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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

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된 농업

경쟁력 대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수준을 비

교·분석함으로써 지방농정의 방향과 과제를 찾을 수 있음.

여기서는 2005년과 2010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농업경쟁력 지표를 도출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

함. 시·군별 농업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규모, 생산성, 재정투입, 집중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경쟁력의 구성 지표를 분석함.

시·군별 농업의 규모와 역량을 총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시·군

별 농업총생산액을 추계한 결과, 상위 10위는 제주시(1조 679억 원), 서귀포

시(9,423억 원), 부여군(8,747억 원), 해남군(7,129억 원), 홍성군(6,988억 원),

정읍시(6,871억 원), 나주시(6,752억 원), 천안시(6,254억 원), 영암군(6,227억 

원), 김제시(6,097억 원) 등의 순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들 10개 시·군의 농업

총생산액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총생산액의 18%를 차지함.

농업경쟁력의 구성 요소인 부문별 지표를 보면, 규모 지표의 상위 5위 시·군

은 제주시, 서귀포시, 경주시, 상주시, 안동시 등이고, 생산성 지표의 상위 5

위는 양산시, 포천시, 양주시, 익산시, 안성시 등이며, 농업재정투입 지표의 

상위 5위는 임실군, 남원시, 의성군, 보성군, 영암군 등이고, 지역집중 지표의 

상위 5위는 성주군, 영주시, 고령군, 부여군, 담양군 등의 순으로 분석됨.

최종적으로 위의 4개 부문별 지표(농업규모, 농업생산성, 농업재정투입, 농

업지역집중도)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농업경쟁력 종합 지표를 산출한 결

과, 상위 10위 시·군은 제주시, 상주시, 김제시, 의성군, 서귀포시, 해남군,

경주시, 고흥군, 김천시, 남원시 등의 순으로 분석됨.

시·군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 역량과 관련된 부문별 지표

들의 상호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미진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

원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또한 시·군별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아울러 재정 재원 확보와 함께 지역농업

의 생산·유통·마케팅 인프라 등을 연계하는 조직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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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농업경쟁력 분석의 의의

1.1. 농업경쟁력 분석의 배경과 시·군별 경쟁력 지표의 성격

▢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농업경쟁력의 기초 조건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불확실성하에서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의 수준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농업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의 농업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시·군 단위의 농업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농업정책의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현재까지 시·군 단위의 농업경쟁력을 파악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은 미흡한 실정임

○ 지역농업경쟁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농

업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지

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시·군별 농업경쟁력 지표는 농업부문의 역량과 농업구조의 특징

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도구

○ 시·군별 농업경쟁력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 시·군의 농업이 일

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타 

시·군 보다 우월한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 

정의함

- 시·군별 농업경쟁력은 시·군 간의 농업 역량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

으로 개별 시·군의 농업구조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

○ 시·군별 농업경쟁력의 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경쟁 주체는 해당 시·군의 농업이며, 경쟁 상대는 경쟁 공간에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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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농업으로 규정(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156개 시·군)

- 공간적 범위는 국내시장이며, 시간적 범위는 단기적 현시경쟁력과 장

기적 잠재경쟁력을 모두 포함

- 측정 기준은 규모 지표, 생산성 지표, 농업재정투입 지표, 지역집중 지

표 등으로 구분하며, 아울러 이들 요소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

경쟁력 지표를 산출  

○ 분석자료는 농업총조사의 2005년과 2010년도 농가별 원시자료를 156

개 시·군으로 재분류함

- 개별농가의 농축산물 생산액, 생산의 3요소인 노동투입액(농업종사자

수), 자본투입액(농기계, 시설), 토지투입액(경지면적) 등을 이용

○ 시·군별 농업경쟁력의 부문별 지표는 위계성(0index100) 조건을 만

족하도록 표준지수화함  

1.2. 지역농업경쟁력 지표의 평가 방법

▢ 농업규모 지표(scale index)

○ 농업규모 지표(scale index)는 양적 역량 지표로서 농업생산기반과 노동

력 구조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시·군의 농업생산력 규모를 반영함

○ 계측 방법은 상관성 및 순위 분석(Correlation and ranking analysis)을 

실시하여 생산기반과 노동력 구조에 해당하는 역량 변수를 추출(주성분 

분석)하고, 이들 변수들을 표준지수화 및 가중평균하였음

- 생산기반 지표 항목은 농가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기계 대수, 농업

종사자 수, 가축 사육두수 등을 반영

- 노동력 구조 지표 항목은 청장년 농업경영자 수, 청장년 농업종사자 

수, 학력별(고학력, 저학력, 고졸 이상) 농가수, 고령경영자 수, 2～3

세대 농가수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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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

○ 농업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는 질적 역량 지표로서 투입 대비 

산출 구조, 생산성 변화 및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함

○ 추계 방법은 총요소생산성 지수(Total Factor Productivity indices: TFP

index)를 계측하고 해당 시·군별로 생산성을 평균하여 그 격차를 표준

지수화하였음

- 자료는 산출부문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액, 투입부문에서는 경지면적, 농

업종사자와 농업노동력, 농기계 및 시설자본 등의 농업자본

▢ 농업재정투입 지표(agricultural finance input index)

○ 농업재정투입 지표(Agricultural finance input index)는 농업투융자 예산의 

실질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투자가 얼마나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였는지를 반영함

○ 추계 방법은 시·군별 전체 재정 지출에서 농업부문 비중을 표준지수화

하여 나타냄

- 자료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농업기계 및 시설 현대화, 기술개발,

정예인력 육성 등의 농업경쟁력 관련 재정지출

▢ 농업지역집중 지표(location quotient index)

○ 농업지역집중 지표(LQ index)는 품목별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시·군 간

의 특화 정도 및 산지 집중도를 적용함

○ 분석에 이용된 지역집중도 지표(LQ index)는 농림생산액의 90% 이상

을 차지하는 49개 품목(재배업 38개, 축산업 11개)의 시·군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별 입지계수를 계측하였음

- 시·군별 지역집중 지표는 품목별 가중치로 합산하여 산출하였고, 품

목별 가중치는 ‘품목별 생산총액/농업 총생산액’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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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구분 품목명(49)

재
배
업
(38)

식량작물 논벼,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채소
무, 배추, 고추, 양파, 대파, 마늘, 양배추, 시금치, 상추,

쑥갓, 오이, 수박, 호박, 당근, 토마토, 딸기, 참외, 양채소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 자두, 매실

특용 기타
작물

참깨, 들깨, 인삼, 버섯

축산업(11)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염소, 사슴, 토끼,

오리, 양봉

표 1. 농업지역집중 지표 계측에 이용된 품목 분류

▢ 농업종합경쟁력 지표(total competitiveness index)

○ 농업종합경쟁력 지표는 규모 지표, 생산성 지표, 농업재정투입 지표, 지역

집중도 지표 등의 부문별 농업경쟁력 지표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함

- 농축산물 총생산액과 각 경쟁력 지표별 지수와 상관분석에 의하여 산

출된 상관계수를 가중치로 활용(상관계수의 합을 ‘1’로 하여 가중치 

산출)하여 각 지표를 가중 합산  

그림 1. 농업경쟁력 지표의 구성과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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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 지표 분석

2.1.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총생산액 추계

▢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농업의 총체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을 추계

○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공표자료인 농업총

생산액과 농업총조사의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를 이용함

- 재배업 생산액 부문은 식량작물, 채소(노지, 시설 구분), 과실, 특용작

물, 약용작물, 화훼류, 버섯, 전매작물, 기타 부류로 구분하였으며, 부

류는 다시 세부 품목으로 분류하여 생산액을 계측 

- 부류별에서 기타 품목의 생산액은 부류별 총생산액에서 기타 품목이 차지

하는 면적별 비율을 고려하여 생산액의 5~10%를 임의 할당

○ 시·군별 농업총생산액 추계에 이용된 품목이 다소 상이하여 추정된 농

업총생산액과 통계청에서 공표한 농업총생산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2010년 공표된 농업총생산액은 41조 7,000억 원이나, 여기서 추계된 

농업총생산액은 41조 4,000억 원으로 3,000억 원이 과소 추정

- 2005년 공표된 농업총생산액은 35조 1,000억 원이나, 여기서 추정된 

농업총생산액은 36조 5,0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이 과대 추정

▢ 시·군별 농업총생산액(2010년 추계액)의 상위 10개 시·군은 제주,
서귀포, 부여, 해남, 홍성, 정읍, 나주, 천안, 영암, 김제 등의 순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부여군,

해남군, 홍성군, 정읍시, 나주시, 천안시, 영암군, 김제시 등이 상위 10위

권에 해당함

- 이들 10개 시·군의 농업총생산액이 전국 농업총생산액의 18%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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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2010년 2005년

시·군
농업
총생산액

호당농업
생산액

중위농업
생산액

시·군
농업
총생산액

호당농업
생산액

중위농업
생산액

총 계 413,560 3,819 906 총 계 364,635 3,051 1,087

1 제주시 10,679 5,147 2,142 제주시 8,751 4,524 2,087

2 서귀포시 9,423 5,518 3,311 서귀포시 7,784 4,617 3,206

3 부여군 8,747 8,035 1,104 나주시 6,955 4,721 1,339

4 해남군 7,129 6,031 2,451 해남군 6,333 4,249 2,301

5 홍성군 6,988 6,311 994 고창군 5,958 5,015 1,537

6 정읍시 6,871 6,269 1,141 화성시 5,711 4,060 1,189

7 나주시 6,752 5,727 1,153 김제시 5,468 4,145 1,511

8 천안시 6,254 5,050 672 천안시 5,277 4,197 898

9 영암군 6,227 7,094 1,637 논산시 5,237 3,992 1,257

10 김제시 6,097 5,161 1,253 당진군 5,228 3,583 1,502

11 경주시 5,784 3,321 687 정읍시 5,008 3,852 1,253

12 당진군 5,516 4,090 1,190 이천시 4,940 5,081 1,197

13 안성시 5,512 5,525 869 홍성군 4,781 4,304 1,306

14 예산군 5,495 4,943 1,150 부여군 4,734 3,922 1,443

15 화성시 5,489 4,366 857 영암군 4,666 4,739 1,584

16 이천시 5,469 6,091 874 통영시 4,633 3,020 919

17 상주시 5,353 3,369 1,478 경주시 4,477 2,449 898

18 청원군 5,214 4,414 770 안동시 4,440 2,718 1,120

19 익산시 5,157 4,373 957 상주시 4,438 2,467 1,307

20 고창군 5,091 4,863 1,119 익산시 4,431 3,221 1,137

21 안동시 5,085 3,325 1,068 예산군 4,300 3,546 1,361

22 공주시 5,067 4,193 750 서산시 4,274 3,151 1,435

23 여주군 4,768 5,889 831 무안군 4,208 4,076 1,580

24 김천시 4,737 3,143 988 여주군 4,143 4,716 1,197

25 무안군 4,706 5,374 1,678 영주시 4,137 4,165 1,438

26 논산시 4,701 3,949 956 안성시 4,108 3,878 1,086

27 청양군 4,483 6,975 1,040 평택시 4,039 3,315 1,052

28 서산시 4,210 3,169 1,106 청원군 3,945 3,192 952

29 의성군 4,131 3,308 1,481 공주시 3,870 3,059 1,008

30 아산시 4,106 3,925 855 아산시 3,846 3,339 1,082

표 2. 시·군별 농업생산액 추정결과(상위 30위)

단위: 억 원, 만 원



제 6 4 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 9

2.2. 시·군별 농업경쟁력 지표의 분석 결과

▢ 농업규모 지표(scale index)의 상위 5위 시·군은 제주, 서귀포, 경

주, 상주, 안동순으로 분석

○ 농업규모 지표는 양적 역량 지표로서 농업생산기반, 농업노동력 구조 

등의 농업생산력 규모를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임

-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통합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1, 2위를 기록

한 가운데 경주시, 상주시, 안동시, 진주시, 김천시, 당진시, 김제시,

서산시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분석됨

그림 2. 시·군별 농업규모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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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의 상위 5위 시·군은 양산, 포

천, 양주, 익산, 안성순으로 분석

○ 농업생산성 지표는 질적 역량 지표로서 산출부문에서는 농축산물 생산

액, 투입부문에서는 경지면적, 농업종사자와 농업노동력, 농기계 및 시

설자본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임

- 농업생산성이 높은 시·군은 양산시, 포천시, 양주시, 익산시, 안성시,

정읍시, 동두천시, 나주시, 경주시, 경산시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

에 속하는 지역으로 분석됨

그림 3. 시·군별 농업생산성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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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재정투입 지표의 상위 5위 시·군은 임실, 남원, 의성, 보성, 영
암순으로 분석

○ 농업재정투입 지표는 농업생산 기반정비, 농업기계 및 시설현대화, 기

술개발, 정예인력 육성 등 농업경쟁력 예산 비중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임

- 농업재정투입 지표가 높은 시·군은 임실군, 남원시, 의성군, 보성군,

영암군, 괴산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진안군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분석됨

그림 4. 시·군별 농업재정투입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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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집중 지표(LQ index) 상위 5위 시·군은 성주, 영주, 고령,
부여, 담양순으로 분석

○ 농업지역집중 지표(LQ index)는 품목별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시·군간 

특화정도 및 산지 집중도를 계측한 결과임

○ 농업지역집중도 높은 시·군은 성주군, 영주시, 고령군, 부여군, 담양군,

김천시, 영암군, 고창군, 칠곡군, 논산시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속

하는 지역으로 분석됨

그림 5. 시·군별 농업지역집중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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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종합경쟁력 지표(total competitiveness index) 상위 5위 시·

군은 제주, 상주, 김제, 의성, 서귀포순으로 분석

○ 농업종합경쟁력 지표는 부문별 경쟁력 지표인 규모 지표, 생산성 지

표, 농업재정투입 지표, 지역집중 지표에 가중 합산법을 반영하여 시·

군농업의 종합역량 지수를 산출한 결과임

- 농업종합경쟁력 지표가 높은 시·군은 제주시, 상주시, 김제시, 의성군,

서귀포시, 해남군, 경주시, 고흥군, 김천시, 남원시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분석됨

그림 6. 시·군별 농업종합경쟁력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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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시·군
농업종합
경쟁력
(TCI)

부문별 지표

농업규모 농업생산성
농업재정
투입

농업지역
집중

1 제주시 70.5 100.0 44.5 32.3 70.8

2 상주시 64.6 75.3 43.2 53.0 73.0

3 의성군 64.4 58.3 23.4 85.3 73.1

4 김제시 64.4 62.3 64.2 67.4 72.7

5 서귀포시 64.2 82.2 21.6 46.9 73.2

6 해남군 62.8 61.4 26.2 74.2 74.7

7 경주시 62.5 79.9 73.7 31.1 70.5

8 고흥군 61.4 58.7 22.6 76.7 68.1

9 김천시 60.4 66.7 48.1 50.8 79.0

10 남원시 60.2 44.1 32.9 91.5 75.6

11 정읍시 58.9 56.9 79.0 53.5 75.7

12 영암군 58.8 45.1 44.7 81.2 79.0

13 나주시 58.4 56.1 74.6 54.7 74.8

14 고창군 57.8 49.9 26.5 75.7 77.8

15 안동시 56.7 70.2 36.1 38.0 73.6

16 당진군 56.5 65.5 29.1 46.9 73.8

17 홍성군 56.4 56.7 54.7 52.6 76.3

18 익산시 55.2 59.7 80.5 36.9 76.8

19 무안군 55.0 41.6 40.6 77.7 72.2

20 청원군 53.8 55.5 66.3 44.2 72.8

21 서산시 53.7 61.7 12.5 49.0 73.7

22 부여군 53.5 54.0 32.7 53.0 80.7

23 예천군 53.3 41.9 36.9 71.8 76.8

24 임실군 53.2 24.0 40.9 100.0 72.3

25 예산군 53.2 53.5 34.4 54.8 71.7

26 보성군 52.9 35.1 31.0 85.0 69.1

27 논산시 52.3 56.2 57.7 39.5 77.2

28 영천시 52.2 57.4 52.0 41.1 69.2

29 함평군 51.9 30.6 60.9 79.1 73.4

30 성주군 48.1 34.2 60.7 54.8 100.0

표 3. 시·군별 농업종합경쟁력 지표(2010년, 상위 30위)

주: 1) 계측 값이 동일할 경우 공동 순위 존재함.

2) 부문별 지표 가중치 비중은 규모 지표 0.506, 생산성 지표 0.09, 농업재정투입 지표 0.316,

지역집중 지표 0.08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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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시·군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체계의 정비

○ 시·군별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 역량과 관련된 부문

별 경쟁력 요소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문을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지역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지역농업의 경쟁 조건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군 단위의 

생산·유통·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지역농업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프로그램 추진

○ 지역농업 역량의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은 시·군별 농업 역량을 확보하

고 유지하면서 비교열위의 농업경쟁력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

형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함

○ 시·군별 지역농업 역량과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시·군별 농업 발전의 

방향과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 농업경쟁력의  

상대비교를 통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기초지자체의 농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 및 기획능력 미흡으로 별도의 독

자적인 지역농업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대부분 광역지자체인 시·도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추진에 의존하는 실정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의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

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중장기 농업·농촌·식품

산업발전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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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업의 경영체 육성 및 조직경영 활성화 지원

○ 지역농업 역량의 확대는 농업경영체의 향방에 달려 있으며, 개별농가가 

약체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지역농업

조직을 육성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지역 전략품목 내지 농산업 관련 업종의 집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

성에 적합한 농업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농업의 생산력 규모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전문 인력 배

치가 필요하며, 시·군의 농업 역량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의 광역단위 협

력 방안도 마련해야 함

▢ 지역농업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정비 및 평가 기법 개발

○ 이 연구에 활용된 농업총조사 자료는 농가통계의 성격으로 지역의 기술

적 기반, 인프라 및 정책 지원 등 유의성 있는 농업경쟁력 요인을 현시

적으로 적용하지 못함

- 농업총조사 조사항목은 농가와 인구, 경지 및 농기계,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 농업생산의 기본구조로 구성

○ 앞으로 보다 엄밀한 지역농업경쟁력 평가를 위해서는 농업인과 영농조

직의 경영 역량, 유통 및 마케팅 능력 등과 같은 질적 요소도 분석 지표

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유통효율성, 경영능력, 품질경쟁력, 충성도 및 이미지 등 잠재적 농업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유사 지표의 개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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