로 개념화 할 수 있음.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농수산업을 선도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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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갈 수 있는 차세대 전문 경 자를 혁신주체로 육성하고 지역 혁

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지원을 해야 함. 아울러 

지역혁신 인프라의 구축, 농산촌 지역산업클러스터의 구축,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분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5. 농산어촌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 지역혁신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농산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주거공

간, 산업공간, 여가휴양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농산촌도 

활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함. 즉, 농산촌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함. 

- 농산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우선 기

초 정주 여건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농산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찾기 위하여 향토산업의 육성과 지역

별 혁신 클러스터화가 중요함. 이 때 농산촌 혁신클러스터의 바탕은 향

토산업이며, 향토산업의 자원은 농림업과 농산촌의 어메니티란 점을 인

지하여야 함. 

- 국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농산어촌에 대한 다면적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5도2촌사업의 활성화는 농산어촌의 당면과제의 중요한 해결방안

이 될 수 있음. 5도2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도2촌의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농업․농촌체험활동 장려를 위해 학과 과정에 농촌현장체험

과목 편성, 농촌관광경 을 제약하는 시설규제, 행위제한, 자격제한 등

의 규제 완화 등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또한 농산촌의 정주 기반, 산업 기반, 여가휴양 기반의 기초는 농산지와 

경관의 체계적 유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됨. 농산촌의 가장 큰 잠재적 

강점인 풍부한 토지자원,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해

서는 보전할 토지자원의 보전과 계획적 정비,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좋은 환경과 경관을 복원․창조할 수 있는 정비 제도, 그리고 

정비 기술 및 정비 사업이 구상되고 적용되어야 함. 주민의 자율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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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조정을 통한 경관협약제도의 도입도 한 방안임. 

- 그리고, 농지의 질서 있는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정립

하고 그에 적합한 수단들을 적용해야 함.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시 농산어촌 중에서도 자체 재생산이 

어려워 긴급수혈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

청됨. 낙후지역의 창의와 특성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

반 형성을 지원해야 함. 

6. 농산어촌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추진 체계 개선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하여 우선 도농

통합적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도시(군)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기초로 이를 개선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계

획 수립이 제도화되어야 함. 농촌지역의 난개발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법률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커뮤니티 중심의 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 조정이 필요함. 셋째 도․농 균형개발 실현 보장을 위한 지역개

발사업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야 함.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단위 위상을 정립하고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를 재정립하

여야 함. 



178

외국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연구

연 구 자: 김수석,  박현태

연구기간: 2004. 7 ∼ 2004. 12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외국의 농민단체들이 농정의 의사결정에 동참하고 향력을 행

사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국가별로 농정참여의 형태가 특수하게 나타나는 역

사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사례

대상이 되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뉴질랜드 3개국이다.

2. 연구방법

  외국 농민단체들의 농정참여에 대한 실태분석에 앞서 압력단체의 행위이

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각 국가들

의 사례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이 국가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3. 사례국가들의 특수성

  농정참여제도와 관련한 사례국가들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먼저 독일은 조

합주의(corporatism)의 전통이 DBV라는 독점적 대표단체를 형성하게 하 고 

국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제도를 산출하 다. 

  프랑스의 특징으로는 농민단체들 간의 경쟁적 협력관계가 정책대안의 개

발로 이어지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농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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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정의 새로운 방향 제시에 적극적이며 진보적이다. 

  뉴질랜드 사례의 특징은 보조없이 농업발전이 가능하다는 농정개혁을 농

민단체가 실천하 다는데 있다. 

4. 사례국가들에 대한 비교분석

  외국 농민단체들의 농정참여방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먼저 농민단체들의 

정책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DBV가 전형적인 압력단체로 향력

을 행사하는 유형이고, 프랑스는 참여제도를 통한 공식적인 참여가 많은 편

이며, 뉴질랜드는 농민단체가 정부의 농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회원들

의 수렴된 여론을 전달하는 온건한 농정참여를 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조직 구성에서는 독일의 DBV가 농민단체의 대표권을 독점하

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는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단체들이 선택적 협

력과 역할분담으로 농업부문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뉴질

랜드에는 품목별로 다수의 단체들이 있지만 FFNZ가 이들을 대변하는 조직

체계로 되어 있다. 압력단체 이론상으로 보면, 독일은 조합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다원주의(pluralism)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조합주의와 다원주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할 

수 있다.

  농민단체의 조직구성과 참여방식의 차이에 따라 농민단체의 향력 행사

에도 차이가 나는데, 독일의 농민단체가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프랑스이고 뉴질랜드는 농민단체의 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체의 행위이론 측면에서 보면, 독일의 DBV는 회원의 논리(logic of 

membership)보다 향력 논리(logic of influence)에 따라 행동하고, 프랑스의 농

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회원의 논리에 

보다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농정참여의 기여도 면에서는 프랑스식 농정참여가 농정을 기획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가장 진보적이고, 그 다음이 농정업무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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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식 참여이고, 독일식 농정참여는 정부의 정책을 뒤따라가는 형태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농민단체의 이러한 태도는 현재 국가전

체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고집한데서 나온 것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농정당국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 면에서는 독

일의 DBV가 산하에 21개의 전문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FNSEA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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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모니터링 추진 방안

연 구 자: 박시현,  박주

연구기간: 2004. 7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방안을 밝히는데 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

로 실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크게 2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의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2004년 

사업 착수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과거 그 예가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며,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모니터

링이 필요하며, 사업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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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의 추진 주체는 계획수립단계와 사업추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계획수립단계는 지금과 같이 1년에 30개 권역내의 사업지구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중앙단위에 모니터링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중앙 혹은 도차원의 모니터링조직과  권역별로 구

성된 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모니터링 항목 및 항목별 모니터링 내용은,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계획과정

과 계획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업단계에서

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삶, 지역공동체, 

생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을 일정기간 동안 관찰하는 것으로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업과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사업, 생활 및 자연환경에 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04년 착수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충

분하지 못하 으며, 계획가의 역할이 충분치 못한 면이 있지만, 원로 자문위

원회, 실무자문위원회, 계획수립자문위원회 등의 자문회활동이 활발하게 진

행되어 계획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리는데 적지 않는 기여를 하 다.

  공모방식에 의해서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지만 일부 잘 알려진 마을을 제외

하고 많은 마을에서 주민들의 준비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

에서 마을 발전의 비전에 대한 계획보다는 각 주민의 이익 또는 각 권역내 

마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배분되는 성향이 있다.

  계획수립과정이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마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학습기회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은 소득

증대사업에 치우쳐있는데 많은 경우 사업타당성, 운 방안 등이 불투명한 경

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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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연 구 자: 송미령,  박주

연구기간: 2004. 8 ∼ 2004. 9

1.  균특회계 농촌 지역개발사업 개요

◦ 농촌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여러 부처가 시행하며 유사하게 보이는 

사업들이 복잡다기하게 얽혀있어 중복성, 비효율성이 있다는 문제 제

기가 지속되어 옴.

◦ 참여정부에서는 균특회계를 신설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

성을 도모하고자 하나, 기존 사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채 낙후지역 사업을 추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농촌 지역개발사업 중에서도 균특회계 계정에 속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비교를 통한 종합 평가를 

함으로써, 농촌 지역개발사업 체계화의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사업간 비교 및 종합 평가

2.1. 사업간 비교

◦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오지개

발촉진법 및 도서개발촉진법은 한시법적 성격을 가짐.

◦ 사업의 공간 범위는 마을, 마을권, 읍․면, 읍․면 소재지, 시․군 일부

지역 등으로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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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을 단위로 한 사업들은 농촌․산촌․어촌으로 공간 구분

- 읍․면 단위 사업도 정주권면․오지면․도서면 등 공간 구분

  ∙정주권면과 오지면은 그 구분 타당성이 모호하며, 사업내용이나 현장

에서의 추진 방식에도 큰 차이 없음.

◦ 사업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다양하게 보이지만, 하드웨어 정비사업이 

주를 이룸.

◦ 사업 목적 및 내용 등에 근거하여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유형화하면 대

체로 일반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낙후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도농교류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구분 가능

◦ 사업 추진 절차와 방식 등과 관련하여 시․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와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 현행 낙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의 창의와 자율에 의한 낙후지역 탈피 

수단이 되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음.

-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현행 행자

부 추진 낙후지역 지원사업은 행자부에서 일정한 형식(사업비규모, 사

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내려주고 지방에서 그에 적합한 사업수요를 발

굴하여 사업물량을 종합하는 방식임.

-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은 민자유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 데

다 재원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현실성 없는 민자유치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1개 지구당 가장 경쟁

력․실현성이 높은 사업 1∼2개 정도로 추진

  ∙면 단위 지역개발사업은 도로정비사업 위주로 소액 분산 투자되고 

있음.

- 마을 단위 지역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체계 등의 중복이 심함.

  ∙특히,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간에는 

실질적 사업 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사업비의 상향 조정, 일회

성 지원이 아닌 사후 관리운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시․군 내의 다양한 마을 단위 사업들이 통합 추진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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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신활력지역” 혁신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적지 않음.

- 기존에 지방양여금 등으로 지원되던 사업을 방식만 바꾸어 추진하여 

시․군의 일거리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며,

- 중앙정부가 지침을 통해 제어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라면 지방의 창의와 

자율성을 손상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 소액 사업으로서 낙후지역 탈피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임. 

2.2. 종합 평가

◦ 사업간 중복성 존재

-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격상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장에서의 비효율성 발생

- 사업 추진 계통이 다기화되어 있어 시․군 단위에서 종합화․체계화되

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농촌 정주체계 및 부처 간 기능과 무관한 공간 분할 체계

- 농촌 정주체계, 생활권, 경제권 등을 고려치 않고 편의적으로 공간 구분

- 부처별 미션과 기능에 부응하지 않는 업무 추진

◦ 사업 내용의 시의성 미약

- 사업 목적과 내용 측면에서 시대적 수요와 지방의 창의를 고려하지 않

은 채 추진되는 사업이 많음.

  ∙사업 목적이나 공간 단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적으

로 획일적인 하드웨어 정비가 주 내용을 형성

◦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 신활력지역 사업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모호

- 법률적 논거에 따라 우리나라 낙후지역은 ①오지면 ②도서면 ③개촉지

구 ④접경지역 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임. 신활력지역 사업은 

기존 낙후지역 사업과 아무런 관계 설정 없이 “기타”이면서 공간적으로

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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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이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는 불명확

3.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3.1. 체계화의 원칙과 방향

◦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농촌지역의 정주공간체계에 부응하는 사업 체계

- 정주체계상 중심지 > 배후 마을 > 오지 마을 등으로 서열화가 가능하

며, 사업 내용은 점차 정주기반 확충과 소득기반 조성을 겸하는 방식으

로 전환

◦ 중앙정부 부처 간 미션과 기능을 고려한 역할 분담 체계

- 중앙정부 부처마다 고유한 업무 미션과 노하우가 있음을 인정하여 그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

3.2. 체계화 대안

◦ 오지면과 정주권면의 구분을 취소

- 모든 면을 대상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 등 확대

◦ 마을 단위 사업의 통합 추진

- 농촌, 산촌, 어촌으로 잠정 구분하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은 통합

-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업 추진 과정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

  ∙통합 예산 편성 추진

◦ 신활력지역사업 추진 방식의 차별성 확보

- 시․군내의 실질적인 낙후지역을 활력화하는 방향

- 기존 균특회계 내 농촌 지역개발사업, 기타 타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

사업과의 중복을 최대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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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은 negative 방식으로 예시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존중

  ∙추진 방식은 시군의 간략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약 

체결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 

  ∙사업 주관은 관계 부처별 협의에 의한 공동 추진

-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평가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부진한 이유를 찾아 

개선해 나아가는 정도가 적합

◦ 장기적으로 균특회계에서 나가고 들어와야 할 사업 재편

- 지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거나, 소액사업이거나, 

혹은 손이 많이 가는 사업 등은 전략적으로 기피

  ∙방재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

-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하거나 예산외 사업

으로 인정

  ∙공모방식은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상호 경쟁에 의한 

집중 지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

◦ 체계화를 위한 순서와 단계 설정

- 신활력지역 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 부처별 자체 혁신역량 제고․기능조정과 연계하여 사업 조정

  ∙동일 부처 내에서 사업 조정 및 사업 내용 전환 후, 부처 간 사업 조

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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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

연 구 자: 이동필,  김태곤,  김종선,  박경철

연구기간: 2004. 5 ∼ 2004. 12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중요성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은 약 8조원, 납세액만도 2조6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주류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적 육성정책이 없이 세원

보전 및 징세편의를 위한 규제위주의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주

류제조 및 유통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

나 아직도 산업적 인식이 부족하여 주류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어 해마

다 3억 천6백만 불 상당의 주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 

목적은 농민주와 민속주를 포함한 우리술산업의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고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리술산업의 육성은 수입산 주류를 대체함으로써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잉생산과 WTO 체제하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

해 있는 국산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쌀과 잡곡, 과일, 약초 등 온갖 농

산물로 빚은 전통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1은 물론 전통문화

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술을 ‘약주(藥酒)’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의보감에 의하면 “쌀로 만든 술은 약으

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기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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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최근 전통적인 제조방법과 국산원료로 만든 우리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고 있다. 국산 농산물을 원료와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만든 우리술은 ‘우리 

입맛에 맞는 좋은 우리술’의 소비를 통한 국산 원료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

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입주류의 대체와 수출 증대를 통한 국

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새로운 사업을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은 물론 다양한 1․2․3차 산업의 결합

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활

성화는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

울러 약주와 과실주 등 다양한 저도주의 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가양주문화

를 재건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민주 및 민속주제조면허에 관한 규제완화로 2003년 말 현재 농민

주 121개 및 민속주 45개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전체 주류업체수(1,380개)의 

12.1%, 출고량(3백 30만㎘)의 0.13% 및 납세액(2조 6천 115억원)의 0.47%에 불

과한 실정으로 산업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체당 출고량을 

보면 민속주와 농민주의 경우 24.2㎘ 및 38.5㎘에 불과한 데 비해 일반주류업

체는 2,390㎘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규모의 세성은 우리술에 대한 

한정된 소비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비자들에게 우리술을 구입하는 

목적을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선물용으로 구입’하고, 18.2%는 ‘제사

나 성묘용으로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이란 인식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비자들이 우리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문

의한 결과 ‘가격이 비싸거나(49.7%)’, ‘뒷맛이 깨끗하지 않아서(44.9%)’, ‘맛이 

없어서 (31.7%)’, ‘구입하기 어려워서(18.6%)’ 등으로 응답하 다. 

  한편 우리술 생산업체에 대해  당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과도한 세금(80.0%)’, ‘자금부족(40.0%)’, ‘판매부진(34.7%)’, ‘제조방법에 대한 

지나친 규제(15.8%)’, ‘기술부족(11.9%)’을 들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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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과제를 문의한 결과 ‘시설 및 운전자금 확대(50.3%)’, ‘인터넷 및 통신

판매 허용(32.9%)’,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27.1%)’,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 우리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로는 ‘소규모업체에 대한 

주세차등화(72.3%)’, ‘출고가격표시제 폐지(45.7%)’, ‘인터넷 및 통신판매 확대

(37.2%)’, ‘제조방법 및 원료사용 규제완화(16.1%)’, ‘관리행정체계 정비(12.9%) 

등을 들고 있다. 

  우리술정책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경제에

서 차지하는 주류의 역할이나 비중을 고려할 때 주류부문도 산업으로 인식

하고 국내농업 및 식문화와 접한 관계속에서 우리술의 생산 및 유통을 활

성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방식

의 주세징수 및 주류관리정책의 도입이 선행되지 않고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

에도 새로운 가양주문화를 도입하고 지나친 음주로부터 국민건강 및 청소년

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내농업이나 전통식문화와의 

관련성이란 점에서 우리술이 가진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류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술산업의 발전방향은 (1) 시장질서

와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와 주류

의 규격 및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완화, 판매면허의 통합과 판매업자간 거래

허용 등 주류 관련 제도상 지나친 규제의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술의 맛과 향, 품질개선을 위해 연구개

발과 포장 및 디자인개발,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세청 

기술연구소를 농림부로 이관, 관련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주류산업의 활성화가 국내 농업이나 전통문화, 주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4) 국민들이 고도주 

보다는 저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주

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산업적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

모 제조업체에게는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술이 가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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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세 및 금융지원, 

홍보, 판로개척,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산업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5) 

우리술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우리술산업육성

법(가칭)｣을 제정하고 주류관리와 관련된 여러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하

고 아우를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술에 대

한 지원․육성 업무는 농산물가공의 틀 속에서 농림부가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유럽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우리술산업의 활성활 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대상의 구체화와 지원혜택 재정비

  최근 농민주 및 민속주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신규제조업체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일신전속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전통문화 기능보유자나 전통식

품명인으로 중복 지정되고 있거나 인근의 유사업체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권

리를 인정하는 점, 그리고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 비록 고령으로 기능을 상

실하더라도 사망 시까지는 특혜를 누리면서 전통문화 계승자로서 의무를 게

을리 하거나 후계자가 없이 사망할 경우 해당 민속주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추천과 관리가 이원화되

어 사업취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는 고사하고 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더구나 같은 민속주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지정한 민속주와 농림부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민속주간에

는 전승지원비2등 지원혜택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전면적인 재조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민주 및 민속주의 개념과 선정기준을 

 2 예를 들어 문화재청의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 매월 70∼100만원씩 무형문화재 전

승지원금을 지원받고 의료보험혜택에 사망시 10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되지만 전통

식품명인은 이러한 지원혜택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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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민속주에 포함된 기능보유자와 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주류는 전통문화

의 계승이나 제조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하고, 과거 교통

부장관이 지정한 건설교통부가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지정한 ‘관광토속주’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제주도술’은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분리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제조방법과 향토성, 사업주

체, 그리고 정책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조세체계 정비 및 소규모 우리술에 대한 주세감면

  우리나라는 주종별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동

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력은 물론이고 기술이나 경 능력,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월등하게 우세한 일반 주류업체에 비해 대부분의 우리술 업

체는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EU국가의 경우 ① 연간 20

만hl이하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자 업자, ② 알코올농도 8.5%이하 포도주 

생산자, ③ 연간10hl이하 소규모증류주제조업자 등에 대해 주세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④ 지방특산품 또는 전통특산품에 대해 주세를 특별 적용

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 No92 

/83]). 이상의 관점에서 저도주는 물론 농민주와 민속주, 그리고 이를 포함한 

소규모 주류업체에 대해서 주세를 차등화 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로 널리 통

용되고 있다.

  최근 임인배의원과 안택수의원이 농가소득 창출과 산업육성 차원에서 각

기 과실주의 주세를 현행 30%에서 각기 10% 및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주세법] 개정의 목표가 국내 농

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면 과실주만이 아니라 국산

농산물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주와 청주에 대해서도 주세를 감면할 

 3 예를 들어 포도주 1리터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약 1,500원 수준인데 비

해 일본이 565월, 프랑스는 45원, 독일, 오르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이탈

리아, 그리스 등은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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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주세인하는 비단 국산 원료농산물의 소비촉진 외

에도 저도주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사고와 국민건강 악화 등 사

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소비 패턴과 

음주문화를 바꾸고 국민건강과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 주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현재 약주(522억원), 청주(218억원), 과실주(176억원) 등 이들 세 

주종에 대한 주세는 916억 규모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들 주류의 주세를 30%에서 10%로 낮추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할 경우 전통민속주나 지역특산주, 그리고 농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들 우리술의 공통적인 특성이 규모의 세성에 있는 만큼 일

정 규모이하 세업체에게는 면세하고, 소규모 업체에게는 감세혜택을 부여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느 규모까지 면

세하고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관례나 우리술업체의 손익분기점

(break ever point)을 분석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민주나 민속

주로 생산되는 발효주의 경우 10㎘(증류주는 5㎘)이하의 세규모는 완전 면

세하고, 100㎘(증류주는 50㎘)이하는 소규모업체로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

하고 기존주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저도주의 감세에 의한 611억원, 우리술의 규모별 주세감면에 의한 약 71억 4

천 6백만 원 등 683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3) 제조방법의 다양화와 원료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

  건강기능성 약주로써 우리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향토음식이

나 각종 생약재 등과 결합하여 건강기능성과 지역성을 부각시킨 다양한 상

품을 개발하는 것이 곧 우리술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주세법] 제4조에 의해 “탁주는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그리고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단 과실 또는 과

채류는 제외)를 첨가한 것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탁주에 과실첨가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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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마찬가지로 과실주 제조에는 곡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결과

적으로 독일의 맥주나 일본의 청주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탁주 또는 과실주

의 제조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탁주나 동동주에 포도․사과․복숭아 등을 섞은 포도탁주, 사과동동주 등

이나 포도주나 사과주 등 과일주에 쌀이나 곡물을 섞은 쌀 포도주, 보리사과

주와 같은 다양한 주류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원

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를 들어 더덕․어성초․복분자․잇꽃․두충․구기자․창출․지초․우슬․

사약 등 생약재를 비롯하여 상황버섯, 음양곽, 옻나무, 참숯, 뱀 등 과거부터 

음용해 온 기록이 있는 원료이면 국민건강이나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우리술에 대한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정비

  상품의 품질을 표준화, 등급화 하여 차별적인 유통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도주의 경우 지역의 토질과 경사도, 강우량, 기후 등 지리적 조건

에 의해 지역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특정품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

로 생산한 포도주를 등급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수입포도주와 차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청주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고유한 쌀과 지역의 

물, 제조방법 등으로 지역특산품화 한 청주를 차별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일본

주원산지호칭제도(SOC: Sake's Origin Control)와 이를 더욱 강화한 전통적원산

지호칭제도(Traditional Sake‘s Origin Control)를 운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주종별로 품질을 표준화, 등급화하여 차별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류상품에 표시하

는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의하면 ① 

제조장의 명칭과 위치, ② 주류의 종류, ③ 규격(알코올성분), ④ 용량, ⑤ 용

기주입 연월일, ⑥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⑦ 세금포함 출

고가격, ⑧ 상표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출고가격은 국산주류에

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우리술은 출고가격대비 소비자 판매가격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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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커서 구매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수입주류에 비해 역차별을 받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 또한 포도주의 경우 ① 포도의 생산연도, ② 

포도의 품종, ③ 재배국가와 지역, ④ 제품명, ⑤ 와인등급, ⑥ 와인생산회사

를 표시하고 있는데 포도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재배지역, 품질등급에 관한 

정보 없이 포도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라벨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주종에 따라 품질판정에 주

요한 향을 미치는 원료의 종류와 산지, 효능, 제조방법, 지역명 등을 포함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원료

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류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

지 않고 있어서 여타의 농산물가공품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어서 서둘러 

이를 [주세법]에 반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약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과학적으로 인정된 

기능성물질을 함유한 원․부자재를 사용한 주류의 효능을 표기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유용성이나 효능이 인정된 주류에 대해서는 이를 표

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5)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매 촉진 강화  

  우리술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과 거래처제한 폐

지 및 우편판매제도 등을 도입하 으나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의해 “민

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가 1인 1회 판매수량

을 10병 이하로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

치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나 택배요금을 부담하면서 통신판매제도를 이용

하기에는 취급물량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체국 외에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신판매업체로 추가하고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상업적인 통신판매사

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허용 물량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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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양조업체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같은 지역 동종의 소규모 면허업체

들이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판매력을 갖춘 도매업체 등의 주

문자상표(OEM: order's equipment manufacturing)를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주류제조장에 별도의 면

허 없이 업장내에서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관광농원이나 그린투어

리즘과 연계하여 우리술이 주요한 문화컨텐츠가 될 수 있는만큼 양조주점

(brewery pub)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술에 대한 인식제

고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양주문화(家釀酒文化)’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와 기술이 없는 소비자가 일정한 한

도내에서 자가소비용 주류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양조원료를 판매하고 

기술적 자문과 시설을 빌려주는 가용양조설비대여업(BOP: brew-on-premis)4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와 ‘우리술 Festival’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

게 다양한 우리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우리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홍보 및 판촉을 통해 매출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끝나지 않

고 지속적으로 우리술의 홍보 및 판매촉진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홍보용 팜

플렛을 제작․배포하거나,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우리술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 한다든지 

품목류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특징 있는 지역축제 등과 연

계해서 전시회 등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안정적 원료공급시스템의 구축과 국산원료 사용 촉진

  주류의 제조 원료는 농산물로 곡류, 과실류가 대부분인데 국산농산물은 양

 4 이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BOP에서 고객이 개인별 연간생

산허용량 범위 내에서 양조하는 술에 대해서는 자가양조로 인정하여 주세를 부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산한 술은 판매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개인 또는 가족

소비용, 행사, 전시, 시음회, 품평회용으로 가구 내 성인이 1명이면 100갤런(378ℓ), 

2명이면 200갤런(756ℓ)의 맥주제조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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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가격경쟁력이 낮고 식량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주정수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

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수입의존을 더욱 

심화시켜 마침내 주류소비와 국내 농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쌀과 보리, 고구마 등 국산 농산물의 주정원료 사용을 촉진

하고 주정회사별로 독특한 주정생산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주류원료 생산

을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아울러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 의해

‘월 10톤이상 소비하는 100㎡ 이상 시설면적을 가진’ 규모화 된 주정업체에

만 공급하는 저가의 가공용 쌀을 대부분 세한 규모인 우리술업체들도 이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주류원료수급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정 및 주류원

료의 국산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쌀․보리․포도 등 원료

농산물의 생산자와 주류제조업체간의 계약재배로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

다든지 주류원료(양조)용 농산물의 품종육성과 머루, 약용작물 등 새로운 작

물의 재배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술업체

에게 국산농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의제매입세

율 공제액(1/102(1.96%)을 5/105(4.76%)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지원 확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에 의하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를 포

함한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해 시설비 및 운 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

보하고 있다. 즉 농림부가 추천한 주류제조면허업체(농가 및 법인 포함)에게

는 융자 70%, 자담 30% 범위 내에서 시설비 및 운 비를 연리 4.0%의 조건

으로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금리인하와 개인신용의 한계로 자금

수요가 별로 없고 원료매입자금은 단기자금이라 장기 숙성을 필요로 하는 

주류업의 특성에 맞지 않아서 연구개발이나 시설개보수, 혹은 원료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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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림부의 정책지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산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

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양조설비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

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장비의 현대화, 원료의 안정적 확보, 

양조기술 및 경 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브랜드화 촉진과 포장 및 디자인

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등 우리술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류의 

품질향상에 관건이 되는 장기저장이나 숙성 등에 소요되는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주의 발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 공동브랜드화, 포장 및 디자인개선, 홍보 및 판매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

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창군은 복분자주를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하고, 자체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선운산복분자‘라는 

공동상표를 등록하는가 하면, 복분자특구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연구개

발과 특수원료의 계약재배, 브랜드화, 품질관리, 홍보 및 판매촉진 등에 소요

되는 자금의 일부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

구할 필요가 있다.

(8) 우리술산업 육성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와 생산자조직의 활성화 

  술과 관련된 중앙행정부서에는 농림부를 비롯하여 재경부와 국세청, 산업

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있으나 부처의 업무법위 내에서 부분적

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술업계의 실태와 문제조차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술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우리술업의 제조 및 판매관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연구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품질관리 등 정부의 역할과 기능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술산업의 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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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업무는 원료와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가진 농림부가 정부

를 대표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원료농산물, 물,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양조방법 등을 기초로 다양한 지역특산주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시장․군수 추천으로 전환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주에 대해 지역의 조례로 제조방법과 원료사

용 등 품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종별로 사업자협회를 결성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연구개발이나 품

질관리, 시장개척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악(必要惡)’이라고도 불리는 주류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우리술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독

일․ 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종별 품목협회를 통해 품질검사, 품질보증표

시, 공장검사 등 품질관리는 물론 연구개발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자율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탁주․약주나 청주, 혹은 과실주와 같이 주종별로 생산자와 가

공․유통․수출입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협회를 조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

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품질개선과 새로운 상품개발,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공동 원부자재 구입, 홍보와 판매 촉진을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주류의 품질관리와 원산지표시 등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정부 권한을 민간조직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이나 홍보 및 판촉 등 마케팅 활동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연구개발 결과활용에 대한 건의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 등을 거쳐 폭넓

게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부터 검토중인 [주세법]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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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

연 구 자: 유승우,  김병률,  김수석,  송미령,  박경철

연구기간: 2003. 2 ∼ 2004. 1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양시의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하에서 시 

전체 및 각 읍․면이 처한 농업․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제 특

성을 면 히 파악하고 지역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양시의 중

장기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문헌조사와 외국사례조

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동원되었다. 먼저 현장조사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

여 지역의 개발수요와 지역의 부존자원을 조사하 다. 또한 양지역 농산물

의 소비지 조사를 하여 유통 실태를 파악하 다.

  설문조사는 개발수요에 대한 설문과 투융자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을 실시

하 다. 문헌연구로는 지역개발에 대한 선행연구와 양에 대한 문헌조사가 이

루어졌다. 외국사례로는 일본의 지역개발 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하 다.

3. 연구 내용

  양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 다. 4개의 권역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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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산간지역, ②중북부 준산간지역, ③서부 준산간지역, ④남부 평야지역

으로 구분된다.

  행정구역상으로 산내면과 단장면에 속하는 동부산간지역에는 농촌관광 휴

양단지가 조성되고, 재약산 주변 약초단지가 개발되며, 얼음골 사과와 단장

대추가 명품으로 육성된다. 산내면은 농촌관광 및 농산물 수확체험 코스를 

개발해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얼음골 사과의 명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과축

제를 적극 지원한다. 단장면은 표충사 관광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민박마

을 육성하고, 다락논 오너제도 도입과 메뚜기 축제 활성화로 어메니티를 상

품화한다.

  산외면과 상동면, 부북면, 양 시내에 걸치는 중북부 중산간지역에는 쾌

적한 문화중심의 전원도시 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양강 주변의 화훼단지가 

개발되고 들깻잎이 명품으로 육성된다. 부산 주변의 경마장 건설에 병행하여 

경주마 사육단지를 대규모 개발한다. 부북면에 소재한 양 연극촌을 문화축

제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청도면, 무안면, 초동면으로 대표되는 서부 준산간지역에는 시설원예단지, 

농산물 가공단지, 축산단지가 조성되며 청양고추, 꽈리고추가 명품으로 육성

된다. 무안면의 사명대사 생가지와 세계최대의 와불상이 건립되는 산정사 

일대를 불교문화관광단지를 육성한다.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으로 구성된 남부평야지역은 대규모의 벼농사지

대로 육성된다.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한 대단위 첨단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산

지유통센터 건립한다. 딸기와 단감이 명품으로 개발된다. 하남읍 남전리 일

대에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농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된다. 벼농사 중

심의 상남면에 보리의 재배를 확대로 맥주가공공장의 원료로 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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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농촌발전계획 

연 구 자: 최경환,  박시현,  허 덕,  김연중,  박주

연구기간: 2003. 4 ∼ 2004. 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장성군의 중장기 농업․농촌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성군의 입지여

건과 농업․농촌조건을 분석하여 21세기 장성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제시

하고 농업․농촌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 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외국 사례조사, 

swot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동원되었다. 각 읍․면의 지역적, 환경적, 사

회경제적 특성을 면 히 조사하고, 장성군 농업․농촌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십여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 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별 순회간담회 및 개발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주민공청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에 내실을 기하 다. 또

한 장성군 농업․농촌이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

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가 이루어졌다. 외국 사례로

는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도농교류, 마을가꾸기 사례 등 지역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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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장성군 농업․농촌의 장단점과 기회․위협요인 등 SWOT분석을 통해 ①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장성군 농업의 새로운 활로개척, ②산

지 유통 혁신을 통하여 장성군 농업의 경쟁력 제고, ③농외소득 증대를 통하

여 지역경제의 건전성 회복, ④ 주거 및 휴양 공간으로서의 장성의 가치 재

발견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 다.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①지역순

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지역순환형 농업 실천기반조성, 우수퇴비공장 및 액

비화시설 건설, 축산뇨오수 처리를 위한 종합처리장 건설, ②단지화․전문화

를 통한 지역 특산품 형성: 시설채소의 권역별 단지화, 잔디 관련 전담 부서 

운 , 사과 단지 조성, ③장성 마케팅 기반 조성: 장성군 산지유통센터 설립, 

파머스 마켓 설립, 장성 농특산물 알리기 사업, 내고향택배 사업, 특색있는 

가판대 만들기 사업, ④농외소득 창출 기회 확대: 장성 곶감 명품화 사업, 농

업공원조성사업, 주말농원조성사업, 농촌탐방코스 개발, 농촌관광시설의 정

비, ⑤ 열린 장성가꾸기: 전원형 복지마을 건설, 휴양형 주거단지 건설, 경관

조례 제정 및 경관협약 체결, 마을가꾸기 경연대회 개최, 정보화 시스템 확

충 등을 제시하 다.   

  앞서 제시한 과제의 추진 전략으로서 ①농민․행정․농협 등 농정 주체간

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추진하고, 군 농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와 중

앙정부의 농정에 협조와 건의를 통해 상생(相生)작용을 이룰 것, ②권역별 

개발사업의 특화를 통해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할 것 등을 제안하 다. 장성

군의 사회적․자연적 조건을 고려하여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개

발 방향을 차등화 하 다. 제1권역은 진원면, 남면, 황룡면 남부지역의 도시

광역권으로 광주 생활권이며,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시설과채류 및 주말농원 등 관광농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권역은 장성읍, 동화면, 서삼면, 황룡면 북부지역의 중부권으로

서 장성군 중심지역으로 수도작 및 과수재배에 적합하다. 제3권역은 삼계면, 

삼서면의 신도시권으로서 상무대가 입지하여 소비수요가 큰 신흥 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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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장성군 환경농업의 주무대이고 전국적인 잔디 특화지역이다. 제4권역

은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의 관광권으로서 전남 유수의 관광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권역은 관광지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특산품 개발

의 적지이며 산채류 및 특수야채 개발 가능지로 판단된다. 

  각 권역별 작목 및 축종 특화(단지화) 방안 및 주요 개발사업으로서 제1권

역에는 수박, 파프리카, 단감의 특화 및 도시근교전원주거지 개발, 노인복지

시설 정비, 제2권역에는 딸기, 토마토, 양돈의 특화 및 농업공원조성 후보지, 

장성탐방코스 개발, 제3권역에는 사과, 배, 잔디 특화 및 사과단지 조성후보

지, 농업공원후보지, 휴양주거단지 후보지, 제4권역에는 산채류, 특수야채, 떫

은감, 한우 특화 및 수변관광공간 조성, 산림자원활용, 특산품가공 등을 제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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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최경환,  정명채,  박대식,  박주

연구기간: 2004. 1 ∼ 2004. 6

1.  연구 목적

◦ 우리나라의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제도는 풍수해대책법(1967)

과 농업재해대책법(1967)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기본 취지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즉 “기아”의 해결에 있었음

◦ 이후 경제발전과 산업의 다양화가 진전되면서 지원내용은 그동안 수차

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수준도 상향조

정되어 왔음.

◦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사유시설피해 복구비 지원방법이 그동안의 

‘선 복구 후 지원(정산)’ 제도에서 복구와 상관없이 ‘선 지원’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상 보상적 성격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

무이기는 하지만,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재정부담이나 부문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현행 지원체제가 바람직한지, 지원수준은 적정한

지, 기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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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복구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재해지원제도의 장기 방향

- 재해복구비 지원 개선 방안

2. 연구 개발 내용

◦ 우리나라의 재해발생 현황

- 자연재해의 유형 

- 우리나라의 재해발생 현황

- 재해발생 전망

◦ 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경 주체의 위험대비방법

- 국가적 재해대책의 필요성

- 재해대책의 유형과 장단점

- 재해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외국의 재해대책

- 미국 

- 일본

- 유럽

◦ 사유재산피해 지원 개선방안

- 재해대책의 기본방향

- 사유재산피해 지원 개선 방안

- 전제 조건 

3. 연구 결과

◦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 현재의 재해지원(복구) 규모는 이미 생계구호(지원) 수준을 넘어섰음.

② 재해지원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농어가간․작목간․경 규모간

의 형평성 및 복잡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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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해지원 항목 및 단가가 현실과 괴리됨.

④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유발 가능성이 상존함

⑤ ‘선 지원’ 방식의 집행상의 어려움

⑥ 항목별 규모 구분 기준의 모호성

◦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재

해복구비 지원대책의 성격의 명확화, ②재해지원의 형평성 제고, ③재

해지원 기준의 객관화․효율화, ④자연재해보험의 도입 기반 조성 등

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대책의 개선방안으로는 5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가. 제1안: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안

- 현재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규모 농어가와 항목 및 

재해지역을 포괄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보완 

- 내용 

  ① 복구비 지원대상의 규모 제한 철폐

   ∙규모제한 철폐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결방법 보완

  ② 지원수준의 형평성 유지

   ∙재해복구비 지원수준의 조정을 통해 부문간․항목간 형평성 유지 

   ③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배제 

- 장점 

  ∙대규모 농어가 및 첨단시설․장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지원기준의 현실화로 피해 농어가들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규모구분에 따른 지원 수준의 격차 문제 해소

- 단점  

  ∙정부 부담이 가중됨

  ∙규모제한의 철폐로 형평성 문제 초래 가능성(빈익빈 부익부)

  ∙재해복구비 지원정책의 복잡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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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해이 초래 가능성 상존

  ∙현행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단기대책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 

나. 제2안: 피해등급별 복구비 지원방안

- 재해 피해의 유형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 동일 재해등급에 대해서는 동

일한 재해복구비를 지급함

- 내용

  ∙재해피해를 인명피해와 (사유)재산피해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문별 피해등급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그 등급별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함

  ∙복구비 총액과 재해지원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

- 장점 

  ∙피해조사만 가능하다면, 재해복구비 지원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재해보상적 성격이 약화되어 자연재해보험제도로 발전하는 가교 역

할 가능

- 단점

  ∙시설 및 생산물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필요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하여 점수 산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점수 부여 방법의 경우)

  ∙대규모시설의 경우 복구비지원 상한액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불만 소지 

  ∙생산물에 대한 보조지원을 배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불만 초래

다. 제3안: 총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안

- 부문별․항목별․규모별 지원율 차등화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함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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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항목별․규모별 복구비 지원율을 단일화

  ∙부문별 항목별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들을 합한 총피해액에 지원율

을 곱하여 복구비 지원액을 산정

- 피해액 산정 방법

  ∙부문별․항목별로 피해액[= 피해량(면적, 마리수 등) × 복구단가]을 

산출

  ∙부문별․항목별로 산출된 피해액을 합산하여 총피해액을 계산

  ∙총피해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총재해복구비 지원액을 산정

    총 재해복구비 지원액 = ∑(A×Pa + B×Pb + C×Pc + D×Pd) × R 

- 지원율 결정 방법 

  ∙현행 재해복구비지원율중 소규모 지원율, 중규모 지원율 및 각 지원

율의 평균지원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음

  ∙어느 지원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잇음

- 장점 

  ∙모든 농어가를 지원대상으로 함

  ∙부문별로 피해액만 산정하면 재해복구비지원수준을 누구나 알 수 있음

  ∙행정처리의 편리로 신속한 복구 지원 가능

- 단점 

  ∙동일 지원율의 적용으로 대규모 경 체일수록 지원이 많아 형평성 

문제 대두

  ∙재해보상적 성격임을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을 고착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

  ∙ 세농어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

  ∙지원율의 인상 압력이 상존(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라. 제4안: 재해복구비 지원을 공종별로 단일화하는 방안

- 지원항목의 세분화로 복잡한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대분류하여 단순

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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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현재 공종별 규격별로 세분화하고 있는 복구비 지원을 공종별로 광

범위화함

     \ 공종간에도 단가 차이가 큰 경우에는 유사한 단가별로 유형화하는 

방법 고려

  ∙동일 공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원 수준을 적용

  ∙피해구분은 반파(20∼70% 미만)와 전파(70% 이상)로 구분

  ∙지원수준의 구분은 소규모와 대규모로 구분

  ∙대․소 구분은 우선 현재의 구분 기준을 적용하고, 적용과정에서 검

토․조정

- 장점

  ∙규모 제한의 철폐로 대규모 농어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동일 공종에 대해서는 동일 지원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간편성

을 제고 

- 단점

  ∙생물(농작물, 수산생물, 가축)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데 따른 불만

  ∙기존의 지원수준에 못 미친다는 불만

  ∙단가의 편차가 큰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데 따른 불만

  ∙부문간․항목간 지원수준(지원율)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 상존 

마. 제5안: 재해구호와 재해보험을 병행하는 방안

- 내용

  ∙현재 재해구호차원에서 지원되는 위로금, 주택복구지원, 재해구호, 

생계보조 및 생계지원은 현행대로 시행

  ∙생산물이나 생산관련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은 중단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융자지원수준의 상향 조정(최소한 70% 이상) 및 융자조건의 개선

  ∙사유재산 복구에 대한 국가지원은 개인이 자연재해보험에 가입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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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의 일부(예: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되

도록 함

  ∙자연재해보험 미가입시에는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수준을 밑도는 수

준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받게 되고, 자연재해보험 가입시에는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수준을 자연재해보험료로 지원받으면서 피해발생시

에는 총평가액의 70%∼80%까지 보험금 수급 가능

- 장점

  ∙도덕적 해이의 발생 여지를 제거 

  ∙재정부담의 완화 

  ∙위험관리의 자기책임의식 고취

  ∙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하는 징검다리 제공

- 단점

  ∙현행 관련법과의 모순(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지금까지 지원받던 수준보다 못한데 대한 농어업인들의 불만

  ∙자연재해보험이 보편화되지 않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대책의 로드맵

2안

1안 3안

4안

5안

< 단기 >                          < 중기 >                    < 장기 >

◦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 조건

이 구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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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조사기준의 표준화

- 피해조사의 전문성 제고

- 상습재해지역의 지원 배제

- 자연재해보험 도입 준비 철저

- 사전신고제 도입

- ‘손실평가액 불 초과의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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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제도 개선 연구

연 구 자: 박석두,  김수석,  신은정

연구기간: 2004. 2 ∼ 2004. 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지조성비제도란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전용할 경우 그에 대체되는 농

지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농지전용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지조성비제도는 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성하

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그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

구가 제기되고 있다. 농지조성사업을 2000년부터 신규로 착수하지 않게 되어 

농지조성비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모두 완

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할 명분과 필요성마저 없어질 우

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의 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농지가격과 비례하지 않음으로써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단위면

적당 농지조성비가 지가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

구는 현행 농지조성비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방안

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농지조성비제도의 운용 현황, 각종 부담금제도

의 운용 현황, 농지조성비제도의 문제점, 농지조성비제도의 개선 방안 등의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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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조성비제도의 운용 현황

  농지조성비제도는 1972년 12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

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지구 내

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투자비 회수 명목으로 농지개량사업비의 3할 상당액

을 농지전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다. 1981년 3월에는 

｢농지보전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구역 외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절대농

지․상대농지를 막론하고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하 으며, 1990년 4월부

터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도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게 되었다. 

1999년 2월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에 의해 농지전용시 농지조

성비 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함께 부과하게 되었다가 2002년 1월부터 농지

전용부담금은 폐지되고 농지조성비제도로 일원화되었다.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모두 농지조성

비를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의무자는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협의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 시행자가 된다. 농지

조성비 부과금액은 부과대상 농지의 면적(㎡)×지목별 농지조성비 고시단가

(원/㎡)×감면비율(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산출한다. 농지조성비 고시단가는 

농림부에서 농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 고시하는데, 2001년 12월 29일에 

고시하여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당 고시단가는 경지정리된 논 13,900원, 

용수개발 된 논 18,3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된 논 21,900원, 경지정리 

된 밭 12,500원, 그 외의 논밭은 10,300원 등이다. 

  농지조성비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인가 아닌가, 농지전용 주체가 누구이며 

전용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100% 또는 50%를 감면하는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③ 농지법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감면하고 있다. 농지조성비 감면 면

적은 2000∼2002년의 3년간 농지전용 면적 33,767ha의 62.5%를 차지할 만큼 



215

많은 면적에 대해 농지조성비가 면제되었다.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농지전용 면적은 1999년의 3,352ha에서 2001년 4,626ha

로 증가추세 다가 2002년 4,377ha로 감소한 데 이어 2003년에 4,988ha로 증

가하 으며,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농지전용 면적은 납부하지 않은 농지전용 

면적을 포함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27.8%(1999)∼45.3%(2001)를 차지하

다. 농지조성비 수납액은 1999년의 1,749억원에서 2003년의 4,537억원으로 급

증하 다. 2002년 농지전용부담금의 폐지와 농지조성비 고시단가의 인상에 

의해 전년대비 납부면적은 5.4%가 줄었으나 수납액은 84.2%가 증가하 던 

것이다. 

  농지조성비는 농지관리기금의 농지조성계정에 납입되는데, 1981년 농지기

금이 설치된 이래 2003년까지 농지조성계정의 조달금액 총액은 농지조성비 

누계 3조 877억원을 포함하여 3조 8천 52억원으로서, 이 중 2001년부터 2003

년까지 농지관리계정에 총 2,100억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3조 5,952억원을 농

지조성사업(88.7%) 및 기타 사업에 사용하고 2,15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에 예탁하 다. 연간 농지조성비 수납액은 농지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농지

조성비 고시단가가 인상된 2002년에 3,742억원, 2003년에 4,227억원으로서 2

년간 연평균 3,984억원이었다. 반면, 기타 사업을 포함한 농지조성계정의 연

평균 운용액은 1999∼2003년에 3,487억원이었다. 농지조성비 수납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농지조성사업비 소요액은 2003년부터 줄어들고 있어 조성계정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3. 각종 부담금제도의 운용 현황

  부담금이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제2조), “…명칭에 불구하고 재

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농지조성비는 이 법의 

[별표]에 명시된 101개의 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

담금의 유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명시된 부담금의 명칭

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 등으로 부담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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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분류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

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수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을 필요하

게 한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

을 말한다. 손괴자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시설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 감소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 게 

감소된 농지에 대체되는 농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부과하므로 전형적인 원인

자부담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또한 농지전용은 그로 인해 평균 이상의 지가 

상승에 의한 전용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도 농지전용은 개발이익의 환수

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의 시행이 전면 유보되었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를 현재의 원인자

부담금에서 농지전용이익 환수로서의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데는 현실

적인 제약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지조성비를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농지조성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농지조성비의 명칭

  ‘농지조성비’라는 명칭은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내포하며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농지조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과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지조성비’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조성비의 법적 성격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더욱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농지조성비의 변경 명칭으로는 ‘농지전용부담

금’ 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적절하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용어는 포괄적

인 용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

다. ‘농지보전’이란 용어는 ‘농지조성’ 외에 농지의 유지․관리․정비 및 농

지보전제도까지 포괄하므로 농지조성비의 목적사업과 용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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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조성비의 부담금 유형 

  농지전용은 농지면적 감소의 원인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기

도 하지만 지가차익을 통해 초과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인자부담금과 수익자부담금은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발부담금의 집행이 유보된 상태이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유지

하되 장차는 수익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농지조성비의 부과 방식 

  현행의 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

된다. 이 때문에 농지가격 대비 농지조성비 부담 비율이 농지가격에 역비례

하며, 농지조성비 수납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

으로는 전용농지의 면적에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간편하다. 공시지가의 적용 비율은 현행 농지조성비 수납액과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30∼40%가 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공시지가의 30∼4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농지조성비 부과 방식

을 변경할 경우 지역별로 그 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유의하여 시․도별 

공시지가 수준별 농지면적 분포, 경기도 고양․화성․용인시의 사례 등을 분

석하 다. 

4) 농지조성비의 감면 

  1999∼2003년에 농지조성비 감면 면적은 전체 전용면적의 64.6%, 감면금액

은 2조원에 달하여 농지조성비제도의 의의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경제

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지역에서의 농지전용

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농지조성비가 감소

하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 농지조성비의 감면 조치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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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과 용도의 확대 

  농지조성비 수납액은 대부분 농지조성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농지조성

사업은 2000년부터 신규 착공을 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은 2013년까지 완

료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현재 농지관리기금 농지조성계정에 여유자금이 발

생하여 농지관리계정에 2,100억원을 대여하 으며, 앞으로는 더욱 여유자금

이 증대됨은 물론 2013년 이후에는 농지조성비의 용도가 소멸되어 농지조성

비제도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농지조성비의 부과 목적

과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농지조성비의 명칭을 ‘농지

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과 목적을 ‘농지조성․농지정비․농지보전․농

지관리’ 등 광의의 농지보전 개념으로 확대하며, 용도 또한 현행의 농지조성

사업 외에 농지관리계정의 적자 보전 및 농규모화사업, 농지관리업무 확충 

및 농지관리기구 운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 한

계농지 개발 및 농지재개발사업의 확대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6) 농지관리기금 운용 방식

  농지관리기금의 농지조성계정에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반면 농지관리계정

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두 계정을 구분하여 별도로 운 하도록 하기 

때문에 농지조성계정의 여유자금을 농지관리계정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농지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해서는 두 계정을 통합하거나 최소

한 자금 전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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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농업분야)

연 구 자: 박석두,  박주

연구기간: 2004. 3 ∼ 2004. 12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하구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도 생태계와 수

질 등 환경 가치와 기능이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하구역의 관

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종합적인 연구의 일부로서, 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기

능을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생산을 위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1차로 하구 지역의 농업 현황과 농업 부문 관리제도 등을 

파악하 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구성한 종합보고서 내용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에 따라 첫째 하구역별 농업 현황, 둘째 

농업 부문의 환경 관련 법령․제도․정책 현황과 SWOT 분석, 셋째 하구 환

경 보전을 위한 개략적인 농업 부문 관리 전략 등으로 하 다. 이 중에서도 

1차년도 연구 목적에 부합되기 위하여 특히 하구역별 농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농업 현

황에 관련되는 항목 또한 이 자료의 조사 항목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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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먼저 하구역내의 농업현황이 하구역의 환경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하

구역의 경우 경지면적 비율(32%, 2000년 기준)이 전 국토의 경지면적 비율

(16%, 2000년 기준)보다 높고, 경지면적 대비 논 비율이 75% 가량으로 높아 

그 밖의 지역에 비해 토양 유실 경감 기능 등 농업활동에 의한 순기능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구역의 농지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집단 우량농지로

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많아 농지전용에 의한 도시․산업개발

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됨으로써 농지보전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

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용수가 풍부하므로 수질 및 하

천생태계 보전에도 그만큼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농작물 생산은 환경에 대

해 역기능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농업용 관개수는 질소․

인산․유기물 등 각종 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및 호수의 부 양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하구역에서는 비료․농약 등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

하는 집약적 다투입 농법이 지배적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식량작물이나 노지채소 등에 비해 농약․비료 등을 많이 투입하는 시

설재배면적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구역의 

경우 전국에 비해 논농사 면적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시설재배의 비중은 

작기 때문에 농약 및 비료 사용에 의한 환경 부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작다

고 할 수 있다. 하구역 전체의 축산업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축산농가 호

수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토지면적 및 경지면적 대비 사육두수

의 도가 높아 축산에 의한 환경 훼손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하며, 농촌 생활하수 분리 및 정

화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농업용수 및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인공구조물(하구둑, 수리시설물 

등)은 하구역 생태 및 물리․화학적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써 우량농지 조성, 수자원 확보, 홍수방

재, 침수와 염해방지, 국토개발 등 직접적인 효과를 거둔 것과 동시에 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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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약화, 부유물 농도 증가와 부 양화, 수중 및 주변 생태계 변화 등 하구 

환경과 생태계에 있어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간척사업과 대단

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등 하구 환경에 큰 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는 신규로 착공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향후 하구 환경 관리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하구역 관련 법령은 하구역의 자원을 개발․정비․이용․보전․보호․관

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개별법령으로 구성되며, 개별

법령을 통합․조정하는 별도의 상위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 부문에는 

하구역의 환경 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이나 제도 등은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며,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환경과 관련되는 법령과 제도 및 사업이 있

을 뿐이다. 하지만 농업 부문과 다른 산업 부문을 비교하면 농업 부문이 환

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에 미치는 악 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으며, 

점차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도 자연환

경과 경관의 보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식품안전성의 확대 등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므로 하구역의 환경 관리에 있어서도 긍정적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생산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비

료․농약․축산분뇨 등이 수질오염과 생태계훼손에 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하구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오염․훼손․파

괴 요인 중 가장 심각한 폐해를 미치는 축산폐수와 가축 분뇨의 처리 및 재

활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하구역 내에는 새로운 축산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 이외 경종작물

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확대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하구역에는 친환

경농업지구를 강제로 지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또한 농약 사용량을 전반적으로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농촌

지역 생활하수 정화시설의 확대 설치이다. 농촌의 경우 생활하수 배출량이 

많지 않으므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하수정화시설의 설치 대신 하천과 정화

식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당장에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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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훼손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처리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오염부하

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농업생산, 즉 친

환경농업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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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과제

연 구 자: 김홍상,  신은정

연구기간: 2004. 5 ∼ 2004. 12

1.  연구 목적 

◦ 농업용수 관리체계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형태로 운 중이나 비용부담 및 서비스 질의 형평성 문제, 이원화된 

체계로 인한 관리 비효율성 문제 등이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음. 이

에 농업용수 관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편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 목적은 현재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

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농업용수 관리 여건을 반 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관리체계 개편의 방

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특히 이원화된 현재 관리체계상에서 

농업인 비용부담의 불공평 문제, 이원화된 관리체계간 연계성 부족 문

제를 타개하기 위한 관리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관리체계 개편의 방

안을 검토하기로 함. 

2.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 현지실태조사 등

을 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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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은 시․군, 시․도 담당자,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물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관리구역의 농업기반공사구역으

로의 통합일원화방안을 중심으로 조사하 음. 의견조사 및 실태조사는 

사안의 특성상 농업기반공사 자체조직을 통한 표본지구조사, 전국적 

자체의견조사 등을 활용하 고 사례지구 현지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하 음. 또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활용함.

3. 주요 연구 결과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체계 및 관리실태 분석

◦ 농업용수 관리주체가 농업기반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경위와 

각각의 관리조직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살폈음.

- 농업기반공사 경우 전문 물관리 인력을 갖춘 중앙조직으로서 전국적․

체계적 물관리를 통해 농업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할 시설들도 저수지, 대규모 양배수장 등 수혜면적이 넓은 대규모 시

설이 대부분을 차지함. 그러나 관리구역내 농업인들에게 비용을 부과하

지는 않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국가관리형태를 

띠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관리구역은 수리계 혹은 개별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관

리하고 있으며 관리비용의 일부도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정, 보 등

의 소규모 수리시설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물관리 서비스의 질

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유지관리체계의 문제점 도출

① 비용부담 및 서비스 질의 불공평성 문제

- 이원화된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양질의 물관리서

비스를 누리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농업인들과 지자체 관리구역 농업

인들간 불공평 문제는 농업기반공사 출범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225

② 농업인들의 참여 부족 문제

- 농업기반공사 출범 이후 더욱 심각해진 문제 중 하나임. 농업기반공사 

내 물관리 의사결정 등의 과정에 마련된 농업인의 간접 참여 제도가 형

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물관리를 국가에 사실상 위탁함으로써 물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의식도 점차 희박해진 상태임.

- 이러한 농업인 참여의 부족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말단수로관리에서 농업인 참여가 급감하

여 이를 국가가 대행함으로써 발생한 비효율성, 비경제성은 관리 고비

용 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③ 관리비용의 국가부담 증가 및 불안정한 재원 문제

- 물관리 비용부담 부분에 관한 국가, 관리주체, 이용자간 명확한 역할 정

립 없이 농업인의 관리비용 부담 면제 혹은 감면 요구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④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통합 관리의 어려움

- 동일 수계라 할 지라도 재해 등에 대비한 수계 단위의 통합 관리, 종합 

관리가 어려움. 

⑤ 수리시설 노후화 문제

- 농업용수 관리구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리시설 노후화 문

제로서 이러한 시설 노후화․비구조화 문제는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가로막는 현실적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의 방향 정립

◦ 현재 관리체계상의 문제점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편으로 농업용수 관

리를 둘러싼 농업․농촌의 농업생산적 기능 측면에서도 벼농사 등 전

통적 논농업 위주에서 밭 용수의 증가, 사계절 용수 수요 발생 등 다양

한 농업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또한 농업용수가 지닌 비농업적 

기능, 즉 환경적 기능이나 안전상의 기능 등도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여건 변화 및 국제 물관리 동향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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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 음.

◦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① 수계단위의 통합관리 및 이원화된 관

리체계로 인해 저하된 물이용의 형평성 제고, ② 농업인, 지역민 등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관리, ③ 수익자부담원칙을 근간으로 하되, 농업용수

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분담 원칙의 확립 등으로 요약됨

◦ 개편의 기본 방향 하에서 검토가능한 관리체계 개편의 방안들을 살펴

보면, 크게 (1) 농업기반공사 혹은 지자체로의 유지관리체계 일원화 방

안과 (2) 지역단위 제 삼의 관리기관 수립방안, (3) 현재 이원화된 유지

관리체계를 유지․보완해가는 방안 등이 고려가능함. 

◦ 이들 중에서 이후 연구에서는 국가, 농업기반공사, 지방자치단체, 농업

인 등 농업용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사결과

를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로의 관리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함. 

◦ 관리일원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관리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

능한 한 농업인 자치관리 방식을 유지하도록 함. 중장기적으로 국가관

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지자체관리구역(수리계구역)의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의 편입․통합일원화의 방식은 단계적 일괄 편

입방식을 도입하되, 농업진흥지역 우선, 경지정리완료지구 우선, 기존 

수계와의 연계 통합관리 가능 구역 우선 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단, 편입․통합의 방식은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지자체, 농업

기반공사, 해당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함.

□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해 수반되어야할 정책과제 도출

◦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농업기반공사로 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기 위해 수반되어야할 정책과제로서, ① 농업인의 참여확대 방

안을 마련하고 농업기반공사 운 체계를 지방중심으로 개선해 갈 것, 

②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을 충당

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③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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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할 사유시설 및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것, ④ 농업용수 관리 전담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 ⑤ 관리효율화를 위해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문

제를 개선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한 관리일원화 범위를 설정하

기 위해 수리시설물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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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연 구 자: 송미령,  성주인,  정승신

연구기간: 2004. 6 ∼ 2004. 12

□ 주40시간 근무시대 개막과 함께 강원도의 농촌관광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국내 도 차원에서는 최초로 강원

도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을 구상함.

◦ 사업 목적은 강원도를 방문하는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을 테마로 한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강원도를 긍정적 이미지로 마케팅하는 한

편,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여 농촌 활력 증진의 모델을 만드는 것임. 

◦ 사업비는 강원도에서 25억 원, 사업 대상 시․군에서 25억 원을 합한 

50억 원 규모이며, 투자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으로 설정함.

◦ 이러한 취지 하에 강원도내의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 과정을 통

해 강릉시 성산면의 3개 마을을 하나로 하는 사업 지구를 선정함.

□ 계획의 목적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와 보광1․2

리를 대상으로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사업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장점으로 하며, 주 산업

은 농업이고, 강릉 중심의 문화자원, 대관령 중심의 자연 및 농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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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해안의 해양자원 등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기초적 안내시설, 숙박시설,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체험활동도 빈약함.

□ 이 계획에서는 사업 대상지의 여건 이외에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전망 분

석을 토대로 5대 추진 전략을 설정함.

◦ 주민 교육과 훈련을 통한 주체 만들기

◦ 활력 넘치는 야외 레포츠공간 정비하기

◦ 농촌문화체험시설 조성하기

◦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 도입 시설과 어울리는 프로그램 운 하기

□ 주요 도입시설은 레포츠공간 정비, 문화체험시설 조성, 경관 가꾸기 등으

로 나누어 10대 사업을 제시함.

◦ 우선, 활력 넘치는 레포츠 공간 조성의 필요하에 자동차 공원, 등산로, 

패러 라이딩 이착륙장, 산책로 및 자전거코스 정비 등을 제안함.

◦ 둘째, 특색있는 문화체험시설 조성을 위하여 ‘대관령 어울림’이라고 명

명된 도농교류안내센터를 위시하여 전통음식체험장, 농․자연체험단

지(수초단지, 야생초단지, 친환경 산채단지) 등을 제시함.

- 도농교류안내센터는 비지터센터, 유기농 채소온실, 농산물 판매소, 지역

레스토랑, 문화체험공방 등의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 거점시설임.

◦ 셋째,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를 위한 사업으로 조경식재, 마을 안내판 

정비, 조명공원 설치 등을 제시함.

- 특히 안내판은 고구려 역사와 문화 등을 상징할 수 있는 ‘삼족오’와 

동지방에 많이 분포하는 솟대를 주요 컨셉으로 디자인하며 지역상징조

형물, 마을표시석, 마을종합안내판, 방향 및 노선안내판, 마을시설안내

판, 경관 및 자원안내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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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설별 추진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레포츠, 농업체험, 문화체험, 자연

체험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표적시장별로 자녀가 있는 

30-40대의 중산층 가정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레저․스포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각각 제시함.

◦ 대상지 전체의 중점 프로그램은 주민교육훈련 프로그램, 준주민 및 마

을회원제 프로그램, 소풍도시락 맞춤 프로그램, 보자기․유기수저 공

방 운 , 각종 레포츠 대회 개최 등을 제안

◦ 한편 마케팅을 위해서는 관계 마케팅, 체험 마케팅, 매체 활용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 등의 방법 제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강원도와 강릉시가 1 : 1 매

칭펀드로 투자하도록 함.

◦ 2014년 연간 약 45만 명, 일일 약 1,230명이 방문하여 연평균 약 10억 5

천만 원의 직접 효과를 유발하고, 기존 민박 및 음식점의 경우 연간 방

문객 증가로 인해 10-20% 수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됨.

◦ 시설 관리 및 운 을 위한 신규 고용도 정규직 30명, 비정규직 30명 등 

총 6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전망됨.

□ 주민협의체에 의한 시설 관리와 운 이 이루어질 것이며, 각 시설물은 3

개 마을별 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분할 관리하는 체제 구축함.

◦ 특히 이 계획의 큰 기조는 주민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관리 운 하도

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훈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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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농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연 구 자: 박시현,  정명채,  박주

연구기간: 2004. 8 ∼ 2004. 11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이오 농업단지의 조성 타당성

을 분석하고 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바이오 농산업단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 다. 둘째 국내 바이오산업단지 사례를 분석하 다. 셋째 

바이오식품산업의 장래,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입지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충청북도에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 다. 넷

째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목적, 규모, 추진방식,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

다. 다섯째 입지후보지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후보지로 추천

된 4개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하 다.

3. 연구 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농업단지｣라는 용어가 1차 산업만을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바이오 농업단지란 용어를 바이

오 농산업단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 다. ｢바이오 농산업단지｣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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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써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이 한 곳에 집적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바이오산업단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바이오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며, 아울러 충청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이오농산업

단지의 차별성을 강조하 다. 또한 일본 북해도 바이오클러스터정책 사례를 

통하여 충청북도가 추구하여야 하는 바이오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 다. 

  세 번째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은 반면 국내 바이오산업은 이

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그 동안 쌓아 올린 바이오 이미지를 활용

하여 바이오농산업분야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충청북도의 지역농업클러스터 형성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농림부의 농산업

클러스터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 다.

  네 번째 충북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목적을 국내 및 충북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남부 3군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설정하며 그 규모를 약 99만평으로 

설정하 다. 다만 클러스터 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

한 활용하는 분산입지 방안과 집단입지 방안, 그리고 집단입지 방안시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다섯 번째 입지 시설로는 가장 중요한 산업시설, 바이오농산업지원센터 

등의 공공시설, 농업공원 개념의 바이오농업시설, 소규모 혁신도시를 지향하

기 위한 주거시설을 설정하 으며 추진방식은 기본계획수립, 지구지정 등, 

중앙정부 예산 지원신청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충청북도가 추진하되 개발 관

련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토지매입 업무, 인프라 정비 등은 해당 군에서 담

당할 것으로 제안하 다. 또한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법률을 검토하여 사

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장애요인을 사전에 파악하 다.

  여섯 번째 보은 삼승지구, 옥천 동이지구․청산지구, 동 용산지구 4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하 다. 다만 입지를 미리 결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주민 소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것을 고려하여 최종 입지선정은 기본

계획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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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 방안

연 구 자: 최경환,  박대식,  허 장,  박주

연구기간: 2003. 4 ∼ 2004. 1

1.  연구 목적

◦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

었으며, 200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2002년에는 복숭아, 포도, 감귤 및 단감 등 4개 품목이 확대되어 금년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임.

- 실시 3년만에 6개 품목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획기적임.

◦ 많은 농가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2년(태풍 “루사”)과 2003년(태풍 “매미”)의 연이은 피해로 농작물재

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년 연속 거대재해가 발생하여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 으나 이에 

대비한 적절한 위험분산체계, 즉 재보험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농작

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 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중인 6개 작목 이외의 작목들에 대하여 농작

물재해보험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그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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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을 안정적으로 운 하기 위한 바람직한 위험분

산체계, 즉 국가재보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 음.

2. 연구 개발 내용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

-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사례 연구

- 농가 의견 조사 

-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 

3. 연구 결과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단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한지 3년이 

경과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음.   

- 도입한지 3년만에 6개 품목으로 확대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임. 

- 3년동안 대상작목(지역)의 확대와 아울러 대상재해의 세분화, 보험가입

단위의 보완, 인수범위의 다양화, 보험료 분납제의 도입, 보험료율의 세

분화 및 정교화, 손해평가체계의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성과와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하여 단기간에 6개 품

목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계속 개

선․보완해 나가야 함.

◦ 농작물재해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원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보험성

립요건이 갖추어진 작목부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확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위험(재해)이 존재하고, 측정가능해

야 하며, 위험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가 가급적 많

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실시중인 6개 작목 이외의 작목중에서 보험 확대의 가능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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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보기 위하여 중점 검토작목을 선정하 음.

- 중점 검토 작목의 선정 기준은 1차적으로 농가 수, 재배면적, 생산액(호

당 생산액)을 지표로 삼고, 2차로 재배집중도, 경지규모별 농가분포(전

업농 비율, 상품화율)를 지표로 삼았음

- 중점 검토 대상 작목으로는 벼와 자두, 매실, 유자, 대추, 참다래 등의 

과수, 그리고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등의 시설채소 및 고추, 마늘, 

파, 양파 등의 노지채소, 그리고 장미, 국화, 양란, 백합 등의 화훼(시설)

을 선정하 음.

◦ 중점검토 대상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 및 대응방법,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 음.

- 농가가 과거 10년간 가장 많이 경험한 재해는 풍해(2.1회)이었으며, 수

해(1.8회), 병충해(1.1회)의 순이었음.

- 농가가 농과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

락’이며,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판로 확보’의 순이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63.2%)가 찬성하며, 적극적

으로 반대하는 농가는 일부(12.2%)에 불과함.

-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될 경우 절반 정도가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 작목별로 보험 성립가능성 관련 지표를 고려하고, 농가 조사 결과 및 

작목별 특성을 토대로 보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벼, 시설채소 

및 시설화훼 등의 농업용시설이 우선 검토할만한 작목(대상)이며, 다음

으로는 자두, 대추, 참다래, 밤 등 과수작목이나, 노지채소는 기술적으

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음.

- 2004년은 4개 품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벼에 대하여 시범사업 설계를 실시함.

  ∙아울러 보험 확대에 대비한 통계축적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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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대한 보험 도입방안을 산림청에서 추진 예정임. 

- 2005년에는 벼에 대한 시범사업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고, 농업용시

설에 대한 시범사업설계를 추진하면서 작목별 관련통계자료를 축적함.

- 2006년에는 벼와 농업용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장기 보험

운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 2007년에는 벼의 전국적 본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시설

작물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여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함.

◦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WTO체제하에서 농가의 경 안정수단으

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목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 상

품이 개발되어야 함.

- 정부에서는 작목별로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

여 제시하고, 농가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므

로써 농가의 경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 보험대상재해를 특정재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농지)의 소재지, 

품종, 농기술수준 등에 따라 상이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특정위험방식

(specific), 복합위험방식(mult-risk) 및 종합위험방식(all risk) 등을 다양하

게 개발하여 제공함.

-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험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

해서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1년과 2002년까지는 민 보험회사 및 해외재보험회사의 재보험 참

여로 원활한 재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나 2003년에는 국내 민 보험사 

및 해외재보험자의 재보험시장 철수로 농협이 전액 보유하는 형태로 

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운 주체인 농협이 위험을 전량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003년 태풍 “매

미”에 의하여 또다시 큰 손해가 발생하면서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이 

이슈화되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처리를 민 보험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우 민

보험시장의 상황에 따라 재보험시스템은 불안정한 형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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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

험으로 운 된 반면, 이들 보험책임을 전부 민 보험시장만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적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농작물재해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자연재해로 태풍 '루사'나 '매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재해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대재해위험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한 실정임.

-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거대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누적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개입에 의

한 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시스템을 운 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업경 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제도도입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운 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속성이 합리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유지의 중요수단으

로서의 위험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함.

◦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의 개입이 필요함.

- 국가 개입의 이유로는 ①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위험분산 시스템의 취

약성, ② 일시적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 ③ 민 보험회사의 

재보험 인수 거부, ④ 국가의 재보험 참여의 가격안정 순기능, ⑤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참여 유도에 긍정적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① 국가개입의 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시스템 확보, 

② 민 보험회사의 사업성을 보완, ③ 민 보험회사의 보유확대를 위한 

차별적 인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여하고 있음.

◦ 국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에 참여하는 방안으로는 다음의 4가지 

방안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제1안(초과손해율방식(stop loss reinsurance))은 실적 손해율이 일정규모

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책임분담비율을 늘려가는 방안으로서 국가재

보험운 주체와 원보험사가 체결하는 책임분담협약(재보험계약)에 따라 



238

운 하는 형태임.

  ∙미국의 FCIC가 운 하는 SRA와 같은 방식

  ∙장점으로는 해당 보험계정의 연간 실적에 대하여 기준손해율과 책임

분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누적손해의 위험이 큰 손해특

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분담으로 민

보험회사의 참여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기여하며, 국가는 책임분담

액을 조정하면서 급격한 보험요율 인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

다는 점임.

  ∙단점은 일정손해율이 초과하는 시점에서 원보험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 제2안(통상피해율방식)은 대재해위험 분산기법의 전형적인 3층 분담형

태로 원보험자, 재보험자 및 국가재보험이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분담하

는 형태임.

  ∙기본적으로 연간 피해가 통상피해 범위내에서는 보험운 주체가 부

담하고 통상피해율을 초과하는 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책임

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함.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소진되지 않는 책

임에 한하여 분담하는 체계임.

  ∙일본의 과수공제 재보험방식.

  ∙장점은 이상재해에 대한 국가부담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위험으로 

인한 대재해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논리에 적합하다는 점임.

  ∙단점은 통상피해율 결정에는 장기간의 피해율 통계가 필요하고 통상

피해율의 적정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일정 기간 내 통상피해율의 요건을 충족하는 2개 이상의 피해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장기적 관점으로도 국가부담의 경직화(50%이상

을 항상 국가가 부담하는 체제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보

험사업자는 자기부담의 통상피해율이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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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위주의 손해사정의 우려가 있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

다는 점임.

- 제3안은 민 보험의 인수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재해위험

의 일반적 민 재보험방식임.

  ∙원보험자, 재보험자 및 국가재보험이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분담하는 

형태로서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소진되지 

않는 책임에 한하여 분담하는 체계임.

  ∙민 재보험자에게 출재하는 방식은 Quota Share Reinsurance 또는 

Excess of Loss Reinsurance와 2방식의 병용이 일반적임.

  ∙장점은 민 보험의 보험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

가부담 및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과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점임.

  ∙단점은 보험요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 보험사의 참

여가 저조할 수 있고 국가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시장변화로 민 보험사의 참여비중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

우에는 국가재보험의 안정적 운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임.

- 제4안은 국가재보험없이 민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풀을 구

성하여 인수한 후 자율적으로 국내외 재보험시장에 출재하는 방안임.

  ∙장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운 을 전적으로 민 보험에 맡기는 방식

으로 민 보험의 손해관리능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임.

  ∙단점은 재보험시장의 상황에 따라 국가의 보험료지원 규모가 변화함

에 따라 안정적 재정운 이 저해될 수 있고, 보험요율인상에 따른 농

민부담의 보험료의 인상 및 부가보험료 지원금액의 자동증액으로 국

가부담이 확대되며, 무엇보다도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을 검

토하는 이유인 국가재보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안이라는 점임.

◦ 각 안별 내용과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제1안이 현실적으

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됨.

- 제2안도 분담구조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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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음

- 물론 제3안 또는 제4안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시장 지향

적이면서 국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안이지만, 민 보험회사의 시장참여가 없는 

현 상황에 맞지 않고 농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

책보험임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방안임

-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적 요소를 당분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제1안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민

보험의 참여를 위한 사업성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이 타당함.

◦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국가재보험이 도입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

달하는 방법에는 현재 보험료 보조의 재원조달과 같은 일반회계방식과 

기금방식 및 특별회계방식이 있으며, 특별회계방식과 기금방식이 농작

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 재원조달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기금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가재보험의 지출시점의 불확실성을 고

려할 때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자율성이 확보되어 이상재해를 대비하

여 운 하는데 자율성과 탄력성이 있어 적합하나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은 시행 3년째로 필요재원이 수백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독립조직에 의

한 기금운 에 소요되는 간접비를 고려할 때 규모가 적은 편임.

- 자금운용에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잉여금의 이월이 가능하여 이상재해

에 대비가 가능한 특별회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특별회계를 위한 법

률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등에도 필요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마

찬가지이므로, 규모가 적더라도 국가재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운 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반적인 감독기능과 손해사정의 심사, 보험인력 및 

농업인들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는 것

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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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연 구 자: 박대식,  정명채,  송미령,  심재만,  조흥식,  최준렬

연구기간: 2003. 12. 29 ∼ 2004. 6. 30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농어촌 교육․복지․지역개

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자료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농

어촌 현지조사, 관련 행정조직 및 관계기관 담당자 조사, 외국 사례의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농어촌 복지․교육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수행 등을 들 수 있음.

3. 주요 연구 결과

1) 농어촌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및 기초 복지 인프라 확충

- 생산적․참여적 복지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어

촌복지정책을 시행함.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복지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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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참여의 활성화

- 고령사회 대비

- 성 평등 관점의 반

2) 농어촌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 농어촌 교육의 기회 보장

- 도농간 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

- 농어촌 교육의 환경개선

-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 종합센터 구축

3)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기본방향

- 기초생활 여건의 지속적 개선

- 농어촌다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정책

- 도농교류 촉진 및 사람․자본 유치 프로그램 강화

- 농어촌 지역개발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적 개편

4)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농산어촌의 사회안전망 및 기초 복지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교육의 기회 보장 및 환경개선

-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 해소 및 교류 활성화를 지원

-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제를 마련

5) 기본계획의 성격

- 정부가 농산어촌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 부처 및 시

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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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의 발전의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하고 종합적․

체계적 지원시책 추진을 하기 위한 일종의 마스터플랜임.

- 부처별 시행계획 및 시․도 계획, 시․군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적인 

계획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계획임.

6)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성

- 복지 증진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은퇴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농작업 재해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마련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노인복지 증진

  ∙여성복지 증진

- 교육여건 개선 분야

  ∙농어촌 학교운  모델 개선

  ∙교육의 질 향상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비 부담 경감

  ∙농업계 고교 육성 대책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체제 개선

  ∙수산계학교의 개선대책

- 지역개발 분야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의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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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류 촉진

  ∙농산어촌의 투자 유치 활성화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1개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7) 계획수립의 구조와 절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관련 계획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 계획’, ‘시․군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함

-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별로 1개년 시행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것을(전

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3월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함

- 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 수립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의 5년간 계획

이 수립됨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시․도 계획)을 수

립․시행함

- ‘시․군 계획 수립 지침’ 및 시․도 계획을 바탕으로 시․군의 5년간 계

획이 수립됨 

8) 기본계획의 실천성 제고 방안

- 기본계획 수립 관련 내용 보완(신규사업 발굴 내지 기존사업 수정)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절차적 문제점 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시․도와 시․군의 수요를 반 할 수 있는 경로

가 마련되어야 함 

  ∙시․도 계획, 시․군 계획 수립 후에 기본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을 

재조정하는 체계를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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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법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정립

  ∙국토계획법, 균형발전특별법 등과의 관계 속에서 법률의 위상 정립이 

필요

  ∙지역개발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법률 운 의 실천력을 제고

  ∙농산어촌이 포함되는 여하한 시․군 계획에 따라 국가 예산이 지원

되는 경우에, 그 적합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조정가능토록 

하는 일종의 rural proofing system을 도입

- “삶의질향상특별법”의 법적 위상을 분명하게 재천명하고, 농특세 이외

에도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추진체계 및 

안정적 재원 확보

- 균특회계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rural proofing system 

도입과 관련

- 농림부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운

  ∙농림부 추진단은 시․도 계획 및 시․군 계획이 원활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교육을 담당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위원회(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 지자체 대상의 법률 홍보

  ∙시장․군수 대상 홍보, 공무원 대상 홍보로 이원화하여 진행

- 지자체 계획 수립의 지침 작성

10)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

-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음.

- 도시주민과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비교․조사하여 국가 균

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조사항목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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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함.

- 실태조사는 가구 및 개인 단위 조사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단위 조사

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11) 가구(개인) 단위 조사

- 모집단: 전국의 모든 가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농어업총조사’, ‘전국 

산촌 기초조사’, ‘지방행정구역 요람’ 등을 참조하여 보완함.

- 표본크기: 3,000∼4,000 가구

  ∙도시 1,500∼2,000가구, 농산어촌 1,500∼2,000가구 

- 표본추출방법: 인구규모,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다단계층화무작위표본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 조사방법: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 : 1 개별 면접

- 자료 수집 도구: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가구당 1부)

- 조사대상자: 만 20세 이상의 남녀(가구당 1∼2인)

12) 시․군(지역) 단위 조사

- 도․농 통합시(52개), 군(88개)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 조사방법: 시․군의 담당자가 인터넷 설문지에 직접 입력하는 웹 방식 

조사(우편조사 또는 전화조사로 보완)

- 자료수집 도구: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13) 조사지표체계의 구성

-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체계는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가구 및 개인의 일반적 특성, 지역의 

개황, 각급 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 현황으로 구성됨.

- 농산어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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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 총 93개 지표로 

구성됨.

- 삶의 질 지표체계

  ∙가구(개인) 조사단위 지표: 57개(추가 실태조사 43개, 기존자료 활용 

14개)

  ∙시․군(지역) 조사단위 지표: 36개(모두 추가 실태조사이나 기존의  

지역 단위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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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김홍상,  김경덕

연구기간: 2004. 6. 11 ∼ 2004. 10. 10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한편으로는 WTO/DDA농업협상, 쌀재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

방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지가격 급락 등 농지시장 불안정 해소 

대책 차원에서 제기되는 농지은행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제도 개편 과정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농지관리기구로서 농지

은행제도 도입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음.

◦ 본격적인 농지은행제도 도입 이전에 과연 농지은행의 개념과 역할, 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의 정도, 정부 차원의 농지매입 

기능의 도입 수준, 농지은행의 운 체계, 사업대상범위와 사업방식, 기

존사업과의 관계 정립,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제 등

을 검토함. 그리고 농지은행 제도 도입의 시기 등과 관련하여 농지가

격의 중장기 변화 전망, 농지가격의 변동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하며, 농

지가격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과 외국의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다양한 대책 경험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함.

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국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제표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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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활용함.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농지은행 제도를 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진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 으며, 농지

가격 전망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농지가격 분석 관련 

전문가의 연구참여를 적극 활용함.

3. 주요 연구 결과 

□ 쌀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가격 변동 분석

◦ 최근까지의 농지가격 변동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쌀값과 농

지가격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쌀시장 개방 시나오별 쌀값변동과 농지가

격 변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이 분석에서는 1999년까지의 쌀값과 농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2002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쌀값과 농지가격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2003년 이후 평균적으로 농지가격이 상승하지만 

지대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을 밝혔음.

◦ 쌀값과 농지가격간의 관계에서도 평균적으로 쌀값이 1% 하락할 경우 

논 평균가격은 0.6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대별로 구

분하여 보면 쌀값 1% 하락할 경우 논 가격은 평야지역의 경우 0.66%, 

산간지역 0.56%, 준평야지역 0.42%, 도시근교지역 0.23%로 지대별 차이

가 뚜렷이 나타났음.

◦ 쌀시장 개방폭이 확대될 경우 여러 가지 시나오별 분석한 결과 소득보

전대책 등 중장기적 쌀시장 개방 대책이 수립될 경우 농지가격의 급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다만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정책개

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외국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 일본의 농지관리금고 및 농지관리사업단 구상 사례, 농지보유합리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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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농지은행 사례와 1980년대 이후 쌀값 동결 이후 농지가격 하락 

현상과 이에 대한 농업인의 대응양상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 고, 

프랑스의 SAFER의 활동과 1980년대의 농지가격 하락과 그 향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하 으며, 농지가격의 급락과 농가도산이라는 상황을 

실제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 음.

◦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다음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지가격 안정(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농지매입 등의 사

례는 없으며, 농지가격 하락의 원인인 농산물가격 안정과 농가소득안정

에 노력하여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점

- 농지가격의 완만하게 하락하는 경우 농업구조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농

지가격이 급락할 경우 전업농가들의 피해가 더 커서 농지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이 농업구조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

-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 중심의 농촌 평야지역의 농지가격 안

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 농지거래정보를 농지은행 조직이 독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객

관적인 농지의 표준가격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

-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점

□ 농지은행의 기본 구상

◦ 농지은행의 개념과 제도도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 음.

◦ 농지은행을 일반 은행과 같은 구체적인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농지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해

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를 상정하는 

것으로 하 음.

◦ 농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농지시장 안정기능, 종합적 농지관리기

구 기능,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으로 대별하고, 기본적으로 농지시장 안

정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농지시장 개입(농지매입행위 등)은 신중히 

접근하고, 정부의 농지시장 개입이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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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도록 설정하 음.

◦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과 사업범위는 농지은행제도 도입 필요성과 연계

하여 설정하고, 농지시장 안정 기능과 관련하여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 농지매도 수탁, 부채농가의 경 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세․고령농가의 소규모 농지 매입 등을 제시하 으며, 농지종합관리

기구 기능과 관련해서는 농지임대수탁(비농민 소유 농지 관리), 공공목

적의 농지관리 및 비축 등을 제시하 음.

- 농업구조개선 기능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농지시장안정기능 관련 사

업과 농지종합관리기구 기능 관련 사업을 농업구조개선과 연계시켜 운

되도록 함을 의미함.

◦ 주요 기능별 도입시기는 정부의 농지제도 일정을 고려하여 농지유동화

정보관리, 농지매도수탁, 농지임대관리수탁 등은 2005년도에 도입하도

록 하고, 부채농가의 경 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과 세․고령농가

의 농지매입 등은 여건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개

시하는 것으로 계획하 음.

-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실제 작동하지 않도록 하도, 농

지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농지가격 변동의 양상을 분석하여 불가피할 경

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도입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하 음.

◦ 농지은행의 운 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

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농지매도 

신탁, 농지유동화정보의 생산․보급 등에는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음.

◦ 농지은행의 재원은 농지수탁사업의 경우 수수료로 운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업은 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조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작스런 농지가격 하락시 대규모 긴급자금 

조달 차원에서 채권발생방안도 가능하도록 하 음.

□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사업)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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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의 도입 필요성과 연계하여 제시된 다양한 기능(사업)의 구체

적 추진방안을 제시하 음.

□ 농지은행제도 운용시 제기되는 주요 검토과제

◦ 사업대상농지, 보유농지의 처리와 활용방안, 농지매입․매도가격 결정

방식, 수지구조, 관련정책사업과의 관계정립,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검토하 음.

◦ 사업대상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가격 변동 분석에서 제시되고, 외국

의 사례분석에 나타나듯이 농업진흥지역 논을 우선적 사업대상으로 해

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 음.

◦ 보유농지의 처리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업농가와 신

규창업농에게 농지가 집적되도록 매도․임대하고, 일부 한계 농지의 

경우 다른 정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 및 보전하도록 하도록 하 음.

◦ 농지매입․매도가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수준을 반 하

되, 농지은행이 표준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농지가격 조사사업을 실

시하도록 하 음.

◦ 농지은행제도 도입 초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경우 농지가격 급락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아 수지적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 음.

◦ 농지은행 사업이 농규모화사업과의 관련성이 깊은 점을 고려하여 단

기적으로는 병행 실시하되 중장기적으로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 운

하도록 설정하 음.

◦ 그리고 농지은행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지은행제도의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한 농지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농지 

거래정보 수집과 농지이용의 효율화 및 획기적인 농업구조개선을 위하

여 농지거래신고제와 농지선매협의제도의 도입 및 세제 보완 등을 제

시하 음.



253

3. 농 업 관 측 정 보



255

농업전망 2005

연 구 자: 오세익,  이현옥,  Sumner,  서진교,  김배성,  사공 용,  김명환,  박동규,  

김동환,  이계임,  김상숙,  김혜 ,  김창길,  신용광,  김태 ,  김정호,  

이병훈,  송미령,  성주인,  황의식,  박재홍,  조경출,  권오복,  한석호,  

최지현,  장재봉,  최세균,  임송수,   박준기,  문한필,  김태곤,  장철수,  

이상민,  민경택,  손철호,  정민국,  송우진,  이형우,  김현중,  홍승지,  

김성우,  한석호,  송성환,  전상수,  박 구,  김경필,  박재홍,  이원진,  

박미성,  이용선,  정학균,  김원태,  최익창 

연구기간: 2004. 10 ∼ 2005.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전망 2005｣는 농림업 부문을 둘러싼 국내․외의 주요한 경제환경변

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전망하여 향후 농림업 부문 변화에 대한 예

측력을 높임으로써 농림업 생산자, 소비자, 정부는 물론 농림업 관련 종사자

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전망 2005｣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경제변수를 전망하 다. 

2. 국내외 농업․농촌경제 동향과 전망

◦ 2005년 세계경제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 및 수출 위축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고금리 등의 향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4.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은 달러화 

약세의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고유가 등의 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0.8%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도국도 약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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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동남아지역

의 대규모 지진과 해일피해는 아시아지역 경제성장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에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수출

국간 수출경쟁과 통상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하반기에는 WTO/DDA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

망된다. 

◦ 우리나라는 FTA와 관련하여 2005년에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5년에는 거대경제권에 속하는 아세안과 정부간 협상에 들어갈 것이

며, 미국과는 협상여부 결정을 위한 예비접촉에 들어가게 된다. 협상이 

진행중인 거대경제권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일본을 포함하면 모두 20여

개국과 FTA 관련 협상, 공동연구, 예비접촉 등을 가지게 될 것이다.

◦ 2004년 국내경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내수 및 투자 부진, 높은 수

출 증가(연평균)와 하반기 수출둔화,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IT 산

업과 비IT 산업간 경기의 현저한 양극화 현상을 보 다. 2004년 4.7%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2005년 상반기에는 내수와 투자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기의 둔화에 따른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예상

되어 약 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재배업부문에서 작황이 평년 추이수준으

로 유지되고, 축산업부문에서 광우병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어 한육우

와 낙농부문 성장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전년대비 약 1.2% 

감소한 20조 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 호당평균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0.8% 증가하여 2004

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이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7% 증가한 2,615만원 수준(소득보전직불금 

제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2005년에 쌀농업에 대해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실시에 따라, 직불금이 호당평균 약 42만원이 부가되어, 실제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2,667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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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 산업의 도전과 과제

◦ 쌀은 매년 국제적으로 4억톤의 쌀이 생산 소비되고 있는데, 이 중 약 

60%는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소비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방 라

데시에서 15%를 생산 소비하고 있어, 75%의 쌀이 생산지에서 바로 소

비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물량은 2천 5백

만톤 수준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6%정도이다.

◦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국제 쌀 수급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쌀 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한국은 MMA 형태로 

쌀을 수입하여 한국의 쌀 수입량이 국제시장의 쌀 가격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쌀 수입량은 한국의 국내 쌀 시장규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쌀 수입의 장기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한국의 국

내 쌀 가격은 최대 1.3%, 쌀 생산량은 최대 4%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 2004년 쌀협상 결과 TRQ(저율관세수입량)는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쌀협상 이행기간중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4년

에는 40만 8,700톤으로 늘어난다. 이중 식용 시판물량은 2005년 2만 

2,557톤에서 2014년 12만 2,61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 소비자들의 수입쌀에 대한 식미 및 지불의향가격 조사분석 결과, 2005

년 캘리포니아 중립종의 소비자가격은 우리나라 중저가미 가격대인 약 

43,000원/20kg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산의 소비자가격은 우

리나라 저가미 수준인 42,000원/20kg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Mark-up

은 20,000원/20kg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가격이 하락

하면 mark-up은 커지고, 국제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mark-up이 작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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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전: 새로운 활로 

◦ 국민들의 안전한 농산물과 환경 질 보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

서 농업생태계 보전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친환경농업(유기농업 포함)이 급성장하

고 있어 향후 친환경농업은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원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므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농업 조직화와 지방농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농업 클

러스터’가 제안되었다. 비록 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지역농

업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연구․행정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혁신 주

체로 재편성한다는 기본 골격은 그간의 농업정책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늘날 클러스터 정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

존의 세농 구조를 전제로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

역농업 클러스터라는 개념 하에 농업 관련주체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

너지 효과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데 의미가 크다. 

따라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통하여 지역농업이 조직적인 혁신 역량을 

발휘하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주40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농촌관광 부문은 수요의 추가 증가가 예상

되며, 특히 농촌 체험 위주의 마을 단위 농촌관광 부문의 비중이 확대

될 것이다. 농촌에 입지한 각종 휴양시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농

촌관광 수요는 2004년 기준으로 연간 3천5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2014년에는 8천7백만 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관광마을 방문 

및 농촌 체험활동 등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 수요는 2004년 6백3십만 

명 규모에서 2014년에는 2천3백만 명 규모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연평균 14.1% 증가)이다. 따라서 국내 관광 총량 대비 2004년 현재 

1.7%의 비중은 2014년 4.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화 및 차

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급망관리를 통하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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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공급체계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통합리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하경로별로 거래조건의 특성이 다르므로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공급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출하경로를 관리하고 그에 적

합한 제품 차별화와 판매가격을 믹스하는 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물 수출금액은 최근 환율 하락으로 2005년에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21억 2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 22억 8천만 달러로 증가율이 크

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08년 이후 DDA 농업협상에 따른 관

세인하, 시장접근 확대 등으로 그 증가세가 커져 2014년에 28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출농업육성은 국내시장에서 경쟁심화

에 따른 돌파구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인 동시에 우리나라 농

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만큼 중요하다. 이제 수출농

업은 국내시장에서 남아서 외국에 일시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 21세기 식품안전체계의 장기 비전은 소비자에게 안전하면서 믿고 구매

할 수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식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가 

구축되고, 단계별로 위해요소가 관리되어 푸드체인 모든 과정이 모니

터링되어야 한다. 농기록은 공개되어 농실명제가 실현되며, 안전

농산물 수요증대로 GAP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리콜제와 제조물책임제도(Product Liability)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안전 식품 구매 주권이 확립 될 것이다.

5. 농산물 수급변화와 전망  

◦ 곡물 

- 2004년은 양호한 기상조건과 식부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1억 6,400만톤(8.8%) 증가하 으나 세계 곡물수급 사정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여전히 긴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첫째, 곡물의 기말 재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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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97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둘째, 아시아에서의 쌀의 생산 증

가에 한계가 나타나 2001년 이후 생산이 소비를 하회하고 있으며 셋째, 

중국에서의 공급부족 현상이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자포니카 쌀

은 수출하나 인디카 쌀은 수입하고 있으며, 소맥과 대두는 대량 수입이 

예상된다.

◦ 임산물: 밤․표고

- 밤 생산량은 생밤기준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산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에 7만 9천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수입은 2005년에 약 5천톤으로 다

소 감소하다가 이후 국내생산의 감소와 소비의 증가로 증가할 전망이

다.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생밤수출이 늘어나면서 2005년에 2만 3천

톤으로 증가하나 그 이후 감소할 전망이다.

- 표고버섯 생산은 내수 증가와 시설재배 등 재배방법의 개선에 힘입어 

생표고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2005년도에 약 1만 4

천톤, 2008년에 1만 9천톤, 2014년에 약 3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

비는 국민소득 증가와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증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수출은 2005년도에 2,700톤으로 다소 증가하나 국제시장에서 중

국산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

- 2005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2004년보다 17만두 증가한 184만두로 전망

된다. 쇠고기 수요는 2004년의 광우병 향으로부터는 회복될 전망이지

만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크게 증가하기 힘든 반면, 한

육우 사육두수 증가와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2005년도 한육우 가격은 

2004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2005년 젖소 사육두수 및 착유우 두수도 감소할 전망이지만 2004년 9월 

원유가격 상승과 12월 배합사료 가격 인하로 인해 산유량 증가 유인이 

커 2005년 원유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4년 돼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폭염으로 모돈

수가 감소하여 2005년 사육두수는 2004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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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산지가격 상승으로 2004년보다 2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계란 가격 상승으로 2004년 산란 종계 입식수수가 2003년보다 증가하여 

2005년 산란계 사육수수는 2004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계란 가격은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로 계란 공급물량이 증가하여 2004

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소

- 2005년 이후의 고추 재배면적은 감소하며, 수입량은 증가하여 총공급량

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소비는 2000년대에는 감소추세에 있

으며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량 증가와 국내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과 국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양파 소비와 재배면적, 수입량, 생산량은 2004년 이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파의 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 추세이며, 2005년 재배면적과 1인당 소

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쪽파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2005-14년 재배면적은 연평균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와 무

의 수요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양배추 수요는 2005∼14년에 완만

히 증가하고, 재배면적은 2005∼14년에 연평균 1.3% 증가하여 생산량

은 2014년에 33만 2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근 수요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당근 재배면적은 2005∼14년까지 지속적

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감자의 1인당 소비량은 1990년대에 증가추세를 보 으나 최근 국내 생

산량 감소로 하락하여 2004년에 13.7kg이었다. 2005∼14년에 재배면적

은 감소하나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연평균 0.7% 증가하고, 공급량은 국

내 생산량 증가와 관세하락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동 기간에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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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 과일은 2004년에 기후여 건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났으며 당도, 색택 등 

품질도 좋아 가격이 안정세를 보 다. 2005년 상반기 사과 가격은 특상

품 물량의 감소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나 배는 1월 이후 공급량이 작년

보다 43% 늘어나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2005년 과일 재배면적은 1% 감

소하나 성목면적은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단수를 유지할 

경우 2005년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10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과일 재배면적은 고령화, 노후과원 중심의 폐원으로 완만

히 감소하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부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과일 수급은 FTA의 확대 추진, DDA 협상 진척 및 식물검역해제 

요청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과채

- 2005년 과채류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5만 7천ha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토마토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8%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딸기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3%씩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과채류 단수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4만톤) 많은 23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겠으며, 호박, 수박, 

딸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적겠고, 참외 생산량은 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는 재배면적도 증가하고 단수도 증가하여 생산량은 지

난해보다 19% 많은 4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채류 1인당 소비량은 향후 연간 47~49kg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박 소비량은 감소하겠으나 호박과 토마토 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며 

오이, 참외, 딸기의 소비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63

농업․농촌 경제동향 분석

연 구 자: 김병률,  김종선,  장재봉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매월 월보형식으로 발간되는 채소월보, 과일월보, 과채월보, 

축산월보와 매년 초 발간되는 농업전망간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 

분기별로 발간된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거시경제, 세계농업, 국내 농촌동향, 

품목별 가격 및 수급, 특별주제 등이다. 

2. 국제경제 동향

  2004년도 전반기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

되고, 중국 등 개도국 경제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

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과 일본경제는 2003년 4/4분기부터 회

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수출 및 생산 증가의 회복세를 유지하 으며 소비 

또한 회복세를 보 다. 유럽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높

은 실업률이 연중 계속되어 경기회복세의 둔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중국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수출과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도 꾸준한 증

가세를 보여 당국이 과열경기 진정정책을 실시하 다. 후반기 들어 세계경제

는 고유가 지속의 향으로 소비 및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이 향

을 받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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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호조와 중국경제의 

고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함에 따라 2003년 3.9%에서 2004년도에 5%대의 성

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 전반기의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재고 감소 및 달러 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OPEC의 적극적인 감산 정책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 으나 

계절적 비수기 진입, 이라크 공급 증대 등으로 완만한 하향세를 유지할 전망

이 으나, 예상보다 높은 수요수준, 석유생산 및 수송시설에 대한 테러 확산, 

미국의 계속된 허리케인 피해와 복구 지연으로 석유재고가 감소하고 나이지

리아 파업사태 등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 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 다. 

이러한 고유가는 4/4분기 들어 미국의 석유재고 회복, 중국의 금리인상 등으

로 다시 하락세를 보 다. 2004년도 국제 유가는 원유 공급차질에 대한 불안

으로 등락을 보 으며, Brent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연평균 36∼38달러로 추정

되고 있다.  

  2004년 초반 미국 달러화 가치는 엔화 및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 으나, 이후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

리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약세로 돌아섰다. 후반기까지 쌍둥이적자 확대 

우려, 미국 당국의 달러약세 용인 가능성, G20 회의의 구체적인 달러대책 부

재 등으로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화되었다.  

3. 세계농업 동향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

서의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병이 2004년에도 계속되어 축산물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 곡물 수급 사정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전체의 곡물 생

산은 1996년 이후 한때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 으나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주요 곡물인 쌀,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4% 증가한 19억 9,98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

보다도 약 1억 5,539 톤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따라서, 계속되던 공급 부족



265

현상이 일시적으로 역전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1,803만 톤 정도 초과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5.2% 증가

한 3억 6,394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국내경제 동향

  2004년 국내경제는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조정되어 온 민간소비가 하반

기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하반기 이후 IT관련 부문을 중

심으로 경기상승을 견인하 던 수출급증세가 둔화되어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 연평균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

로 추정된다.  

  4/4분기 들어서도 산업생산 및 출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재고 증가

세도 확대되었으며 민간소비의 침체가 2003년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

었다. 

5. 농촌경제 동향

  2004년 농가의 판매가격지수는 계속 상승하다가 5월 들어 한때 하락하다

가 다시 상승하다 연말 들어 크게 하락하 다. 이는 서류, 두류를 제외한 미

곡, 맥류, 잡곡 등이 하락하 으며, 채소류가 크게 하락한 때문이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연중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세계적인 고

유가의 여파로 농광열비, 농자재비, 사료구입비 등이 비교적 크게 상승

세를 나타내었다.  

  농축산물 수출은 2003년 1∼10월 누계로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한 

1,674백만 달러에 달하 다. 이는 김치(7.5%), 인삼(21.8%), 화훼(16.8%), 과실

(20.5%) 등의 수출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수입 누계(2004년 1∼10

월)는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하 다. 돼지고기(65.9%), 옥수

수(43.8%) 수입이 크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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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주제

  1/4분기의 특별주제는 2004년 미국의 농가경제 전망, 2004년 농업인 의식

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었고, 2/4분기에는 전환기

에 선 중국의 옥수수시장과 중국의  산업 현황과 수입전망에 관해서, 3/4

분기에는 국제유가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향과 OECD의 중장기 농산물 수

급전망에 대해서 다. 4/4분기에는 USDA의 중장기 농산물 무역전망, 중국의 

대두 수입 현황, 그리고 세계 농업에서의 주요 이슈별 전망 등을 특별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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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월보 과채

연 구 자: 이용선,  정학균,  김원태,  최익창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채관측연구의 기본목적은 농가들의 출하면적과 정식면적 조사를 통해 

앞으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동시에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관한 예측력을 높임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정부는 물론 과채

류 관련업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4년 4∼12월호가 발간되었으며, 매월 출하예정면적, 단수, 정식의향면적, 

수출입 관련정보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 고, 2~3개월 후의 품목별 수급과 

가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 다. 

2. 과채류 2004년 월별 수급 전망

◦ 3월에 폭설 피해로 딸기, 백다다기 오이 출하량이 감소하여 3~4월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 수박, 참외, 호박, 취청오이는 겨울철 기상

조건이 좋아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 3~4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을 전망이다. 3~4월 정식의향면적은 수박, 참외

는 감소하고 토마토, 오이, 호박은 늘 전망이다(4월호).

◦ 단수가 늘어 토마토, 참외 등 과일과채류의 4~5월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많고, 품질도 좋을 전망이다. 단, 면적과 단수 모두 감소한 딸기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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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5% 적겠다. 폭설피해로 출하면적이 감소하지

만 단수가 늘어 4월 오이․호박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많겠으며, 5월 

공급량은 조금 적을 전망이다(5월호).

◦ 4월 일조량이 증가하여 5~6월 과채류 단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

이다. 토마토, 수박, 참외 등 과일과채류는 품질도 좋아 5~6월 가격이 

평년 수준보다 높겠다. 3월 폭설 피해와 토마토 재배로의 작목 전환으

로 오이, 호박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공급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겠으며,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이다(6월호).

◦ 6월 중순이후 7월까지 수박․참외․토마토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많고, 

품질도 좋을 전망이다. 7월 수박․참외․토마토 가격은 공급량이 많아 

지난해보다 낮겠다. 7월 오이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

되며, 호박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조금 많겠다(7월호).

◦ 과일과채류(토마토, 참외, 수박)의 7~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많겠으며 

따라서 7~8월 가격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낮겠다. 특히 일반토마토의 

가격은 크게 낮을 전망이다. 오이와 호박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조금씩 

증가하여 7~8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조금 많겠다(8월호).

◦ 유류비 상승으로 과채류 정식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의 8~9월 정식면적이 지난해보다 각각 18%, 7% 증가할 전

망이다. 딸기 정식시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사이에 집중되겠다. 오

이, 호박의 정식면적은 일부가 토마토 등 타 작목으로 대체되고 있으

며, 정식시기는 빨라질 전망이다(9월호).

◦ 유가가 올라 토마토, 오이, 호박 등 과채류의 9월 정식면적은 크게 증

가하고 10~11월은 감소하며, 일부는 반촉성 작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겨울이후 수확기의 과채류 가격이 대체로 높았

기 때문에 재배면적 감소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10월호).

◦ 오이와 호박은 가을재배면적이 증가하여 10∼11월 생산량이 증가하겠

으며, 공급량이 증가하여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겠다. 일반토마토와 방

울토마토는 모두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10∼11월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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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7%씩 증가할 전망이다. 오이와 토마토의 10∼11월 정식면적은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하겠으며, 호박 정식면적은 증가하겠다

(11월호).

◦ 정식시기가 늦추어져 내년 4월 이후 과채류 출하량이 크게 늘겠으며,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소비심리 위축이 가중되어 방울토마토 가격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금년 11월~12월 상순 과채류 공급량은 지난해

보다 20% 내외 많고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의 

가격이 크게 낮겠다. 12월 중순 이후 한겨울의 오이, 방울토마토 공급

량은 지난해보다 조금 적겠으며, 수박, 참외는 촉성재배의향이 증가할 

전망이다(12월호).

3. 품목별 주요 연구 결과

<오이>

◦ 오이 저장시설 및 보유 및 이용 실태 조사결과, 오이재배농가의 약 

14%가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10일정도 출하시기 조절이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오이 저장기간은 3~5일로 나타났고, 노지

재배가 장마와 태풍 등 기상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변동하므로 일

부 농가들이 저장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월호).

<호박>

◦ 쥬키니 호박의 여름철 수요는 고정적이어서 상․중품 간 가격편차는 

크고, 애호박과의 가격차가 다른 계절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쥬키니의 상․중품 간 가격편차는 7월 기준 35%로 연평균 24%에 비해 

크게 높았고, 쥬키니/애호박 가격비율도 7월 기준 66%로 연평균 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9월호).

<수박>

◦ 타원형계 수박의 보급비율은 ’00년 63%, ’01년 75%, ’02년 78%, ’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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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04년 83%로 매년 증가하 으나 증가추세는 완화되었다. 이는 타

원형계 수박이 원형계 수박보다 수확량도 많고 품질도 좋아 소비자에

게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12월호).

◦ 수박의 묘 조달은 저온기의 육묘 생산과 관리의 어려움,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개별 육묘비중이 감소하고 공동육묘장을 통한 구입비중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육묘장 구입비중은 49.6%로 평년 42.6%에 

비해 높아졌다.(12월호) 

<토마토>

◦ 일반토마토 구매행동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20~30대의 구입량 증가

율이 40~50대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토마토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지난해에 비해 일반토마

토를 선호하게 된 요인은 ‘ 양가(건강)’ 48%, ‘맛(당도, 씹는맛)’ 22%, 

‘적당한 크기’ 10%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토마토에 대한 

수요는 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

마토 1인당 구입량은 주부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소득

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20대 연령층의 1인당 토마토 

구입량은 30대나 40대의 연령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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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월보 과일

연 구 자: 김경필,  박재홍,  이원진,  박미성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일관측월보｣의 목적은 가격이 불안정한 과일의 수급에 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완전경쟁시장 요건 중의 하나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관측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

함으로써 과수 신규식재 전에는 품목선택에, 식재 후에는 출하선택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유통업자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정

부의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2004년 ｢과일관측월보｣에서는 6대 과일(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과 오렌지와 포도 등 수입과일의 수급 동향과 단기전망치를 매달 공표하

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측면에서는 지역별ㆍ품종별 재배 의향면적과 실제 재배면적, 지역별ㆍ

품종별 생육상황과 단수, 생산량, 품목ㆍ품종의 품질상태, 재고량, 기상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 다. 수요측면에서는 복숭아소비자의 구입량 증감과, 

2004년산 품질평가 정보를 제공하 다. 수출입 정보에서는 오렌지, 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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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의 수입동향 및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 다. 가격정보는 가격동향

과 가격전망 정보를 제공하 다.

3. 연구 결과

가. 사과

  2004년 사과 재배면적은 2003년보다 1% 증가한 2만 6,676ha, 성목면적은 

6% 감소한 1만 6,889ha이다. 생산량은 개화기 저온과 장마 후 고온으로 작황

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2003년보다 2% 정도 줄어든 35만 7천톤 수준이다. 색

택이나 당도는 지난해보다 우수하지만 개화기 저온 향으로 크기가 작아 

상등품 비율이 줄어들었다.

나. 배

  2004년 재배면적은 2003년보다 5%(1,079ha) 감소한 2만 2,982ha, 성목면적은 

1%(156ha) 감소한 1만 7,385ha이다. 2004년 생산량은 일부 지역의 개화기 저

온 향을 제외하면 작황이 매우 좋아 태풍 피해가 심했던 2003년보다 43% 

정도 늘어난 45만 2천톤 수준이다. 품질은 크기, 모양면에서 지난해보다 우

수하며 특히 당도는 평균적으로 1.1°Bx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감귤

  2004년 감귤 재배면적은 부적지 폐원(2,500ha)으로 2003년보다 10% 감소한 

2만 2,107ha이고, 성목면적은 2003년보다 9% 감소한 2만 942ha이다. 생산량은 

2003년보다 2% 증가한 64만 7천톤 수준이다. 노지온주 품질 조사결과, 당도

는 평년보다 높은 9.8°Bx, 산도는 지난해 및 평년보다 낮은 1.0%로 나타나 당

산비는 지난해 및 평년보다 높은 9.8이다.

라. 단감

  2004년 재배면적은 2003년보다 6%(1,087ha) 감소한 1만 8,533ha, 성목면적은 

4%(586ha) 감소한 1만 5,661ha이다. 2004년 성목단수는 태풍피해가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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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보다 13% 증가하여 생산량은 9%(1만 4천톤) 증가한 18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4년 단감의 품질은 큰 재해가 없었고 기상이 양호하여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가 전년도보다 높은 15.5°Bx, 횡경은 지난해보다 

큰 78m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포도

  2004년 재배면적은 2003년보다 8%(1,892ha) 감소한 2만 2,909ha이고, 성목면

적은 7%(1,564ha) 감소한 1만 9,645ha이다. 2004년 생산량은 2003년보다 8% 감

소한 35만톤 수준이다. 2004년산 포도의 품질은 송이모양, 착색, 당도면에서 

2003년보다 좋은 편이다. 노지포도의 당도는 지역․품종에 따라 지난해보다 

0.3∼2.7°Bx 정도 높은 12.6∼19.0°Bx이다. 

바. 복숭아

  2004년 재배면적은 2003년보다 2% 감소한 1만 5,566ha이고, 성목면적은 2% 

증가한 9,857ha이다. 생산량은 2003년보다 7% 증가한 20만톤 수준이다. 2004

년 복숭아 품질은 크기면에서는 전년도 수준이며, 색택․당도면에서는 2003

년보다 좋은 편이다. 복숭아 당도는 지역․품종에 따라 2003년보다 0.4∼

1.8°Bx 정도 높은 9.2∼15.5°Bx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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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월보 채소

연 구 자: 홍승지,  한석호,  김성우,  송성환,  전상수,  박 구,  윤경진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목표

  농업관측(채소)의 주목적은 가격이 불안정한 채소류의 수급과 가격 동향 

및 단기 전망치 등 관측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파종(정

식) 전에는 품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 파종(정식) 후에는 출하 선택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유통업자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정

부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2004 채소 관측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양배추 등 9개 

품목이었으며, 관측내용은 지역별 재배의향면적과 실제 재배면적, 지역별 생

육상황 및 단수, 추정생산량과 수요량, 재고량, 수출입량, 가격동향과 전망, 

기상 전망 등이었다. 

3. 연구방법

1) 정보수집: 월평균 2,500호 표본농가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재배의향면적, 생육상황, 판매가격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의 농업기술센

터, 농협 지원, 산지 수집상 등 450여명의 관측모니터를 대상으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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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황을 심층 조사한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격, 저장량, 종자 

판매량, 수출입량, 중국의 예상생산량, 일본의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자

료도 매달 수집한다. 관측품목의 수요변화 파악을 위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성향 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2) 관측정보 분석: 조사자료의 집계, 수요함수, 가격신축성함수, 면적반응함수 

등의 추정과 예측작업이 이루어진 후, 매달 26일경에 관측자문회의를 

열어 관측월보 초안을 심의한다. 그 후 부분적으로 재조사, 재분석한다. 

3) 관측정보 분산: 매월 1일 오전 11시에 “농업관측(채소)”은 연구원과 농

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농업관측(채소)” 3만 1천부가 인쇄

되어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작목반, 도매시장, 농가 등으로 발송된

다. 또한, 농업전문지들의 매달 첫 호에 2면에 걸쳐 농업관측월보의 내

용이 발췌․게재되며, 농림부 등 정부기관과 기타 농업 유관기관 관련

자에게 주요 내용이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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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월보 축산

연 구 자: 정민국,  송우진,  이형우,  김현중,  이인숙

연구기간: 2004. 1∼2004. 12

1.  연구의 목표

  축산관측의 목적은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 등

의 관측 정보를 축산농가 및 관련 유통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신규 입식과 출

하 선택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유통업자들의 사

업계획 수립과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축산관측의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이며, 주요 내용

은 축종별 사육동향과 전망,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축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육동향과 전망에서는 축종별 사육 현황을 분석하여 사육두수 변동 원인

을 파악하여 제시하 으며, 주산지 농가의 가축 출하 의향 및 입식 의향을 

조사 분석하고 연령별 사육두수, 인공수정 실적, 종계 실적, 모돈수, 가격, 사

료비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 사육두수를 전망하여 제시하 다.

  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에서는 월별 축산물 수입 현황을 분석하여 수입

량 변동 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하 으며, 도축 및 도계량 및 계란생산량의 변

동원인을 파악하여 제시하 다. 그리고 계절적 특성,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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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축 및 도계 물량을 전망하고, 산란용 마리수 추정을 통한 계란생산량을 

전망하여 제시하 다. 그리고 분기별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축종별 소비경향 

및 패턴을 분석하여 제시하 다.

  축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에서는 도축 물량과 수입 물량, 소비 경향, 경기

지수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 단기 가격을 전망하여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축산관측 한육우>

  설 이후 비수기인 계절적 요인과 미국 광우병 향으로 한우 도축두수 감

소와 함께 산지가격은 하락하며, 2004년 상반기 도축두수는 감소하고, 봄철 

송아지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6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160만두가 될 것

으로 전망하 다. 소비부진의 향으로 2004년 상반기 한우 산지가격은 약세

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 다. 하반기는 쇠고기 소비위축이 완화되면서 도축

두수가 전년 동월 수준을 상회하고 산지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 으며,  

2004년 연말과 2005년 연초에 쇠고기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산지가격은 강세

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 다. 도축두수 증가하지만 송아지 생산이 늘어 

2005년 3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170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 다.

<축산관측 젖소>

  2004년 배합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사육의향이 낮아졌고, 2003년 하반기 

젖소 인공수정 실적이 감소하여, 2004년 9월, 12월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으며,  3/4분기, 4/4분기 원유생산량도 착유우 두수 감소에 따라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하 다. 2004년 상반기 인공수정 실적이 증가하여 송아지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2004년 1세미만 두수가 크게 감소하 고, 1~2세 

두수도 감소하여 2005년 3월 사육두수는 2004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 다. 2005년 1/4분기 원유생산량은 착유우 두수 감소와 원유생산쿼터제

로 2004년 동기간보다 1.3% 감소한 56만 3천톤으로 전망하 다



278

<축산관측 돼지>

  모돈수가 감소하 고 상반기 종돈정액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여 9월, 12월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다. 올 여름 무더위로 성장이 지체되었던 

비육돈이 10월에 출하되면서 10 12월 산지가격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지만 

전년 동기간보다는 43% 상승한 21만원 22만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

다. 모돈수 감소와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4년 12월, 

2005년 3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다. 사육두수 

감소로 출하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 1/4분기 평균 성돈 산지

가격은 2004년 동기간보다 7% 상승한 22 23만원에서 형성 될 것으로 전망

하 다. 

<축산관측 산란계>

  산란용 병아리의 신규 입식이 줄어 3월과 6월 산란용 마리수는 2003년보

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으며, 계란 공급량 감소와 부활절 수요가 예상되

어 4∼6월 계란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750∼850원으로 전망하 다. 산

란용 병아리의 신규입식이 감소하나 노계도태의향이 낮아 ’05년 3월 산란용 

마리수는 2004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 다. 산란율 저하에 따른 계란 생

산량 감소로 ’05년 1∼3월 계란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1100∼1200원으

로 전망하 다.

<축산관측 육계>

  2004년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강화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이

후 침체되었던 소비가 증가하 으나 닭고기 공급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부

족하여 가격은 크게 상승하 다. 수입금지로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3월 육계 평균가격은 1200∼1300원에

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 다. 병아리 생산수수 감소로 12월 육계 사육수수

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 으며, 닭고기 공급이 감소하고 연말 수

요 증가가 예상되는 12월의 육계 평균가격은 전년(833원)보다 크게 상승한 

1300∼15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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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 구 자: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은 UR, WTO, FTA, 쌀협상 등의 향으로 개방이 가

속화되고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은 식량 생산의 감소라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이 제공하는 국토 균형발전, 농촌고용 증진, 환경․생태계 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위축된다

는 점에서도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향이 크다.

  이처럼 세계 농산물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농업과 농촌은 이제 먹거

리를 제공하는 단순 생산개념을 넘어 여러 가지 비시장적 재화를 생산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 지원 의사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취약계층을 파악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경제발전과 농업개방에 따른 농업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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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종류 및 이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과 태도, 

그리고 다원적 기능 유지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와 수준에 대해 조사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을 파악하여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증진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 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선행연구 검토 및 연

구의 차별성에 대해 기술하 으며, 제2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개념과 다원적 기능의 종류, 국내외 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하

으며, 제4장에서는 순서형 프로빗(Ordered-respons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농업

의 다원적 기능들에 대한 도시민 계층간 인식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 다. 

  제5장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방안을 제시하 으며,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 다.

3. 연구 결과

  도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일반국민(도

시민)의 의식은 농업의 중요성 인식이 84.2%에 달하고, 농업은 이미 상당 부

분 개방되었으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9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들의 농업 보호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또, 다원적 기능 중에서는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능

으로 꼽고 있으며, 나머지 식량안보 기능과 국토균형발전, 사회문화적 공익

기능, 농촌 경관 보전 기능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농촌관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소극

적으로 변하여, '자식이 농업에 종사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7.5%에 불과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는 도시민은 48.0%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 연구(박대식, 김정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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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와 비교해 보면, 현재에도 도시민들은 농업 농촌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

고 있으나 중요성 정도는 과거보다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1999년 조

사시보다 13.0%p 낮아진 70.9%로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 도시민들은 어

느 정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고,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지

불 의사는 1999년 68.4%에서 2004년 48.0%로 5년 만에 20.4%p나 낮아져 도시민

들의 농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

약계층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는 젊을수록(특히 20대), 또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농촌생활 경

험이 없고, 가족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들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불 의사의 개인특

성 분석(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response Probit Model)을 통해서도 통계적

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리개발을 통해 기존의 정

서에 호소하는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가치를 알리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전환

해야 할 것이다.

  농업 농촌에 대한 대국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별로 

적절한 홍보기법을 적용하는 한편,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을 알려

오는데 치중했던 기존의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

의 다양한 가치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실천 방안으로는, 첫째, 후계세대에 대한 다원적 

기능 교육 확대 및 강화. 둘째, 농촌주민과 도시민 교류사업 강화. 셋째, 전 

국민 대상 농촌사랑 캠페인 전개. 넷째, 언론의 농업관 재정립 및 대언론 홍

보 활동 강화. 다섯째,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강화. 여섯째, 사회교육 프로그

램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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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의 주요 채소류 생산, 
유통 실태와 변화 전망

연 구 자: 김병률,  홍승지,  한석호,  김성우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 목적과 범위

  이 연구는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주요 채소의 생산 현황, 주산지 분포 및 

이동, 생산비용, 산지 및 도매유통, 가공실태, 수출 등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

석을 통하여 금후 산동성의 채소 생산, 유통, 가공, 수출이 어떻게 전개될 것

이지를 전망하여 농어민, 연구자, 학자, 농정담당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 결과

  산동성은 토지면적이 중국 전체의 1.6%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성이지만 평

야지와 구릉지가 많아 경지면적은 지역내 전체면적의 49.1%나 되고 중국 전

체의 경지면적에서도 5.9%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지역이다. 산동성은 

과 옥수수 면적이 넓어 곡물 전체 면적은 중국내에서 2위이며, 면화 면적은 

2위, 땅콩과 채소, 과일은 중국내에서 1위의 생산지역이다.

  주요 채소의 10a당 생산비를 우리 나라와 비교해 보면, 건고추는 16%, 마

늘은 22∼30%, 양파는 20%, 배추는 37%, 대파는 22%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채소 정책에서 대표적인 것이 채람자공정(채소장바구니 프로젝트)이다. 채

람자공정은 1988년 이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채소공급안정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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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금까지 4기에 걸쳐 구체적인 대책의 변화가 있었다. 채람자공정의 성

공적인 추진으로 부식품생산의 지속적인 고속증가로 장기적으로 부족하 던 

국면을 근본적으로 전환하 으며,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를 개선하 고 농민

수입이 증가하 다. 특히 산동성은 2000년대 들어 농산품 품질안전수준을 제

고하기 위하여 3대 품질안전 및 검사체계를 구축하 다(농산품 품질안전표

준체계 제정, 품질검사체계 구축, 동식물의 유행성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채소 생산농가들의 농산물판매는 개별출하와 합작조직판매(공동판매)로 

구분된다. 농가의 개별판매는 농산물 생산 후 직접 순회수집상이나 지역의 

소규모시장, 예컨대 정기시장, 산지의 集貿시장(자유시장이라고도 하며 상설

시장), 산지의 소매상, 식품가공회사, 계약재배 등으로 판매하는 형태이다.

  합작조직판매(공동판매)는 개혁개방 이후 채소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농

산물의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개별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지유통체

계의 조직화 필요성 증대로 늘어나게 되었으나 조직화의 수준은 아직 미흡

한 상태이다. 산동성 채소산지에서 공동판매 형태는 ① 판구매 협동조합형, 

② 전문판매협회형, ③ 판매연합체형으로 구분된다.

  산동성의 채소도매시장은, ① 수광시 채소도매시장의 집산형 유통체계, ② 

창산현의 운송 판매형 유통체계, ③ 금향현의 도매, 가공, 신선유지의 종합형 

유통체계 등 3가지 유형의 차별화된 유통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산동성의 채소가공업은 수출을 위한 가공업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

히 증가하 다. 2004년 11월 기준으로 산동성에는 수출을 위한 가공기업이 

2,000개 이상이며 주로 채소생산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산동성의 가공기업은 

집단화, 대형화, 구역연결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4대 집중가공구역을 형성하

고 있다(魯東가공구, 魯中가공구, 魯南가공구, 魯西가공구). 산동성의 채소수

출국가는 1996년 38개에서 2000년 10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 으며, 수출 

품목은 1996년 51개에서 2000년 77개로 증가하 다.

  가공기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용두기업’은 농산물 가공, 유통, 수출가공기

업으로서, 산동성에는 축산물, 수산물까지 포함하여 약 4,200개 이상이 있다. 

산동성은 1990년부터 시작한 ‘농업산업화’의 발원지로서 이들 4,200여개 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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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중심으로 3,000여명의 농민과 5,000여만무의 농경지가 기업형 농업산

업화 체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현재 산동성의 토지개발 이용률은 90%이며, 평원은 이미 거의 경지

로 이용하고 있으며, 구릉지의 농경지 개발 잠재력은 거의 없어 포화상태로 

판단되므로, 산동성의 경지면적 증가 가능성은 없으나, 단지 곡물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채소 등 경제작물로의 재배 전환은 가능하다. 산동성

의 작물 재배면적은 , 옥수수, 콩 등 대량 재배 식량 면적은 지속적으로 줄

어드는 반면, 채소, 과일, 땅콩, 면화 등 경제작물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동성의 채소 재배면적은 채소의 수익성이 그 밖의 밭작물보다 높고, 중

국 내 내수 증가와 한국, 일본, 동남아 지역의 수출 수요 증가로 향후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동성의 채소는 기존의 전통적인 채소산지인 유방시, 임기시에서 서부 및 

서남부의 농업지역인 하택시, 료성시, 덕주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 추세

는 계속되어 기존의 재배작물인 , 옥수수 면적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동성은 특히 일본과 한국을 채소의 주요 수출국으로 목표를 삼고 수출

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심지어 채소 생산을 국가표준의 품질표준에 

따르는데, 수출채소에 대한 품질표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수출

국에 적합한 품질을 생산, 수출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동성은 수출채소를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재배하고 있고 수출을 

위한 품종 도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어 수출대상국의 품질이나 규격에 맞

추고 있다.

  한편 산동성은 황해에 면하고 있어 수출대상국인 한국, 일본 등 수출대상

국까지의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출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산동성 채소 수출은 한국, 일본 등의 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될 수록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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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 품목별 표본농가 재설계 연구

연 구 자: 김연중,  김성우,  박재홍,  이형우,  김원태,  한근식(한신대학교)

연구기간: 2003. 12. 15 ∼ 2004. 4. 30

1.  연구의 필요성

  현행 관측 품목별 표본설계는 1995년 농업총조사와 1998년 시군별 재배면

적자료를 이용하여 5년전에 시행된 것으로 재배농가의 변화, 재배면적 및 작

형변화, 주산지 이동, 재배품목, 축종의 변화 등 모집단의 변화를 반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조사모집단을 

정의하고, 모집단내에서 품종과 작형이 고려된 표본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표본 설계는 채소 10개 품목, 과일 6개 품목, 과채 6개 품목, 축

산 5개 축종으로 구분하여 총 27개 품목(축종)별로 표본이 설계되었다. 그러

나 관측정보 수요자들이 품목을 세분하여 품종, 작형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27개 품목(축종)을 48개 품종(축종) 및 작형별로 표본을 재설

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각 품종․축종별로 최근 모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설계

를 시행하여 추정치의 표본오차를 줄이고,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며, 변동계수

를 줄여서 정도 높은 통계량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가의 향후 재배면적 변화, 농가수의 변화, 주산지 이동, 품종․축종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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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있을 때, 조사모집단을 보강하여, 새로운 조사모집단을 설정하고, 관측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관측정보센터 품목 담당자 

스스로 표본을 재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품목별 현행 표본의 통계치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다. 표본 재설계에

서는 품목(축종)을 품종(축종)으로 세분하여 분류하 으며, 재배면적의 변화, 

농가 수의 변화, 주산지 이동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정의하고, 모집단의 

분포에 따라 적합한 표본선정 방법을 찾았다. 

  농업총조사와 같은 모집단이 있는 품목과 모집단이 없는 품목(축종)을 구

분하여 분석방법을 달리 하 다. 모집단이 있으면서 왜도가 큰 것은 Neyman 

할당법과 절사법을 이용하 고, 모집단이 없이 표본농가만 있을 경우 부스트

랩 방법을 이용하 다. 표본의 신뢰도를 높이고, 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해 모

집단의 층을 결정하고, 층별로 표본을 할당하 다. 

  설계된 표본을 이용하여 조사된 내용을 추정하는 방법과 표본관리를 위해 

표본농가의 무응답 관리, 표본오차관리 그리고 비표본오차관리 방법을 제시

하 다. 

4. 연구 결과

  품목별, 품종별, 작형별, 축종별, 시도별로 표본을 선정했다. 표본은 48개 

품목(축종)으로 세분하고,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5∼±7%를 기준으로 표

본을 재설계한 결과 10,818로 기존 표본수 9,727 보다 11.2% 증가하 다.  

- 채소부문: 현행표본 4,570호 보다 14.1% 증가한 5,215호

- 과일부문: 현행표본 1,377호 보다 45.6% 증가한 2,005호

- 과채부문: 현행표본 2,359호 보다 25.2% 감소한 1,765호

- 축산부문: 현행표본 1,421호 보다 29.0% 증가한 1,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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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연 구 자:  김병률,  한석호,  김재환,  김홍원,  원지연

연구기간: 2004. 4 ∼ 2004. 12

1.  사업배경

◦ 산지정보는 산지의 생산 및 거래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정보로서 품목별 

지역별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매월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요원(현지 농협직원, 농업기술센터 직

원 등)의 잦은 자리이동, 농촌현장근무, 모니터 활동의 본업 외 수행으

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움.

◦ PDA 조사방식은 잦은 현장근무를 하는 모니터 요원들에게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출입국관리소, 보호관

찰소, 통계청, 우정사업부, 식의약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현장업무

를 위해 사용 중에 있음

◦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모니터 조사방법의 선진화를 위해 2003년에 농림

부에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의 5개년 계획 추진

을 요청하 으며, 2004년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3억3천원(6천만원은 

PDA단말기 보급)의 예산을 배정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 음. 

◦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의 1년차 사업내용은 PDA 

조사시스템의 구축과 단말기 60대 보급을 통한 시범서비스가 사업의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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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과 기대효과

◦ 본 사업은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 현지 회원농협과 농업기술센터 직

원들에게 무선 휴대통신망 시스템과 PDA를 지급하여 이를 활용한 산

지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농업관측사업 수행을 위한 산지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하고,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조사가 가능해져 신속한 관측이 필

요한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시 조사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표본농가 조사와 모니터 조사의 경우 전화조사원과 같은 부수적

인 업무지원이 필요하 기 때문에 품목담당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

용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PDA를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산지 모니터요원의 정보수집 내용과 속도가 향상되고 수집정보의 이중

입력 부담이 해소되며 전송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모니터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농업관측정보센터 요구자

료 이외에도 수시로 PDA를 이용하여 농촌여론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기

타 부수적인 정보수집도 가능하리라 기대됨. 또한 모니터들에게는 

PDA 인프라를 통해 농업정보와 농업정책정보 등 부가정보서비스 제공

으로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3. 사업개요

◦ 사업명: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 개선  사업

◦ 주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 개발사업자: 대신정보통신 컨소시엄

- 주관사업자: 대신정보통신

- 협력업체: 하이콤 (조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SK텔레콤 bcp사업부 (PDA솔루션 구축)

◦ 사업예산: 280,9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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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PDA대수: 60대

4. 사업범위와 방법

◦ 사업의 대상품목은 당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2004년 관측 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전송된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송신되어 

관측업무에 직접 활용됨. 이 때 수집된 산지정보는 검색과 엑셀파일 

형태로 활용됨.

◦ 시스템 구축시 농업관측지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니터조사 기능을 

PDA에서 구현가능토록 구축하며, 두 시스템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함. 

이를 통해 통합된 수요자중심의 생산적인 농업산지정보 수집체계가 실

현되고, 모니터 중심의 모바일시스템 환경이 구축됨.

◦ 당초 시범사업으로 지역별 생산 및 출하과정에서 차별성이 있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현지모니터인 회원농협과 농업기술센터에 PDA를 보급

하여 산지정보를 PDA에 직접 입력하여 PC를 통해 실시간 전송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PDA 활용능력과 참여도에 따라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

◦ 구축된 모바일 솔루션은 새로운 업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하

고 확장성 있는 PDA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운 될 수 있는 

관련 솔루션 환경을 일관되게 제공함. 또한 운 자 중심의 관리시스템

(조사내용, 모니터, 전산관리)을 제공함.

◦ 교육 및 사후관리를 위한 PDA 유지보수 네트워크와 전담 PDA 홈페이

지를 구축하며, 교육 훈련,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사후 관리 등의 지원

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무선 휴대통신망과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 수

집시스템을 운 ,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관련산출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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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지원정보 시스템(DB) 개선사업

연 구 자: 김병률,  김재환,  김홍원,  송우진,  박재홍,  최익창,  원지연,  리경호

연구기간: 2004. 4 ∼ 2004.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기존에 구축했던 농업관측지원정보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현

재 관측조사업무에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 및 조사시간이 과다하게 소

요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중장기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임.

◦ 유관기관 DB공유 프로젝트와 PDA를 이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

업에 따라 이를 연동하는 기능을 기존 시스템에 추가해야하며, 기존 

시스템 DB구조도 확장성과 유연성에 보장되도록 대폭적인 개선이 요

구됨.

◦ 연구 목적은 첫째,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측

조사업무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모든 조사를 웹으로 통합하는 것이고, 

둘째, 조사 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 과거데이터들과의 연동을 

통해 시계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셋째, 유관기관 DB공유 프

로젝트와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개선사업에 따른 연동 기능

을 구축하여 유관기관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조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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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방법

◦ 본 사업의 연구 대상은 2001년도에 구축된 ‘농업관측지원정보 시스템’

이며 세부 개선대상은 관측조사를 위한 표본농가, 모니터, 저장업체, 

소비자패널 데이터 수집 및 기존데이터 이관, 유관기관 DB개선, PDA

와 조사 시스템 연동임.

◦ 연구방법으로 조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전문화된 외주업체와 정

보화팀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함. 

◦ DB는 기존 조사자료의 이관과 앞으로 조사될 자료가 들어갈 DB설계에 

중점을 둠. 

3. 농업관측지원 정보시스템

◦ 1999년 최초 관측조사가 시작될 당시에는 품목담당자들이 작성한 조사

표를 전화조사원의 조사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델파이로 만든 입력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었음

◦ 2001년 한국전산원의 정보화 사업 과제로 추진된 관측지원정보시스템 

사업을 통해 조사업무를 웹으로 이관하고 유관기관 자료의 수동 및 반

자동 방식의 저장기능을 제공하 으나 시스템 성능의 저하와 사용상의 

불편함, 사용자 불신 등으로 인해 웹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과거 델파이 시스템과 혼재되어 사용함.

◦ 정보화 팀에서는 웹서버 운 , 데이터베이스 입력, 홈페이지 관리, 월보 

및 푸쉬메일 발송을 담당하고, 전산지원팀에서는 웹서버 관리 및 백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백업, 홈페이지 서버 백업을 담당하며, 각 품목

팀에서는 관측센터 홈페이지 품목 일일 거래동향 관리를 함.

◦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팀에서 조사표 형식에 맞게 결과 table 

생성하여, 델파이로 코딩폼 제작한 후에, 상담원들이 조사 완료 후 코

딩폼을 이용하여 데이터 코딩하고, 코딩된 데이터는 OUTLOOK DB에 

입력한 후, 상담원이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품목담당자에게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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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품목담당자는 분석, 활용하여 월보제작함.

◦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관세청과 서울시농수산

물공사 데이터로, 관세청 데이터는 Filebot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서울

시 농수산물 공사 데이터는 Webbot으로 수집을 하 으나 구조 변경 등

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 데이터는 Webbot으로 수집을 하 으나 구조 변경으로 못하고 있

는 실정이며, 그 이외의 자료는 품목담당자가 직접 수집함.

◦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시스템 아키텍쳐의 부적절한 조합으로 인해 시

스템 성능이 크게 저하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사전 시스템 진단

이 미흡했음.

◦ 데이터베이스 문제점으로는 조사자료의 이중 저장(델파이에 의한 입력, 

액세스에 의한 입력)과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조사시스템의 업무흐름과 

일치하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결여됨.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의 범용 아키텍쳐를 통한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및 성능향상이 필요하고, 사용자 특히, 전화조사원과 품목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시스템을 설계해야하며, 데이터베이

스도 정규화 및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함.

4. 개선된 농업관측지원 정보시스템

◦ 조사절차 간소화 및 자료활용의 극대화, 기존 조사 자료의 이관, 조사 

자료의 시계열 데이터 구축, PDA, 웹, 전화조사의 통합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및 중국 도매시장 DB 공유, 홈페이지의 통합관리가 주요 구

축 사항임.

◦ 모니터 조사 시스템은 조사에 대하여 100% 응답이 원칙으로 응답 유형

에 따라 웹 응답, PDA 응답, 메일 응답, 기존 업무 방식의 응답으로 나

눌 수 있고, 현재는 기존 업무 방식을 지원하지만 점차 PDA 또는 웹으

로의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 본 시스템의 목적 중 하나임.

◦ 표본농가 조사 시스템은 현재 연구원이 작성한 조사표는 상담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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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화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나아가 표본농가들에 대한 인

터넷 인프라 구축 시 이를 대비하여 표본농가가 직접 본 시스템에 접

속,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 시스템을 미리 제공하고 있음.

◦ 소비자 패널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1000개의 표본가구를 추출, 

추출된 표본가구의 소비자를 패널화한 것을 말하며, 본 시스템은 미리 

구축되어진 소비자패널에 대한 응답자 모드를 제공함.

◦ 품목담당자 조사 시스템에서는 표본농가를 관리하며 해당 표본농가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시 조사표를 작성하고, 상담원 또는 PDA를 통

하여 얻어진 조사 결과 데이터는 별도의 데이터 처리 과정 없이 실시

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 또는 워드 형식의 파일로 그 응

답 결과를 바로 다운받을 수 있음.

◦ 전화상담원은 연구원이 작성하여 배포한 조사표를 가지고 실제 표본농

가에 조사를 수행하고, 기존에는 조사표를 조사할 표본 농가의 수만큼 

복사를 하여 상담원들에게 배부하 지만 본 시스템에서는 연구원이 작

성한 조사표를 웹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상담원(상담원을 전

체 관리하는 대표 책임자)이 그 조사표를 상담원들에게 배정하여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AFFIS 유관기관, 중국 도매시장의 일일 시세 데이터를 매일 주기적으

로 구축하여 그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며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데이터 구축은 AFFIS 및 중국과의 전송 모듈로 DB 구축의 자동화가 

가능하고, 각 검색 결과는 엑셀로 출력 가능함.

◦ 비용 정산 시스템은 표본농가, 모니터, 저장업체(저장모니터), 소비자 

패널, 상담원에 대하여 각종 조사 및 응답 건수, PDA 통신 보조금, 조

사 건수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연별로 해당 내

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음.

5. 농업관측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선

◦ 기존 홈페이지의 관리 기능이 부족하고, 심미적으로 사이트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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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용자의 불만 존재하며, 홈페이지가 산만한 느낌을 주어 원하는 

자료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음.

◦ 연구원 홈페이지와의 별개 서버 사용하고 있으며, 푸쉬메일의 경우 대

외적으로 관측정보센터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에 대한 

DB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관측 속보 또한 DB화되어 있지 않음.

◦ 개선된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게시물의 DB화와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를 개발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와의 물리적 통합환경 

구축함.

6. 농업관측지원 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과제

◦ 조사 자료 수요자를 고려한 제공 서비스 확대

◦ 웹서버 및 DB 용량 확충

◦ 조사결과 피드백을 통한 조사결과의 신뢰도 검증

◦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

◦ 유관기관 자료 및 시계열 자료를 통한 심도있는 관측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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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류의 작형별 단수함수 추정

연 구 자: 이용선,  정학균,  김원태,  최익창

연구기간: 2004. 8 ∼ 2004. 10

1.  연구의 필요성

  과채류의 수확량은 생육 시기별 기상 요인에 의해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단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 일부 개발되어 있지만 이들 모형이 연간 모형인데다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작형 등을 고려한 생육 과정상의 단수의 변동을 

설명할 수 없다.

  현재 과채류 관측은 주로 각 지역의 표본농가와 모니터들에 대한 설문조

사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표본농가와 모니터들이 단수를 예상하는 방법은 

주로 조사 시점의 해당 지역 작황이나 생육상황에 대한 달관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의 기상 요인과 재배기술수준 등이 단

수의 주요 설명변수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보수집방법으로는 정확한 단수 

예측치를 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과채 품목의 작형별 단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 요인별 향력을 계측하는 것이다. 특히 기상 요인이 과채 품목의 작형별 

단수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과채류의 단기적인 공급 변동을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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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대상 품목은 과채류 6개 품목으로서 오이, 호박,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등 농업관측 품목이다. 이 연구는 과채류의 촉성재배, 반촉성재

배, 노지재배, 억제재배 등의 작형별 분석에 한정한다. 과채류 품목별 재배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 고, 품목․작형별 단수함수는 계량

경제학적 방법에 의해 추정하 다.

4. 연구 결과

  이 연구는 과채 품목의 작형별 단수 변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 요인별 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단수는 전년도 단수, 기술 수준, 그리고 기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기상 

요인중 단수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것은 일사량이다. 일사량 변동에 대한 과

채류 단수 변동을 나타내는 계수는 대체로 0.2~0.6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일사량이 10% 증가(감소)하면 과채 품목의 단수는 2~6% 증가(감소)함을 의

미한다.

  작형별 일사량 계수는 오이, 호박, 토마토 등의 시설 재배에서는 0.5~0.6, 

노지 재배에서는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이, 호박, 토마토의 시설재

배 작형이 노지 재배 작형에 비해 일사량의 향을 더 크게 받음을 시사한

다. 반면에 수박과 참외의 일사량 계수는 시설 재배에서는 0.2~0.4, 노지 재배

에서는 0.3~0.6으로 노지 작형이 시설 작형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수박, 참외

는 작형별 일사량 계수가 오이, 호박, 토마토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 것은 

수박과 참외의 경우 시설 작형이라 하더라도 일사량이 풍부한 봄에 주로 재

배하는 반촉성 작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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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패널 표본설계 및 구축

연 구 자: 김경필,  이원진,  김재환,  송성환,  이형우,  김원태

연구기간: 2004. 9 ∼ 2004. 11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도시가계의 농축산물 소비행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본을 설계하여 구축하고, 소비자패널의 관리 및 운  방안과 조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 내용은 첫째, 소비자패널의 표본설계는 조사모집단을 정의하

고 표본추출틀을 설정한 후, 지역별로 층화하여 가구원수, 연령, 소득, 주거

형태, 학력 등의 층화변수를 설정하고, 지역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비례할당방식과 계통추출 방식에 따라 추출 동수 및 동별 가구수를 계산한 

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패널 구축은 표본설계에 따라 추출

된 패널 가구와 전화로 접촉하여 패널 동의를 의뢰한 후, 소비자패널에 동의

한 가구를 방문하여 방문가구가 추출된 각 변수(주거형태 등)의 특성에 만족

하는지를 확인한 후 소비자패널 합의서를 받음으로써 향후 실사문제를 최소

화하는 것이다. 셋째, 패널 관리 및 운 방안으로 패널관리의 중요성, 응답률 

제고방안, 결원 보충방안, 패널관리 전담인력의 역할 등에 대해 제시하는 것

이다. 넷째, 소비자 조사 시기 및 횟수, 주요 조사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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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섯째, 조사결과 활용방향으로 월보 작성에 활용, 농업전망 작성에 

활용, 수요추세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조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연구 결과

  첫째, 소비자 패널은 총 1,313가구로 구축되었으며, 특성별 구성 비율은 다

음과 같다. 소비자패널 모집경로별로는 면접조사를 통하여 1,023가구(77.9%), 

온라인(on-line)에 의하여 290가구(22.1%)가 확보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643가구(49.0%), 부산 192가구(14.6%), 인천 137가구(10.4%), 대구 121가구

(9.2%)이다. 이메일 주소를 보유한 가구는 754가구(57.4%), 보유하지 않은 가

구는 559가구(42.6%)이다. 연령별로는 만 40∼44세 범위가 293가구(22.3%), 35∼

39세는 287가구(21.9%), 30∼34세는 278가구(21.2%), 45∼49세는 196가구

(14.9%)이다. 가족수가 4명인 가구는 695가구(52.9%), 3명인 가구는 274가구

(20.9%), 5명인 가구는 167가구(12.7%)이다. 가장의 직업이 사무직인 가구는 

466가구(35.5%), 자 업 465가구(35.4%), 관리/전문직이 183가구(13.9%)이다. 소

득수준별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250∼299만원인 수준이 259가구(19.7%), 200∼

249만원 수준이 248가구(18.9%), 300∼349만원 수준이 245가구(18.7%), 150∼

199만원 수준은 172가구(13.1%)이다.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

구가 695가구(52.9%), 단독주택 333가구(25.4%), 연립주택 243가구(18.5%)이다. 

학력수준은 고졸이하가 669가구(51.0%), 대졸 398가구(30.2%), 전문대졸 220가

구(16.8%)이다. 

  둘째, 소비자 패널 운  및 관리방안으로 ① 응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패

널의 관심 및 호응도 증대 유도 방안, 패널의 지속적 참여 유도 방안, 패널의 

만족도 제고방안, 소비자패널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  방안들이 있다. 

② 패널 결원시 대체는 분기별 혹은 연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

한 예산 확보 및 대체 작업이 필요하다. 소비자 패널이 조사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패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담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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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③ 조사 수단은 이메일을 통한 조사 가능성과 인터넷 조사 및 전화조

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용 및 조사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이메일 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사례비 지급 방법

은 계좌번호를 이용한 송금방식을 이용하되 계좌번호 공개를 피할 경우에는 

우편환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사례비 지급 주기는 연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소비자 조사 및 활용방향에서 ① 품목별 수요조사 결과 주요 조사내

용은 기존 수요량과 향후 수요의향 물량, 품목별 소비대체 가능성, 수입농산

물 수요 물량 및 의향 등으로 정리되었다. ② 관측월보에 반 할 수 있는 내

용은 수요물량 증감 및 의향, 소비 선호요인, 소비 대체품목과 관련된 사항

으로 향후 수급 및 가격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③ 연 단위로 

조사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내용들은 연산단위 농축산물의 품질 평가수준, 

소비행태의 변화, 가전제품 보유율 조사, 소비자 지불의향 조사, 수입농산물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이며 소비행태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살필 수 있는 내

용들이다. ④ 1회성 조사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농축산물 수급이 급격

히 변화했을 때 파악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며, 텔레비젼 드라마나 방송 프로

그램 효과, 광우병 파동이나 조류독감 발생으로 축산물 수요가 급격하게 변

화할 때 등이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구축된 소비자패널이 향후 패널조사 응답률

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패널의 관리와 운 에도 많

은 관심과 작업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관측월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미래의 수급을 예측하는 정보인데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미

래 수요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미래 수요에 대해 보다 근접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과 활용

방향 설정, 조사기법 등에 대해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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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하의 채소수급안정제도 발전방향

연 구 자: 김병률,  홍승지,  한석호,  서대석,  김배성,  송성환,  전상수

연구기간: 2003. 12 ∼ 2004. 6

1.  연구 목적과 범위

  정부는 수급불안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채소수급안정사업｣으로 1995년부

터 계약재배사업을 시행하 으며, 이 사업의 활성화와 농가의 경 안정을 위

해 1998년부터 최저보장가격제도를 도입하 다. 이에 따라 채소수급안정사

업은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약재배사업과 최저보장가격제도로 구성된다.

  그동안 추진한 계약재배사업은 산지농협이 지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

약재배, 판매사업을 확대하고 출하조절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 으며 농

민들에게는 계약재배에 따른 가격등락 위험 분산, 산지가격 지지, 판로 확보,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최저보장가격제도는 가격폭락시 정부수매, 산지폐기의 하한지지가격

으로 역할을 함에 따라 농가들에게 최저소득보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개방 확대로 중국산 등 저가의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국내시장 점유

율이 커질 경우, 국내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비용을 

기초로 설정된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한 시장가격지지는 한계가 있으며 시

장왜곡과 함께 정부의 과다한 수매비용과 행정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한 정부수매 및 산지폐기는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되어 품목별 AMS와 전체 AMS 상한,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초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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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농민들로 하여금 가격지지 품목으로의 자원 집중

으로 “공급과잉-가격하락-가격지지-수입 증가” 등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농림부에서는 최근(2004. 2. 23)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그동안 

실시해 온 최저보장가격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계약재배사업을 보완, 확

대하여 계약재배사업의 결손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2004∼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새로운 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하 다.

  이 연구 목적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최저보장가격제도 및 계약재배사업을 

포함한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사

후평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최저보장가격제도의 지속 여부를 정책대안 

시나리오별 평가를 통해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대상 품목은 현행 최저보장가격제도의 대상 품목 12개로 무․

배추(봄, 고랭지, 가을), 월동배추, 대파, 당근 등 저장성이 낮은 품목과 고추, 

마늘(한지, 난지), 양파 등 저장성이 높은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변화에 따른 파급 향 대상기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파급 

향은 대안별 사업주체 부담, 농가 수취가격(농업소득), 정부부담을 비교 계

측을 통해 분석하 다.

2. 연구 결과

  채소수급안정사업으로 인한 실제 농가 수취가격은 품목별, 기간별로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추정 가격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농

가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한 수매나 산지폐기는 일부 품목의 과잉 생산이 우

려된 몇 개 연도에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계약재배사업만을 포함한 채소수

급안정사업의 효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보장가격

제도 실시로 시장가격이 조기에 회복되어 참여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효

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보장가격제도는 1998∼2003년까지의 누적가격상승효과가 kg당 1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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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소득증가효과는 10a당 3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최저가

격제도의 참여농가소득은 비참여 농가소득보다 6.9% 높게 나타났다.

  계약재배사업은 1995∼2003년까지의 누적가격상승효과가 kg당 412원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소득증가효과는 10a당 15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계약재배사

업의 참여농가소득은 비참여 농가소득보다 16.4% 높게 나타나 최저가격제도

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별 농가 소득효과는 참여 농가의 소득 효과가 비참여 농가의 소

득효과보다 평균적으로 12%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계약단가가 비참여 

농가의 실제 수취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랭지배추 등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연도에 시장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참여 농가의 소득효과

가 음으로 나타났으며, 계약단가가 농가판매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낮았던 양

파와 대파는 다른 품목들에 비해 사업 참여 농가의 소득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상대적 소득효과는 모든 품목에 있어서 사업초기에 

크게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계약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무․배추를 중심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농가의 계약단가가 농가판매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품목일수록 계약물

량비율이 다른 품목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물량비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가격상승효과와 소득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재배면적증가효과도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룹Ⅰ의 품목은 최근 3개년동안 계약재배물량

이 생산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계약재배물량이 생산량의 10% 

이하인 품목으로 구성된 그룹Ⅱ에 비해 가격상승효과 및 소득증가효과가 크

게 나타났다.

  농가의 계약단가가 농가판매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품목일수록 계약물

량비율이 다른 품목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물량비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가격상승효과와 소득증가효과가 크며, 재배면적증가효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별 분석결과 지금까지 최선의 정책대안은 <대안 5>와 <대안 6>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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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보조액을 80% 이상으로 설정하되, 대안의 차이점

은 손실보전기준가격의 설정방법이다.

  즉, 손실보전기준가격을 기준계약가격의 80%와 90% 중 선택하는 방법인

데, 엽근채소류(무, 배추, 당근)는 <대안 5>가 최선의 정책대안으로 평가되었

고,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는 손실보전기준가격을 80%로 하 을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거의 없어 사업주체의 부담액이 가중된다는 점과 손실보

전기준가격을 90%로 하 을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잦아 정부보조액이 증

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기준가격을 기준계약가격의 85%로 선택하

는 방법이 최선의 정책대안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손실액의 10∼20%는 사업주체(농협)와 농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시장개방 확대로 시장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므로 사업주체가 손실을 볼 확률

이 크므로 손실액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주체 부담 15%, 정부보조 80∼90%를 

제외한 손실비율 10∼20%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이 사업주체 부담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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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

연 구 자: 김경필,  최지현,  이원진,  박재홍,  박미성

연구기간: 2004. 5 ∼ 2004. 7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FTA 및 WTO/DDA 농업협상 등 과수시장 개방화에 대응하

여 국내 과수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현황 및 문제점들을 파악

하고 중장기적인 비전 및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과수산

업 현황에서는 6대과실의 국내외 주요 수급현황을 둘째, 과수산업 국제경쟁

력 부문에서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수출경쟁력 등에 대하여 제시하

다. 셋째, 개방화 향 및 수급전망에서는 향후 10년 뒤의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호수, 수출입물량, 소비량, 조수입 등을 전망하 다. 넷째, 과수산업의 비

전 설정은 과수산업 품목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설정하 으며, 중장기 목표는 최근 3년간의 실질가격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수급물량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 다. 다섯째, 과수산업 발전방안 

부분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방안과 정책담당자, 생

산자단체, 연구소, 유통업체, 수출입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품목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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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시장개방화 향에 따라 과수 재배면적은 2002년 14만 1천ha 수준에서 

2013년에 19% 감소한 11만 4천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사과

는 11%, 배 21%, 감귤 23%, 단감 23%, 포도 31%, 복숭아는 2% 감소할 전망

이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도 2002년 227만 1천톤 수준에서 2013년에 

9% 감소한 207만 6천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성목단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 사과 생산

량은 3%, 배 4%, 감귤 16%, 단감 17%, 포도는 17% 감소하나 복숭아는 22%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국가간 FTA의 확대 추진과 DDA 협상 진행 상황, 식

물검역해제 압력에 따라 시장개방화 향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국내 과수산업의 비전은 과실 소비자들이 고급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

준의 과실 생산, 적정재배규모에서의 기술력 집중으로 경 소득의 안정화 달

성,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 및 수급조절의 핵심주체로 활동, 고품질 

과실이 우대될 수 있는 산지 및 도소매 유통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농가판매가격의 최근 3개년도 평균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2013년 적정

재배면적은 전망된 면적 11만 4,000ha 수준에서 1만 6천ha 수준이 더 감소되

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과실 수급과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

는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부적지 폐업 및 폐원 지원, 고품질 상등품 

생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과수산업의 발전방안은 크게 고품질 및 안전과실 생산, 과원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 경 체육성,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 유통효율성 개선, 수출 및 

가공, 소비촉진 방안으로 구분되어 제시될 수 있다.

  고품질 및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서는 신품종개발, 우량묘목 생산․유통체

계 구축, 과원지력 개선, 과원시설정비, 과원정 관리시스템 개발, 친환경과

실 생산․유통제도 정비 및 조기실용화 방안이 필요하다. 과원 구조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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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저생산성 과원의 키낮은과원으로 갱신, 키낮은

과원에 대한 기술․경 평가 실시와 표준모델개발 방안이 필요하다. 경 체 

육성은 농가단위별 노동력과 소득측면을 고려하여 품질수준 및 상등품비율

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급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품목별 전국단위 생산자조직 형성, 계약출하제의 정착 

및 확대, 과수재해보험제도의 확대․정착, 소득보전직불제도 도입, 과수농가 

등록제 도입, 지역농업 클러스터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유통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의 계열화, 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 고품질품

이 우대받을 수 있는 소비지 유통시장 여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위주의 고가전략으로 수출국 주류시장개척, 수입국 유

통관행에 맞춘 규격품 생산으로 현지인 시장 공략,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돌발․유입병해충 예찰 및 박멸체제 강화 방안이,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는 과실 가공제품 및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실 소비촉

진을 위해서는 과실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르는 소비자만족도 제고, 안전과실 

소비증대에 따른 신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은 시장주도적인 구조조정과 수급안

정을 유도하고 산․한․관․연 파트너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

산측면에서는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정을, 유통측면에서는 

산지유통단계에서 고품질 상품 출하와 규격화 방안, 도소매단계에서는 고품

질품이 우대받을 수 있는 유통여건 마련과 마케팅활동 활성화 방안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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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  정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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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연 구 자: 권태진,  김 훈,  정정길,  박준기,  지인배,  김 윤

연구기간: 2003. 1 ∼ 2004. 12 

1.  연구 목적

  최근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변화뿐만 아니

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내부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앞으로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구할 경우 그 방향

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

다. 이 연구의 주된 수요자는 북한 당국과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남한 당국이다. 이 연구는 2003년과 2004년의 2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첫해는 

북한의 농업 사정과 외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부문의 개

혁․개방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년차에는 농업 부문의 구체

적인 개혁․개방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의 남북

한 농업협력 방안과 농업부문의 대응책을 검토하 다.

2. 연구개발 내용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의 개혁․개방 추이와 

정책 동향을 정리한다. 농업부문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정책의 흐름을 정리하

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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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전환에 성공한 국가 중에서 북한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중국과 베트

남을 대상으로 개혁․개방 과정과 농업개발 전략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통독 후 동독의 농업 부문 개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

한의 통합에 대비하여 그 시사점을 얻으려고 한다. 

  북한의 농업 부문 개혁․개방은 전체 경제체제의 변화 가운데 추진될 것

이므로 우선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개혁 방향을 제시하되 현재 체제를 유지

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1단계 개혁과 체제의 변화를 수반

하는 2단계 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농업 부문의 개혁은 농업제도, 농산물 유통, 농업 금융과 재정, 농업 투융

자, 인력 및 기술개발 분야로 나누어 전략을 제시한다.  

  북한이 농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북한 내부의 정책 전환, 남북한 

협력,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자금조달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 중에

서 향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할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남북한 협력은 국내 농업정책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협력

에 대응한 국내농업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북정책과 국내 농업

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를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부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랫동안 폐쇄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인 관리체계를 지속하던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환점으로 개혁과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식량 배급

을 축소하고 보조금을 통해 싼값으로 제공하던 각종 물자와 서비스를 원가

개념에 따라 가격을 현실화하 으며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 다. 기업

에도 원가개념을 도입하고 경 의 책임성과 자율권을 확대하 다. 후속 조치

로써 일부 지역에 대해 특구를 지정하고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는 

유통개혁도 단행하 다. 2004년에는 일부 협동농장에 대해 개인 농제와 유

사한 형태의 포전담당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하 다. 앞으로 북한은 모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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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혁과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 전개를 가정하고 이 연구에서는 개혁의 기본 방향을 분권

화(decentralization), 탈집단화(decolletivization), 시장화(marketization), 사유화

(privatization)의 네 가지 범주로 설정하고 농업 부문에 대한 개혁 방향과 전

략을 제시하 다. 우선 농업 부문의 개혁을 크게 제도, 투융자, 인력 및 기술 

개발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제도개혁에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도, 농업관

리체계, 농장관리방식, 농산물 가격 및 유통체계, 농업금융제도로 세분화하

여 전략을 제시하 다. 투융자는 농업금융, 재정, 투자로 세분하 다. 인력 

및 기술 개발은 인력과 기술로 나누어 개혁 방향을 제시하 다. 개혁 전략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체제내의 개혁과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본격적인 개혁의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 다. 이미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교훈은 앞으로 북한이 개혁을 

추진할 때 먼저 제도개혁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킨 다음 유통과 가격

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개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북한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북한이 연 7%의 경제성장

을 위해서는 연간 25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북한 자체적으로 이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국

제사회와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협력은 북한

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북한의 농업 부문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의 방향을 인

도적 지원에서 농업개발지원으로 전환하고 농산물 교역과 농업 분야의 경협

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농업정책과 대북정책의 조화를 이루면서 남북한 사이의 교역과 

경협을 활성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북 식량 차관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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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상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식량지원의 투명성을 확

보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

려할 때 현재 차관으로 제공하는 40만 톤의 쌀 중 20만 톤은 국내산 쌀을 이

용하여 북한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쌀을 포함한 콩이나 다른 식

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구입하여 지원할 수도 있지만 연해주 

등지에서 해외농장을 개발하여 남북한 협력을 통해 함께 생산한 후 이를 북

한에 제공한다면 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남북한 협력을 강화하고 

장차 한반도의 식량안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식량지원의 레

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회 이상 분할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는 식량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대

북 지원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대북 반출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반

입을 할 때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대

북정책과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려는 농림수산 정책 사이에 입장차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국내 농어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

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거의 반입실적과 국내외 시장가격을 토대로 

품목별 쿼터와 승인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여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

을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원산지가 북한산인 경우 민족내부거

래로 인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반입업자의 초과수익이 발생하므로 이

를 적절히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대북 농자재 지원에 있어서도 비싼 국

내산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농자재의 국

제입찰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 대북 지원에서 있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 하

고 지원된 물자의 분배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시

키고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북 지원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대북 식량 및 농업지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다. 농업지원의 

범위에 대해 최소한 식량지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31%인 반면 식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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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포함하여 농자재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 농업기반정

비 지원까지 지원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34% 다. 대북 지원의 

주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응답자 중에서 대북 지원을 위해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83.5% 으며 16.5%는 지불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 다. 응답자의 대북 

지원을 위한 연간 최대 지불의사는 평균 17,584원이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

구수 2,292만 명을 곱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대북 지원의사는 4,000억원

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의 2배 정

도로 현재 차관으로 제공하는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

불액의 크기와 사회적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기분

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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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 혁신전략과 농협의 역할

연 구 자: 황의식,  조명기,  박재홍,  조경출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농협의 산지유통 혁신비젼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인식공

유를 형성하고 현재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농협개혁에 대한 올바른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농협의 산지유통혁신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산지유통 혁신전략은 무엇인가를 도

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농산물 거래관계 변화에 

따른 유통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산지유통사업의 혁신방향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농협의 산지유통혁신 과정과 산지유통사업 혁신전략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산지유통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산지유통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산물 거래관계의 변화를 

파악하여야 한다. 거래관행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정보통신 기술 등 기술의 

발달, 그리고 소매업체의 대형화 등의 요인에 의해 크게 변하고 있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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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식품소비 패턴은 다양화하고, 편리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것으

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소비자 기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지 시장에서는 대형소매점

이 출현하여 그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소매점들은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

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의 특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구매비

용을 절감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시장

정보가 단절되는 도매시장보다는 원하는 상품을 확실히 구매하고, 거래비용

을 절감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와의 수직적 거래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거래관행의 변화가 산지유통 사업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거래에서는 적기에 차별화된 농산물을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판매가 서로 일치된 의사결정을 하는 수직적 통합관계의 구축을 요

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확립 및 소매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공, 생산이력 정보제공, 효율적 재고 보충시스템 등 편이기능 제공을 요구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지유통 혁신은 소비지시장의 요구와 산지의 공급조

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농협의 산지 유통사업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지향적 유통사업으로 

전화하여야 한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규모화 하여 보다 저

렴한 비용으로 판매하여 준다는 소극적인 생산 중심적 유통사업에서 탈피하

여야 한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계획 단

계에서부터 선택하여 생산-상품화(상품개발)-전략적 마케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는 제품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안정적

인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규모화 되어야 한다. 전처리 편이식품 

등의 효율적인 제품개발, 효율적 상품구색 갖추기를 위한 카테고리 메니지먼

트, 그리고 효율적인 재고보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농협의 산지유통사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

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수직적 거래에 적

합한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직거래가 확대되면서 산지는 거래관계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중심의 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 선취거래, 시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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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인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농협의 산지유통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농협법이 개정되어

야 한다. 연합판매사업의 독립법인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의 운 효율화를 위하여 우선출자제도의 도입 

및 이용고 배당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출자배당이나 환원사업에 의한 배당

을 최대한 억제하여 산지유통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역합병

을 추진하면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강화하여

야 한다. 이는 조합구역 철폐로 실현할 수 있고, 이는 현 농협의 고비용-저효

율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지유통혁신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회원농협은 전통적으로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체계이고, 판매사업도 유통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중앙회가 산지유통사업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회원조합의 산지유통 혁신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

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회가 산지유통사업의 올바른 비전을 설정하

고, 그 바탕에서 연합사업 등을 선도하여야 한다. 중앙회가 혁신비전을 수립

하고 인식의 공유를 통해 현 회원농협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

다. 이울러 산지유통에 대한 투자는 초기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므로 

중앙회가 조합상호지원기금 등 자금을 우선출자 방식 등으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중앙회의 유통사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역간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주고, 언론매체의 광

고 등 판촉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

여 산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의 운  

효율화 및 출하경로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IT기

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정보화가 바탕이 되어야만 품질관리체계

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원조합의 산지유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회 사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도매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별도의 도매물류법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상류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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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지만 이 보다는 물류기능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는 거래관행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다시 산지유통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관계의 변화는 수직적 관계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산지유통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시장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산지유통 혁신은 기능의 정립만으로

는 되지 않는다. 그에 적합한 조직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산

지유통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농협개혁의 요구가 표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생산중심적 

조직을 보다 시장지향적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보다 규모화 하여 안정

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농가 조직화를 통해 차별화와 품질관리능력을 강

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농협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혁신을 추구하여만 

한다. 농협의 산지유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개

선되어야 하고, 농협법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협

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지유통혁신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여 인식의 공

유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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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연 구 자: 김용택,  임송수,  박준기,  문한필

연구기간: 2004. 1 ∼ 2004. 11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UR 이후 실질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농가계층간 

소득의 불균형과 불안정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과 향후 시장개방의 확대

를 대비하여 농정의 전환과 농가의 경  및 소득안정 차원에서 소득보전대

책을 마련하고 소득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농가소득보전대책과 농가소득안전망의 개념을 살펴보고, 농가소득안전망 효

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 다. 3장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농가

경제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의 수준(level), 분포(distribution), 불안정성

(variation) 등을 중심으로 농형태별, 규모별, 경 주연령별, 원천별 소득실태

를 분석하고, 향후 시장개방 시나리오 하의 농가소득 추이를 전망한 후에 정

책 시사점을 도출하 다. 4장에서는 국내 농가소득보전대책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 으며, 농정담당자 및 정책수혜자의 의향조사 결과를 정리하

다. 또한 외국의 주요 농가소득보전대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5장에서는 WTO 농업협상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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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 정책의 운  방향을 살펴보고, 소득안전망 체계 수립시 요구되는 

재정규모를 추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

전망 체계를 설계하고, 행정운  및 농가소득 파악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농가소득보전대책은 품목별․기능별 개별정책 특징을 지닌 반면, 농가소

득안전망 체계는 개별 정책프로그램들을 연계시킨 종합적 농가지원대책의 

성격을 지닌다. 

  농가소득의 정체나 불안정은 주로 농업소득의 감소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으며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은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다. 현재 농업

노동의 고령화와 농촌 산업구조의 특징을 볼 때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기회

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하

여 초래되는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가로 소득이전을 직접하는 소득보전대책

의 확대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이 정체하는 이유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이지만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은 경 비의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경 비 

중에서도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농업소득을 안정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경 규모별로 보면 대농은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문제인 반면, 세농은 

낮은 농업소득과 불평등성 심화가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대규모 농가에 보

다 더 많은 효과를 주는 농가소득보전대책에서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적절하

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보완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로 과수부문은 2000년부터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

보전대책이 필요한 부문이며, 축산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

으나, 불안정과 불평등 또한 높기 때문에 기능별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축산물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농가 간 기술수준 및 경 능력 차이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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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정망체계의 일차적인 정책대상은 최저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와 일시적으로 경 위기를 겪는 농가들이다. 2002년의 

경우 이들 농가들의 비중은 각각 12.7%와 28.0%에 달하며, 이들 농가들에 대

해서 각각 최저생계비 수준을 충당하거나 일시적 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규모의 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약 7,087억원과 1조 361억원의 재정지

원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나 일시적 경 위기를 겪

고 있는 농가들의 특징은 60대 이상의 고령농가들의 비율이 높고, 미작이나 

채소농가가 많으며 경 규모가 세한 농가들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사회보장대책이 병행되거나 아니면 농가소득안전망체계에 이러한 경 조건

을 지닌 농가들을 고려한 보완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의 농정개혁과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목표 중심의 정책을 통해 소득안전망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

과 둘째, 품목별 대책에서 농가의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발전하

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DDA 농업협상이 국내농업보조 운용에 주는 시사점

으로는 우선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블루박스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루박스 정책은 무역왜곡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며, 고정

면적과 단수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생산효과가 작은 유리한 점이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생산증대 효과를 가지며, 

가격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이라도 적으나마 생산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앞으로 직접소득이전 규모가 커지면 생산효과에 대하여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보전과 농가경 안정으로 배정된 금액은 

각각 2조 5,450억원과 4조 3,650억원이다. 이는 WTO 협상 등 향후 시장개방 

시나리오와 국내 보조가능규모를 감안하고 농가경제통계 표본자료를 이용하

여 추정한 소득보전대책 수립시 소요재정규모를 고려할 경우, 농가소득안전

망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는 총재정지원규모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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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농가소득보전대책이나 소득안전망체계 내의 여러 사업들이나 분야들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운 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하

고 운 하는가 하는 것이다.

  농가소득안전망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방안은 개별 농가소득보전대책들을 연계시켜 하나의 종합적인 정

책패키지화하는 연계방안이다. 둘째 방안은 EU와 같이 농가를 중심으로 여

러 소득보전대책들을 하나의 소득안전망체계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성공여부는 여러 소득보전대책들을 마련하는데 필요

한 소득과 경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

이 구축되어있는지 여부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와 같은 모니터링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런 행정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행정체계 내에서 소득보전대책과 소득안전

망 체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대책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 간이경 장부의 유

지, 경 자문관의 운 , 농지이용과 소유에 관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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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업의 구조 변화 동향과 전망

연 구 자: 김정호,  이병훈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쌀농업은 커다란 변혁기를 맞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유예된 관세화 협상과 함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국내 농

업에 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쌀농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도 만만치 

않다. 쌀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로 인하여 

공급과잉의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쌀농업의 규모화․전문화

가 진전된 것 이상으로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쌀 농업의 구조 변화 즉, 경  주체와 산지, 토지이

용과 경 규모, 생산기술과 농방식, 비용과 소득 등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

래를 전망하여 우리나라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아울러 쌀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쌀 농업의 전망 분석을 통

하여 생산 측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쌀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을 정리한다. 최근의 

국내 쌀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협상과 쌀 협상의 동향을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최근의 경지면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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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벼 재배면적의 동향을 살펴보고, 장차 벼 재배면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

가에 대하여 WTO/DDA 협상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망하 다. 제4장에서

는 쌀 농업의 지역적 분포와 주산지 형성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

다. 시․군을 단위로 논벼 생산액, 벼 재배면적, 농가 수 등에 대하여 지역

별 변화의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주산지의 벼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 등을 

전망하 다.

  제5장에서는 벼 재배 농가의 성격 변화를 분석한 후 앞으로 어떠한 농가

가 벼농사를 담당할 것인지 전망하 다. 농업총조사(1990, 1995, 2000년) 및 

최근의 농가경제통계를 이용하여 벼 재배 농가의 성격을 파악하고, 특히 농

가계층 분화와 농지유동화 추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경 의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하 다. 제6장에서는 쌀 생산비통계를 이용하여 최근의 쌀 생산

비와 소득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

로의 논벼 농가소득을 전망하 다. 제7장에서는 최근의 논벼 생산비와 소득

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벼 재배 농가의 소

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 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다. 먼

저, 현재 논벼 주산지의 전업적인 벼 재배농가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쌀 농업

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쌀 농업을 경 하기 위한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산지의 유리성을 발휘하면서 건전한 가족농이 벼

농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정책과 경 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을 확충하여 농지유동화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업농에게 농지가 집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

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시장개방 확대

로 인하여 앞으로 수년간은 쌀값의 정체 내지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

라서 정부는 벼 재배농가의 경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제도를 시급히 확립

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농규모 확

대는 농가 총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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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대 중국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연 구 자: 권오복,  정정길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한가? 두 번

째 질문 “수출유망품목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답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기회, 위협, 강점, 약점분석(SWOT)

을 실시하고 생산자, 수출업체, 정부 등 주체별 역할과 단계별 전략을 제시

하 다.

  (2)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이 앞으로도 7%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매력을 기준으로 2014년 중국 

국민 1인당 GDP는 약 13,000 달러이고, 중산층의 1인당 GDP는 39,000 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들은 한국이 고품질 농산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

략할 대상인 하나의 기회인 셈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① 농기계 등 농자재

의 수출 기회 제공, ② 고품질 농산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 확대, ③ 

농산물 도매시장 플랜트 수출 등이다. 이 중에서 이 연구는 두 번째 기회요

소인 농산물 수출에 초점을 맞춰 수행하 는데 이를 위해 

  중국에서 경제 및 소비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시에 국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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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90∼2003년간 농림축산물 수출은 연평균 6.9%씩 증가하여 2003년 현

재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달러이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의 특징은 첫

째, 농산물이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84% 차지할 만큼 농산물이 농림축산

물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둘째, 농산물 중에서도 신선농산물보다는 가공농

산물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수출시장이 일본, 미국,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1992년 10억 4,0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2

배 이상 증가한 약 25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림축산물 수

출은 1992년 이래 연평균 27% 증가하여 1992년 1,3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1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하 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의 특징은 첫째, 중국에 대한 전체 농림축

산물 수출의 92% 정도가 가공농산물일 정도로 1차 상품 수출의 대부분이 가

공농산물이란 점, 두 번째 한국 수출농산물의 소비계층이 대부분 현지인이 

아닌 소수의 교민, 유학생, 조선족 교포에 의존하는 수출구조를 지니고 있다

는 점, 세 번째 일부 수출유망 품목의 경우, 현지투자생산에 의한 수입대체

가 이루어져 수출이 중단되거나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다는 점, 네 번째 수출

주력 상품이 없는 가운데, 소량다품목 수출구조로 인하여 수출업무가 복잡하

고 라벨 작업 등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다.

  (4)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상하이시 인구 1인당 소비지출은 매년 13.1% 

증가한데 비해 식품지출은 매년 4.6% 증가에 그쳐 엥겔계수는 매년 낮아지

고 있다. 특히 고소득 계층일수록 엥겔계수가 낮은 가운데, 외식의 비중이 

높고, 과실류 소비지출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시 농업과학원이 1인당 소득이 25,000 위안 이상인 고소득 가구 30

가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는 양과 브랜드가 43%의 고소득가정이 

농산물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상하이시 대형할인매장 방문객 593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식품 구매시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맛, 브랜드, 위생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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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중국에서 소비가 계속 늘어날 품목은 식물성기름, 쇠고기 및 양고기, 

가금육, 알류, 수산물, 신선채소, 과일류, 우유 및 요구르트 등이다. 이 중에

서도 특히 쇠고기․양고기, 우유․요구르트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과일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하

이시 고소득 계층의 계속적인 증가로 고급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차츰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고급쇠고기나 고품질 가공제품 시장에서 한국의 고품질 

쇠고기는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은 2013년에는 310만톤 가량의 우유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서 신선우유의 수출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5) 중국과 일본간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군)은 화초뿌

리 및 장미, 선인장, 감귤류 및 오렌지, 사과 및 배, 채소종자 등이다. 상하이

시 대형백화점을 조사한 결과 개당 30위안(약 4,500원)하는 일본산 부사가 있

었는데 바로 같은 진열대에는 개당 3위안(450원) 정도하는 중국산 부사가 판

매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 배 가격은 개당 28위

안(약 4,200원)이었는데 같은 진열대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배는 개당 7.4위안

(약 1,110원)이었다.

  중국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의 가격차별화 현상은 우유, 감귤, 사과․배, 단

감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003년의 경우 수입선별 우유의 

수입단가를 보면 프랑스산 우유가 kg당 2.12달러로 가장 비싸게 수입된 반면 

싱가포르산은 kg당 0.5 달러로서 프랑스산에 비해 4배나 저렴하 다. 같은 

품목이라도 품질이 좋은 농산물은 몇배나 비싸게 수입되어 중국시장에 판매

된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방

울토마토, 양채류, 파프리카, 사과, 배, 단감, 감귤, 쇠고기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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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품목의 대부분이 중국산에 비하면 가격경쟁력이 뒤지지만 가장 비싸게 

수입되는 경쟁 품목과 비교할 때 브로콜리, 파프리카, 단감, 쇠고기 등은 가

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격경쟁력이 미약한 나머지 

품목들은 품질경쟁력으로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 

  (6)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농업인은  ①고품질 규격 수출

농산물 생산, ②수출농산물의 수집, 분류, 포장, 저장, 수송 등 수확 후 관리 

철저를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 ③계약준수 등을 통한 거래선 유지 등이 필요

하다. 수출업체는 ①수출물류 개선, ②공정한 거래를 통한 수출질서 확립, ③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④대형매장에서 시식, 시음 등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①수출단지 정비 등 

수출생산기반 확충, ②수출보험 등 수출지원제도 확립, ③박람회참가, 전시

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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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정보

연 구 자：김태곤

연구기간：2004. 1 ∼ 2004. 12

1.  연구 개요

◦ WTO 체제에서 세계 각국의 농업, 농정, 농산물무역 등에 관한 동향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농업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 세계 주요국가의 농업․농정 등에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생산자 

및 관련업계, 행정기관, 연구자 등에게 공급하고, 동시에 세계 각국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정책 입안, 국제동

향 파악, 협상전략 수립, 농산물수출 확대, 그리고 농업경  및 기업활

동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러한 목적에서 국별 농업 및 관련산업 개황을 비롯하여, 주요국가의 

농업정책 및 국제협력, 세계 곡물수급 현황 및 전망, 세계 농산물무역 

동향, WTO, OECD, APEC, FA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수집은 각국의 보도자료, 국내외 관련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입수하거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집하고 있다. 

2. 주요 연구 결과

◦ 수집한 정보는 KREI 홈페이지에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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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사이트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국제기구․기

타 관련기관 등 150개 정도의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이용자가 직접 접

속할 수 있도록 하 다. 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정기적으로 취

합, 보완하여 월1회 ‘세계농업뉴스’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 첫째, 2004년도 1년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는 농업개황 9건, 주요정

책 19건, 토픽 146건 등 174건에 달한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원내 연

구자를 중심으로 하고, 원외 연구자로는 지역아카데미, 농림부, 농촌진

흥청, 농협중앙회, 세계농정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받았다. 

◦ 둘째, 홈페이지에서의 정보공유와는 별도의 세계농업뉴스는 2004년 1월

호부터 12월호까지 12권을 발행하 다. 매권 120페이지, 700부를 발행

하여 관련기관 또는 개인에게 배부하 다. 

◦ 셋째, 세계농업정보 홈페이지를 개편하 다. 검색기능 강화,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 국외 관련사이트 접속기회 제공 등의 개념으로 홈페이

지를 개편, 정보공유의 장을 확장하 다. 

<그림>  2004년 홈페이지 개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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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네트워크 구축은 원내연구자, 원외의 검색사, 번역가, 집필자, 국

외주재원, 그리고 외국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활발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향후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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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북한농업동향

연 구 자: 권태진,  김 훈,  지인배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개성공단개발과 금강산관광특구개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쌀, 비료 등 긴

급 식량구호물자를 지원하고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농업협력사업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함께 농업에 대한 기초정보

와 최근까지의 북한의 농정변화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 동

안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한농업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물과 함께 상당한 수

준의 자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왔으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

세와 함께 빠른 남북관계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보의 갱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관련 농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축적하는 동시에 이를 수요자에게 분산하는 일 등 북한 농업에 대한 

정보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내용

□ 포커스: 북한 농업, 경제상황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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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분석

◦ 농업관련 보도동향 요약: 분기별 농업관련 보도동향 요약

◦ 북한 주요 신문의 농업관련 보도동향: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농

업관련 보도 내용을 발췌․요약

◦ 북한 농업관련 국내외 보도 동향: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의 보도 내

용과 이들 신문을 인용한 보도 내용을 제외하고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언론 및 방송의 북한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일자별로 발췌․요약  

◦ 농업일지: 북한농업 관련 동향을 일자별로 정리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을 4개 분야(농림

수산물 교역 동향, 대 북한 지원 동향, 교류협력사업 동향, 대 북한 지

원 및 경협정책)로 분류하여 소개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기구 및 NGO, 개별국

가들의 북한농업에 대한 지원 실적,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의 동

향 소개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27개 기상 관측지역의 기후값(일최저기온, 일최고기온, 일

평균기온, 월평균기온, 강수량 등) 분석 

◦ 농업용어 해설: 북한의 농업용어 해설을 통해 북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 기타 농업자료 수록

3. 연구 결과

□ 포커스

◦ 북한의 식량 상황과 장기 수급 전망(제5권 제4호)

◦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과 개선 방안(제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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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축산과 남북 협력 방안(제6권 제2호)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제6권 제3호)

□ 동향분석

  2004년도 북한의 농업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부문의 기본방향

은 식량증산을 위한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혁명 방침 관철에 두

었다. 농업기반 건설부문은 금년에도 토지정리사업과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역점 추진하 다. 농산부문은 식량증산과 동시에 콩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기름(유지)작물, 누에고치, 담배 등 공예작물 생산을 확대하 다. 축

산부문은 개건․현대화된 닭공장과 염소목장들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의 실속 

있는 운 을 보장하는데 주력하 다. 농관리 부문은 농물자 보장사업과 

농촌경리의 관리․운  방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강구, 감자․고구마 생산

기지에 보관 및 가공기지 건설에 주력하 다.

  농업교류협력 동향을 살펴보면 농림수산물 교역은 작년에 이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7월 이후 조문 문제, 탈북자 대규모 입국 문제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동 문제들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 당국간 대화를 

중단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민간차원의 접촉과 대북지원사업도 차질

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건설 등 3대 경협사업관련 협의는 계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핵 의혹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

유 등으로 국제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활동이 위축되기는 하 지만 국제사회

의 인도적 지원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2004년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대북 인도적 통합지원액은 1억 2,748만 달러로 목표 대비 61.1%를 달성함으로

써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으나 2001년 이후 지원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직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 

2004년 8월 북한당국이 유엔합동호소절차에 의한 통합지원 거부 의사를 밝힘

으로써 2005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그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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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ad Ahead for Korean Agriculture

연 구 자: 임송수,  김정호,  서진교

연구기간: 2004. 1 ∼ 2004. 2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우리 농업의 현황과 과제를 밝히고, WTO 체제아래 우리농

업과 농정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밝히고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연

구 결과를 문으로 작성해 국제적인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우리나라 농

업의 생산 및 고용 구조를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두 번

째 부분은 UR 농업협정의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 

농지의 전이와 차지농의 발전, 전업농의 등장 등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도하 라운드가 국내 농업에 미칠 향을 계량적으

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문제를 직접지불의 수단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구조개선을 촉진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 결과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한국농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다른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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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면 생산구조는 3~7배나 빠른 속도로 변해왔으며, 고용구조 또한 외

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노동시장의 특성상 다른 나

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취업자의 전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급격

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주로 신규취업자의 급격한 감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농업취업자의 50% 이상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층이 

누적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구조는 앞으로 세대교체가 빠르

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10~20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

의 농업구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착륙이 가능하도

록 시장 개방과 국내보조금의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에 시행한 다양한 농업정책은 자본축적과 대농 계층으로의 농지 

집중 등 구조개선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다. 대농의 규모 

확대는 대부분임대차를 통해 이루어져 자작농 중심 구조에서 차지농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투자와 생산성 증대로 농업부문이 성장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이 신장되지 

못하는 이른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가 소득이 평균 

가계소득의 75%에 그치고 있고, 33%의 농가가 지난 5년 연속 소득감소를 겪

고 있는 가운데 5분위 소득 격차가 7.1배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계층 격차

는 전직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 어려운 노령 세농의 소득이 명목으

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ASMO 모형에 따르면 WTO 협상결과 선진국 

수준의 감축 의무를 이행할 경우 2010년에 가서는 3조 6,583억 원의 소득 보

상 직접지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곧 블루박스와 그린박스 형태의 직

접지불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한다. 농업부문이 이처럼 급진적인 시장개

방에 노출되고 소득보조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면 농가경제가 붕괴될 위

험에 놓일 수 있다.

  선진국은 농업에 대한 국제 규범이 마련되지 전에 이미 국경조치와 가격

보조 정책을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해 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농업보

호 조치들이 규제되는 가운데 농업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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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WTO 규범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이 

원만히 농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 신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직접지불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이외에 미래 농정은 다원적 기능

의 확충과 구조개선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농업활동과 결합해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재와 민간재인 농산물

을 하나로 통합해 다루는 정책 접근이 유용하다. 이들을 목표 중심의 개별조

치로 다룬다면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친화한 농

체제의 확립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역단위의 물질순환 체계를 도입해 환경

정화능력과 오염물질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 조

치는 꾸준히 추진하되, 특히 농지은행의 설립 및 운용을 통해 농지 유동성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37

세계농업전망모형 Aglink 2004 운용ㆍ개발 연구

연 구 자: 김배성,  조성열,  이병훈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 목적

  OECD 사무국의 세계농업전망모형 Aglink의 운 과 그 필요성에 대응하여 

진행되는 이 연구는 연차별로 지속해서 추진되는 과제로서, 연구의 최종목적

은 Aglink 모형을 이용한 세계농업 분석능력을 제고하며, OECD 회원국으로

서 사무국 관련작업에 대응하고, 회원국 및 모형 사용자간의 교류ㆍ협력 강

화하는데 있다. 당해연도는 연구 2차년도로, 1차년도에 형성된 기초분석 능

력을 기반으로, 보다 심층적인 응용분석 실시를 당해연도 연구목적으로 설정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보고서에 표현된 당해연도 주요 연구 및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 Aglink 2004 도입 및 모형 운 현

황이 소개되었고, 지속해서 추진되는 본 연구의 최종목적과 당해연도 연구목

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Aglink 모형에 도입된 국가, 품목, 변

수명칭 등이 소개되었다. 

  둘째, Aglink 2004를 이용하여 도출된 세계 농산물수급 전망치(2004∼2013)

와 그 주요 특징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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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당해연도 연구에서 역점을 두었던 응용분석의 하나인 세계 쌀농업의 

전망과 특징분석내용이 소개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쌀시장 추가개방시 직접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는 중국의 쌀수급 현황과 전망, 그리고 수입변동가능성과 국제가격에 대한 

변동요인을 검토하 다. 

  다섯째,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국내외 쇠고기 산업 파급 향 분석내용

이 소개되었다. 

  끝으로, Aglink 도입 및 운 과정과 분석과정에서 파악된 몇몇 사항들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 제안하 다. 

3. 주요 연구 결과

  연구 2차년도인 금년도 연구는 1차년도의 모형에 대한 이해와 운 의 기

초능력을 기반으로 보다 심층적인 몇몇 응용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와 사업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소개한다. 

  첫째, 먼저 이 연구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사항으로, 모형 유지ㆍ개발의 주체인 OECD 사무국과 주요국의 모형운

 담당자와의 안정성인 협력채널 형성을 당해연도 사업의 의미있는 성과로 

들 수 있다. 

  둘째, 금년도 새롭게 보완된 Aglink 2004 모형을 통해 세계 농산물수급 전

망하고, 세계 주요농산물 국제가격, 곡물부문, 축산물부문, 유제품부문, 그리

고 무역부문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요 특징발굴을 들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농업에서 절대적인 비중과 관심의 대상인 쌀에 초점을 두

고, 세계 쌀농업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는데, 세계 쌀 소비, 생

산, 재고, 가격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치 도출 및 주요 특징 발굴, 그리고 주

요국의 생산, 소비, 수출입 현황과 전망에 대한 특징 등이 검토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세계 쌀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생산도 증가하나 이

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재고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쌀 세계

가격이 지속상승할 것이라는 점, 세계 쌀시장에 중국, 인도 등 수요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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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중국내 재고수준 파악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쌀시장 추가개방시 가장 크고, 직접적인 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중국 쌀농업에 초점을 두고, 최근 중국 쌀수입량 급증 현황과 

중국의 쌀수입변동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 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쌀 수

입량이 2004년 이후 급증하여 201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 2000∼2006년 

쌀 재고수준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최근 지속된 수확면적과 생산량 감소가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을 주된 결과로 제시하 다. 

  다섯째, 최근 미국과 캐나다 광우병 발생에 따른 국내외 쇠고기시장 및 대

체육류에 대한 파급 향이 분석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나리오 설정에 따

른 시뮬레이션에 의해, 광우병 발생에 따라 2009년까지 국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2005년 광우병 발생으로 오히려 감소한 국내 생산은 2006년이후 지

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또한 국내 생산자가격과 국제가격도 광우병 발생에 

따라 발생이전의 상황보다 지속해서 높게 형성될 것이며, 돼지고기와 가금육 

등 대체재 소비도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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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4 
운용ㆍ개발 연구

연 구 자: 조성열,  김배성,  이병훈

연구기간: 2004. 3 ∼ 2004. 12

1.  연구 목적

  농업부문 연간 전망모형인 KREI-ASMO(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1996년 개발된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매년 자료갱신과 더불어 개별 행태방정식 및 

모형의 유지보완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오고 있다. 

  KREI-ASMO 운용의 목적은 한국 농업부문 전망 및 모형을 이용한 정책실

험과 분석으로, 이 연구는 이러한 모형 운용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모형을 견고히 유지ㆍ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당해연도에는 자료환경 변화 

즉, 최근 거시경제변수 및 농업부문 가격자료의 기준년도 변경에 대응하여, 

모형의 기준년도 개편작업을 수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 내용이 크게 8개장으로 구분되어 소개되었다. 먼저, 이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 등이 첫 번째 장인 서론부분에서 소개되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ASMO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구조개요, 모형에 도입된 

기본가정 등이 소개되었다. 세 번째 장에서는 ASMO 2004의 주요 특징과 개

선사항을 요약ㆍ소개하고, 거시경제변수를 포함한 주요 외생변수 즉, 국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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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수입통관가격, 관세상당치(TE), MMA 도출과정과 가정에 대해 소개하

다. 네 번째 장에서는 자료갱신과 더불어 ASMO 2004에서 새로 추정한 경지

배분모형 추정 및 탄력성 계측결과를 수록하 고, 다섯 번째 장에서는 기존

의 ASMO의 쌀 생산비용 함수 검토를 토대로 새로 추정된 생산비용함수 구

성 및 추정결과를 제시하 다. 여섯 번 째장에서는 ASMO 2004 전체 모형의 

세부구조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소개하 다. 일곱 번째 장에서는 ASMO 2004

의 안정성 평가결과를 수록하 고, 끝으로 여덟 번째 장에서는 ASMO 2004

의 추가보완 사항 및 향후과제를 정리해서 소개하 다. 

3. 주요 연구 결과

  ASMO 2003의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최근 한국은행의 2000년 기준의 국민계정 개편 및 1993년 국민계정

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 그리고 농업부문 가격자료의 기

준년도 개편 등 자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형의 기준년도를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변경하 다. 

  또한, KREI-ASMO 데이터베이스의 기준년도 개편작업과 더불어 2003년 잠

정치 확정에 따라 2003년도 자료를 도입, 경지면적, 품목별 수급량, 가격, 단

수, 수출입단가 등 자료를 갱신하 다. 

  기준년 개편 및 2003년도 자료갱신에 따라, 경지배분모형, 품목모듈, 총량

모듈, 쌀 생산비모듈 그리고 각 개별 행태방정식 등을 모두 재추정하 고, 

모형의 구조를 이에 적합시켰다.

  기존 KREI-ASMO(1999∼2003) 총량모듈의 쌀 비용도출 구조를 보완하여, 

쌀 경 비가 과소 전망되었던 문제점 보완하 다. 즉, 경상비, 노력비, 임차

료 등 세부비목 변동상황이 명확히 반 되도록 함수를 재추정하고, 모듈의 

구조를 보완하 다. 이와 더불어, 기존 KREI-ASMO의 쌀 생산비용함수 모듈

을 자료갱신과 더불어 초월대수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 체계를 재추정

하여 도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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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쌀 수요함수와 소비자가격함수의 파라메타 적정성을 검토하여쌀 모

듈을 보완하 다. 즉, 상이한 쌀 시장 추가개방 방식(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개방)에 대한 전망(또는 분석)을 동일 모듈내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 다. 

끝으로, ASMO 2004의 모형안정성 평가결과가 RMSPE, MAPE, 그리고 Theil의 

불균등지수를 통해 검토되었다. 마늘, 양파 등 채소작물, 맥류, 그리고 축산

부문중 낙농, 육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을 보 고, 쌀, 두류, 기

타곡물, 과실류, 축산부문중 한육우, 양돈, 산란계 등에서는 대체로 안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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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한 남북한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고성남새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연 구 자: 강정일,  김정부,  이두순,  지인배

연구기간: 2004. 4 ∼ 2004. 11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 강원도 고성군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남북한 

농업분야 협력과정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농

업협력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연구의 범위는 북한의 고성남새온실농장에 대한 농업협력 실태, 고성지역

에서 추진된 농업협력사업의 성과, 남북한 농업협력모델 제시 등이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의의

와 추진 실태, 북한 고성군지역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리하

다. 둘째, 북한 고성군 지역의 농업 현황(경종농업, 축산, 과수)에 대해 고찰

하 다. 셋째,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 목표, 협력방법을 

고찰하 다. 넷째,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 현황과 지원 실적을 검토하 다. 

다섯째, 금강산 관광객의 채소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고성남새온실농장의 농 

방향을 고찰하 다. 마지막으로 북고성군 농업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북고

성군 농업협력사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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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남북 농업협력 관련 자료조사를 위하여, 북한 고성남새온실농장, 고성양돈

농장 등을 현지 방문하여 남북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조사하 으며 고성

남새온실농장의 농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강산 현지에서 관광객을 대

상으로 채소류 소비 성향 조사를 실시하 다. 

  남북농업협력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대상의 청취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또한 학계, 농업인, 관련단체 대표, 정부 관계자 등 분야

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북측 고성군지

역 농업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남북농업협력모델 등에 관한 의

견을 수렴하 다.

4. 연구 결과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시범모델이다. 따라

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고성군 관광특구’ 계획에 ‘농업특구화’를 포함시

켜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을 북한의 농업재건 및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고성군 지역은 남북한의 원활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본 조건

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이 지역은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

문에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용이하며, 그 동안 현대아산이 북한 측과 깊은 

신뢰를 쌓아 놓았으며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의 고성군 관계자

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로관광이 활성화됨으로써 관광객

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농산물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에 대한 성과

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커다란 장점 중의 하나이며 향후 인근 지역으

로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점도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의 발전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기적인 방향은 고성남새온실농장의 운  정상화이다. 고성남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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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농장의 운 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유기적 순환관계 정립, 경 의 

정상화, 현장 인적 교류의 확대, 남북 농업협력 관련 연구사업 추진, 농장 단

위 협력에 대한 교법 작성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중심적 역할은 ‘북고성

군농업협력단’이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중기적인 방향은 농업협력사업을 고성군 내의 다른 협동농장으로 확

대하는 것이다. 협력사업을 다른 협동농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2∼3개 정

도의 식량 생산 농장과의 교류․협력, 협동농장 단위의 농업생산 정상화 지

원, 축산단지의 협력 추진, 대단위지역 농업협력의 가능성 타진 등이 요망된

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방향은 북한 고성군의 농업특구 추진이다. 북한 고성군을 

농업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군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때 이 지역을 농

업협력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계획 속에는 농업 

생산 및 농촌개발계획 수립, 지원․연구․경협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력모델

의 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중심적 역할은 정부와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의 발전 과제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첫째, 일방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벤치마킹과 동기 부여를 통해 북측의 자

생적인 노력을 유발시켜야 한다.

  둘째, 협력 형태를 농업 자재의 지원에서 유통․경 기술의 지원으로 발전

시키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지원사업 이외에 북고성군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사업도 함께 추

진하여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의 성과를 북한의 농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사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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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연 구 자: 김정호,  김태곤,  조성렬

연구기간: 2004. 4 ∼ 2004.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DDA 협상의 진전, 칠레와의 FTA 발효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경쟁력 제고의 방향에

서 기업농이 거론되고 있다.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농업법인은 “농업인이 각자의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거출하여 기업을 구성하

는 형태”로서 엄 한 의미의 기업농은 아니며, “외래자본이 농지 구입 등으

로 농업에 진입하고 생산수단과 노동자를 고용하여 기업적 농업경 을 위

하는 형태”의 기업농은 일부 기업축산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이 가족농(농가)을 근간으로 다양한 농업경 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농업외부 자본에 의한 기업적 농업경 의 성립 

및 발전 가능성과 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 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1장에서 기업농의 개념과 추진 경과를 정리하

다. 특히 기업형태론적인 접근을 원용하여 농업경 체의 유형을 구분하고 

기업농의 개념을 제시하 다. 제2장은 기업농의 실태와 가능성에 대하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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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인의 운  실태, 기업적 농업경 의 사례, 기업농의 가능성과 전망을 검

토하 다. 제3장은 외국의 기업농 동향과 사례에 대하여 일본의 농업법인과 

기업농 사례, 미국의 기업농 사례, 프랑스의 농업법인 동향을 검토하 다. 마

지막으로 제4장은 기업농의 조건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농업 진입의 관련제

도, 농업경 체 지원을 위한 정책, 농업경 체 관련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 결과로, 기업적 농업경 의 성립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 다. 첫째, 생산력 구조의 측면으로서, 과거에는 생산력이 소농에 적합

하여 가족경 이 활력을 가졌으나, 생산력 구조의 변화와 함께 기업조직이 

무리 없이 진입할 수 있으며, 특히 양돈과 양계 등 축산경 은 이미 기업농

의 방향으로 급속히 진전되는 경향이다. 둘째, 경 기술의 측면으로서, 상업

농 시대에는 생산부터 판매 내지는 소비 동향까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술

을 도입하여야 하며, 특히 마케팅 전략과 기술은 기업경 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셋째, 경 체 측면으로서, 가족내의 협업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가간

의 협력 내지 공동경 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가족의 

범주를 초월한 생산 요소의 확대 및 경 자 능력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넷째, 진입규제의 측면으로서, 기존의 상속농가 외에 농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진입할 수 있는 농업이야말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기업농의 성립과 발전을 위한 관련제도와 정책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농가 이외의 창업농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외부자본과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농업경

체(농가, 농업법인)가 사업체로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농업경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업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하여 경 체의 사

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농업경 체가 스스로 경 혁신을 도

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교육․컨설팅 등 관련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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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연 구 자: 김정호,  박문호,  김태연

연구기간: 2004. 4 ∼ 2004.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클러스터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

(2004. 2)에서 처음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따라

서 개념적으로는 산업 클러스터 또는 지역혁신체계에 의존하는 바 크다.

  이 연구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며, 농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실태

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농산업 클러스터를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경 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

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라고 규정하 다. 또한 농산

업 클러스터가 지역의 농업생산 조직과 전후방 산업이 연계하여 시너지 효

과를 추구하면서 나아가 행정과 연구개발 기능 등이 서로 긴 한 네트워킹

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새로운 추진체를 형성하는 것은 농업 발전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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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 다.

  농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구상하는 단계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생산․유통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특정 품목의 생산

자를 중심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유통 등과 관련된 주체가 수평적인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가공 주도형 클러스터로서, 특정 품목의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단순 가공 및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주체가 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테마 주도형 클

러스터로서,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 또는 농업자원을 활용

하여 공통된 테마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관광 및 서비스업

체 등 관련주체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례로서 이 연구에서는 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안성 사업연합 등의 세 가

지 사례를 분석하 다.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은 클러스터 구성요소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

는 것이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농업시스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여 

경제주체의 창의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농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 대표성, 자발성, 혁신성, 

응집성 등이 요구된다. 특히 농산업 클러스터는 새로운 산업을 창설하는 것

이 아니며, 기존의 특산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 정책의 출발점은 클러스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참여 주체들

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업 클러스터는 기존에 산업적으로 

성숙된 특산단지 중에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산업 클러스터

의 형성과 발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클러스터

의 핵심주체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셋

째, 중앙정부는 농산업 클러스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제

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산업 클러스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참여 주체의 확립과 역할 정립이 중요하며, 나아가 개별주체간 연계 네

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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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  사업

연 구 자: 어명근,  허 장,  정정길,  김태곤,  한근수,  이현주

연구기간: 2004. 6 ∼ 2004. 12

1.  사업목적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국 농업과학원 농

업경제연구소(CAAS/IAE) 및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와 더불어 

농업, 농촌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와 학술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2003년 10월에 창립된 포럼이다. 이 포럼 운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우리 연구원은 2004년 5월에 

동북아농정포럼TFT 를 구성하여 포럼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

하 다.

2. 사업 내용 및 결과

  ｢동북아농정포럼TFT｣의 사업은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관련된 활동과 홈페

이지 운  및 개선 활동, 그리고 한․중․일 3국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연구 

관련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금년 10월에 개최된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은 “세계화 시대의 식량안

보와 식품안전(Food Safety and Security in an Era of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

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 해 포럼 창립과 동시

에 구축된 FANEA 홈페이지는 금년부터 한․중․일 3국의 공동관리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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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기 위하여 공동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참여와 활용이 상대

적으로 저조했던 중국과 일본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노력하 다. 아울러 

동북아 농산물 무역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모형 개발이라는 주제

로 한․중․일 3국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중간 결과를 제2회 국제 심포지

엄에서 발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중

심과 함께 중국의 농촌노동력 유출과 민공부족현상 연구를 주제로 공동연구

를 수행하 다.

  그 밖에 중국 절강대학의 “중국의 삼농(三農)문제 관련 국제세미나”와 동

북아농업구조연구회 주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제1회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단기 연구교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 다.   

  ｢동북아농정연구TFT｣는 내년부터 기존 사업 수행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농업 및 농촌분야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북

아 농업과 정책 연구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은 물론 개별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연구 활동 분위기 조성에 힘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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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계통사료 발전방향 및 공동사업 추진방안

연 구 자: 황의식,  허 덕,  박준기,  문한필 

연구기간: 2003. 10. 20 ∼ 2004. 3. 19

1.  연구 목적

  축산물 생산비에서 사료는 절대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과제이다. 농협 사료

사업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각각 독립된 이원화된 체제를 갖고 있다. 농협

계통의 사료사업은 중앙회 8개, 회원조합 13개 공장을 운 하고 있으며, 중

앙회 사료사업은 자회사로 전환하여 경 효율은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회와 회원조합 그리고 회원조합 간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사료사업의 이원화된 체제로 서로 경쟁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계통 사료사업이 단일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방안을 통하여 농협계통 사료사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축산농가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연구 목적은 농협계통 사료사업이 변화하는 축산업 발전방향의 요구사항

을 충족하고, 효율적 공급체계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공동사업체제 구축방안

을 마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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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사료산업 구조 분석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형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고, 업체별로 중점을 두고 공급하고 있는 축종별 사료 

내역을 파악하 으며, 사료가격 추이를 전망하 다. 또한 분석대상인 농협계

통사료의 현황 업무분석(BPR 분석)을 위하여 계통사료 생산 및 판매형태에 

대한 조사, 사료판매사업 관련 기능의 역할 분할체계 분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수업체의 판매전략 파악, 계통사료사업의 비효율성과 개선가능성 등

을 정리하 다. 

  농협 사료사업의 공동사업 대안 모색을 위하여 농협사료에 대한 SWOT분

석을 실시하 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 으

며, 선진국 협동조합 운 모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벤치마킹

하 다. 

  또한 사료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료가공조합, 농협사료

공장, 회원조합, 축산농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공동생산-공동판매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첫째, 축산농가 사료가격 

인상억제, 사양관리지도 요구의 충족이다. 둘째, 축산물 위생규제 강화로 품

질관리 전문성 확보필요이다. 셋째, 전문화 생산체제 구축으로 생산성 증대 

및 품질제고의 필요성이다. 2개 축종의 전문생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사료 

생산성이 10∼15% 이상 증가하여 사료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농협계통사료 전체적으로 생산성 제고로 원가절감 가능하다. 넷째, 판

매부문의 규모화로 전문성 및 판매능력 제고가 가능하다. 

  농협계통사료 공동사업모델을 제시하 다.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① 단일

기업으로 통합하는 모델로 가공조합이 사료관련 시설물을 농협사료에 현물

출자 후 출자배당으로 현재 사료사업 이익을 보장받은 방안, ② 공동생산-공

동판매의 연합사업모델로 가공조합과 농협사료 공장을 권역별로 축종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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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생산체제로 재편, 가공수수료로 가공조합 수익을 보장하며, 농협사료 

내 판매조직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료전략을 수립․전담하고, 제품개발 및 품

질관리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며, 가공조합은 관내 조합원에 대한 판매도 전담

하는 체제를 제시하고, 각 대안별 장단점과 시행 가능성을 분석하 다. 

  또한 판매부문의 공동사업모델을 제시하 다. 농협사료사업은 최종 판매

역할을 회원조합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판매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사업

모델 필요하다. 판매부문 공동조직은 미국 Sunkist 공동판매사업 추진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농협사료(주) 내 분사 혹은 자회사형태로 운 하면서 회

원축협도 가입금을 내고 회원으로 참여하고 판매를 담당하며, 공동판매조직

의 이익이 가공조합 및 회원축협에 분배함으로써 회원조합 간 판매측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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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성과평가

연 구 자: 황의식,  박준기,  문한필

연구기간: 2004. 4 ∼ 2004. 6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도입 6년째인 농업종합자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농업종합자금의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농업종합자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성

과평가는 자금 통합의 추진실적, 지원자금 배분의 효율성, 농가의 자금 이용 

편의성 정도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농업종합자금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농업과 금융여건의 급격

한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종합자금이 농업정책금융에서 차지해야 하는 위치와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성과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기초로 농업종합자금이 

농업정책금융의 핵심 자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발전해 나아가기 위하여 필

요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농업종합자금의 성과평가, 발전방향 모색 그리고 개선과제 제시

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업 및 금융여건의 변화 분

석, 농업종합자금 추진실적 평가 그리고 관련 제도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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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변화 분석은 농업과 금융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 다. 이를 위하

여 관련 선행연구 자료 검토와 통계자료 분석 등 2차 자료를 이용하 다. 농

업종합자금 성과평가를 위한 추진실적 분석은 농업종합자금 취급기관인 농

협중앙회의 지원실적자료와 관련 업무자료를 활용하 으며, 추진실적 분석

과 자금지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은 주로 지역농협과 

농가방문 등 현장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인하 다. 

  농업종합자금의 발전방향 모색과 개선과제는 추진실적 분석과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성과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부, 농협, 연구원,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한 

후 연구내용으로 정리하 다. 

  연구 범위는 농업종합자금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

하 다. 농업종합자금은 단지 하나의 정책자금 지원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방향, 농업금융제도의 발전방향 등과 같은 보다 넒은 범주의 주제들

과 연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한 농업종합자금의 성과를 평가하여 긍정적 측면

과 보완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농업정책금융의 핵심 자금으로써 발전해 나아

가기 위한 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초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종합자금과 이에 관련된 농업정책금융의 내용

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연구 결과

  연구 결과 농업종합자금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농업금융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 스스로의 사업계획 수립, 엄격한 대출심사로 사업성

이 높은 적격자를 선정함에 따라 농가경 상태가 양호하여 연체율이 1.4% 

수준에 머물 다. 또한 신청에서 지원까지 소요기간을 종전의 1년 6개월 소

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적기에 자금 투자가 가능하게 하 으

며, 시장상황에 따라 자금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의 수익성 제고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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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반면,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목적달성 미흡, 복잡한 서류 등으로 자금

사용에 농가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증가, 

시설자금보다 운전자금 비중증가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대출서류 중복 

등 복잡한 절차로 농가 불편 야기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농업정책자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타 자금 및 융자

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점진적 전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대출신청서류 

축소 및 서류서식 간소화하여 농가의 이용편의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회계교

육이수증 제출의무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자

금의 융자지원조건(금리, 상환조건) 개선도 검토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자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 컨설팅 

기능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경 컨설팅 등 활성화, 자료DB화 등을 추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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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쌀협상에 대비한
TRQ 수입관리 및 국내 유통 방안

연 구 자: 최세균,  김명환,  허주녕,  사공 용

연구기간: 2004. 5 ∼ 2004. 12

  이 연구는 WTO 쌀협상에 대비하여 수입쌀을 식탁용으로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그 충격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수입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300명의 소

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미 테스트를 실시하 으며, 이를 토대

로 국내 쌀 수급과 마크업 수준을 추정하 다. 또한 수입쌀의 소비자(외식업

체, 일반 소비자 등), 유통업체, 도정업자 등에 대한 수입쌀 취급의향조사를 

실시하여 유통주체별 대응방안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보다 앞

서서 쌀에 대한 관세화를 시행한 대만과 일본의 수입쌀 유통 현황을 분석하

여 우리나라가 유의할 점을 분석하 으며, 국제적인 TRQ 관리방식과 WTO/ 

DDA 협상에서의 TRQ 관련 논의 동향을 정리하여 향후 우리나라 쌀 수입관

리에 대비한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미 

테스트 결과(눈가림 테스트) 국산 쌀은 미국산 쌀과의 비교에서 선호도는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중국산 쌀에 대하여는 9%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

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와 상표를 인식시킨 다음에 실시한 테스트

에서 국산 선호도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정 마크업 수준은 

미국산이 20kg에 3만원 정도이고 중국산은 20kg에 2만 8천원 정도로 계산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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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에 관세상당치를 부과할 경우 국내 판매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쌀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표시 등의 행정적 제도가 필요하고 외국쌀과 경쟁하기 위해

서는 틈새시장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등이 요구된다. 공매와 SBS 제도는 수

입쌀의 국내 판매를 위해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방안들이다. 공매제도는 효율

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SBS 제도는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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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혁신을 위한 공동마케팅조직 발전전략

연 구 자: 황의식,  박재홍,  조경출

연구기간: 2004. 7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향후 산지유통을 주도할 산지마케팅조직의 혁신적 모델

을 정립하고 이의 육성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존하는 산지

유통조직의 유형별 발전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유통환경변화에 대응

한 한계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합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산지유통조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도출한다. 나아가 

규모화 된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혁신모델을 제시하고, 산지유통 혁신모델

로 발전하기 위한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며, 산지유통 혁신모델의 육성을 위

한 중앙․지자체․생산자단체의 역할분담 방향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명

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산지유통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둘째 공동마케팅조직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셋째 선

진국의 산지유통조직 변화 사례를 짚어보고, 넷째 공동마케팅조직의 개념과 

추진방안을 알아보고, 다섯째 공동마케팅조직 발전전략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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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산지유통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보면, 1992년부터 실시된 APC지원사업으

로 90년대 중반 공동계산조직이 출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사업으로 

촉진되었다. 산지유통전문조직은 규모화 성과를 보이지만 사업규모가 성장

하고 있지만 규모가 세하고 낮은 가동률, 소수의 대형구매자를 두고 다수

의 조직이 출혈 경쟁하는 구조, 농협은 도매시장 중심의 수탁사업으로 시장

위험 대처능력 부족, 산지유통조직과 출하농가 간 원물가격 인상을 놓고 갈

등관계, APC시설 부족으로 청과물처리 비율이 낮고, 소규모 시설 많은 문제

점도 노출하 다, 

  이러한 문제로 상품 차별화에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물류 효율화를 달성

하지 못하는 등 산지의 마케팅능력이 부족하여 산지유통사업의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산지유통주체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의 혁신이 요구되어지는데 산지유통혁신의 방향은 크

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차별화 및 신제품개발로 소비자

로부터 생산자에 이르는 가치연쇄(value chain)를 효율적으로 구축, 둘째는 규

모화에 의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공급망 관리로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이다. 

  산지유통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출하경로가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그리

고 식자재 및 가공공장 등으로 다양화되고 각각의 거래조건도 상이하므로, 

이에 대응한 출하처 관리 혼합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여 규모화가 핵심적 과제이다. 그에 따라 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공

동마케팅조직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대형 소매점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

하여 협동조합은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혁신을 추

구하 다.

  산지유통조직은 농산물 공급망에서 농가와 소비지시장 간 거래관계의 조

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산지유통조직은 시대적 시장상황에 따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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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업모델의 개발단계를 거쳐 혁신단계로 전환되고 점차 성숙단계로 진입

하여 공동마케팅조직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공동마케팅조직

의 특징은 생산농가조직과 마케팅조직의 분리로서 공동마케팅조직은 산지유

통전문조직 등 농가출하조직을 하부조직으로 하고, 물류와 상류 기능을 수행

하는 유통에 특화된 조직이다. 

  공동마케팅조직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5개 항목을 들 수 있는데 전문경

인체제를 가진 독립채산형, 전업농 중심의 회원제 농가조직, 산지유통시설

의 보유, 취급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품목별 조직과의 수직적 연합 등이다. 

  공동마케팅조직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독립 법인이라 하겠다.  

산지유통사업이 자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고, 연합조직의 출현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너무 강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하고, 농가의 출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므로 

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가 조직화는 산지유통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불특정 다

수 농가의 자율적 참여가 아닌 회원제 농가조직화를 추구하고, 지역적 한계 

극복으로 안정적 공급능력 확보, 적절한 제품구색의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에 

의한 매취사업방식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동마케팅조직 신청 기준을 보면 대상조직은 농협 조직으로는 연합판매

조직, 광역합병조합, 품목전문조합 그리고 농조합법인 및 상법상 법인 등

이며, 조직형태는 농협 조직은 3년 내 독립법인화 계획, 1년 내 독립회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서 독립법인은 상법상 법인, 농조합법인,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자회사, 사내분사 등을 의미한다. 사업규모 :매출액 및 판

매사업실적(이하 매출액)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원료농산물 조달지역이 현재 

3개 읍․면 이상이고, 향후 3년 내 시․군단위로 확대할 목표를 계획하고 있

어야 한다.

  공동마케팅조직은 다수의 출하조직이 참여하는 형태이므로 이를 어떻게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산지유통조직에는 공동

마케팅조직 외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므로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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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 발전전략으로는 먼저 거점산지조

직을 우선 집중적으로 개발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연합판매사업조직으

로 발전하는 방안이 있다. 수개의 회원조합 및 품목조합 그리고 중앙회 시군

지부가 별도 연합사업단의 사업연합조직을 결성하여 상류기능 담당는 유형

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광역조합형은 단일 협동조합 조직이지만 관할구역

의 범위가 시군단위로 확대되고, 주간지소를 중심으로 농가조직관리를 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다수의 생산 농조합법인 등이 출자하

여 공동판매조직을 결성하고, 소비지 유통기업 등도 참여한 공동투자조직도 

가능할 것이다.

  공동마케팅조직을 가장 혁신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유통정책자금은 농가 조직화의 동

력으로 작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자금지원은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방식

에 기초하여야 한다.

  공동마케팅조직의 발전에서 정보화는 농가 조직화를 위한 생산실태, 출하

관리, GAP관리 등 생산정보의 관리 그리고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 등 추적시스템을 위해서는 정보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 등 중요한 

과제이므로 공동마케팅조직의 정보화를 위한 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마케팅조직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공동마케팅조직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시장위험의 

증가에 의한 부실화 위험이므로 시장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통손실보

전기금과 자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동마케팅조직이 사업체적 성격으로 분리되어 강력한 의사결정권한을 가

지도록 법인격 확보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하고, 공동마케팅조직의 시장위험 

대응능력을 보완해주도록 품목조합 연합회에만 허용하고 있는 자조금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산지유통주체가 경쟁력 확보, 거래 교섭력 제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 출하농가와의 착도를 높이는 농가 조직화이다. 하지만 공동마케팅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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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형태가 특별하여 지배구조 형성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회원농가 중 

일정부문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산지유통 혁신을 위해서는 차별화를 위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투

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선출자방식의 중앙회 

참여, 회전출자제도를 강화 등의 방안들이 유용할 수 있다.

  비용부담 및 수익배분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모든 농가를 동등하게 대우

하는 것이 전업농가의 사업참여를 저해하므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규모가 큰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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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최세균,  허주녕,  이 광

연구기간: 2003. 12 ∼ 2004. 4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일 FTA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부문 협상전략 및 양허요청서

와 양허제안서(Request/Offer)의 작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농업구조, 교역구조, 경쟁력, 관세율, 파급 향 등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협상전략에 관하여 논의하 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은 우선, 한․일 양국의 농업현황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 각국 통계기관에서 발행한 농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 다. 특히, 

일본 관련 자료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최근 자료를 수집하 으며 현지 방

문 조사를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 다. 

  한국(HS 10단위)과 일본(HS 9단위)를 중심으로 점유율, 가격경쟁력(CAC)지

수 등을 계측하 고, 양국의 잠재교역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HS 

6단위 자료를 이용하 다. 그리고 양국의 관세체계 분석에서는 종량세를 종

가세로 전환하여 한ㆍ일 실행세율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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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농업구조 비교

  한국의 농업 구조조정이 일본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일본 농업보다는 한국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농업

구조 및 교역구조로 볼 때 교역 증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농업 내부에서 양국의 호혜적 산업내 무역보다는 한국의 대

일본 수출 증대에 따른 교역 증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곡, 채소, 돼지고기, 가공식품 등 양국의 경쟁력, 관세율, 농업구조조정의 

차이 등으로 잠재교역 가능성이 큰 품목들의 교역이 증가할 전망이다.

나. 경쟁력 비교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품목은 가

격경쟁력이 취약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곡물류의 경우 한국이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양국의 가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일류 가운데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복숭아, 감귤, 포도 등이 있으나 사과와 배의 경우 일본의 가격이 

한국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화훼류의 가격경쟁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의 가격경쟁력이 안개꽃이나 

거베라 등에 비해 높았다. 축산물은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쇠

고기보다는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1,499개 농산물(HS 분류표 9단위 기준) 가운데 한국

이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407개로 품목수의 비율로 27%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교역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여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소량다품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C 지수로 볼 때 한국 농산물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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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품목은 기존의 수출 품목 407개 가운데 156개로 나타났다.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농산물은 HS 분류표(10단위)를 기준으로 1,192개 품

목이며, 가운데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466개로 품목수

의 비율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액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의 한

국시장 점유율은 2% 수준으로 일본도 한국과 같이 소량다품목 형태의 수출

을 하고 있다. 일본 농산물의 한국시장에서의 CAC 지수가 1이상인 품목은 

466개 수출품목 가운데 149개로 나타났다.

  한국 농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02년 2.1%로 0.4% 포

인트 감소하 다. 최대 수출국의 시장점유율은 33개 품목군 가운데 26개 품

목군에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국가의 시장지배력이 강하게 작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대규모 수출 품목이 

거의 없어 일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

후 수출 확대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HS 2단위 기준)이 10%를 넘는 것은 식물

성액즙(HS 13류) 하나뿐이며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을 나타낸 것은 분석 대

상 품목군 33개 가운데 13개로 나타났다.

  일본의 한국 수입 농산물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8%에서 2002년 2.3%로 

감소하 다. 시장점유율이 10%를 넘는 품목군은 식물성엑스, 연초, 기타조제

식품, 전분질 염료조제품 등 4개 품목군이나 되어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10%를 넘는 품목군이 1개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일본의 한국시장 점유율

이 1% 이상인 품목군은 19개로 한국보다 많다. 그러나 일본의 신선 농산물

이 한국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일본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가공식품 및 원료가 대부분이다.

다. 실행관세 비교

  평균 실행관세는 한국이 54%, 일본이 24%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가 일본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

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대한국 농산물 수출이 부진한 이유가 관세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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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0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인 경우가 많

아 수입 증가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품목은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목은 주로 가공식품으로 

코코아 조제품, 기타 가공식품, 곡물조제품, 설탕과자 등이다. 한국은 채소, 

곡물, 전분, 인삼, 유지작물 등에 대하여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 사이에 한국은 역관세가, 일본은 누진관세가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교역 가능성

  한국의 대일본 농산물 잠재적 수출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6억 5천만달

러로 추정되었다. 일본의 대한국 잠재교역 규모는 2002년 6억달러로 추정되

었다. 한국의 대일본 잠재교역이 2000년 4억 4천만달러에서 2001년 5억 6천

만달러, 2002년 6억 5천만달러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대한국 잠재

교역은 6억 6천만달러, 6억 3천만달러, 6억달러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

의 잠재교역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HS 21류의 기타조제식품으로 

9,500만달러를 상회한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HS 19류의 곡물조제품

(8,600만달러), HS 22류의 주류 및 음료(6,500만달러) 등이다. 그밖에 1천만달

러 이상의 잠재교역 규모를 나타낸 것은 기타동물성 생산품, 화훼류, 채소, 

과실류, 식물성엑스, 당류, 채소 및 과실 조제품, 조제사료 등이다.

  한국은 쌀을 비롯한 곡물류, 돼지고기 등 축산물, 채소, 과실 등 대부분의 

농산물에 있어서 대일본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 사과, 일부 

육류(부분육), 녹차, 담배 등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곡은 양국 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중산층 이하 계층과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쌀 수출이 가능하고, 일본은 한

국의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 규모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화훼류에 있어

서 일본은 물론 일본 시장에 화훼류를 수출하고 있는 경쟁국들에 대하여 가

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화훼류에 대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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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0%인 경우가 많아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가공식품은 시장점유율과 잠재교역 규모로 볼 때 한국의 수출 증대가 예

상되는 품목은 조제채소, 설탕과자, 곡물조제품, 감귤쥬스, 코코아조제품, 돼

지고기조제품, 잼 및 젤리조제품, 카레 및 소스용조제품, 베이커리조제품 등

이다. 일본의 관세가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주

류, 토마토 캐첩, 쥬스, 라면 등 면류, 곡물조제품 등이다. 반면 일본의 대한

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담배, 설탕과자, 베이커리조제품, 

코코아조제품, 우유조제품, 소스용조제품 등이다. 식품산업계는 일반적으로 

한․일 FTA를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 증대와 일본산 원료의 조달 가격 하락

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 협상전략

  한국은 한․일 FTA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① 농산

물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②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 위주로 교역 

실적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한 양허 요청, ③ 비관세장벽 철폐 및 조화, ④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성 및 수입 증가 품목 고려, ⑤ 차액관세 및 종량세 

철폐, ⑥ 잠재교역 규모가 큰 가공식품에 대한 양허 요청 등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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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FTA 체결과 임업부문의 정책과제

연 구 자: 어명근,  장철수,  이 광

연구기간: 2004. 3 ∼ 2004. 6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일 FTA 협상에 대비하여 임업부문의 협상전략과 대응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임업구조, 교역구조, 경쟁

력, 관세체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 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은 우선, 한․일 양국의 임업현황과 교역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국 통계기관에서 발행한 임산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 다. 특히, 

일본 관련 자료는 현지 수입업체 방문 조사를 통해 최근 자료와 정보를 수

집하 다. 

  한국(HS 10단위)과 일본(HS 9단위)를 중심으로 점유율, 시장비교우위

(MAC)지수 등을 계측하 고, 양국의 잠재교역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공통적

으로 HS 6단위 자료를 이용하 다. 그리고 양국의 관세체계 분석에서는 HS 

4단위와 6단위, 9단위(한국은 10단위) 품목 분류 자료를 모두 이용하 다.

3. 연구 결과

  분석 결과 한국의 목재류 평균 실행세율은 6.3%로 2.9%인 일본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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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높고, 무관세율은 19.5%로 일본의 37.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관세장벽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구조가 단순하여 일본에 비해 차등과

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 임산물의 대일 수출구조는 일본시장 점유율이 

0.2%에 불과하고 그나마 특수용도에 쓰이는 일부 규격과 조건을 갖춘 품목

에 한정되는 목재류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쟁력으로 일본의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밤과 송이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이질적인 두 가지 품

목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대부분의 품목들은 수출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철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대일 임업부문의 양허안 작성시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목재류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0%의 할당관세가 적용

되는 열대산 원목류 등은 “즉시 철폐”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간재로 사용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내 산업에 미치

는 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단기간(예컨대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범

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양허세율이 10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 가운

데 실행세율도 50% 이상으로 높은 품목들은 “관세 철폐 예외” 또는 장기간

(10년 이상)에 걸친 일부 감축 대상 품목으로 분류한다. 특히 한․칠레 FTA

에 없었던 10년 이상(15년이나 18년 등)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 범주를 새

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UR에서 양허하지 않은 목재류 

품목들은 국내 수급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관세 철폐 예외”로 분류

하거나 “DDA 타결 이후 재협상” 범주를 새로 설정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허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실행세율이 5% 이하로 낮게 유지된 품

목들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

로(10년 정도)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행세율이 8% 수준인 품

목들은 개별 품목별로 수입 동향과 시장 점유율,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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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기별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들 품목도 생산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세 철폐 이전에 구조조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일 양허요구안(Request)은 일본의 임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

과 시장비교우위(MCA 지수)가 높은 품목, 그리고 대일 잠재수출액(PBT)이 

높게 계측된 품목(부표 참조)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 철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일 수입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품목 및 한국시장 비

교우위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양허

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일 양허 요청시 관세 철폐에 따른 실익이 적거나 불분명한 품목 

또는 일본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관세철

폐 요구보다는 향후 중국이나 ASEAN과의 FTA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관

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칠레 FTA에 없었던 “15년내 관세 철폐” 등 새로운 범주(Category)의 설

정도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 밖에 비관세 장벽과 

원산지 규정, 식물검역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출입업체와 생산자 및 

가공업체 등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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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 림 정 책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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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액의 한방이용시
경제성분석 및 지원제도 개선 연구

연 구 자: 장철수,  석현덕

연구기간: 2002. 10 ∼ 2004. 10

1.  연구개발의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첫째, 산림내에서 버려지는 폐잔재로 목초액을 생산하여 

이것으로 한방제품을 생산할 때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품생산과 판매에 장애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총 2개년도(1차 2002. 10∼2003. 10, 2차 2003. 10∼2004. 10)에 걸

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연도별 전반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차 년도에는 산지폐잔재의 발생실태, 산지폐잔재의 수집 및 이용실태, 산

지폐잔재의 발생량 추정, 목초액의 생산실태 등을, 그리고 2차년도에는 목초

액의 이용실태, 일본의 이용사례, 제품생산에 따른 경제성 분석, 목초액을 한

방으로 이용하기 위한 각종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

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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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림작업현장에 버려지고 있는 불량 산지폐잔재는 약 4백만㎥정도로서, 

우리나라의 목초액 생산실태를 감안할 때 추가로 목재를 수입할 필요는 없

으며, 이들 불량 산지폐잔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의 목초액 생산업체는 전국적으로 60개 정도가 있으며, 전통식이 49

곳, 기계식이 11곳, 수입후 정제 및 제조 유통하는 업체가 4곳 인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 공급은 1998∼2002년까지 연평균 102%씩 증가해 왔고 2002년 

현재 약 14천톤의 목초액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수입은 204톤에 불과하

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충당하고 있다.

  목초액은 주로 농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생활용으로는 주로 음성적

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농업용은 친환경농산물생산자재로 이미 목초액이 등

록되어 있으나, 생활용으로는 식품공전상에 스모크 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안정성

이 문제가 된다.

  일본의 경우 목초액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농업용을 포함해 축산용, 

사료첨가용, 기피용, 녹화․원예용 등 뿐만 아니라 소취제, 목용용제, 건강청

량음료용, 소독용, 식품 첨가용 등 생활용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된다. 특히 

피부병, 간장병, 당뇨병 치료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오고 있다.

  국내에서 목초액은 주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피부치료용(무좀, 아토피 등), 목욕용, 벌레물린데, 숙취해소 및 음용수 등으

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목초액관련 정보는 친지 및 이웃을 포함해

서, 언론 및 잡지, 서적, 인터넷 등 매우 다양하며 주로 친지 및 이웃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초액을 입욕제로 생산하는 데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와 B/C율(Benefit/Cost Ratio, B/C율)을 사용하 으며, 가격과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감응도를 분석하기 위해 가격은ℓ당 2,50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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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적용하는 연평균 중소기업대출금리가 5.94%임을 감

안 5∼7%를 적용하 다. 다만 목초액이 목탄생산의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

에 목탄의 가격은 1포(40ℓ)당 6,000원으로 고정하 다.

  분석결과 ℓ당 목초액 가격(Vat제외)이 2,500원이면 B/C율이 1이하로서, 사

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0∼6,000원이면 B/C율이 1보다 

크므로 경제성은 있으나 손익분기점이 2∼8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기업의 입

장에서는 ℓ당 7,000원은 되어야 이자율에 관계없이 매년 수익이 발생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의 경우 원자재구입자금 이자율이 5.5%로 되어 있는데 산림내의 

폐잔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자율을 4% 또는 그 

이하로 낮추어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스모크 향은 카르보닐 함유량을 2∼25% 함유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계 각국의 훈액 성분조성을 분석한 결과 1.4∼18.1%

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을 낮추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스모크 

향은 착향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

하여 목초액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건축용 폐자재나 인체에 유해한 나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초액을 사

용할 경우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으므로 의약외품으로 목초액을 사용하더

라도 중금속 등의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으로는 새로운 수요창출과 제품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목초액에 대한 연

구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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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폐잔재의 현지 활용을 위한 
한국형 조립식탄화장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

연 구 자: 장철수,  석현덕,  민경택,  손철호

연구기간: 2001. 8 ∼ 2004. 8

1.  연구개발의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소경목 및 불량목 등 목재폐잔재가 발생하는 산지에서 이

들을 활용하여 목탄ㆍ목초액을 생산할 수 있는 조립식 탄화로를 개발하고 

실용화함으로서 목재자원 이용율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육림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총 3개년도(2001. 8∼2004. 8. : 1차 2001.8∼2002.8, 2차 2002.8∼

2003.8, 3차 2003.8∼2004.8)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연도별 전반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차 년도에는 산지폐잔재의 발생 및 이용실태, 한국형 조립식 탄화장치사

양안 도출, 산지폐잔재의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도출에 중점을 두

었으며, 2차 년도에는 산지폐잔재의 해외이용실태, 이용형태별 부가가치, 한

국형 조립식 탄화장치의 시제품제작 착수, 생산제품의 품질 수준, 탄화장치

의 실용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고, 3차 년도에는 이 연구의 마

지막 년도로서 한국형 이동식 조립식 탄화장치의 개발, 탄화장치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실용화를 위한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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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산지폐잔재는 숲가꾸기사업 즉 간벌, 천연림보육과 같은 산림의 생장촉진

을 위한 산림작업을 포함해 일반 목재벌채허가사업에 속하는 주벌, 간벌, 수

종갱신 등의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며, 발생하는 산지폐잔재의 거의 대부분은 

산림의 생장촉진을 위한 간벌, 천연림보육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산지폐잔재는 직경 6㎝이하의 어린나무, 가지, 

간벌과 주벌재의 초두부와 가지 등과 중경재(흉고직경 20㎝이상)를 제외한 

숲가꾸기 산물이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현장조사결과 산지폐잔재는 ㏊

당 24.7㎥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목재벌채허가사업에서 발생하는 

산지폐잔재는 미활용율 즉, 1-조재율을 적용하여 추정하 다.

  추정결과 1999년 산지폐잔재는 약 2,064천㎥이었으나 2003년에는 약 4,447

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1년까지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서 산지폐잔재가 가장 많았고 2002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일반육림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일반육림사업으로 진행된 간벌과 천연림보육사업에서 가장 

많은 산지폐잔재가 발생하 다. 즉, 2003년도에 4,223천㎥으로 전체 산지폐잔

재의 약 95%가 일반육림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지폐잔재가 이와 같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량은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도의 경우 66천㎥의 

산지폐잔재가 수집 및 활용되었으나 산지폐잔재의 추정발생량의 9.8%수준에 

불과하며, 2003년도에 산지폐잔재를 일반 육림사업에서 수집 및 활용한 바 

있는데 수량은 210천㎥으로 2002년도보다 늘어났으나 산지폐잔재의 추정발

생량의 5%수준에 불과하다.

  산지폐잔재의 수집 및 활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785호, 2004. 2. 12)｣에 의거 숲가꾸기 사업 후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

해 임도, 마을 등으로부터 30m내의 산물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

고 있는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10%) 인공림의 경우 ㏊당 710,571원, 

천연림은 556,030원을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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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폐잔재의 수집․활용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집재에 의한 수집비용

과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잔재의 용도개발 미흡, 수집장비의 부족, 이용

가능 자원의 부족, 제품시장의 미발달 등도 산지폐잔재를 수집․활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산림작업이 단지화되고 계획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산지폐잔재의 수집․활용도가 높으나 산림작업이 이곳저곳 분산화되어 있어 

작업의 효율성, 시간과 노동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산지폐잔재를 수

집․활용하기 위한 유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폐잔재의 해외이용사례를 검토한 결과 목탄․목초액으로 많이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생산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용에서부터 산업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지력증진법’에 의해 목탄․목초액이 다양하게 사

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업체는 60개소(2003. 6)

이며, 2002년 현재 목탄 14천톤, 목초액 14천톤 정도가 생산되어 연간 124%

와 102%씩 증가하고 있고, 목탄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목초액은 국내생산에 의존하고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작업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이동식 조립식 탄화장치(로)를 개발하기 위

해 조립식 O자형 탄화로, 가반식 탄화로, 드럼통 탄화로, 원통형 이동로, 철

판조립식 탄화로 등의 처리능력, 탄화시간, 생산제품의 품질, 산지에서의 조

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원통형 조립식 탄화장치가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적정 규모는 원통형 조립식 탄화장치의 경우 3단 조립식으로 총중량은 

400㎏, 탄화장치의 크기는 2.0m(지름)×2.4m(높이), 1Batch당 탄재량은 1,500㎏, 

목탄 생산량은 300㎏, 목초액은 45ℓ, 탄화소요시간은 48∼52시간, 장치의 수

명은 5년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장치를 만들었을 때 1대당 표준원가는 19백만원

(VAT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Pilot장치를 제작하여 경북 성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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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 수촌임산에서 2004. 3. 19∼5. 30일까지 3회에 걸쳐 시운전을 하

다. 시운전시 탄화조건 등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하 고 생성된 제품인 목

탄․목초액을 국립산림과학원에 실험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음으로서 기

술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식 탄화장치의 수익성분석결과 1대를 설치하고 Batch를 100회(300일), 

80회(240일), 70회(210일)로 하면 어느 경우에서도 B/C율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100회와 80회의 경우 모두 4년이

고 70회는 5년부터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수익액이 작아 1대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최소 2대를 운 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1대를 가지고 부업으로 또는 자가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지폐잔재를 활용한 조립식 탄화장치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먼저 산지폐

잔재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 조사결과 임

도변까지 반출비용과 수집기계장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국유림의 경우 수집된 산지폐잔재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에 의존한 산림작업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간재나 전목집재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기계화를 통

한 작업방식을 도입하여 산림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기계화적업으로 산

림작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산림작업이 동일한 시, 군내에서도 이곳저곳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계화작업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어렵고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산림작업의 집단화

가 필요하다. 현행 국고보조대상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 

작업후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임도, 마을 등으로부터 30m범위내에

서 산물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시스템을 사업의 범위를 일반 간벌, 주

벌, 수종갱신 등으로 확대하고 수집범위도 기계화집재가 가능한 범위(일본의 

경우200m)까지 확대하면서, 산물의 활용용도범위를 톱밥, 칲에 목탄․목초액

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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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식탄화장치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농업과 연계한 

지역적 활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댐 상류의 물 관리유역, 환경농업지

역, 생태산촌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작업에서 발생하는 모

든 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주와 지역주민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산물의 

활용범위를 목탄․목초액, 칩, 톱밥, 기타 에너지원 등 다양하게 하여 지역내

에서 자원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립식탄화장치를 부업적 또는 자가 활용이 용이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물

인 목탄․목초액의 이용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조립식탄화장

치의 이동성, 작업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부업으로나 

자가 활용을 위해 기계구입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5년, 

최소 2대를 운용할 경우 3년이 되어야 설비대를 회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

여 현행 정책금융 이율 4%에  3년 거치 2년 상환(5년)과 같은 융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생성물인 목탄․목초액의 품질이 고정식탄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환경농자재로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 조립식탄화장치에 의해 생산된 목탄․목초액제품도 지원할 수 있도

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4. 7. 1일부터 목탄․목초액 품질인증제

가 실시되고 있으나 조립식 탄화장치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이들 장치에 의해 생산된 제품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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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업관측(밤)

연 구 자: 장철수,  석현덕,  이상민,  손철호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목표

  임업관측(밤)의 주목적은 정보가 부족한 생산농가들에게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밤 시장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전망하고 그 결과를 신속

하게 제공함으로서 미래에 대한 예측성가 시장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고 

계획적인 생산을 유도하여 밤 수급안정 및 농․산촌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2004년 밤 관측내용은 지역별 재배의향면적과 실제 재배면적, 지역별 생육

상황 및 단수, 추정생산량과 수요량, 수출입량, 가격동향과 전망, 기상 전망 

등이었다. 

3. 연구 결과

1) 정보수집: 월평균 250호 표본농가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재배의향면적, 생육상황, 판매가격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의 농업기술센

터, 농협 지원, 산지 수집상 등 23명의 지역자문위원과 밤 관측 통신원

을 대상으로 면적과 작황을 심층 조사 다. 또한 밤의 산지가격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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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 가격에 대해서도 지역자문위원과 밤 관측 통신원 및 산림조합 유

통센타와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농수산

물수출입조합, 관세청 등으로부터 수출입관련 자료 및 밤의 주 수출시

장인 일본에 대한 동향자료를 수집하 다.

2) 관측정보 분석: 조사 자료를 집계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모형분석 및 

예측작업이 이루어진 후, 월보발행 전달 9일경에 중앙관측자문회의를 

열어 관측월보 초안을 심의하 다. 중앙관측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재조사와 재분석을 하여 관측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3) 관측정보 분산: 밤 관측정보는 3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 7

회에 걸쳐 공표되며, 8월과 10월은 밤의 특성을 감안하여 속보를 발행

하 다. 월보가 발행되는 달의 15일 오전 12시에 “임업관측(밤)”은 연구

원과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임업관측(밤)” 2천 300부가 

인쇄되어 밤 주산지 산림조합 및 농협, 작목반, 표본농가, 자문위원 및 

통신원, 지자체 등으로 발송되었다. 또한, 농업전문지에 임업관측월보의 

내용이 발췌․게재되며,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기타 임업 유관기관 관

련자에게 주요 내용이 전자메일로 발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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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임업관측(표고버섯)

연 구 자: 장철수,  석현덕,  이상민,  손철호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의 목표

  임업관측(표고버섯)의 주목적은 정보가 부족한 생산임가들에게 경제 사회

적 여건변화에 따른 표고버섯 시장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전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미래에 대한 예측성가 시장변화에 따른 적응

력을 높이고 계획적인 생산을 유도하여 표고버섯 수급안정 및 농․산촌 생

산임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2004년 표고버섯 관측내용은 지역별 재배의향 규모와 실제 재배규모, 지역

별 생육상황 및 단수, 추정생산량과 수요량, 수출입량, 가격동향과 전망, 기

상 전망 등이었다. 

3. 연구 결과

1) 정보수집: 월평균 250호 표본임가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재배의

향 규모, 생육상황, 판매가격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지원, 산지 수집상 등 27명의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을 대상으로 

재배규모와 작황을 심층 조사 다. 또한 표고버섯의 산지가격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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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격에 대해서도 지역자문위원 및 관측 통신원, 산림조합 유통센타

와 연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유통

공사, 관세청 등으로부터 수출입관련 자료 및 표고버섯의 주 수출입시

장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동향자료를 수집하 다.

2) 관측정보 분석: 조사 자료를 집계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한 모형분석 및 

예측작업이 이루어진 후, 월보발행 전달 9일경에 중앙관측자문회의를 

열어 관측월보 초안을 심의하 다. 중앙관측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재조사와 재분석을 하여 관측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3) 관측정보 분산: 표고버섯 관측정보는 3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공

표하 다. 월보가 발행되는 달의 15일 오전 12시에 “임업관측(표고버

섯)”은 연구원과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임업관측(표고버

섯)” 월보가 1천 600부가 인쇄되어 표고버섯 주산지 산림조합 및 농협, 

작목반, 표본임가, 자문위원 및 통신원, 지자체 등으로 발송되었다. 또

한, 농업전문지에 임업관측월보의 내용이 발췌․게재되며,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기타 임업 유관기관 관련자에게 주요 내용이 전자메일로 

발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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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연 구 자: 석현덕,  이상민,  민경택

연구기간: 2004. 6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밤에 대한 보험도입의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수확량을 산

정하고, 손해평가 체계를 검토하며, 생산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밤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시

범사업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우선 밤 재해보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으로 

시작하 다. 밤재해보험에 대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전화

조사 및 자료조사 등의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 다. 이 밖에 보험료에 대한 

정부 보조율, 피해보상 범위 등 보험에 대한 재배자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생산량자료를 이용하여 경남, 전남, 충청도의 주산단지 시․군

별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다. 표준수확량은 밤 재해보험 성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정확성 여부에 따라 보험운 의 안정성이 좌우될 

수 있다. 이어서 표준수확량과 함께 재해보험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

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손해평가(안)을 제시

하 다. 손해평가는 보험의 대상 재해로 인한 감수량을 파악하여 피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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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과정으로, 손해평가를 통하여 손해비율을 계산하고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재해보험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

다. 이 밖에 수확량 통계 및 피해 관련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료 

확보방안을 제시하 다. 또한 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 정도

가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되도록 많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보험사업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과 시범사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연속적인 태풍 피해로 보험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회수된 설문 가운데 90%가 가입하겠다

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설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

어 밤 재배자 집단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밤 관측 표본농

가를 상대로 2번에 걸쳐 전화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조사의 질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밤 재해보험 사업시행 시 가입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59.8%의 응

답자가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험료의 50%를 보조할 경우 

가입할 것인지를 묻는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62%가 가입의사를 나타내

어 정부보조 유무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이용하여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고려되는 재

배자의 수를 파악하여 수요예측을 하 는데 농작물 주업 농가와 비슷한 소

득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밤 주업 재배자는 전체의 약6% 미만인 것으로 나타

났다. 재해보험 예상 수요자를 추정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밤에 대한 재해

보험의 가입률은 6%∼20%의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료에 대

한 정부보조 비율은 약 80%가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약44%에 

달하 다. 결과와 같이 정부 의존적인 상황에서 보험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

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밤나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하 는데, 지역별

로 표준수확량 그래프가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밤나무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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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확량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밤나무 식재 및 관

리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농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현재 작성된 표준수확량표를 재해보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사업 실시 전에 농가별 자료를 보완하여 

표준수확량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밤에 대한 재해보험 업무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병

행하여 실시될 예정이므로 보험업무의 일부인 손해평가도 농작물 손해평가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밤 재배에 관한 경험을 이용하고 

재배자 인맥을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을 현지조사 위임기관으로 선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조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재배자연합회와 

율림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단의 시․군별 교차 평가를 원칙

으로 하여야할 것이다.

  밤에 대한 수확량 자료는 기존 자료를 보완하여 사용하되 보험사업을 준비

하는 기간동안 수령, 재배방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확량 자료를 축적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이 낮은 지역 또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보험요율 차등화, 보험 가입방식 및 보험료 납부방식에 따른 인센티브, 

무사고 안전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보험가입자가 위험

율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조건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격적인 보험사업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주산단지를 중심

으로 지역별 1개 시․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의 

경험을 축적한 농협중앙회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사업과 병행

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인위적인 재해 예방노

력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태풍에 대해서만 보험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

는 것이 타당하며, 임의가입 방식 채택을 원칙으로 하여야할 것이다. 인수 

방식은 농작물 재해보험 작물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지역 내의 과수원별로 

인수하도록 하여 역선택의 여지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농가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인수범위는 최소한 피해액으로 생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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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피해양의 70%이상 85% 미만으로 정한 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의 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기간은 꽃이 피는 5월부터 

수확기인 10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고려된다. 표준수확량에 

관한 자료는 현재 작성된 표를 기준으로 하되, 시범사업 지역의 개별 농가에 

대한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한 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개별 과수원에 대해 수령별, 관리상태별로 구별한 자료

를 수집․축적하여 지속적으로 표준수확량표를 보완하도록 한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의 경우 농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재해보험 시행 농작물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손해평가 체계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따르되 공정하고 효율적인 손해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손해평가 현지조사업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산림조합에 

위임하며, 평가 작업에 대한 금전적인 수당을 제공하고 동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타지역 인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교차평

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평가인 수를 5명으로 구성하여 최하 및 최고 평

가를 제외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도 본사업 규모에 맞춘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비사업 지역에 대한 손해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재해 피해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재해보험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준비기간 1년, 

시범사업 기간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며, 사업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농협

과 협조하여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준비운 위원회는 대상지역 선정, 

상품개발 등의 사업 설계를 담당할 것이나 보험요율 산정, 손해평가 기준 마

련 등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산림과학원 등의 전문 기관

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손해평가 현지조사요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손해평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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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표고산업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연 구 자: 석현덕,  민경택,  손철호,  오기표

연구기간: 2004. 6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 표고산업의 생산, 유통, 전후방 지원 현황, 외국

의 표고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표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우리나라 표고 수급과 수출입, 가격, 유통실태, 개방화 향 등 표고산업의 

실태와 동향을 살펴보고, 표고재배의 생산구조, 경 실태, 재배 방법별 수익

성 분석 등 표고재배 실태를 분석하 다. 그리고 표고재배를 전후방에서 지

원하는 종균, 자목, 기술보급 및 기계화 실태를 분석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

쟁국인 중국과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표고산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태

분석 자료를 기초로 SWOT 분석을 행하 으며 이에 따라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가) 표고산업의 실태와 동향

  국내 표고생산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3년 건표고 1,963톤, 생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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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4 톤에 이르고 있다. 표고 1인당 소비량은 2003년 건표고기준 138g으로

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꾸준히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고 수출은 대부분 건표고로서 주로 일본에 수출하

며 2003년 건표고 기준 364 톤을 수출하 다. 국내에 수입되는 표고는 대부

분 중국산 건표고와 조제표고로서 2003년 1,926톤을 수입하 다. 제품별 실

질가격을 비교해 볼 때,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고, 건표고보다는 생표

고가격이 높아 표고산업은 내수 중심, 생표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DDA 협상의 타결전망, FTA 체결가능성, 조정관세의 인하 등으로 국내 시장

의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건표고 수입은 대폭 증가할 것이

나 생표고의 수입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표고재배의 경 실태

  표고 재배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남, 전남, 경북이 주산지라 

할 수 있다. 국내 표고재배는 대부분 원목을 이용한 재배이며, 재배농가의 

60% 정도가 1만본 미만을 재배하는 부업적 규모이다. 생산단수는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나, 경 비 역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경 비 가운데 원목비용이 

50%로서 가장 높고, 시설상각비가 15%, 고용노력비가 13%이며 종균비용은 

5%를 차지하고 있다. 근래 톱밥재배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원목자원

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회수가 빠르고 배지무게가 가벼워 많은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수익성 분석에서도 톱밥재배는 원목재배에 비하여 높은 B/C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표고재배자들은 원목을 확보하는 것과 종균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표고재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 표고 산업의 전후방 지원 현황

  우리나라 표고종균 개발은 국가주도형으로 이루어져 표고재배를 지지하여 

왔으나 근래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재배자들의 다양한 요구

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종균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표고종균의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표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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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표고종균은 17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재배자들은 등록품종외 

외국에서 사사로이 들여와 무단 복제한 미등록종균을 60% 가량 사용하고 있

다. 이처럼 외국 종균의 무단 사용은 표고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고 

외국에서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 재배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이에 종

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민간의 종균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

요한 시점이다. 

  표고재배의 기본이 되는 표고자목은 재배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표고자목용의 과다한 벌채, 정부의 침엽수 중심 수종갱신정책, 보안림 지정 

등 벌채 규제 강화, 목탄용과의 용도 경쟁으로 참나무류 공급이 부족하여 표

고자목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벌채허가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

되어 적기에 자목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각종 규제 강화로 벌

채비용이 상승하여 표고재배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표고산업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해서 참나무류 자원을 확보하고 표고자목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표고재배는 노동력 수요가 많아 농촌 노임의 상승은 생산비를 증가

시켜 수익성을 약화시킨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 기계화, 작업의 편의화를 도

모해야 한다. 이는 재배자들이 사용하는 장비, 시설 등에 대하여 정책지원대

상에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라) 일본과 중국의 표고산업 현황과 시사점

  일본의 표고 생산은 중국산 표고의 수입증가와 함께 점차 감소 추세에 있

으며, 2003년 건표고 생산량이 4,108톤, 생표고 생산량이 65,363톤이다. 균상

재배기술의 보급은 일본 생표고 생산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균상재배를 도입

한 지역으로 주산지가 이동하고 있으며 생표고 생산량 가운데 균상재배 생

산량은 60%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 방법별 경 수지 분석에서도 균상재배는 

원목재배에 비하여 토지효율성과 노동 효율성이 높으며 가족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어 재배자 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표고산업

은 민간 종균업체를 중심으로 종균개발과 기술보급이 이루어져 재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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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표고 산업은 톱밥재배 기술을 보급하면서 크게 성장하 다. 중국은 

부족한 원목자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수나무, 짚 등 농부산물을 활용하는 

대체재료 개발로 기술이 발달하여 왔다. 이러한 기술 개발에는 상해식용균연

구소를 비롯하여 각 지역 연구소들의 지원이 있었다. 중국의 표고생산은 생

표고 기준으로 2000년 12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0% 가량을 수출하

고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과 홍콩이다. 중국의 1인당 표고 소비는 생표고 기

준으로 연간 800g에 불과하지만 소득 향상과 함께 매년 10% 증가를 전망한

다. 중국의 표고 유통시설과 기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외국자본의 투자

가 증가하면서 냉장 시설 및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마) 표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표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요인은 중국산 표고의 수입증가, 

표고 종균의 활력 저하, 표고자목의 부족 우려, 경쟁 관계의 버섯 대량 생산,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증가와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표고 소비와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내수 

증가에 따라 표고 수출은 당분간 부진할 것 것이다. 이처럼 안정적인 내수시

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내 표고산업의 유리한 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에 힘입어 현대화된 시설이 보급되고 우수한 선도유지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노임 상승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하고 원목재배 중심 기술에 한

정되어 있는 것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농촌노임의 상승과 원목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는 노동력 투입

을 절감하고 원목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톱밥재배 기술로 관심이 확대될 것

이다. 톱밥재배 기술의 보급은 원목중심 재배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강요할 

것이며 결국 재배방법을 전환하거나 생산품의 質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원목재배 표고는 선물용을 비롯한 고급품 시장을, 

톱밥재배 표고는 일반시장에서 중국산 표고와 가격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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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톱밥재배 기술보급을 통한 생산구조 개선, 우량종균 및 자목 공

급을 원활히 하도록 전후방 지원강화,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 추진을 통한 생

산성 향상,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협업화 및 통합계열화, 다양한 유통경로 

개발 및 원산지 표시 철저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표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표고재배의 생산성 향상 및 고급품 생산을 위하여 재배시설의 현대

화, 규모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둘째, 원목자원의 부족 및 농촌노임 상승에 대응하여 자원을 절약할 수 있

고 생산성이 높은 톱밥표고 재배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배지제조

시설 지원, 톱밥재배 종균 개발, 기술보급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우량 종균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표고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

정되는 것에 대비하여 종균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민간의 종균개발능력을 높

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재배자들이 좋은 자목을 저렴하게 적기에 확보하여 접종할 수 있도

록 참나무류 자원 확보, 벌채 규제완화, 신속한 벌채 허가 등 제반 지원정책

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배자들의 높은 기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표고재배에 사용되는 기계류를 정책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표

고재배의 기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산 표고가 국내산과 혼합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과 혼합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

화를 추진하고 생산이력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표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생산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소비자

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경로를 단축해야 한다. 또한 상거래 현실



396

과 부합하지 않는 포장규격을 개선해야 한다. 

  여덟째, 과잉공급량, 저급품 등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재배자의 표

고 가공을 지원해야 한다. 

  아홉째, 생산자 조직결성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되도록 유도하

고 자조금 조성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기술 개발, 홍보사업 등을 추진토록 유

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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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향분석

연 구 자: 석현덕,  이상민,  장철수

연구기간: 2004. 10 ∼ 2004. 11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과 농업 협상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임업부문 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의 첫 부분은 주요 임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및 수출입 현황

을 살펴보고 전체 임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파악한 결과로 구성되었다. 두 번

째는 2004년 8월에 합의된 오시마 의장안을 비롯하여 WTO 농업협상 및 비

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의 기본골격 및 세부원칙에 관한 논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세부원칙에 관하여 그 동안 제안되었던 내용과 수치

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주요 임산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농업협상에 관한 시나리오는 하빈슨 의장안을 중심으로 작

성하 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에 관한 시나리오는 스위스 공식을 중심으로 

작성하 다. 마지막으로 WTO협상의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될 사항들을 발췌

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임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내외 대응 방향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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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단기소득임산물의 세율별 기본관세는 가공도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기 보

다는 품목의 저장성과 역의 관계를 가지는 역누진 구조를 가지는 품목이 다

수 발견된다. 반면 비농산물협상 그룹에 포함된 목재류의 양허관세율은 누진

관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향분석을 위한 농업협상 시나리오는 하빈슨 의장의 원안과, 하빈슨 의장

안의 골격을 바탕으로 각 구간에 상이한 계수를 적용하는 스위스공식을 이

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시마 의장의 기본골격에 평균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

식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한편 비농산물협상 그룹의 시나리오는 지랄드 의

장안과 캐나다․EC․미국의 공동제안서를 그대로 적용하 다.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한 결과, 개도국 지위를 가정했을 때 감축 후 관세율 

평균, 감축 후 관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지는 품목의 수 등에 있어 세 번

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을 가정했을 때 감축 후 

관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지는 품목의 수만 고려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미세하여 무시할 정도이므

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민감품목 등을 고려했을 때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농산물시장접근 그룹에서는 평균 관세

율 10.2%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는 3국 공동

제안보다 변형된 스위스공식을 사용한 지랄드 의장안이 유리하게 된다.

  감축결과와 최근 5년간 생산지 가격 및 수입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밤, 잣, 

대추, 표고버섯 등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분석했을 때, 

밤과 잣의 경우만 몇 번에 걸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다른 품

목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99년∼2001년 소비량의 8%

를 시장접근물량으로 가정하면 대추의 경우 UR 최종연도 물량의 약3배로 증

가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협상과 비농산물협상에서 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협상이 자칫 임업분야 종사자들의 희망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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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그러므로 DDA 협상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협상의 대외적인 쟁점은 개도국 지위획득 가능

성, 일부 미양허품목에 적용하는 조정관세의 실행세율화, 임산물 무세화 면

제, 관세인하 공식 등이며 대내적인 쟁점은 각 협상그룹의 민감품목과 관련

된 문제이다.

  개도국 지위와 조정관세의 실행세율화에 대한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하는 것이므로 산림청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농업과 흡

사한 생산구조를 가진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농가나 취약한 목재산업을 위해

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며, 조정관세를 실행

세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세부원칙에 의한 감축 이외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대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임산물 무세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인하 

정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UR방식, 비농산물협상에서는 지랄드 의장안과 유

사한 공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협상에 있어서

는 부처간 균형 있는 조율을 통하여 민감품목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준비하여야한다. 특히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에

서는 산림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의 논리를 개발하여 공산

품과 차별된 목재류 민감성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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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산림자원육성전략 수립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연 구 자: 석현덕,  이상민,  손철호

연구기간: 2004. 8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라는 국제적 산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분권과 참여정부라는 국내적인 새로운 시대적 수요를 반 한 중장기적

인 산림자원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국제적 산림

관리 논의동향을 다룬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 을 위한 국제적 논의동

향과 산림인증, 모델림 등의 실천적 대안의 추진동향을 제시하 다. 국내 산

림자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룬 장에서는 산림자원의 육성, 활용, 관리의 현

황과 문제점, 기존 산림자원육성계획과 산림자원 관련 법과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 다. 외국의 산림자원관리전략 사례연구를 다룬 장에서는 

호주, 캐나다, 미국, 핀란드, 독일의 국가 산림전략의 실태를 다루었다. 중장

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전략을 다룬 장에서는 산림자원 관련 국내외 

전망과 국내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비젼,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전략을 제

시하 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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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다룬 장에서는 시민참여의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 의 이행 촉진 인

센티브, 정보의 제공 및 교육기회의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 의 이행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새로운 산림경 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 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5개국의 국가 산림관리전략을 벤

치마킹하여 국내 산림자원이 처한 현황과 전문가들이 희망하는 중장기 산림

자원 육성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전략을 수립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FM의 국제적인 흐름은 아젠다 21를 중심으로 한 국제논의, 산림자

원 관련 협약을 중심으로 한 논의 및 활동, 그리고 SFM을 위한 산림자원 관

련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산림자원과 관련하여 정부간 국제 논의기

구 활동, 지역협의체에서의 SFM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지표의 개발과 그에 

기준한 각 지역협의체의 활동, 그리고 민간부문에 기초한 인증 제도를 들 수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9개의 지역협의체 SFM C&I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50여개에 달하는 인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ha의 산림이 인증을 받고 있다. 그리고 모델림이 전 세계적으로 총15개국, 31

개 모델림에 총25백만 ha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SFM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나 접

근이 미약한 실정이다.

  둘째, 국내 산림자원은 자원의 분포나 활용, 관리측면에서 볼 때, 지속가능

한 산림경 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 이 가능하도록 산림자원의 분

포의 조정, 산림자원의 활용 확대, 열악한 경 기반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림자원의 육성계획도 SFM에 기반을 두고서 보다 시민참

여적인 계획수립과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SFM을 

향한 보다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외국의 산림자원 관리전략을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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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중앙 또는 지방정부차원의 접근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국가 단위 및 지역단위의 산림자원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산림자원 관리전략의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

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함으로서 지역사회 및 시민참여의 확대와 합의과

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

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관리전략의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속가능성의 

추진 또는 촉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민간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산림인증제도나 라벨링 제도와 

같은 SFM 이행평가 시스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넷째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산림경 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산림자원 육

성의 방향으로서 시업제한지의 확대, 임상 및 급구조의 균등분포, 목재 및 

비목재의 소비확대와 그에 따른 자원의 재활용율 제고, 산림휴양수요의 확대

와 그에 따른 휴양면적 비율의 확대, 산림관련 예산 가운데 산림관리 및 보

호를 위한 투자율 또는 R&D 투자율의 점진적 확대를 희망하 다.

  다섯째로, 산림자원 육성의 비전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으로 제시하 고,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 체

계 구축,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강화, 지역사회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

적 제도정비와 지구적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를 도출하 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략을 단계별로 즉,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단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의 본격적 추진 및 이행 평가

와 보완 단계, 그리고 육성한 지속가능한 사림자원을 활용하는 단계의 접근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또는 시민참여의 

확대, SFM 이행 촉진 인센티브 및 경  유인 제도를 도입, 관련한 정보의 제

공 및 교육기회의 확대가 법적, 제도적으로 뒤받침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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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 료 정 보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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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면개선을 위한 수탁조사

연 구 자: 김동원,  박혜진

연구기간: 2004. 1 ∼ 2004. 1

1.  조사의 목적

  이 조사연구 목적은 농업인의 중요한 정보원인 ‘농민신문’에 대한 구독 실

태와 지면개선 요구 및 편집방향에 대한 여론을 파악해 농업인들이 달라진 

정보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조사결과를 농민신문 지면개

선과 편집방향을 수립하는데도 참고자료로 제공키 위해 수행하 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농민신문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농민신문 지면 개선을 

위한 수탁조사’는 2004. 1.2∼2004. 1.31일까지 1개월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고, 응답자 773명(회수율 51.5%)중 비

구독자 43명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73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 다.

  조사 내용은 농업인의 농업 농촌에 대한 전망, 시급히 해결해야할 농업정

책, 향후 농사 지속 기간 정도 등 농업에 대한 의식을 포함해 구독실태, 지면 

개선 요구 등 총 43개 문항으로 설계하 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해 우편조사로 실시하 고, 조사결과 

분석은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 다. 각 문항에 대한 통계처리는 기초 빈

도를 산출한 다음,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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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별로 교차 분석해 유의한 결과만을 분석하 다.

3. 조사결과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중 농민신문을 ‘10년 이상’ 장기 구독하

는 독자가 10명중 6명(59.5%)으로 집계돼 독자의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농민신문에 대한 의존도와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농활동이나 생

활에 도움이 된다는 독자가 75.8%로 나타났고, 농민신문의 편집 방향에 대해

서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1%가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지면별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해 사설 논지에 대한 평가 등 

17개 평가 항목을 긍정평가와 부정 평가만을 대상으로 백분비 비중으로 환

산했을 때 긍정 평가가 평가항목 전체에서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와 같은 독자들의 평가와 함께, 농민신문에 거는 독자들의 기대와 요구

도 커 농민신문 독자들은 농민신문이 농업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비

판 및 방향제시, 그리고 분명한 주장의 사설 논조 등을 통해 농업과 농민에

게 희망을 주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농민신문이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분야로 ‘신속한 정보제

공’(28.6%)을 꼽았고, ‘소득작목 발굴 보도’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같은 독자의 요구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지면을 통해 협상 동향과 신기술 정보, 선진농

가 소개 등 개방 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제공 확대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또, 지면에서 독자들이 높은 관심과 함께 불만도 높은 분야로 꼽은 것은 

소득과 직결되는 시세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통면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로 ‘품목별 시세’(44.1%)를 꼽았고, 축산면에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분

야로 ‘축산정책’(31.4%) 다음으로 ‘축산물 시세’(30.1%)를 꼽는 등 시세 정보

에 민감한 반응을 보 으나, 이에 비해 시세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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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체계 개선, 농산물 시세 정보

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등 농민신문에 의존도가 높은 농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정보들에 대해 더욱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민신문 독자들의 농민신문에 대한 만족도와 의존도, 

그리고 충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자들은 농민신문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맞는 새로운 정보, 비농

업인에게 농업을 알리고 설득시키는 여론형성 매체로서의 역할 등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이런 요구를 반 한 지면개선 노력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정보화 정책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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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쌀 ․ DDA 농업협상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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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쌀시장 개방과 시사점

연 구 자: 정정길,  이현주

연구기간: 2004. 8 ∼ 2004. 9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이미 쌀시장 개방 방식을 관세화로 전환한 대만의 쌀 시

장개방 과정, 시장개방 전후의 국내 쌀산업 변화, 쌀시장 개방의 향, 그리

고 수입쌀의 관리와 관세화이후 국내 쌀 정책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쌀 재협상의 전략 수립과 향후 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제2장에서 WTO가

입 이전의 대만 쌀 산업 현황을 쌀 수급과 정책적인 면을 중심으로 파악하

고, 제3장에서는 WTO 가입을 통한 대만 쌀 시장 개방 과정과 내용 및 관세

화로의 전환 과정 등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대만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쌀 수급 변화, 수입쌀의 처리, 국내 쌀값 추이 및 쌀 관련 정책 변화 등

을 살펴보고, 끝으로 제5장에서는 대만의 쌀 시장개방(관세화)이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이나 국내대책 마련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 다. 

3.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대만의 쌀시장 개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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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쌀 재협상 관점과 국내대책 수립 관점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서술하 다. 먼저 쌀 재협상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만의 쌀 시장 개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은 실패 또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지만 대만정부의 자체 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

다. 이는 대만의 특수한 정치상황이 WTO 회원국들의 무리한 요구를 선택의 

여지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불리한 조건으로 쌀 시

장을 개방하 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시행 결과 일시적인 쌀값 하락 현상

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별 문제없이 국내 쌀산업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기 때

문이다. 쌀 재협상에 당면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과

정과 내용, 그리고 최종 협상타결 결과 등이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의 경우보다는 대만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매

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쌀시장 개방 사례는 쌀 시장 개방은 그 방식이 관세화든 관세화유

예든 그에 따른 수입국들의 부가 요구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국내 쌀 

시장과 쌀산업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 협상에서 수입쌀의 국내유통 시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관세화유예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 부담만 증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만의 쌀 시장개방 조건은 특별한 제약 요인을 안고 있다. 즉, 수입쌀 처

분방식에 대한 제약으로 수입쌀은 대외 원조용과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금지

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시기(부패 또는 변질도기 이전)에 방출하도록 되

어있어 수입쌀을 국내시장에서 완전 격리하여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 

쌀산업 보호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이 관세상당치 계산에 사용한 자료는 WTO가 규정한 1986∼1988년도 

수치 가 아니라 1990년∼1992년도 수치를 사용하 으나(1986∼88년도의 자료

가 없다는 이유 때문)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재협상 과정에서 각종 수치계산시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자료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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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만은 관세화에 대한 검증 절

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수출국에서 관세상당치 계산 방식이나 SSG 발

동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나 대만정부의 입장은 당사국들을 설득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

리에게 유리한 상황 설정과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국내 대책 수립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쌀 시장 추가 

개방 초기에는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량수매제도’와 같은 수입피해구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사례에서 이 제도는 쌀 생산농가

에 심리적인 안전감을 갖게 하는 효과와 함께, 적은 재정부담으로 신속한 쌀

값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은 정부 수입쌀에 대해서는 대략 수입 후 1년 이내에 방출하고 

있으나, 방출시점은 국내 수급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국내산 쌀 수확 직후에

는 되도록 방출을 자제하고 대부분을 비수확기에 방출함으로써 국내 쌀산업

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쌀값 안정에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쌀 수입 개방 이후 국내대책 수립에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쌀 시장 개방과 더불어 대만정부가 취하는 대

책으로는 첫째, 벼 재배면적 감축, 휴경 및 윤작제도 도입, 쌀 조기경보체계 

구축, 국산 쌀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의 생산구조조정조치이다. 둘째, 벼 

수매업무 강화, 농회와 양곡업체에 대한 벼 수매자금 우대금리 융자, 농민이 

생산한 벼에 대한 공공비축창고 저장을 장려하여 시장유통물량 조절, 여량수

매 등의 가격안정조치이다. 셋째, 쌀 등급제 및 브랜드 제도 수립, 쌀 가공부

가가치 제고, 쌀 유통경로 개선,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기회를 통한 해외시

장 개척 등의 유통개선조치이다. 넷째, 민간수입쌀에 대한 수입권 공매 방식 

도입으로 수입쌀과 국산쌀 간의 가격격차 축소, 쌀 수입량이 기준수량 초과

했거나 또는 수입쌀가격이 기준가격의 90%이하일 경우 즉시 SSG 발동을 통

해 특별관세 부과, 정부수입쌀(전체의 65%)은 정부가 나누어 수입하여 공공

식량으로 편입하여 일괄처리하고 방출할 경우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가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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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Mark-up) 및 분할 판매함으로써 대량방출로 인한 국내시장가격 급락을 방

지하는 등의 쌀 수입관리조치이다. 다섯째, 쌀 소비촉진, 쌀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시장 유통 쌀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등 국민의 식량안보 확보전략이

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이 마무리되고, 쌀시장 추가개

방을 할 경우 국내대책 수립을 위해 참고할 정책내용들이므로 이들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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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향

연 구 자: 서진교,  김상현,  임소 ,  남숙경

연구기간: 2003. 7 ∼ 2004. 7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TRQ 관리방법

에 대한 논의결과와 현행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TRQ제도의 문제점을 

기초로 현행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은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2장에서 

TRQ 관리관련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하 다. 3장에서는 국제적인 TRQ 관

리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 다. 관리방식의 분포 및 국별, 품목별 TRQ 이행율

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TRQ 운용 현황을 검토하 다. 이후 DDA 농업

협상에서 TRQ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고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TRQ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TRQ 관리방식과 관련된 경제적 분석을 한 후 6장에서는 TRQ 관

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 고 7장에 연구 결과를 요약하 다.

3. 연구 결과

  핵심 연구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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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쌀의 경우 민간자율수입이 허용된다면, 그 관리방식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이중경매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경매제도는 auction 

fee 에 대한 WTO에서의 논란이 남아있으나, 경제이론상 가장 공정하고 무차

별적인 TRQ 관리방법으로서 DDA 논의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범

과의 순응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입차익의 

환수측면에서 사실상 쌀의 TE를 붙인 결과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에 핵

심이 될 쌀의 mark-up을 시산하여 그 관리방안을 제시하 다.

  둘째, 대두와 옥수수와 같이 국내 생산비중이 미미한 반면 국내 소비수요

가 매우 크고,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국내수급에 적절한 수입이 필요하고 동

시에 수입차익의 덩어리가 큰 품목은 국내수급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입

이 되어 국내시장의 안정에 도모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입차익의 환수가 중

요한 품목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지정방식을 기초로 하되 기존 수

입업체의 기득권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수입업체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추 마늘과 같이 국내생산 비중이 크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현재와 같이 지정업체에 의한 국 무역방식을 취하되 동시에 경매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수입차익 환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경매제도 

도입시 수입권의 독점화를 방지할 부가방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생산 비중이 미미하고 쿼타 소진율이 낮은 품목은 과감하

게 TRQ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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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쌀 재협상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이정환,  서진교,  최지현,  김태곤,  정정길,  김상현,  임소

연구기간: 2003. 12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2004년 중에 시작해서 끝내야 할 쌀 협상의 시나리오별 파급 

향을 분석하고,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간의 동등성 분석을 기초로 쌀 협상의 

전략을 수립하여 협상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는 두 권의 연구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 1은 주요 연구 결

과의 요약에 해당하고, 보고서 2는 보고서 1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1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쌀 관세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 분석하 다. 3장에서는 시나리오별 국내 

쌀 수급 전망을 하 다. 특히 생산비자료에 기초한 재배면적 반응과 쌀 식미

테스트 결과를 이용하여 수입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한 시나리오별 수입

량 예측 결과와 자포니카 쌀의 국제수급 모형을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파급

향을 종합하여 쌀 관세화에 따른 중장기 수급 및 예상 수입량을 전망하

다. 4장에서는 관세화에 따른 예상 쌀 수입량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나리오별 확률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세화에 따른 예상 

수입량의 확률분포를 분석하 으며, 5장에서는 이에 기초한 관세화 유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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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을 제시하 고, 관세화 및 관세화유예 선택에 따른 중장기 쌀 수급 

및 소득 전망을 추가하여 협상전략에 대신 하 다.

3. 연구 결과

  이 연구의 핵심 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을 관세화할 경우 쌀의 초기 관세상당치는 486%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대국으로부터 이를 방어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수치이다.

  둘째, 쌀을 관세화할 경우 2014년 예상되는 쌀 수입량은 쌀의 국제가격, 환

율, 관세감축 폭 및 TRQ 증량 폭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 MMA 4.4~15.5% 상

당량으로 수입량 변동 폭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 때 평균 수입량은 MMA 

6.3~6.4% 상당량이 되는데, 이 때 이 수준을 초과하여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

도 50%나 된다. 

  셋째, 이러한 수입급증의 위험을 낮출 경우 관세화시 예상되는 쌀 수입량

은 MMA 7.1~7.5% 상당량으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의 동등성 수준은 MMA 7.1~7.5% 수준도 될 수 있다.

  넷째, 8%의 관세화유예는 유예를 끝까지 지속할 경우 8%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8% 관세화유예는 사실상 평균적으로 MMA 6.5~6.6% 상당

량과 같다. 따라서 수입급증의 위험을 줄인다면 MMA 8%도 수용 가능한 수

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후 DDA 결과를 보아가며 우

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며, 선진

국이 되면 관세화로 전환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유예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예도중 관세화전환을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평

균 쌀 수입량은 MMA 6.5~6.6% 상당량이 되어 2005년부터 관세화할 경우에 

비해 매년 0.2%(약 1만톤)의 추가적 수입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유예를 선택한 후 DDA의 결과를 보아가며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는 반면 쌀 수입을 8% 이내에서 차단할 수 

있는 관세화유예가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수입급증의 우려가 있는 관세화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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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TA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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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2/3차년도)

연 구 자: 어명근,  정정길,  김배성,  허주녕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이 연구는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이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 생산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시장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이 엄청

난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세와 각종 비관세 조치

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경쟁이 제한되어 왔던 중국 및 일본산 농산물과 

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개방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 여부는 우리 농업에 막대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주요 농산물의 수입가능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지역의 핵심을 이루는 한․중․일 3국은 소규모 농이라는 공통

점과 생산물 구성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경합적이라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생산요소 부존 비율이 상이하여 상호 보완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한국은 토

지생산성이 높고 일본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대신 중국은 자본생산성이 일본 

및 한국보다 높아 농업분야에서의 특화를 통한 산업내 무역이 가능할 것으

로 전망된다.  

  동북아경제협력체를 창설할 경우 우리나라의 2014년 농업총소득은 쌀 관

세화 유예 여부 및 쌀의 FTA 대상 품목 포함 여부에 따라 10%에서 3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시에 FTA 대상에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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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할 때 농업소득 감소 폭이 가장 작은 반면 쌀을 관세화하면서 FTA 대

상에도 쌀을 포함시켜 관세를 대폭 낮출 경우 농업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쌀을 FTA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쌀 관세

화를 유예할 때와 관세화할 때의 농업총소득은 큰 차이없이 비슷하게 나타

났다. 따라서 동북아경제협력체를 창설할 때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쌀 관세화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쌀을 자유화 대

상 품목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에 따른 관세 철폐의 교역변화 효과를 “양국간 잠

재교역액(PBT)”으로 계측한 결과 농산물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

다. 대일 농산물 수출은 2003년 기준으로 약 90%에 해당하는 5억 8천만 달러 

늘어나고 수입은 240%인 7억 2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일 농산물 무역수지는 1억 4천만 달러의 흑자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대중 

농산물 수출은 180%인 4억 6천만 달러 늘어나고 수입도 92%인 19억 달러 증

가하여 대중 농산물 무역수지는 14억 4천만 달러의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약 15억 9천만 달

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경제협력체 체결이 다른 품목들의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쌀 

수입 및 생산이 해당 품목의 생산에 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물은 쌀 관세화 유예 여부에 따른 향은 

거의 없는 대신 FTA 체결시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했다. 고추 생산

량은 FTA를 체결할 경우 감소할 뿐만 아니라 쌀을 FTA 대상 품목에 포함시

킬 때 더욱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경쟁력에 대한 정성분석 결과 대부분의 중국 농산물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우위를 갖고 있지만 품질경쟁력은 

낮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축산물과 과일류의 경우 동

식물 검역 문제로 수입이 금지되어 FTA 체결시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불가능

한 품목도 많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가능해져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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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과 농업노동력의 이농, 그리고 북부지역의 수자원 고갈 등 농업 생

산 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동질적인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지방 정부

(성)의 연합체로 볼 수 있어 특정 농산물의 한국 수입 가능성을 예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우선시하는 지역과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

와 수출을 극대화하려는 동북지역 및 산동성 등 도시근교 지역이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

의 소비자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지리적 인접성과 생산조건이 유리한 지

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농산물 소비 시장으로서도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소득이 증가

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곡물류 소비는 줄어들고 육류와 식용유, 과일 

및 가공식품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농촌지역에서는 곡물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

한 남부연안 지방과 같은 고소득 지역에서는 고품질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식량 자

급 정책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 농산물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중국

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류와 식물성 유지류, 육류 수입이 늘

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미 고급화된 일본의 농산물 시장과 중국의 고소득 계층 또는 도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 그

리고 식품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후와 지형 등 천연 조건에 

의해 또는 역사와 문화적 요인에 의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을 적극 개발하

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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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FTA 농업부문 파급 향 및 협상전략

연 구 자: 최세균,  허주녕,  이재현

연구기간: 2004. 8 ∼ 2004. 11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호혜적으로 상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주

요 품목(쌀, 녹차, 유제품, 과일 등)에 대한 교역 흐름의 판단과 양국의 경쟁

력(객관적 자료에 의한 비교와 품질경쟁력, 유통 관행 등 비가격 요인)을 비

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양국의 주요 농산물(쌀, 녹차, 유제품, 과일)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비

교하기 위해서 각국 통계기관에서 발행한 농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

하 다. 한국(HS 10단위)과 일본(HS 9단위)를 중심으로 점유율, 가격경쟁력

(CAC)지수 등을 계측하 고, 양국의 잠재교역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공통적

으로 HS 6단위 자료를 이용하 다. 

3. 연구 결과

가. 경쟁력 비교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품목은 가

격경쟁력이 취약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곡물류의 경우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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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양국의 가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일류 가운데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복숭아, 감귤, 포도 등이 있으나 사과와 배의 경우 일본의 가격이 

한국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축산물은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1,499개 농산물(HS 분류표 9단위 기준) 가운데 한국

이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407개로 품목수의 비율로 27%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교역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여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소량다품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C 지수로 볼 때 한국 농산물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기존의 수출 품목 407개 가운데 156개로 나타났다.

나. 교역 가능성

  한국은 쌀을 비롯한 곡물류, 돼지고기 등 축산물, 채소, 과실 등 대부분의 

농산물에 있어서 대일본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 사과, 일부 

육류(부분육), 녹차 등에 있어서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곡은 양국 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중산층 

이하 계층과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쌀 수출이 가능하고, 일본은 한국의 고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 

규모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협상전략

  한국은 한․일 FTA로 인한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① 농산

물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② 일본의 고율관세 품목 위주로 교역 

실적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한 양허 요청, ③ 비관세장벽 철폐 및 조화, ④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성 및 수입 증가 품목 고려, ⑤ 차액관세 및 종량세 

철폐, ⑥ 잠재교역 규모가 큰 가공식품에 대한 양허 요청 등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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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채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연 구 자: 권오복,  최세균,  허주녕

연구기간: 2004. 6. 1 ∼ 2004. 12. 30

  ｢한․ASEAN FTA 연구｣ 2년차 연구 중 1년차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한․

ASEAN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비하여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내용, 

ASEAN과 주요국과의 FTA 논의 동향, 회원국들의 농업동향, 관세구조, 농산

물 무역현황 등을 정리ㆍ분석하 다. 

(1) ASEAN의 발전

  ASEAN 발전의 제1기(1968∼1976년)는 1968년 ASEAN의 창립으로부터 

1976년 제1차 ASEAN정상회담의 개최에 이르는 ASEAN의 창립기이다. 제2

기(1977-1991년)에는 제2차 ASEAN 정상회담으로부터 제4차 정상회담이 개

최되기 직전까지로서, 정치․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국제적

인 위상을 강화시킨 시기이다. 제3기(1992∼현재)는 제4차 ASEAN정상회담

이 개최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ASEAN의 자유무역지대

(AFTA)가 실질적으로 형성, 추진되어 역내무역확대와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

련한 셈이다. AFTA에서 관세인하대상 품목은 기존회원국은 2010년까지, 후

발개도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관세철폐에 더 긴 시간을 부

여하는 민감 및 고민감 품목은 채소, 과일, 곡물류, 육류 등 비가공농산물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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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국가와 FTA 추진 동향

  ASEAN은 A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시키는 한편 중국, 인도, 일본 

등 역외국가들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역내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4

년 11월 FTA 체결에 합의한 ASEAN과 중국은 2010년까지 관세인하에 합의

하 다. 양측은 ASEAN․중국간 FTA를 가속화시키기 FTA 이행이전에 조기 

자유화를 실시하는 조기자유화에 합의하 다.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은 HS 

1∼8류로서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 낙제제품, 기타동물제품, 살아있는 

수목, 식용채소류, 식용과일 및 견과류 등이다. 

  ASEAN과 인도는 2003년 10월 ASEAN․인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협력협

정에 서명하 다. 관세인하완료시점은 인도와 신규회원국은 2011말, 신규회

원국은 2016년 말이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협상촉진을 위해 공산물을 

중심으로 조기자유화조치를 실시하 다. ASEAN과 일본의 FTA 협상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은 일본과의 FTA에 적극성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3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일본의 

구상이다. 

(3) ASEAN 경제개황과 전망

  2003년도 ASEAN지역은 총인구 약 5억 4,000만명의 인구와 GDP 6,858억 달

러 규모의 단일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ASEAN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8%, 1인당 GDP는 4,445달러 수준이고,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 광공업부문은 22.8%, 그리고 서비스업은 42.3%를 차

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ASEAN회원국간 경제력의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의 증대에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 ASEAN 주요 회원국의 농업현황과 전망

  인도네시아에서는 쌀, 팜유,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닭고기, 천연고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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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많이 생산된다. 인도네시아는 과일류와 어류는 

100%이상의 자급을 이루고 있으나 곡물, 유지작물, 채소, 육류, 우유는 국내

생산만으로 국내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현재 말레이

시아의 10대 농산물은 팜유, 닭고기, 계란, 쌀, 천연고무, 팜커널, 돼지고기, 

오리고기, 코코넛, 바나나 등이다. 2003년 현재 필리핀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코코넛, 바나나, 닭고기, 기타채소, 기타열대과일, 옥수수, 달걀, 사

탕수수 등이다. 2003년 현재 태국의 10대 농산물은 쌀, 닭고기, 천연고무, 카

사바, 사탕수수, 돼지고기, 옥수수, 달걀, 쇠고기, 망고 등이다. 특히 닭고기는 

태국에서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으로 연간 50만 톤 가량이 수출된

다. 태국은 우유와 유지작물을 제외하고는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

으며, 특히 쌀, 옥수수 등 곡물류의 자급률은 150% 이상이다. 베트남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기타 신선채소, 커피, 기타 신선과일, 닭고기, Cashew 

nuts,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이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 제2위의 쌀 수출

국이다. 

(5) ASEAN의 농산물 교역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교역 특징은 첫째, 10개 회원국이 순수출국과 순

수입국으로 양분되는 것이며, 둘째, 가공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원료 농산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점, 셋째, 수출 농산물이 천연고무, 팜유, 열대과일 

등 열대산품과 쌀, 카사바 등 곡물류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천연고무, 팜유, 목재 등은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원료 

농산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시장개방 협

상에서 우리가 민감품목은 곡물류와 열대과실에 집중될 것이다. 곡물류와 열

대과실은 우리나라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은 물론 대체수요를 통한 간접적

인 경쟁을 통해서도 농업부문에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6) 한․ASEAN 농산물 무역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은 ASEAN 국가들의 수출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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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크게 앞서는 일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

지 적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열대과일, 코코아, 커피, 후추, 당류, 박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기름 등 우리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이다. 또

한 많은 품목들이 가공식품이나 축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상호 보완

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은 과실과 가공식품이 주를 이

루고 있다.

(7) ASEAN의 농산물 관세

  ASEAN 회원국들 간에는 역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가 적용된다. 농산

물과 비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의 평균 CEPT 수준(2003년 기준)은 싱가

포르 0%, 태국 4.64%, 말레이시아 2.06%, 인도네시아 3.71%, 필리핀 3.75% 등

이며, 가장 높은 관세율은 라오스의 5%이다. ASEAN 국가들의 평균 CEPT 수

준은 2.68%(2003년)로 매우 낮고 관세율의 분포 또한 국가별로 편차가 크지 

않다.

(8) 시사점 

  ASEAN과 FTA 체결시 민감품묵은 쌀, 카사바 등의 곡물, 바나나, 닭고기,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 고추 양파와 같은 양념채소 등이다. 후속연구에

서 경쟁력 분석 등 이들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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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FTA백서 발간 연구

연 구 자: 최세균,  김정호,  권오복,  허주녕

연구기간: 2004. 6. 4 ∼ 2004. 10. 20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EU, NAFTA, ASEAN, MERCOSUR 등 기존의 지역주의 발전과 

새로운 지역무역 협정의 확산 속에서 한ㆍ칠레 FTA 발효(2004.4.1)에 따른 그 

동안 협상, 비준 및 후속대책 수립 등 한ㆍ칠레 FTA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타국과의 FTA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에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은 우선, 백서내용 중 비농산물 부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

담하는 것으로 하 다. 주제 분야별 세부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를 구성하 으며, 분야별 종합 검토회의를 통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

다. 백서의 목차는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제1부 한ㆍ칠레 FTA 협상의 

배경과 의의에서는 FTA의 의의와 효과, 한ㆍ칠레 FTA 추진배경, 한ㆍ칠레 

FTA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2부 한ㆍ칠레 

FTA 협상의 추진경과에서는 협상의 태동기, 협상의 개시 및 진전, 협상의 교

착기, 양국간 협상의 타결 그리고 협상안의 비준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부 한ㆍ칠레 FTA의 타결내용에서는 일반상품에 대한 시장접근과 농림수산

물에 대한 시장접근, 정부조달 및 투자/서비스분야 협상 결과와 주요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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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4부 한ㆍ칠레 FTA의 국내대책, 각계의 입장 그

리고 시사점에서는 한ㆍ칠레 FTA의 국내 대책과 각계의 반응과 평가, 한ㆍ

칠레 FTA가 향후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방법은 한ㆍ칠레 FTA의 비준까지 공식문서로 보관된 전반적인 협상

내용과 문헌을 수집하여 1차적인 분석과 함께 재구성으로 백서를 작성하

다. 그리고 한ㆍ칠레 FTA 협상에 실제 참여한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관계자

가 세부적인 원고집필과 감수에 참여하 다. 

3. 연구 결과

□ 대상국가 선정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FTA 추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칠레와의 

FTA는 1998년 4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주칠레 대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통상교섭본부에서 제시한 FTA 협정을 체결 대상 국가 선정의 기준은 일반

적으로 ① 상대국의 무역 및 시장규모, ② 국내산업과 상대국 산업간의 상호

보완성, ③ 상대국의 정치적 안정성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역거점으로 활

용 가능성 여부, ④ 우리나라와의 지역협정 체결의사, ⑤ 정치․사회적 변수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취약산업에 미치는 향도 협정 대상국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FTA 협상 대상국 가운데 칠레를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와 칠레의 지리적 특성, 농산물 수확시기의 차이 등도 함께 고

려되었다.

□ 대내협상

  국제 협상과 그에 따른 협정 또는 조약의 국내 비준에 있어서의 난이도는 

협상 사안의 성격, 이해집단의 반응, 정치 이슈화의 정도, 리더쉽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칠레 FTA 비준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취약산업과 유망산업의 비대

칭적반응,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이, 국민들의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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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리더쉽 발휘 부족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협상에 앞서 정부

는 부처간의 의견조율, 이해집단의 의견 수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

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내부협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 대외협상

  양국은 관세철폐 대상 품목을 96% 수준으로 조정하여 양국간 이해간계의 

균형을 유지하 다. 한국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및 계절관

세, DDA 이후 재협상, 제외 등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품목은 모두 농

림수산물에 배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자 하

다. 한국은 쌀, 사과, 배 등을 관세철폐의 예외 품목으로 하 으며 칠레 최대

의 수출 농산물인 포도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한국의 단경기에만 관세를 

10년간 철폐하도록 하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 다. 반면 한국의 주

요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철강 파이프를 포함하여 대칠레 수출

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대상으로 하 다.

  칠레는 협상 초기에 모든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 농업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을 예외로 하거나 DDA 협상 이후 재협상 대상(391개 품

목)으로 한 것은 한국의 입장을 협상에 크게 반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농산

물의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과 그로 인한 농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

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향평가 및 피해지원 대책

  한․칠레 FTA 체결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끈 것 가운데 하나가 FTA

로 인한 효과 특히, 피해액 부분이다. 피해액 추정은 연구자와 추정에 따른 

가정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나온 연구 

결과도 연구방법, 가정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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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최세균 외, 2002)에서는 협상 타결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규모가 소

득개념으로 10년간 3,0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 다. 반면 한양대학교(문

춘걸 외, 2003)에서는 10년간 피해액을 조수입 개념으로 5,860억원으로 추정

하 다.

  피해지원 대책을 보는 시각은 이해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민

들은 정부의 FTA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농업계에서는 피해규

모에 비해 피해지원 규모가 과다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 FTA 기금

에 의한 투융자 규모는 1조 4,874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산업인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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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

연 구 자: 어명근,  권오복,  이현주

연구기간: 2004. 8 ∼ 2004. 12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EFTA간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 분석

에 관한 연구이다. 2004년 4월 1일 역사적인 첫 번째 FTA를 발효시킨데 이어 

11월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착수를 필두로 

ASEAN, 멕시코, 캐나다,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여러 국가와 공

동연구 또는 실무협상의 형태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위한 작업이 시작

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랜드와 리히

텐스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일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와 4위의 노

르웨이와 스위스를 주축으로 정부의 농업보호 수준이 높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다. 아울

러 농업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체결한 국가의 하나로 간주될 만큼 개방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EFTA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는 국민 생활에서 중요한 품목의 자급률이 상

당히 높다. 특히 우유와 낙농품은 완전 자급 수준이며 육류의 자급률도 80% 

이상이다. 그 밖에 곡물과 채소, 과일 등 거의 모든 농산물의 자급률을 어느 

정도 유지함으로써 농업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과일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자급률을 일정한 수준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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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육류와 우유 등은 완전 자급 수준이고 곡물류도 50% 이상 자급하

고 있다. 이와 같이 EFTA 회원국들이 농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농

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EFTA간 농림축산물 교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위축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수출은 28만 달러, 수입은 

1,400만 달러에 그쳐 1995년에 비해 감소하 다. 스위스산 농산물은 식물성 

액즙과 초콜릿 등 가공식품 또는 그 원료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은 약 250만 달러 수준이며 라면 수출액만 2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캔디류와 어류의 유지, 사료첨가제 

등이다. 

  한-EFTA의 FTA 체결시 양측의 농산물 교역관계와 생산 구조의 변화를 전

망하기 위하여 먼저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통해 국가별 품목별 상호 보

완성과 경합성을 분석하 다. 계측 결과 한국과 EFTA간 보완 품목은 사과, 

배, 버섯과 토마토 등이며 수출경합 품목은 과자류, 식품 잔해물, 채소 및 과

일 조제품, 베이커리용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경합 품목은 오렌지와 

대두, 신선채소류 등이었다.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한국은 배, 토마토, 버섯, 과

자류, 베이커리용품 등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FTA는 

치즈와 초콜릿 제품, 과자류 등의 생산과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과와 배, 버섯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EFTA의 치즈 등 낙농제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향을 전망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

입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수출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 관세 철폐로 인

한 가격 하락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 다. 양국간 FTA 체결로 관

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스위스산 농산물 수입은 약 10%, 노르웨이산 수입액

은 약 17% 증가하여 금액상으로 약 16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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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르웨이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약 20%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정도 증가

하지만 스위스에 대한 수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수출입 품목들의 경우 EFTA와 FTA를 체결해도 수출입에 미치는 향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역창출효과에 의한 새로운 품목의 

수출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경쟁력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FTA 체결을 통해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EFTA의 농업부문 FTA 정책을 조망하기 위하여 

EU, 칠레 및 싱가포르에 제공한 EFTA의 농산물 양허안을 분석하 다. EU는 

EFTA와 통합에 가까운 긴 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

다.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는 지금까지 EFTA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발전된 형태의 FTA 협정으로 간주되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시 표

준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FTA는 가공농산물(HS 부호 25류부터 97류) 양허안은 FTA 본 협정에 단

일안으로 제공하지만, 기본농산물(HS 1류부터 24류) 양허안은 개별 회원국과

의 양자간 협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농업부문의 FTA를 추진하

고 있다. EFTA의 주요 품목 부류별 양허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WTO에 양허

한 품목에 대한 양허율과 무관세로 양허한 품목 및 무관세 양허 비율 등을 

중심으로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양허안을 분석하 다. EFTA는 회원국이 4개지

만 인구나 경제력면에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양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육류와 동식물성 유지류의 양허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산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곡물류와 곡분, 채유용 종자류, 육어류 조제품과 곡물조제품 

등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관세 양

허비율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U와의 새로운 양자간 협정에서도 이

들 품목을 관세 감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곡물류와 곡분 및 채유용 종자 등을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에서조차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국내 축산업

과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류와 곡분, 육류와 낙농제품의 양허율을 

낮추고 주요 수출품인 사료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용 박류와 사료첨가



437

제, 동식물성 유지류 등에 높은 종량세를 부과하여 이들 품목의 무관세 양허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FTA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비교역적 사항(NTC)을 중요시하고 

농업보조 수준이 높아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처럼 농업부문이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FTA에는 세계 첨단 수준의 가공기술

과 경쟁력을 지닌 식품회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분야 

협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종 등 생명공학 분야와 농약, 사료 및 비

료 등 화학 분야에서도 원천 기술 수준이 높은 세계적 거대 기업들이 향

력이 크게 작용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 종자와 특허 사용 등과 관련된 무역 분쟁 분야의 협상에도 철저하게 대

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EFTA 지역이 EU와 접한 교역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공

농산물 등의 무역굴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협상에 만반의 준비

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 지역은 누적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수입하여 사용한 가공농산물도 자국의 원

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가급적 WTO 규정에 합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FTA 회원국들은 국별 차이는 있지만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향을 미치

는 품목과 수출 품목, 그리고 환경과 경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필

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비율이 낮거나 무관세 양허를 자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농업경쟁력이 낮으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EFTA의 농산물 양허전략과 

FTA 체결 경험 등을 면 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EFTA 개별 회원국들과의 양자간 농업협상에서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 

구분의 배경과 기준, 표준소요량(standard recipes) 제정 근거와 교역 상대국들

의 대응, 농산물 표준양허안 작성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FTA와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효과

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부문 피해 대책 마련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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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 오히려 EFTA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FTA 추진 경험을 쌓는 기

회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FTA가 불리한 여건

에서도 세계적인 FTA 허브로 변모하게 된 배경과 전략을 참고하여 향후 우

리나라의 FTA 협상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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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 정 대 책 특 별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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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

연 구 자: 김정호,  박동규,  김홍상,  송미령,  이병훈

연구기간: 2004. 6 ∼ 2004.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2년 3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약칭 농어업특위)가 

발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논의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

래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 다. 우리 연구원은 농어업특위가 발족하면서 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는 농림부가 성안하여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04. 2. 23)의 

주요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농어업특

위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아울러 농정시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연구 방법은 일반적인 정책 연구와는 달리 농어업특위와 연계하여 추진하

다. 즉, 연구자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실천을 위한 추진 방향과 관련시

책 방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회의 또는 농어업특위에서 토론하면서 정책 제

안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 다.

  이 연구 내용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 1부는 ｢농업․농촌종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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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배경으로서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을 검토하 고, 제 2부에서는 주

요 정책과제 실천방안을 제시하 다. 

  제 1부는 3개의 장으로 구성하 다. 먼저, 제 1장은 농업․농촌의 여건 변

화로서 DDA와 FTA 협상의 대응, 선진국 농정의 최근 동향, 농업과 농정에 

관한 농업인 의식을 검토하 다. 제 2장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개요로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정리하 다. 제 3장에서는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2014년까지의 농업 부문에 대한 중장기 지표 전망

을 분석하 다.

  제 2부는 8개의 장으로서 농업 분야, 농촌 개발 및 복지 분야, 농업․농촌 

투융자 정책 분야로 나뉘어진다. 먼저, 제 4장은 농업구조 개선에 대하여 농

업인 정의 재정립 방안, 농가 유형별 지원정책의 체계화, 농업인력 확보와 

육성방안 등을 제시하 다. 제 5장의 농지제도 개선과 농규모화에 대해서

는 농지수급 전망과 농지보전목표 설정, 농지 소유․이용제도 재검토, 농지

은행제도의 도입 방안, 농규모화 정책의 개선 등을 제안하 다. 제 6장은 

쌀 협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쌀 협상 동향과 대응, 쌀농가 소득안정 직접

지불제도 도입 방안, 쌀 유통제도 개편 방안,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등을 검

토하 다. 제 7장에서는 농외소득 증대 방안 및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어서 제 8장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국민 홍보 방안을 

제시하 다. 제 9장에서는 농촌지역 균형개발에 대하여 농촌 경관협약제도 

도입 방안,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선 방안, 농촌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방안

을 제시하 다. 제 10장은 농어촌복지 향상으로서 농어촌 자활지원사업 확대 

방안,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 농어촌 초등교원 확보지원 방안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제 11장에서는 농업․농촌 투융자 정책의 개선을 위

한 농업투융자 시스템의 혁신 방안, 농정분야 거버넌스의 도입 방안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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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  별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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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

연 구 자: 박현태,  Allan N. Rae

연구기간: 2004. 1 ∼ 2004. 8

1.  연구배경과 목적

  뉴질랜드는 그동안 목축업 중심의 농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근래 과일, 채

소, 화훼 등 원예농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기후 여건상 원예농산물 생산에서 우리나라와는 보완관계와 경쟁관계

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입

장에서 우리 원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보완 및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원예산업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남반구에 위치하면서 우리와 경쟁 및 보완관계에 있는 뉴질

랜드 원예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 다. 그리고 이러한 

동향파악을 통해 뉴질랜드 원예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

고 상호 보완관계 속에서 양국의 원예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협력 가능

성을 모색하 다.

2. 연구범위와 내용

  뉴질랜드는 위도의 폭이 넓기 때문에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품목보다는 과일, 채소, 화훼에 대한 유별 동향과 전망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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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고 뉴질랜드 원예산업의 생산부문과 수출부문에 초점을 두었다.

  뉴질랜드의 농업개황은 뉴질랜드 Massey대학의 Allan. N. Rae교수가 정리하

다. 뉴질랜드 원예산업의 현황과 동향은 기존문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파악하 고, 품목별 전망은 뉴질랜드 농림부가 제시한 자료를 주로 활용하

다. 또한 뉴질랜드 원예연구소(HortResearch), 원예시장, 원예농가의 현지조사

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 다.

3. 연구 결과

  뉴질랜드가 세계 원예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

으나 교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키위는 세계 교역

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다. 그 

외에 단옥수수는 약 9%, 사과와 양파가 각각 4 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2003년 뉴질랜드의 원예농산물 시장규모는 총 45억 NZ달러를 초과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중 내수가 25억 NZ달러, 수출이 20억 NZ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원예산업은 주로 키위, 사과, 포도주, 신선채소, 가공채소의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 아보카도, 올리브, 딸기류, 여름과일 같은 

품목 등은 현재도 수출 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추진

하고 있어 향후 수출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협소한 국내시장 때문에 내수 판매보다는 수출에 더 큰 비중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작물재배를 차별화 하는 등 수출 지

향적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독점

적 지위를 누렸던 기존의 품목별 Marketing Board를 대부분 해체하고 생산농

가나 전문수출업체가 직접 수출할 수 있게 하 다. 정부의 정책 초점도 원예

농산물 수출 촉진에 맞추어져 있다. 최근 수출시장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짐

에 따라 수출 원예농산물의 식물위생과 품위를 정부가 보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의 원예산업은 그동안 수출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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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슴산업, 키위산

업의 예에서 보듯이 특정 가축이나 작물이 전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등장

하는 등 틈새품목 중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전에는 국이 가

장 큰 수출시장이었으나 근래에는 호주, 일본, 유럽, 미국, 한국 등 수출시장

을 다양화하고 해외시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97년에 뉴질랜드 키위 판매회사인 제스프리인터내셔널이 

진출하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연중공급체

계를 갖추게 되어 키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

라 키위농가에는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 키위 외에 

두 나라가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아열대과일과 구근 화훼

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와 포도 등 우리나라 과일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은 품목은 우리나라 농가에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일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원예 품목의 경

우는 당분간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키위나 

구근 화훼류 등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수

출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

을 위한 협의가 용이하다. 따라서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하

여 농협 중심의 우리 생산자 조직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협력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원만히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민감 품목에 대

해서도 상호이익이 되는 방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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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렌지, 포도산업

연 구 자: 이용선

연구기간: 2003. 4 ∼ 2004. 1

◦ 미국의 오렌지는 2000~03년 연평균 생산량이 1,225만톤으로 미국에서 가

장 많이 생산되는 과종임.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1950년 후반에 비해 

140% 증가하 으나, 재배면적은 1990년 후반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됨. 

  - 플로리다주가 전체 생산량의 81%를 점하고 주로 가공용 오렌지를 생산

하며, 캘리포니아주는 18%를 차지하며 생과용 오렌지를 주로 생산함.

◦ 미국인 1인당 오렌지 소비량은 1960년대 전반 35kg이었으며 2000~02년 연

평균 40kg으로 증가하 음. 오렌지는 주스 등 가공품 소비량이 지난 40년

간 30% 증가하 지만, 생과 소비량은 오히려 33% 감소하 음. 최근 수년

간 생과 소비량은 5.5kg 수준에서, 주스 소비량은 34.5kg 수준에서 안정세

를 보이고 있음. 1990년대 소득이 증대되면서 비농축 냉장주스 소비량은 

증가하고 농축환원주스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음. 

◦ 미국의 오렌지는 2000~03년 연평균 농가수취가격이 박스당 평균 3.94달러 

수준이며, 1980년대 후반이후 하락 추세임. 생과용 오렌지 가격은 가공용 

오렌지의 두 배 이상 높고, 용도간 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의 연간 신선오렌지 수출량은 50~60만톤이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함. 

◦ 오렌지의 유통 경로는 생과용과 가공용에 따라 크게 다름. 신선 오렌지는 

선키스트(Sunkist) 등의 협동조합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데 비해, 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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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는 Coca-Cola, Seagram 등 대형 가공공장을 갖는 민간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미국의 포도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02년 연평균 721만톤으

로 1980년 전반의 547만톤에 비해 32% 많은 수준임. 미국의 포도 생산량

중 90%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고 있음. 미국의 포도 생산량중 생과

용으로는 13%가 이용되며, 나머지 87%는 가공용으로 이용됨. 

◦ 미국인 1인당 연평균 포도 소비량은 1970년대 후반 18.4kg에서 2000~02년 

22.2kg 수준으로 21% 증가함. 포도 소비량 중 와인용이 전체의 62%를 차

지하고, 다음으로 생과 소비량이 3.6kg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함. 건포도

나 캔용 포도 소비량은 감소 추세임.  

◦ 미국의 포도 농가수취가격은 오렌지와 달리 상승하는 추세임. 와인용과 

생과용 포도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건포도용 포도 가격은 하락하고 있

음. 이는 와인과 신선 포도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가 증가하 기 때문.

◦ 미국의 포도 수출량은 연간 30만톤, 수입량은 53만톤 수준임. 미국의 수출

량과 수입량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포도의 국가별 수출은 캐나다, 홍

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순으로 많으며, 수입

은 칠레, 멕시코, 페루, 남아공 등 남반구 국가로부터 많음.

◦ (전망) 미국의 오렌지 생산량은 가격 하락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

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캘리포니아산 네블 오렌지의 생산량은 당분간 

증가하고 해외 공급여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포도 수요는 증

가하고 있는데, 포도주용 품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식용 포도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1) 미국의 오렌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 주스나 와인 

등 고가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과거에는 상대적

으로 비쌌던 신선 포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 으나, 공급

량이 풍부했던 오렌지와 건포도 수요는 감소함. 수요의 변

화에 따라 공급도 조정되고 있음. 우리도 소비의 고급화, 다

양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가 변화해야 함.



450

2) 미국은 오렌지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경

기에 남반구로부터의 오렌지와 포도 수입도 증가함. 우리는 

미국산 생과와 가공품 수입에 대응할 방안과 해외 수출을 

촉진할 방안을 강구해야함. 

3) 선키스트 등 생산자단체(또는 기금)는 신수요(품종, 소비방

식, 해외수요)의 창출과 판매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마케

팅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우리도 생산자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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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쇠고기 시장과 무역 전망

연 구 자: 정민국

연구기간: 2003. 9 ∼ 2004. 7

  한국과 호주는 국제쇠고기 시장, 특히 환태평양 쇠고기 무역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쇠고기 무역에 있어 주요 수입국이며, 호

주는 주요 수출국이다. 양국의 상호 무역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쇠고기 산업에 대한 이해의 증진은 향후 

두 국가의 쇠고기 무역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쇠고기 수요와 공급

  한국의 쇠고기 생산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 다. 외환위기

는 소비자의 소득에도 향을 크게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쇠고기 소비의 감

소를 가져왔다. 더욱이 2001년 쇠고기 시장의 관세화에 따른 시장 상황의 불

확실성은 많은 농가들로 하여금 쇠고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 2002년

까지 5년 동안 사육두수의 감소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은 감소한 반면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 으며, 소 

및 송아지 가격은 크게 상승하 다. 

  2004년 쇠고기 생산은 전년대비 8.6% 증가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2004년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절반수준

인 15만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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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전국적인 가뭄으로 물과 목초가 부족해짐에 따라 사육두수가 감소

하 다. 그러나 2003-004년 기후조건이 호전되고 목초이용이 용이해짐에 따

라 농가들은 사육두수 확충을 위해 소 출하를 줄이고 입식을 증가시키고 있

어 쇠고기 공급량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육두수가 가뭄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은 일본과 미국 등 호주의 주요 수출시장에도 향을 

미치고 있다. 2003-04년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량은 호주의 생산량 감소와 다

른 수출시장의 강한 수요 때문에 전년보다 다소 낮은 68,000톤으로 추정된

다.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른 쇠고기 수출금지로 호주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일본시장에 관심을 집중함에 따라 2004-05년 한국으로 수출량도 전년보다 약

간 증가한 72,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호주 국내 수요 증

가의 한계와 쇠고기 생산의 증가로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은 계속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 육용우 생산과 유통

  한국 농업생산액에서 축산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3%에서 2001

년 25.6%로 증가하 다. 그러나 축산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한우의 비중은 

1995년 30%에서 2001년 21%로 감소하 다. 한우 사육 농가 수는 2002년 21만 

2천호이며, 사육두수는 1백 4십 만두로 지난 7년 동안 절반가까이 감소하 다. 

  2001년 소 출하물량의 도매시장 경유 비율은 32.2% 다. 도매시장 경유 비

율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비중이 커짐에 따라 1990년

부터 낮아졌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 다. 최근 도매시장 경

유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매참가자에 의해 제시

되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식육소매점수는 1980년 16,296

개에서 1997년 52,000개로 증가하 으나 2000년 48315개로 감소하 다. 국내

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의 구분판매제가 2001년 폐지됨에 따라 모든 식육소

매점에서 국내산쇠고기와 수입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중 하나이다. 농업생산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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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97년 43%에서 2002-03년 55%로 증가하 으

며, 축산업생산액에서 육용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동안 30%에서 37%

로 증가하 다. 2002년 6월 기준 육용우 농가 수는 약 7만호이며, 사육두수는 

2,470만두이다. 육용우 두수는 1976년 2,980만두로 최고점에 달한 이후 1984

년 1940만 두 까지 감소하 으며, 그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호주의 쇠고기 산업은 다양한 국내외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

은 생산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생산자들은 국내고기시장 수요를 위해 어린소

를 출하하며, 곡물급여를 하는 비육장 수요를 위해 저장우를 출하한다. 그리

고 제조용 쇠고기 시장을 위해 늙은 암소를 출하한다. 목표시장에 따라 비육

장의 곡물급여 기간을 달리하여 출하한다. 호주 내수시장으로 출하되는 소는 

60-70일 비육되며, 한국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 비육되는 소는 70-120일, 일

본시장용은 300일까지 비육된다. 

  호주의 경매시장을 통한 육용우의 판매는 가장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다. 그

러나 경매시장 경유 유통비율은 1996-97년 51%에서 2001-02년 42%로 낮아졌

다. 구모별 거래형태에 있어 대규모 생산농가는 지육형태의 후크(hooks)방식

을 선호하고 있으며, 육질관리에 한계를 가지는 소규모 농가는 생체의 문전

거래를 선호한다.  

  호주 국내에서 쇠고기 유통은 슈퍼마켓과 정육점 등 소매부문을 통하여 

68%가 이루어지며, 식품서비스 부분을 통하여 27%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

머지 5%는 가공 부분을 통하여 유통된다. 소매부문에서 슈퍼마켓이 쇠고기 

소매의 64%, 정육점이 29%를 차지한다.   

  한국의 육류소비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인당 육류소비

량은 정육기준 1980년 11kg에서 2002년 34kg으로 연간 5%씩 증가하여 왔으

며, 쇠고기 소비량은 동 기간 3kg에서 9kg으로 연간 5.5%씩 증가하여 왔다. 

  호주의 육류소비는 지난 40년 동안 1인당 소비량에 있어 큰 변화는 없었

다. 1인당 육류소비량은 지육기준으로 100kg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육류 소비구성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981-2002년 동안 1인

당 쇠고기 소비량은 48kg에서 37kg으로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는 15k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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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kg으로, 닭고기는 25kg에서 35kg으로 증가하 다. 

◦ 쇠고기 무역과 전망

  호주는 주요 시장인 일본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100국 이상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2003년 일본과 미국이 호주 수출량의 76%를 차지한다. 한국

은 호주의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며, 2003년 호주는 한국시장으로 쇠고기 

62,000톤을 수출하 다. 호주의 쇠고기생산량 중 수출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

세이다. 생산대비 수출비중은 1994년 64%에서 2001년 68%로 증가하 으며, 

2003년 호주달러가 평가절상됨에 따라 수출비중은 64%로 다소 감소하 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우 수출국이기도 하다. 2003년 호주는 도축용 

소 68만 4천두를 아시아와 중동지역에 수출하 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호주의 가장 큰 생우 수출시장이며, 호주생우 수출물량의 55%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도 2001년 생우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호주산 생우 수입이 몇 차

례 이루어져 왔다. 한국 축산농가의 비육용 생우 수입의 채산성은 2002년 한

우농가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호주 산지가격이 kg당 1.59달러로 주어져 있

을 때 호주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이 950원을 상회하면 생우수입보다 한우를 

비육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호주간 쇠고기를 비롯한 생우 무역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각국의 쇠고기 수급, 환율변동, 무역장벽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호주의 생

우가격과 환율변동은 생우를 수입하는 한국 비육농가의 수익성에 매우 중요

한 향을 미친다. 한국과 호주간 생우 무역 발전의 가능성 중 하나로 호주

에서 한우 품종을 도입하여 한우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으로 한우를 수출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clean-green’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호주가 한국시장에서 쇠고

기를 판매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마케팅 전략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쇠고기 공급, 수요, 그리고 무역 분야의 한국과 호주간 상호 의존성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양국간 생우 무역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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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범위는 넓지 않다할지라도 양국 무역관계의 뼈대는 쇠고기에 있다. 한

국의 쇠고기 수입관세의 하락과 호주의 한국시장 수요에 목표를 둔 쇠고기 

생산은 양국 쇠고기 무역의 발전에 있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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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P.L.480의 Food for Peace를 중심으로

연 구 자: 김 훈

연구기간: 2004. 7 ∼ 2005. 1.

1.  연구 목적

  이 연구 자료는 세 가지 목적 하에 작성되었다. 첫째는 미국의 P.L.480호에 

규정되어 있는 “Food for Peace”를 중심으로 미국의 해외 식량원조 프로그램

을 소개하고 적절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북 경제협력 및 식량

지원 관련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북 식량지

원의 전략 과 실무 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데 있다. 셋째는 대북 

식량지원이 전체적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우리의 대내외 농업정책, 북한의 

농업개발정책 등과 연계되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내용

  1995년 북한에 대홍수 피해가 발생하여 쌀 1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이

래,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매년 40여 만 톤을 상회하는 식량을 북한에 유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어 대북 식량지원의 일차적 목표로서 인도적 목표는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초기 무상지원에서 현물차관지원 형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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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었다. 그러나 아직 식량지원에 수반되어야 할 기본전략과 실무절차는 완

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농업 개발과 

남북한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부차적 목표인 전략적 목표 달성은 미흡한 실

정이다.

  대북 식량지원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방식과 절차

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선진국의 대외 식량원조 프로

그램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 자료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미국의 대외 식량원조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미국은 대외 

식량지원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식량지원과 관련된 전략과 제도를 

오래 전부터 완비해 왔다. 특히 관련 제도에 수혜국의 경제개발과 연계하여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기술적 요소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북 식

량지원을 추진하는 우리 입장에서 참고할만한 점이 많이 있다.

  이 연구 자료가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전략과 P.L.480호에 대해 정리했다. P.L.480에 

내포되어 있는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전략을 ①인도지원 ②개발원조 ③잉여

처리라는 관점으로 조명했다. 둘째, 미국의 다양한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구조

와 목표를 비교하고, 특히 개발을 위한 원조를 강조한 P.L.480의 Title Ⅲ를 중

점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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