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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세계 각국의 FTA 협상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 국제 곡물가격 불안정성 

증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가중,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

하 등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

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경영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농업경영의 영세성

과 조직화 미흡 등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와 내적 문제들은 우리나라 농업경쟁

력을 확보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

회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쟁

력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종합지표 개발은 국가별, 지

역별, 영농형태별, 품목별로 경쟁력 비교대상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방

법도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의 변화와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국가 농업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농업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

될 가능성이 있는 농업부문 및 품목을 발굴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보고서가 정책 담당자, 농업관련 지자체 실무자 및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연구원·학계, 농업

계·언론계, 정부 및 유관기관의 농업분야 전문가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3.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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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의 변화와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구성하는 필수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농업경쟁력 예측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농업경쟁력 분석을 경쟁 주체에 

따라 국가별, 시·군별, 영농형태별, 품목별 등 경쟁력 비교대상을 세분화하

여 주체별 경쟁력을 각각 분석하였음.

○ 국가별 농업경쟁력 종합지표는 부문별 경쟁력 지표인 매출액성장률 지표

(SGI), 비교우위 지표(CAI), 경영효율성 지표(EEI)를 평균 합산하여 도출하

였음. 분석 결과, OECD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는 미국, 벨기에, 덴마크, 캐나다 순임. 한국은 중위권인 17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우

위와 매출액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체제의 정비가 마련될 필요가 있

으며,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생산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시·군별 농업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별 농업역량과 관련된 요인으로 

규모, 생산성, 농업재정투입, 집중도 지표를 각각의 부문별 경쟁력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평가의 대상은 전국의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여기서 부문별 경쟁력 지표 중 규모 지표(Scale Index: SI)는 양적 역량지표

로서 농가수,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 관련 규모를 반영하고, 생산성 지표

(Productivity Index: PI)는 질적 역량지표로서 투입대비 산출 구조, 생산성 

변화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며, 농업재정투입 지표(agricultural Finance

input Index: FI)는 농업투융자 예산의 실질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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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얼마나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는지를 반영함. 끝으로 지역집중 

지표(LQ index)는 품목별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지역 간 특화정도 및 산지 

집중도를 적용함. 다음으로 이들 네 가지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가중 합산

하여 종합역량 지표(Total Capability Index: TCI)를 산출하였음.

○ 시·군별 농업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규모 지표(SI)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가 1, 2위를 기록한 가운데 경주시, 상주시, 안동시, 진주시, 김천

시, 당진시, 김제시, 서산시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시·군으로 

평가되었으며, 생산성 지표(PI)의 경우 생산성이 제일 높은 시·군은 양산시,

포천시, 양주시, 익산시, 안성시, 정읍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재정

투입 지표(FI)로 평가된 농업재정투입 지수는 임실군, 남원시, 의성군, 보성

군, 영암군, 괴산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진안군 등이 전국 156개 시·군

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시·군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집중 지표(LQ)의 계

측결과, 지역집중도 높은 상위 10개 시·군에는 성주군, 영주시, 고령군, 부여

군, 담양군, 김천시, 영암군, 고창군, 칠곡군, 논산시 등이 포함되었음. 끝으

로 이들 네 가지 부문별 지표를 가중 합산한 종합역량 지표(TCI)가 높은 상

위 10개의 시·군은 제주시, 상주시, 의성군, 김제시, 서귀포시, 해남군, 경주

시, 고흥군, 김천시, 남원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때 반영한 가중치 비중을 

보면 규모 지표(0.506)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농업재정투입 지표(0.316), 생

산성 지표(0.09), 지역집중 지표(0.08) 순으로 반영됨에 따라 시·군별 농업의 

종합역량에 생산 규모와 농업재정투입 수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됨.

○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영농 형태의 농업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인 교역조건 지수(패리티 지수), 농업경영수지, 생산성, 효율

성 등을 부문별 지표로 선정하고, 평가의 대상은 농가의 조수입 기준으로 

크게 논벼농가, 채소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로 한정하였음. 여기서 부문별 

지표로 선정한 농가교역조건 지수(parity indices)는 농가의 채산성 수준을 



v

반영하고, 농업경영수지(agri-management balance)는 투입대비 산출 구조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며, 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는 농가의 영농형태

별 생산성 수준을, 효율성 지표(efficiency index)는 영농형태별 효율성을 반

영한 것임. 마지막으로 이들 부문별 지표들을 평균 합산하여 영농역량 지수

(farm-type capacity index)를 산출하였음.

○ 상기의 4개 부문별 지표를 산출한 결과, 농가교역조건 지수의 경우 채소농

가>축산농가>과수농가>논벼농가 순으로 교역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농업경영수지 지수는 과수농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소농가, 논벼

농가, 축산농가 순으로 나타남. 생산성 지수는 논벼농가>축산농가>채소농

가>과수농가 순으로, 그리고 효율성 지수는 논벼농가>축산농가>과수농가>

채소농가 순으로 분석되었음. 다음으로 각각의 부문별 지표를 평균 합산하

는 방식으로 영농역량 지수를 산출한 결과 논벼농가가 130.3으로 제일 높은 

영농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채소농가(111.5)>

축산농가(107.4)>과수농가(107.0)로 분석되었음.

○ 국가별 품목경쟁력 종합지표는 매출액 성장률 지표와 시장점유율 지표를 

평균 합산하여 도출함. 쌀이 7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고추(67.9), 포도

(60.0), 쇠고기(55.1) 순임. 한국산 쇠고기의 결과지표 평가지수는 호주, 미

국, 뉴질랜드 등 경쟁국가에 대비해 평균 1.807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

지만, 이러한 편차는 쌀(2.883배), 포도(2.202배), 고추(2.226배)에 비해 작기 

때문에 평가대상 4개 품목 중 경쟁국가의 위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주체별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방

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 단위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둘째, 시·

군별 농업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농업역량과 관련된 부문별 

지표들의 상호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미진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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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셋째, 시·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제도 개선과 함께 시·군의 

생산, 유통, 마케팅, 인프라 등에 걸친 조직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가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 정책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영농형태별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정책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

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

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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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Developing an Evaluation Index for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e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agriculture are worsening day 
by day. Free trade is expanding as a result of countries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re are daunting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agriculture, 
such as increasing instability of world grain prices, increasingly un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climate change, and decreas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the depreciating yen. 
Internally, too,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uch as aging of farming 
population, worsening profitability due to rising operating costs, poor state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lack of organized management.

These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and internal problems are highly 
likely to act as impediments to securing competitiveness in Korean agriculture.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oming challenges of the future society 
and risk factors that arise from the uncertaint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e and find ways to improve 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widen the scope of comparison (targets of comparison) in 
developing a comprehensive index and make comparisons by country, region, 
farm type and cultivated crop. In analyzing the comparisons, too, there is a 
need to take a more rational and scientific approach so that agriculture's 
characteristics can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presenting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agriculture's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a competitiveness 
evaluation index that can regularly identify its state and chang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jor factors that compris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find industry sectors and 
export items that are competitive today or are highly likely to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on National Agri-competitiveness 
Index(NAI), it was found that the Netherlands was ranked first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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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member countries,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Belgium, and 
Denmark. South Korea was ranked in the middle at the 17th place. As this is 
the case,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Korean 
agriculture to increase its share and sales in the world market and, at the 
same time, continuously maintain and increase productivity in areas where the 
productivity is relatively hig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n Regional Agri-competitiveness 
Index(RAI), it was found that the top ten regions that ranked high in the RAI, 
which is made up of four indices (scale, productivity, finance input, location 
quotient), are Jeju, Sangju, Uiseong, Gimje, Seogwipo, Haenam and Gyeongju 
(in that order). When seen from the weighted values reflected in the RAI, it 
was found that production scale and degree of concentration exert most 
influence on the total capability of a local agriculture. The reflected value of 
index is that the scale index was highest at 0.506, followed by the agricultural 
finance input index (0.316), the productivity index (0.09) and the location 
quotient index (0.08).

Farming-type Agri-competitiveness Index(FAI) was evaluated based on 
four indices (parity indices, agri-management balance,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case of farmers' terms of trade, vegetable 
farms have the most favorable terms of trade, followed by livestock farms, 
fruit farms and rice farms (in that order). As for the profitability index of 
farms, it was shown that fruit farms are most profitable, followed by 
vegetable farms, rice farms, and livestock farms (in that order). In the case of 
productivity, rice is analyzed to be most productive, followed by livestock, 
vegetables, and fruits. In the case of efficiency, rice farms are most efficient, 
followed by livestock farms, fruit farms, and vegetable farms. The total 
capability index was calculated by combining the subordinate indice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rice farms have the highest farming capability (130.3), 
followed by vegetable farms (111.5), livestock farms (107.4), and fruit farms (107.0).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National Commodity-competitiveness 
Index(NCI) with respect to rice, chili pepper, grapes, and beef, it was found 
that rice is most competitive, followed by chili pepper, grapes, and beef. The 
analysis results of major evaluation indices for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product competitiveness showed that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grapes 
is higher than those of Chile and the United States, but price competitiveness 
of rice, chili pepper, and beef is conspicuously lower than those of competitor 
countries. The analysis results of subordinate evaluation indices fo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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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ness showed that rice is most competitive, followed by chili 
pepper, grapes, and beef (in that order), which all showed higher 
competitiveness than those of competitor countr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olicy measures that are needed to 
strengthen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exert efforts to increase sales and market share in the world 
market.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t the 
reg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policy support system for 
redressing the shortfalls by additionally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 indices related to the regional capability of 
agricultur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 and long-term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agriculture at the national 
level and revamp the organization from production to distribution, marketing, 
and infrastructure together with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urth, 
farmers' efforts to increase farm income and stabilize their management of 
farms are needed, in addition to a wide range of government policies, to 
increase farm income and stabilize farm management. To do so, it is 
necessary to firmly establish tailor-made policy programs that reflect various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farms, but such policy should be based on a policy 
support system that enables farmers to choose appropriate programs that can 
meet thei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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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세계화 및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농산물 교역 및 국제시장 여건 변화

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농업경쟁력은 농가나 지역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내외 여건 변화에 우리 농업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구조의 

변화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분석과 평가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

○ 그동안 학계, 연구소 등에서 다수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

하였으나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또한 비농업 부문 산업경쟁

력 분석 방법을 그대로 원용하거나 분석대상 측면에서도 단편적이거나 특

정 부문에 국한되는 등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왔음.

○ 농업경쟁력 분석을 경쟁 주체에 따라 국가별, 시·군별, 영농형태별, 품목별 

등 경쟁력 비교대상을 다각화하는 한편, 분석 방법도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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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함.

○ 농업경쟁력 분석은 현재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농업부문 및 품목을 발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임.

○ 각 부문별 농업경쟁력 현황과 변화를 비교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농업의 역

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괄적 경쟁력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의 변화와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총괄적 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나아가 농업경쟁력을 구성하는 

필수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 농업경쟁력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2. 국내외 연구동향

○ 한국개발원(2003)은 산업경쟁력을 가격경쟁력, 규모경쟁력, 기술경쟁력, 연

관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산업별 경쟁력의 구조 및 변화를 수량적 분석을 

통해 시도하였음. 그러나 계량화가 불가능한 일부 요인들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고려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여 경쟁력과 결정요인 간의 상

호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함.

○ 홍현표 등(2006)은 농림수산업 부문 최초로 수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차원의 

경쟁력 분석에 중점을 두고, 가격, 비가격, 수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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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산업경쟁력 평가를 시도하였음. 그러나 이미 일반산업 부문에서 다수 

시도된 산업경쟁력 분석 기법을 원용하는 수준에 그쳐 수산업 고유의 특성

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가짐.

○ Porter(1996)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에 미치는 결정요인

을 크게 생산요소 조건, 시장수요 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구조 

경쟁 관계의 네 가지 내적요인과 기회, 정부의 두 가지 외적요인 등 총 여섯 

가지 요인으로 정리하고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였음. 그러나 포터의 다이아몬

드 모델은 산업적 인프라 미흡한 개도국 내지 농업부문에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김병률 등(2009)은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및 WEF(세계경제포럼), IMD

(국제경영개발원)의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들을 적용하여 농업경쟁력의 결

정요인을 분석함. 그러나 그간 농업부문의 경쟁력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적

용된 가격, 품질, 수출액 비교 등의 성과지표를 활용한 수량적 분석은 이뤄

지지 않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농업경쟁력 결정요인 도출과 분석에 

집중한 결과,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다른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비교 분석

하지 못하였음.

○ 기타 국내의 농업부문 경쟁력 분석은 공통적으로 개별 품목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음. 김정호 등(2001), 장철수 등(2002), 김경필 등(2004), 최지

현(2006) 등의 연구에서는 주요 품목을 선정하여 무역성과, 가격경쟁력, 품

목경쟁력, 수출경쟁력 등의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농업부문 및 각 품목의 현

재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였음. 그러나 각 연구 분석 시 고려된 경쟁력 결정

요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방법론도 다각적이지 못하였음.

○ 이처럼 농업경쟁력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부문별,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쟁력 비교대상이 제한적이고 다각적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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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본 연구의 특징은 경쟁의 주체에 따라 경쟁력 비교대상을 국가별, 시·

군별, 영농형태별, 그리고 품목별로 나누고 각각의 농업경쟁력의 변화와 현 

위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계량화하여 농업의 총체적 역량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총괄적 경쟁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는 

데 있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 농업경쟁력의 개념 및 대상범위 설정

- 산업경쟁력 대 농업경쟁력 개념 정의

- 경쟁주체별 분석 대상 및 범위 설정

① 국가별 농업경쟁력 지표(National Agri-competitiveness Index: NAI)

② 시·군별 농업경쟁력 지표(Regional Agri-competitiveness Index: RAI)

③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 지표(Farming-type Agri-competitiveness Index: FAI)

④ 국가별 품목경쟁력 지표(National Commodity-competitiveness Index: NCI)

○ 농업경쟁력 분석 방법 검토

- 농업경쟁력 평가 및 평가지표의 원칙

- 농업경쟁력 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검토

○ 농업경쟁력 분석 결과

- 경쟁주체별 농업역량 결정요인

- 경쟁주체별 농업경쟁력 분석 및 진단

○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향

- 경쟁주체별 농업경쟁력 강화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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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쟁력 제고 전략 제시

연구 내용 연구 방법

□ 농업경쟁력의 개념과 분석 방법

- 농업경쟁력 개념정의 및 범위

- 경쟁주체별 분석단위 및 범위 설정

국내외 문헌검토

전문가 그룹 협의회

□ 경쟁주체별 분석

- 주체별 경쟁력 분석 방법 선정

- 주체별 농업역량 결정요인

- 농업경쟁력 지표분석

국내외 경쟁력 분석모형 검토

통계 및 계량분석

□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

- 농업경쟁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

견 수렴

표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4. 농업경쟁력 정의 및 범위

4.1. 경쟁력의 개념

○ “경쟁력(competitiveness)”이란 경제학이론에선 없는 개념으로 경영전략이

론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활용1)되고 

있음.(Sharples 1990) 한편, 일반적 의미에서 경쟁력은 ‘수요에 대한 요구(가

격, 품질, 수량)를 충족하는 생산품(products)을 판매하기 위한 능력’ 등으로 

정의함(Latruffe 2010).

1) 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었다가 기업경쟁력의 거시적 환

경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산업은 물론 국가 단위까지 논의 및 분석의 범

위가 확대됨(한국개발연구원 2004,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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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bairn(1986)은 고용된 자원에 대해 최소한의 기회비용을 획득하면서 잠

재적 경쟁자들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국내외 구매자가 원하는 

시점, 장소,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또는 능력2)이라고 경쟁력을 정

의하였음.

○ 기업경쟁력(firm competitiveness)은 기업의 역량을 지칭하고 산업경쟁력

(industrial competitiveness)은 해당산업의 총체적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으

며,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은 이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

이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함(홍현표 등 2006; 김병률 등 2009).

○ 경쟁력 개념을 일반적으로 유형화하면 관심대상에 따라 국가경쟁력, 산업경

쟁력, 기업경쟁력으로 나누고 이들 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크게 가격·비가

격경쟁력,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출경쟁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나

아가 이들 결정요인의 속성에는 양적·질적 경쟁력, 실질경쟁력, 구조적 경쟁

력 등 다양한 경쟁력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음(한국개발원 2004).

4.2. 농업경쟁력의 개념 정의

○ 농업경쟁력이 산업경쟁력 중 하나의 경쟁력으로서 명확하게 정착되기 위해

서는 농업부문에서의 경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함.

○ 국내 선행연구에서 농업경쟁력에 대한 정의로 최정남 등(2009) 및 김병률 

2) An indicator of the ability to supply goods and services in the location and form and

at the time that are sought by buyers, at prices that are as good as or better than

those of other potential supplies, while at least the opportunity cost of returns on re-

source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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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9)이 대표적임. 그들은 농업경쟁력을 ‘농업경영체 및 종사자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농식품의 생산·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소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및 관련부문

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정의함.

○ 조성제 등(2011)은 우리나라 농업부문 종사자가 국내외 시장에서 농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그리고 판매 및 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지속적

인 소득증대를 이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부문의 능력

이라고 정의함.

구 분 개념 정의

Freebairn

(1986)

고용된 자원에 대해 최소한의 기회비용을 획득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들

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국내외 구매자가 원하는 시점, 장소,

형태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Latruffee

(2010)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번영할 수 있는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수요 요구

(가격, 품질, 수량)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

최정남 등

(2009),

김병률 등

(2009)

농업경영체 및 종사자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농식품의 생산,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소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및 관련 부문의 총체적 능력

조성제 등

(2011)

우리나라 농업부문 종사자가 국내외 시장에서 농식품의 생산, 제조, 가

공 그리고 판매 및 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증

대를 이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부문의 능력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민의 실질소득을 장기적으로 유지 또는 상승시키며, 국가가 자유무역

및 공정한 시장제도 아래에서 국제시장의 시험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세계경제포럼

(WEF)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제도 및 제반

요소

Stanvnik

(2000)

장기적 경제발전과 세계경제 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표 1-2. 선행연구의 경쟁력 및 농업경쟁력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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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쟁력 평가의 필수요소

○ 상기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에서 경쟁력 및 농업경쟁력 평가를 명확히 하

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필수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경쟁 주체 및 상대

․개인, 기업, 산업부문, 전체 경제 등으로 구분

- 목적

․경쟁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경쟁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

․예를 들어 경쟁주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 경쟁주체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경쟁 목적임.

- 공간적 범위

․경쟁 주체가 경쟁 상대와 경합을 벌이는 물리적, 경제적 영역을 의미

․예를 들어 공간적 영역의 측면에서 국내시장, 아시아 지역 시장, 세계

시장 등이 경쟁의 공간적 범위임.

- 시간적 범위

․경쟁 주체의 경쟁력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의미함.

․예를 들어 현시경쟁력(revealed competitiveness)은 단기적인 평가이고,

잠재경쟁력(potential competitiveness)은 장기적인 평가임

- 측정기준

․경쟁력의 측정기준은 결과, 원인의 인과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

음<그림 1-1>.

․결과: 경쟁력이 발현된 결과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측정기준으로 

매출, 시장점유율, 생산성, 효율성, 채산성, 경영수지, 집중도 등이 있음.

․원인: 경쟁력 발현의 직접 및 간접적 원인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측정기준으로 가격, 비용, 품질, 소비자선호(또는 프리미엄), 생산요소 

투입(노동, 토지, 자본) 등이 있음. 한편, 잠재적 하부요인으로서 기술,

시장구조, 인프라, 정책, R&D, 마케팅, 홍보, 애국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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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업경쟁력 지표 구성

4.4. 본 연구의 농업경쟁력의 평가 범위

○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쟁력 평가대상에 따라 <표 1-3>과 같이 농업경쟁력의 

평가 및 범위로 요약되며, 단 농업경쟁력 정의와 관련된 농업의 범위는 생

산 부문만으로 제한함3).

○ 국가별 농업경쟁력의 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음.

3) 이는 평가대상에서 전·후방산업을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부문 제한을 통해 명

확한 경쟁력 평가가 가능함. 예를 들어 유통 부문을 농업경쟁력 평가의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으나, 유통 부문의 농업경쟁력에 대한 기여의 수준 등을 명확히 측정하기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 유통 부문은 농업경쟁력이 아닌 식품산업경쟁력 평가에 포함

되어야 할 부문임.



10

- 주체 및 상대: 경쟁 주체는 국내농업이고, 경쟁 상대는 경쟁 공간에서 주요

수출국의 농업임. 농산물 수출이 주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력 평가의 상대는 주요 수출국이지만, 경쟁력

의 비교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목적: 타국과의 경쟁 속에서 농업의 지속적 발전

- 공간적 범위: 세계시장, 지역시장(아시아 시장 등),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시장 및 국내시장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공간적 범위 설정

- 시간적 범위: 단기적 현시경쟁력과 장기적 잠재경쟁력 모두 포함

- 측정기준: 결과와 간접적인 요인인 지표인 기술, 시장구조, 인프라, 정책,

R&D, 마케팅, 홍보, 애국심 등의 경우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함.

○ 시·군별 농업경쟁력의 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주체 및 상대: 경쟁 주체는 해당 시·군의 농업이고, 경쟁 상대는 경쟁 공간

에서 타 시·군의 농업임(2010년 기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156개 시·군).

- 목적: 타 시·군과의 경쟁 속에서 시·군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역량 비교평가

- 공간적 범위: 국내시장

- 시간적 범위: 단기적 현시경쟁력 포함

- 측정기준: 농업규모 지표, 농업생산성 지표, 농업재정 지표, 지역집중도 지표 

○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의 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주체 및 상대: 경쟁 주체는 각각의 영농형태별 농업이고, 경쟁 상대는 경

쟁 공간에서 타 영농형태의 농업임.

- 목적: 타 영농 간 경쟁 속에서 영농형태 간 공생발전을 위한 역량 비교평가

- 공간적 범위: 국내시장 

- 시간적 범위: 단기적 현시경쟁력과 장기적 잠재경쟁력 모두 포함

- 측정기준: 농업채산성, 농업경영수지, 농업생산성, 농업효율성 

○ 국가별 품목경쟁력의 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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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및 상대: 경쟁 주체는 개별 품목이고, 경쟁 상대는 경쟁 공간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 국가의 농산물(품목)임.

- 목적: 경쟁 공간에서의 시장점유율의 유지 및 확대

- 공간적 범위: 국내시장 및 수출대상시장

- 시간적 범위: 단기적 현시경쟁력 포함

- 측정기준: 결과와 직접적 요인인 가격, 비용, 품질, 소비자선호 측면에서 

측정함.

구분 국가별 농업경쟁력 시·군별 농업경쟁력
농가의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
국가별 품목경쟁력

주체 한국농업 개별 시·군의 농업 개별 영농형태 개별 품목

상대
주요 수출국의

농업
타 시·군의 농업 타 영농형태

경쟁공간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

국가의 농산물(품목)

목적 농업의 지속적 발전
시·군지역 농업의

지속적 발전

영농형태별

공생 발전

시장점유율

유지, 확대

공간

세계시장, 지역시장,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시장,

국내시장

국내시장 국내시장
국내시장 및 수출

대상시장

시간 현시 및 잠재경쟁력 현시 및 잠재경쟁력 현시 및 잠재경쟁력 현시 및 잠재경쟁력

측정

기준
결과 결과, 원인 결과 결과, 원인

표 1-3. 본 연구의 농업경쟁력에 대한 평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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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국가별 농업경쟁력 분석4)

1. 국가별 농업경쟁력 평가지표 분석 방법

1.1. 국가별 농업경쟁력 평가 범위 및 대상

○ 국가별 농업경쟁력은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농업이 타국과의 경쟁 속

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타 국가보다 우월한 시장지위를 유지

할 수 있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 정의함.

○ 따라서 국가별 농업경쟁력은 국가 간의 농업역량(성과)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으로 한 국가의 농업체계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함.

○ 평가의 대상은 국가별 농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평가요소를 이용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함.

○ 세부지표: 매출액 성장률, 비교우위, 경영효율성

4) 본 장의 내용은 고려대학교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 일부를 발췌 및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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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성장률은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비교우위는 시장점유율, 현

시비교우위 및 무역수지(또는 무역특화)의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

는 지표이며, 경영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경쟁력

을 평가하는 지표임.

○ 매출액 성장률은 경쟁공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 세계시장에

서 k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평가할 경우 매출액 성장률은 k 국가의 세계시장 

수출액 성장률을 의미하고, 한국 시장에서 k 국가의 품목경쟁력을 평가할 경

우 매출액 성장률은 k 국가가 원산지인 품목의 소비액 성장률을 의미함.

○ 경영효율성의 경우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계측되는 효율성 계측 결과

를 평가지표로 이용함.

- DEA를 통해 계측되는 경영효율성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지표라

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절대적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

고, 경영효율성 평가지표로 DEA가 널리 이용됨을 고려하여 선정함.

1.2. 국가별 농업경쟁력 평가 방법5)

1.2.1. 매출액 성장률 지표(Sales Growth Index: SGI)

○ 매출액 성장률 지표(Sales Growth Index: SGI): 국가별 규모 잠재력을 반영

하고 이때 수출액 성장률 자료를 이용함.

- 국가별 매출 규모의 측면에서 경쟁력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지수화 함.

실례로 k 국가의 매출액 성장률  은 다음과 같음.

5) 국가별 농업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농업경쟁력과 관련된 매출, 시장점유율,

경영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네 가지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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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

 : k 국가의 매출액 성장률


: t 시점의 k 국가의 매출액

○ 매출액 성장률의 상한 및 하한이 존재하지 않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우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k 국가의 상대적, 절대적 매출액 성장률 지표  

는 각각 식 (2-2)과 (2-3)을 통해 유계성(0index100) 조건을 만족하도록 표

준지수화 하면 0과 100 사이의 값을 갖게 되어 OECD 국가별로 비교가 가능함.

(식 2-2)  maxmin
  min

× 

(식 2-3)   maxmin
  min

×

max  

min  

 ×















:  값의 표준편차



15

1.2.2. 비교우위 지표(Comparative Advantage Index: CAI)

○ 비교우위 지표(Comparative Advantage Index: CAI): 하위지표인 시장점유율지표,

현시비교우위 평가지표, 무역특화 평가지표 등 이용하여 비교우위를 평가함.

- 시장점유율 지표는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액, 수입액을 이용하여 계측하며, 평

가대상 공간에서의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 지수, 무역특화 지수를 이용함.

- 예컨대, k국가의 비교우위 평가지표(  )는 하위 지표인 시장점유율지표

(  ), 현시비교우위 평가지표(  ), 무역특화 평가지표(  )의 평균임.

- 상기 매출액 성장률 지표와 같이 유계성(0index100)을 만족하도록 

비교우위 지표에 대한 3부문 하위지표 모두 표준지수화하여 적용함.

  


   (식 2-4)

① 시장점유율지표(MSI)

○ 평가대상 공간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비교우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평가대상 공간에 따라 적용하는 시장점유율 산출 공식을 다르게 하고, 아

래 식을 이용하여 모집단 그룹의 전체 수출액에서 특정 국가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측

 


  



 

 

(식 2-5)

 : k 국가의 수출시장점유율 

 : j 국가의 수출액 

 : k 국가의 수출액

○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우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k 국가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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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지표  는 각각 식 (2-6)를 통해 유계성(0index100) 조건을 

만족하도록 표준지수화 함.

(식 2-6)  maxmin
  min

×

② 현시비교우위 평가지표(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I)

○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지수를 이용하여 시

장점유율로 평가하지 못하는 기술적 비교우위 평가 가능

- 세계시장, 지역시장, 경제협정체결국 시장을 평가공간으로 할 경우 산출

- 
 > 1: k 국가의 a 부문의 수출비중이 타 부문의 수출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해석




















(식 2-7)


: k 국가의 a 부문 현시비교우위지수


, 

: k 국가 및 모집단 그룹 J 전체의 a 부문 수출액


 , 

 : k 국가 및 모집단 그룹 J 전체의 총수출액

○ 기술적 우위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에서 k 국가의 현시비교우위 

지표 
는 아래 식을 활용하여 표준지수화 함.

(식 2-8) 
maxmin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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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역특화 평가지표()

○ 무역특화 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는 특정 부문의 총교역액에

서 순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해당 부문이 수출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의미

-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공제한 순수출액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장점

유율과 현시비교우위 지수로 평가할 수 없는 무역수지 정보 제공

- 무역수지 또는 순수출이 기술 또는 요소부존도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를 나

타낼 수 있지만, 다른 거시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Wolff 1997)

- 경쟁력은 무역 측면의 기술적 부분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일 때 k 국가는 무역수지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존재한다고 해석

- 세계시장, 지역시장, 경제협정체결국 시장을 평가공간으로 할 경우 산출

 
  

  

(식 2-9)

 : k 국가의 무역특화지수

 : k 국가의 수출액

 : k 국가의 수입액

○ 무역특화 평가지표   는 무역특화지수( )를 식 (2-10)를 통해 표준

지수화 함.

(식 2-10)  maxmin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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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경영효율성 지표(Economic Efficiency Index: EEI)

○ 경영효율성 지표(Economic Efficiency Index: EEI)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통해 계측되는 각국의 상대적 경영효율성

을 평가지표로 적용함.

- DEA를 통해 계측되는 경영효율성은 상대 평가지표라는 한계를 가지지

만, 절대적 효율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고, 경영효율성 

평가 시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DEA 방법론 적용 

- 산출물인 농업생산액은 생산자가 주어진 가격(요소가격 및 산출물 가격)

과 자신의 기술(규모 및 순수기술)을 고려한 경영 전략의 결과물이므로 

농업생산액을 산출물로 선정하여 계측된 효율성은 요소가격 및 산출물 

가격을 고려한 배분효율성이 경영효율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k 국가의 경영효율성 지수  는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한 아래식에 의해 

추정된   값을 의미함.

- k 국가 생산액( )과 요소 투입량( )을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평가대상 국가

들의 생산액()의 선형결합() 및 요소 투입량()의 선형결합()과 비교

하여,  ≥  와    을 만족시키는 가중치 벡터()가 존재한다고 가정

- 이는 k 국가보다 더 적은 양의 요소를 투입함에도 동일 생산액 또는 더 

많은 생산액을 산출하는 국가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k 국가가 비효율적

인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이 경우    의 우변에 스칼라 를 곱하여 제약조건을    의 형태

로 만든 후, 극소값  를 도출함으로써 효율성(비효율성)의 지표로 사용 가능

- 만약  ≥  와    을 만족시키는 가중치 벡터()가 존재하지 않

는다면, k 국가는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 국가의 경영효율성은 ‘1’이 됨.

mi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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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효율성 분석의 산출물과 투입요소

- 산출물: 농업생산액

- 투입요소: 토지, 노동, 자본

- 토지: 재배면적(arable land)

- 노동: 농업인구

- 자본: UN FAO에서 제공하는 농업고정자본액(agricultural capital stock) 이용

- 농업고정자본액은 Butzer et al.(2010)이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토지 발전도, 축

산부문의 고정자산 및 재고, 축산 구조물, 기계 및 설비, 플랜테이션 작물 평가

액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 지표임.

- 해당 지표가 제시되기 이전까지 적용하였던 트랙터 수는 나타내지 못한 

자본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중이 커진 축산 부문의 자본 평가액

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지표임.

- FAO 자료 확인 결과 2013년 4월 현재 2007년까지의 자료만을 이용할 

수 있지만,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제공되는 생산적 자

본(productive capital stock) 증가율을 적용하여 최근의 자본액 추정 가능

- 추가로 화학적 투입요소의 대리변수로 비료사용량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자료 확인 결과 OECD 주요국의 자료가 누락되어 제외.

○ 경영효율성 지표도 마찬가지로 OECD국가별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표준지수화 함으로써 0과 100 사이의 값을 갖게 됨.

(식 2-11)  maxmin
  min

×

1.2.4. 국가 농업경쟁력 종합지표(National Agri-competitiveness Total Index: NATI)

○ 국가 농업경쟁력 종합지표(National Agri-competitiveness Total Index: 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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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기의 세 가지 부문별 경쟁력 지표인 매출액성장률 지표(SGI), 비교우

위 지표(CAI), 경영효율성 지표(EEI)를 평균 합산하여 도출함.

  


   (수식 2-8)

부문별 지표/하위지표 자 료 출 처

매출액 성장률 지표 ▪세계시장 수출액
UN Comtrade

(UN 통계국 사이트)
비교우위

지표

시장점유율 ▪세계시장 수출액

현시비교우위 지표 ▪세계시장 수출액

무역특화 지표 ▪세계시장 수출액, 수입액

경영효율성 지표

▪산출물: 농업생산액

▪투입요소: 농업인구, 재배면적,

농업고정자본액

▪FAOSTAT

<http://faostat.fao.org/s

ite/291/default.aspx>

표 2-1. 국가별 농업경쟁력 계측 시 이용된 자료

그림 2-1. 국가별 농업경쟁력의 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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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농업경쟁력 분석 결과

2.1. 국가별 농업경쟁력 지표 산출 결과6)

2.1.1. 매출액 성장률 지표(Sales Growth Index: SGI)

○ OECD 회원국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의 산출 결과(최근 5개년 평균), 한국

(61.5)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 순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슬로바키아(61.2), 에스토니아(58.5), 스위스(57.5), 헝가리(50.7) 순임.

그림 2-2. OECD 34개국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산출 결과(최근 5개년 평균)

6) 국가별 농업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농업경쟁력과 관련된 매출액 성장률 지

표, 비교우위 지표(하위 지표: 시장점유율, 현시선호비교우위 지표, 무역특화 지표),

경영효율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네 가지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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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최근 5개년
(2007-2011)

1 한국 17.7 53.5 100.0 73.9 62.6 61.5

2 슬로바키아 70.6 50.7 70.1 14.5 100.0 61.2

3 에스토니아 100.0 59.1 10.3 49.3 73.7 58.5

4 스위스 57.7 87.9 73.5 21.0 47.5 57.5

5 헝가리 71.0 100.0 12.0 27.5 76.5 57.4

6 뉴질랜드 48.8 53.5 19.7 81.2 62.0 53.0

7 미국 57.7 87.9 23.1 46.4 48.6 52.7

8 폴란드 58.9 78.1 49.6 23.9 52.5 52.6

9 터키 29.0 61.9 76.9 39.1 52.0 51.8

10 체코 79.8 91.2 30.8 0.0 56.4 51.6

11 슬로베니아 71.8 86.0 21.4 13.8 49.2 48.4

12 일본 30.2 54.0 94.0 57.2 0.0 47.1

13 멕시코 16.1 47.4 71.8 39.1 56.4 46.2

14 포르투갈 58.1 74.4 47.0 0.0 46.4 45.2

15 칠레 38.3 67.0 46.2 29.0 43.6 44.8

16 독일 35.9 72.6 61.5 5.1 46.9 44.4

17 네덜란드 45.6 60.5 40.2 8.7 66.5 44.3

18 캐나다 40.3 77.7 15.4 31.9 48.6 42.8

19 호주 0.0 74.4 51.3 26.8 57.0 41.9

20 아이슬란드 29.0 0.0 18.8 100.0 54.7 40.5

21 핀란드 57.3 55.3 0.0 19.6 60.3 38.5

22 룩셈부르크 30.6 53.0 53.0 15.9 38.5 38.2

23 영국 35.5 40.9 32.5 29.0 49.7 37.5

24 이탈리아 39.1 59.1 35.0 13.8 36.9 36.8

25 이스라엘 54.0 18.1 64.1 26.8 21.2 36.8

26 프랑스 37.5 59.5 16.2 15.2 55.3 36.7

27 스웨덴 43.1 73.0 6.0 24.6 34.1 36.2

28 스페인 37.9 59.5 39.3 6.5 36.3 35.9

29 오스트리아 40.7 59.5 22.2 6.5 49.2 35.6

30 벨기에 39.1 57.7 32.5 0.0 41.3 34.1

31 그리스 22.2 60.0 49.6 5.8 21.8 31.9

32 노르웨이 31.0 47.0 0.0 31.9 38.5 29.7

33 덴마크 25.4 49.8 36.8 2.9 33.5 29.7

34 아일랜드 37.5 20.9 10.3 14.5 44.1 25.5

표 2-2. OECD 34개국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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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비교우위 지표(Comparative Advantage Index: CAI)

가. 시장점유율

○ OECD 회원국의 시장점유율 지표 산출 결과(최근 5개년 기준), 미국의 평균 

시장점유율 지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네덜란드(74.9), 독일(67.7), 프랑

스(63.6) 순으로 나타남. 한편, 평균(18.7)을 상회하는 국가는 OECD 전체 회

원국 중 10개국임.

- 한국의 평균 시장점유율 지표는 3.1로 평균(18.7)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이며, 순위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25위임.

그림 2-3. OECD 34개국의 비교우위 지표 중 시장점유율 산출 결과(최근 5개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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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최근 5개년
(2007-2011)

1 미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네덜란드 81.1 73.4 77.0 69.5 73.5 74.9

3 독일 69.5 65.8 73.0 65.2 64.8 67.7

4 프랑스 71.8 64.7 63.4 58.3 59.6 63.6

5 벨기에 41.9 37.5 38.5 33.8 33.0 36.9

6 이탈리아 38.9 35.1 36.2 33.1 31.8 35.0

7 스페인 38.5 34.7 36.4 32.6 31.3 34.7

8 캐나다 34.3 33.2 32.5 31.1 31.2 32.5

9 영국 27.0 22.6 23.2 22.1 22.2 23.4

10 호주 19.8 19.0 20.5 19.4 19.9 19.7

11 덴마크 19.5 17.0 17.6 15.6 14.8 16.9

12 멕시코 16.3 14.1 16.1 15.7 16.0 15.6

13 폴란드 15.1 14.8 15.9 15.0 15.1 15.2

14 뉴질랜드 15.0 13.3 13.1 14.2 14.8 14.1

15 아일랜드 14.0 10.7 10.4 9.4 9.3 10.8

16 터키 10.1 9.3 10.7 10.5 10.6 10.2

17 오스트리아 11.3 10.4 10.3 9.2 9.2 10.1

18 칠레 9.1 8.6 9.1 8.6 8.5 8.8

19 헝가리 7.0 7.5 7.3 6.8 7.4 7.2

20 스위스 6.0 6.2 7.1 6.5 6.5 6.5

21 체코 5.1 5.4 5.5 4.7 4.8 5.1

22 스웨덴 4.9 4.9 4.6 4.3 4.1 4.6

23 포르투갈 4.7 4.6 4.9 4.3 4.2 4.5

24 그리스 4.5 4.2 4.5 3.9 3.5 4.1

25 한국 2.8 2.6 3.3 3.4 3.6 3.1

26 일본 2.7 2.6 3.1 3.2 2.6 2.8

27 슬로바키아 2.4 2.3 2.6 2.3 2.7 2.5

28 이스라엘 2.0 1.6 1.9 1.6 1.5 1.7

29 핀란드 1.6 1.5 1.4 1.3 1.3 1.4

30 에스토니아 0.8 0.8 0.8 0.7 0.8 0.8

31 룩셈부르크 0.7 0.8 0.8 0.7 0.6 0.7

32 슬로베니아 0.6 0.7 0.8 0.5 0.6 0.6

33 노르웨이 0.7 0.7 0.7 0.5 0.5 0.6

34 아이슬란드 0.0 0.0 0.0 0.0 0.0 0.0

표 2-3. OECD 34개국의 비교우위 지표 중 시장점유율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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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시선호비교우위 지표

○ OECD 회원국의 현시선호비교우위 산출 결과(최근 5개년 기준), 뉴질랜드

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덴마크(79.9), 네덜란드(78.1), 칠레(77.3) 순으로 

나타남. 한편, OECD 평균(55.1)을 상회하는 국가는 OECD 전체 회원국 중 

19개국임.

- 한국의 현시선호비교우위 지표(13.4)는 전체 OCED 평균보다 21.7p 낮은 

수준이며, 순위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33위임.

그림 2-4. OECD 34개국의비교우위지표중현시비교우위지표산출결과(최근 5개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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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최근 5개년
(2007-2011)

1 뉴질랜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덴마크 80.5 80.4 80.3 79.3 79.1 79.9

3 네덜란드 79.2 79.0 78.4 75.6 78.4 78.1

4 칠레 80.1 78.0 80.4 74.5 73.5 77.3

5 아일랜드 75.9 76.2 74.6 75.9 77.4 76.0

6 호주 70.7 70.8 68.9 66.6 67.0 68.8

7 프랑스 68.7 69.4 66.6 65.2 67.0 67.4

8 스페인 64.7 66.7 68.1 66.3 67.1 66.6

9 벨기에 65.3 65.8 64.9 62.5 63.2 64.3

10 폴란드 63.8 63.5 64.4 62.5 63.7 63.6

11 캐나다 63.0 66.4 63.3 60.9 62.7 63.3

12 헝가리 59.6 63.3 62.1 61.0 64.6 62.1

13 에스토니아 58.5 61.3 61.5 61.2 60.2 60.5

14 아이슬란드 56.3 56.2 59.2 63.0 63.7 59.7

15 이탈리아 59.0 60.7 59.8 57.1 58.5 59.0

16 오스트리아 58.7 60.0 56.9 55.3 56.5 57.5

17 그리스 55.4 55.7 55.0 56.7 60.9 56.7

18 포르투갈 55.5 57.3 55.9 54.4 58.2 56.3

19 독일 55.7 57.8 57.0 54.7 56.3 56.3

20 터키 54.3 54.7 57.2 53.7 53.6 54.7

21 멕시코 53.4 54.1 54.5 51.6 54.2 53.6

22 미국 49.6 54.1 52.1 50.7 53.1 51.9

23 룩셈부르크 51.2 51.6 51.5 51.0 50.5 51.2

24 체코 48.8 50.9 49.3 45.7 47.9 48.5

25 슬로바키아 49.3 47.9 47.9 46.0 51.1 48.4

26 영국 47.0 48.8 46.5 45.4 48.5 47.2

27 스위스 44.8 48.1 45.8 44.8 46.9 46.1

28 이스라엘 47.3 44.4 44.8 42.1 41.4 44.0

29 슬로베니아 42.2 45.2 43.8 42.9 45.2 43.9

30 스웨덴 42.4 45.2 42.5 39.9 41.3 42.3

31 핀란드 35.0 36.2 34.4 33.7 36.6 35.2

32 노르웨이 22.2 22.9 17.1 17.7 20.8 20.1

33 한국 12.9 12.6 12.9 12.4 16.4 13.4

34 일본 0.0 0.0 0.0 0.0 0.0 0.0

표 2-4. OECD 34개국의 비교우위 지표 중 현시비교우위 지표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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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특화 지표

○ OECD 회원국의 무역특화 지표 산출 결과(최근 5개년 기준), 뉴질랜드가 전

체 1위이며, 칠레(82.9), 호주(82.6), 네덜란드(73.0), 덴마크(71.9)가 상위 5

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한편, 전체 평균(51.6)을 상회하는 국가는 OECD 전

체 회원국 중 18개국임.

- 한국은 18.4로 OECD 국가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

그림 2-5. OECD 34개국의 비교우위 지표 중 무역특화 지표 산출 결과(최근 5개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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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최근 5개년
(2007-2011)

1 뉴질랜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칠레 84.4 81.8 88.2 81.8 78.2 82.9

3 호주 83.1 84.4 82.9 81.8 80.8 82.6

4 네덜란드 75.3 72.7 73.7 72.7 70.5 73.0

5 덴마크 72.7 71.4 73.7 71.4 70.5 71.9

6 헝가리 71.4 71.4 71.1 71.4 71.8 71.4

7 터키 74.0 63.6 73.7 70.1 65.4 69.4

8 아일랜드 71.4 68.8 65.8 67.5 67.9 68.3

9 프랑스 67.5 66.2 64.5 64.9 67.9 66.2

10 캐나다 66.2 68.8 64.5 63.6 65.4 65.7

11 폴란드 66.2 62.3 65.8 64.9 64.1 64.7

12 스페인 62.3 62.3 63.2 63.6 64.1 63.1

13 미국 58.4 63.6 61.8 62.3 62.8 61.8

14 벨기에 61.0 59.7 60.5 61.0 60.3 60.5

15 오스트리아 57.1 55.8 53.9 53.2 55.1 55.0

16 아이슬란드 51.9 46.8 50.0 57.1 59.0 53.0

17 독일 51.9 53.2 51.3 50.6 51.3 51.7

18 이탈리아 51.9 51.9 51.3 51.9 51.3 51.7

19 멕시코 49.4 46.8 52.6 51.9 51.3 50.4

20 체코 49.4 51.9 48.7 48.1 48.7 49.4

21 에스토니아 46.8 46.8 46.1 48.1 50.0 47.6

22 슬로바키아 48.1 45.5 44.7 45.5 50.0 46.8

23 스위스 41.6 44.2 44.7 45.5 46.2 44.4

24 그리스 37.7 37.7 38.2 40.3 41.0 39.0

25 포르투갈 37.7 37.7 39.5 39.0 39.7 38.7

26 이스라엘 44.2 36.4 39.5 36.4 33.3 38.0

27 룩셈부르크 35.1 33.8 32.9 33.8 35.9 34.3

28 스웨덴 33.8 35.1 32.9 33.8 33.3 33.8

29 슬로베니아 33.8 33.8 31.6 33.8 33.3 33.3

30 영국 31.2 31.2 30.3 31.2 34.6 31.7

31 핀란드 32.5 29.9 25.0 26.0 28.2 28.3

32 한국 14.3 13.0 17.1 16.9 16.7 15.6

33 노르웨이 13.0 11.7 7.9 9.1 9.0 10.1

34 일본 0.0 0.0 0.0 0.0 0.0 0.0

표 2-5. OECD 34개국의 비교우위 지표 중 무역특화 지표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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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ECD 국가의 비교우위 지표(CAI) 산출 결과

○ 비교우위 지표의 하위지표(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 무역특화)의 산출 결

과를 산술평균하여 비교우위 지표를 산출한 결과, 네덜란드가 75.3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뉴질랜드(71.4), 미

국(71.2), 프랑스(65.7), 독일(58.6) 순임.

- 한국은 10.7로 OECD 전체 회원국(34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으며, 일본

(0.9)은 최하위로 나타남.

그림 2-6. OECD 34개국의 비교우위 지표(CAI) 산출 결과(최근 5개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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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최근 5개년
(2007-2011)

1 네덜란드 78.5 75.0 76.4 72.6 74.1 75.3

2 뉴질랜드 71.7 71.1 71.0 71.4 71.6 71.4

3 미국 69.3 72.6 71.3 71.0 72.0 71.2

4 프랑스 69.3 66.8 64.8 62.8 64.8 65.7

5 독일 59.0 58.9 60.4 56.8 57.5 58.6

6 호주 57.9 58.1 57.4 55.9 55.9 57.0

7 칠레 57.9 56.1 59.2 55.0 53.4 56.3

8 덴마크 57.6 56.3 57.2 55.4 54.8 56.2

9 스페인 55.2 54.6 55.9 54.2 54.2 54.8

10 벨기에 56.1 54.3 54.6 52.4 52.2 53.9

11 캐나다 54.5 56.1 53.4 51.9 53.1 53.8

12 아일랜드 53.8 51.9 50.3 50.9 51.5 51.7

13 이탈리아 49.9 49.2 49.1 47.4 47.2 48.6

14 폴란드 48.4 46.9 48.7 47.5 47.6 47.8

15 헝가리 46.0 47.4 46.8 46.4 47.9 46.9

16 터키 46.1 42.5 47.2 44.8 43.2 44.8

17 오스트리아 42.4 42.1 40.4 39.2 40.3 40.9

18 멕시코 39.7 38.3 41.1 39.7 40.5 39.9

19 아이슬란드 36.1 34.3 36.4 40.0 40.9 37.6

20 에스토니아 35.4 36.3 36.1 36.7 37.0 36.3

21 체코 34.4 36.1 34.5 32.8 33.8 34.3

22 영국 35.1 34.2 33.3 32.9 35.1 34.1

23 그리스 32.5 32.5 32.6 33.6 35.1 33.3

24 포르투갈 32.6 33.2 33.4 32.6 34.0 33.2

25 슬로바키아 33.3 31.9 31.7 31.3 34.6 32.6

26 스위스 30.8 32.8 32.5 32.3 33.2 32.3

27 룩셈부르크 29.0 28.7 28.4 28.5 29.0 28.7

28 이스라엘 31.2 27.5 28.7 26.7 25.4 27.9

29 스웨덴 27.0 28.4 26.7 26.0 26.2 26.9

30 슬로베니아 25.5 26.6 25.4 25.7 26.4 25.9

31 핀란드 23.0 22.5 20.3 20.3 22.0 21.6

32 한국 10.0 9.4 11.1 10.9 12.2 10.7

33 노르웨이 12.0 11.8 8.6 9.1 10.1 10.3

34 일본 0.9 0.9 1.0 1.1 0.9 0.9

표 2-6. OECD 34개국의 비교우위 지표(CAI)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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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경영효율성 지표(Economic Efficiency Index: EEI)

○ 산출물 및 투입요소 자료를 활용하여 DEA 경영효율성을 계측하여 OECD

회원국의 경영효율성 지표(EEI)를 산출한 결과, 벨기에, 이스라엘, 네덜란드 

3개국의 지표가 100으로 경영효율성 지표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고, 가

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나타남.

- 한국은 경영효율성 지표가 42.6을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13위로서 상

대적으로 경영효율성 지표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2-7. OECD 34개국의 경영효율성 평가지표(EEI) 산출 결과(최근 5개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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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최근 5개년
(2007-2011)

1 벨기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이스라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네덜란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슬로베니아 93.2 100.0 100.0 100.0 100.0 98.6

5 덴마크 100.0 100.0 100.0 97.2 94.3 98.3

6 미국 94.7 91.0 91.1 87.0 79.2 88.6

7 캐나다 90.8 91.1 90.3 79.9 76.8 85.8

8 프랑스 59.1 61.4 61.5 62.1 61.7 61.2

9 룩셈부르크 58.6 62.2 58.0 48.8 53.4 56.2

10 뉴질랜드 63.1 57.1 56.7 50.2 47.8 55.0

11 독일 48.5 54.1 54.5 52.6 52.4 52.4

12 호주 54.8 53.9 52.5 47.0 48.3 51.3

13 한국 44.3 46.1 46.8 41.2 34.7 42.6

14 헝가리 35.8 50.5 45.4 38.8 40.6 42.2

15 영국 35.3 37.3 34.0 33.7 32.7 34.6

16 이탈리아 32.1 34.2 34.2 33.3 31.5 33.1

17 스페인 32.9 32.6 29.7 30.9 31.0 31.4

18 오스트리아 25.2 27.3 25.3 25.7 28.1 26.3

19 체코 22.7 25.5 24.6 23.2 24.7 24.1

20 아일랜드 24.8 23.9 22.0 24.0 23.7 23.7

21 칠레 20.8 21.6 22.1 23.6 22.2 22.1

22 스위스 20.8 20.9 22.0 21.7 23.0 21.7

23 그리스 22.8 23.0 22.4 19.3 19.6 21.4

24 포르투갈 15.5 17.5 19.7 21.3 18.2 18.4

25 스웨덴 18.2 18.6 18.6 16.9 16.7 17.8

26 에스토니아 13.0 13.4 16.9 17.7 19.6 16.1

27 멕시코 14.6 15.3 15.9 16.5 14.0 15.3

28 슬로바키아 12.6 17.4 15.1 13.8 16.0 15.0

29 터키 11.8 12.8 14.2 15.5 14.4 13.7

30 폴란드 12.4 12.1 13.0 11.7 10.8 12.0

31 핀란드 12.0 12.2 12.5 11.2 11.8 11.9

32 노르웨이 5.6 6.9 5.6 6.1 4.5 5.7

33 일본 0.7 0.8 1.5 1.8 1.6 1.3

34 아이슬란드 0.0 0.0 0.0 0.0 0.0 0.0

표 2-7. OECD 34개국의 경영효율성 지표(EEI)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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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국가 농업경쟁력 종합지표(national agri-competitiveness total index: NATI)

○ 부문별 경쟁력 지표인 ① 매출액 성장률 지표, ② 비교우위 지표 ③ 경영효

율성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OECD 국가의 국가 농업경쟁력 종합지표를 산출

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73.2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70.8), 벨기에(62.7), 덴마크(61.4), 캐나다(60.8) 등이 상위 5위권에 속하는 

국가임.

- 그 밖에 주요 국가의 순위(최근 5개년 기준)는 뉴질랜드 6위, 프랑스 9위,

호주 11위, 일본 34위이며, 한국(38.3)은 중위권인 17위를 기록함.

그림 2-8. OECD 34개국의 국가 농업경쟁력 종합지표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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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최근 5개년
(2007-2011)

1 네덜란드 74.7 78.5 72.2 60.4 80.2 73.2

2 미국 73.9 83.8 61.8 68.1 66.6 70.8

3 벨기에 65.1 70.7 62.4 50.8 64.5 62.7

4 덴마크 61.0 68.7 64.7 51.8 60.9 61.4

5 캐나다 61.9 75.0 53.0 54.6 59.5 60.8

6 뉴질랜드 61.2 60.6 49.1 67.6 60.5 59.8

7 슬로베니아 63.5 70.9 48.9 46.5 58.5 57.6

8 이스라엘 61.7 48.5 64.3 51.2 48.9 54.9

9 프랑스 55.3 62.6 47.5 46.7 60.6 54.5

10 독일 47.8 61.9 58.8 38.2 52.3 51.8

11 호주 37.6 62.1 53.7 43.2 53.7 50.1

12 헝가리 50.9 66.0 34.7 37.6 55.0 48.8

13 칠레 39.0 48.2 42.5 35.9 39.7 41.1

14 룩셈부르크 39.4 48.0 46.5 31.1 40.3 41.0

15 스페인 42.0 48.9 41.6 30.5 40.5 40.7

16 이탈리아 40.4 47.5 39.4 31.5 38.5 39.5

17 한국 24.0 36.3 52.6 42.0 36.5 38.3

18 폴란드 39.9 45.7 37.1 27.7 37.0 37.5

19 스위스 36.4 47.2 42.7 25.0 34.6 37.2

20 에스토니아 49.5 36.3 21.1 34.6 43.4 37.0

21 터키 29.0 39.1 46.1 33.1 36.5 36.8

22 체코 45.6 50.9 30.0 18.7 38.3 36.7

23 슬로바키아 38.8 33.3 39.0 19.9 50.2 36.3

24 영국 35.3 37.5 33.3 31.9 39.2 35.4

25 오스트리아 36.1 43.0 29.3 23.8 39.2 34.3

26 멕시코 23.5 33.7 42.9 31.8 37.0 33.8

27 아일랜드 38.7 32.2 27.5 29.8 39.8 33.6

28 포르투갈 35.4 41.7 33.4 18.0 32.9 32.3

29 그리스 25.8 38.5 34.9 19.6 25.5 28.9

30 스웨덴 29.4 40.0 17.1 22.5 25.7 27.0

31 아이슬란드 21.7 11.4 18.4 46.7 31.9 26.0

32 핀란드 30.8 30.0 10.9 17.0 31.4 24.0

33 일본 10.6 18.6 32.2 20.0 0.8 16.4

34 노르웨이 16.2 21.9 4.7 15.7 17.7 15.2

표 2-8. OECD 34개국의 국가농업경쟁력 종합지표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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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ECD 주요국의 국가별 농업경쟁력 비교

2.2.1.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 주요국가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 2개년도(2007년과 2011년)를 비교한 결과,

호주가 2007년 최하위에서 2011년 57.0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으며, 한국

도 동기간 17.7에서 62.6으로 매출액 성장률 지표가 크게 호전됨.

○ 반면, 동기간 매출액 성장률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주요 국가는 미국

(-9.1), 일본(-30.2)임. 특히, 일본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가 2007년 30.2에서 

2011년에는 최하위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7년 이후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주요 농산물 수출 실적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임.

그림 2-9. OECD 주요 국가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 비교(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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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비교우위 지표(CAI)

○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 무역특화 지표를 종합한 주요 국가의 연도별 비

교우위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비교우위 지표는 2007년 69.3에서 

2011년 72.0으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나타냄.

○ 한국의 비교우위 지표(2011년 기준 32위)는 2011년 12.2로 2007년(10.0)보

다 2.2p 늘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반면, 네덜란드와 호주는 동 기간 각각 78.5에서 74.1, 57.9에서 55.9로 상대

적으로 비교우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0. OECD 주요 국가의 비교우위 지표 비교(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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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경영효율성 지표(EEI)

○ 2007년과 2011년 주요 국가의 경영효율성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국가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프랑스가 2007년 59.1에서 2011년 

61.7로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장점유율 지표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

우, 경영효율성 지표는 동 기간 각각 15.5p, 6.5p, 15.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의 경영효율성은 2007년 44.3에서 2011년 34.7로 9.6p 감소함. 이는

일본보다 높지만 나머지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2-11. OECD 주요 국가의 경영효율성 지표 비교(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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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국가 농업경쟁력 종합지표(NARI)

○ 2007년과 2011년의 국가 농업경쟁력 종합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가 동기간 각각 5.5p, 5.3p, 16.4p 씩 국가농업경쟁력 수준이 향

상되었으며, 한국의 경우도 2007년 24.0에서 2011년 36.5로 12.5p 높아짐.

○ 반면 호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농업경쟁력 수준은 악화됨.

- 일본, 뉴질랜드, 미국은 동 기간 각각 9.8p, 0.7p, 7.3p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 2-12. OECD 주요 국가의 국가농업경쟁력 종합지표 비교(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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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시·군별 농업경쟁력 분석

1.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지표 분석 방법

1.1.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 범위 및 대상

○ 시·군농업경쟁력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 시·군의 농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획득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타 시·군보다 우월

한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 정의함.

○ 따라서 시·군별 농업경쟁력은 시·군 간의 농업역량(성과)을 평가하는 유용

한 기준으로 개별 시·군의 농업체계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함.

○ 평가의 대상은 시·군의 농업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평가요소를 이용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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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 방법7) 

1.2.1. 규모 지표(Scale Index: SI)

○ 규모 지표(Scale Index: SI)는 양적 역량지표로서 생산 기반과 노동력 구조를 나

타내는 항목으로 구성되며 시·군의 생산력 규모를 반영함(김정호, 이병훈 2005).

○ 규모 지표(SI)를 계측하기 위해 상관성 및 순위 분석(correlation and ranking

analysis)을 실시하여 생산 기반과 노동력 구조에 해당하는 시·군역량 변수

를 추출(주성분 분석)하고, 이들 변수들을 표준지수화8) 및 가중평균 함.

- 생산기반 지표 항목: 농가 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기계 대수, 농업종

사자 수, 가축 사육두수 등을 반영함.

- 노동력 구조 지표 항목: 청장년 경영주 수, 청장년 농업종사자 수, 학력별(고학

력, 저학력, 고졸 이상) 농가 수, 고령경영주 수, 2～3세대 농가 수 등을 반영함.

 
 



 (식 3-1)

1.2.2. 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 PI)

○ 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 PI): 질적 역량지표로서 투입대비 산출 구조,

생산성 변화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함(Caves et al. 1982; Fare et al. 1994).

7) 시·군별 농업역량과 관련된 요인인 규모, 생산성, 효율성, 집중도 등을 지표로 선정함.

8) 규모 지표에 대한 상대적인 수준을 시·군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점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준지수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여기서 는 i시·군, j항목 지표의 표준화 지수로 100과 0을 기준으로 분포함(Daniele

archivug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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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방법은 총요소생산성 지수(Total Factor Productivity index: TFP index)

를 활용하였으며 이때 콥더글러스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추정하여 

시·군별 총요소생산성(TFP)를 구하고 그 격차를 표준지수화하여 나타냄.

- 사용된 자료는 산출 부문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액, 투입부문은 경지면적,

농업종사자와 같은 농업노동력, 농기계 및 시설자본 등 농업자본 등임.

  ln 



    (식 3-2)

1.2.3. 농업재정투입 지표(agr icultural Finance input Index: FI)

○ 농업재정투입 지표(agricultural Finance input Index: FI)는 농업투융자 예산

의 실질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투자가 얼마나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는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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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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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력 육성 등의 농업경쟁력 관련 재정지출

1.2.4. 지역집중 지표(Location Quotient: LQ index)

○ 지역집중 지표(Location Quotient: LQ index)9)는 품목별 입지계수를 이용하

여 시·군 간 특화 정도 및 산지 집중도를 적용함(lsserman 1977).

9) LQ>1이면 전국 대비 특화 및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LQ<1이면 비특회 및 집중,

LQ=1이면 전국평균수준을 의미함. 2보다 크면 특화지역의 핵심작목, 1과 2사이면 

주산작목임(김병택, 정정석 1990).



42

  (식 3-3)

○ 여기서 활용된 지역집중도 지표는 농림생산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9개 

품목(재배업 38개, 축산업 11개)의 시·군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별 

입지계수를 계측하고, 품목별 가중치로 가중합산하여 시·군별 지역집중 지표

를 도출함. 이때 품목별 가중치는 품목별생산총액/농업총생산액으로 시산함.

품목 구분 품목 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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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지역집중도 계측 시 이용된 품목 분류

1.2.5. 종합역량 지표(Total Capability Index: TCI)

○ 종합역량 지표(Total Capability Index: TCI)는 규모 지수, 생산성 지수, 농업

재정투입 지수, 지역집중도 지수 등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함(Daniele archivugi 2004).

○ 농축산물 총생산액과 각 지표별 지수와 상관분석에 의하여 산출된 상관계수

를 가중치로 활용(상관계수의 합을 ‘1’로 하여 가중치 산출)하여 각 지표를 

가중합산함.

 
 



   (식 3-4) 각 부문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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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자료는 2005, 2010년 농업총조사의 개별 농가 원시자료를 156개 시·군

으로 분류하고 각 시·군별 개별 농가 자료이며, 개별 농가의 농축산물 생산

액, 생산의 3요소 노동투입액(농업종사자수), 자본투입액(농기계, 시설), 토

지투입액(경지면적) 등을 이용.

그림 3-1. 농업경쟁력 지표의 구성과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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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의 추정 방법10)

○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의 추정은 재배업 생산액 부문과 축산업 생산액 부문

으로 분리하여 계측할 필요가 있으며, 그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시·군별 농업 총생산액 = 재배업 생산액 + 축산업 생산액 = (재배 품목

별 시·군의 연간 총생산량 × 품목별 평균 농가판매가격)+(사육 축종별 

시·군의 연간 총 출하두수 × 축종별 마리당 평균 농가판매가격)

○ 그러나 품목별 또는 축종별 농가판매가격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구

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방안으로 기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농업총생산

액과 농업총조사(2005, 2010)의 면적과 사육두수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별 

농업 총생산액을 추정하였으며, 그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시·군별 농업 총생산액 = 재배업 생산액 + 축산업 생산액 = {품목별 총

생산액 × (품목별 시·군의 총 재배면적 / 품목별 총 재배면적)}+{축종별 

총생산액 × (축종별 시·군의 총 마리수 / 축종별 총 마리수)

10) 시·군별 농업총생산액은 시·군 농업의 규모와 역량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에

도 현재는 광역자치 단위인 시 도별 통계수치 정도만 발표되고 있고, 기초단위인 

시·군별 농업총생산액 지표는 농림어업생산액 단위로 통합되어 있어 농업총생산액 

자체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별 농업생산액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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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배업 생산액 부문은 식량작물, 채소(노지, 시설 구

분), 과실, 특용작물, 약용작물, 화훼류, 버섯, 전매작물, 기타로 부류로 구분

하였으며, 부류는 다시 세부 품목으로 분류하여 생산액을 계측하였음.

○ 또한 부류별에서 기타품목의 생산액은 부류별 총생산액에서 기타품목이 차

지하는 면적별 비율을 고려하여 생산액의 5~10%를 임의로 할당하였음.

○ 축산업 생산액 부문은 통계청의 농업총생산액 자료상의 가축과 축산물의 생

산액을 합산 후, 농업총조사 자료상의 사육 마리 수에 적용하여 계측하였음.

○ 농업생산액 추정에 이용된 품목이 다소 상이하여 추정된 농업총생산액과 

통계청에서 공표한 농업총생산액은 다소 차이가 있음.

- 2010년: 공표된 농업총생산액 41조 7,000억 원, 추정된 농업총생산액 41조

4,000억 원

- 2005년: 공표된 농업총생산액 35조 1,000억 원, 추정된 농업총생산액 36조

5,000천억 원

○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별 생산액을 산출한 결과, 제주시, 서귀포

시가 1, 2위를 기록한 가운데 부여군, 해남군, 홍성군, 정읍시, 나주시, 천안

시, 영암군, 김제시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해당하였으며 이들 시·군의 

농업생산액은 전체 농업총생산액의 18%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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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2010년 2005년

시·군
농업

총생산액

호당농업

생산액

중위농업

생산액
시·군

농업

총생산액

호당농업

생산액

중위농업

생산액

총계 413,560 3,819 906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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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시·군별 농업생산액 추계 결과(상위 30위)

단위: 억 원,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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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별 농업경쟁력 분석 결과

○ 본 절에서는 시·군의 농업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수준을 시·군별로 비교하기 위한 표준 지수화11)된 규모, 생산성, 농업재정

투입, 집중도 등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가중 합산12)하여 시·군별 종합역량 

지표를 도출하였음.

2.1. 규모 지표(Scale Index: SI)

○ 규모 지표는 양적 역량지표로서 생산 기반, 노동력 구조 등 생산력 규모를 

반영하여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 결과,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통합한 제주시, 서귀포시가 1, 2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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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시·군으로 나타남.

11) 전체 평균 대비 개별 계측치의 상대적 수준을 고려할 경우(개별계측치/전체평균)×

100으로 지수화함.

12) 각 부문별 지표에 가중치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이들 부문별 지수를 합산한 것을 의

미함. 이때 가중치는 시·군별 농축산물생산액을 종속변수로 각 부문별 지표를 설명

변수로 추정하여 가중치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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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0년 시·군별 농업규모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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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0년 2005년

시·군명
규모 지표
(SI)

지수 시·군명
규모 지표
(SI)

지수

1 제주시 15.22 100.0 제주시 14.53 100.0

2 서귀포시 12.56 82.1 경주시 12.77 87.6

3 경주시 12.21 79.9 상주시 12.65 86.8

4 상주시 11.53 75.3 서귀포시 12.65 86.7

5 안동시 10.77 70.2 화성시 11.32 77.4

6 진주시 10.30 67.0 안동시 11.18 76.4

7 김천시 10.24 66.7 당진군 11.12 76.0

8 당진군 10.07 65.5 나주시 11.00 75.1

9 김제시 9.58 62.2 해남군 10.95 74.8

10 서산시 9.50 61.7 진주시 10.76 73.4

11 화성시 9.49 61.6 김제시 10.48 71.5

12 해남군 9.45 61.4 김천시 10.40 70.9

13 익산시 9.19 59.6 익산시 10.36 70.7

14 고흥군 9.05 58.7 정읍시 9.93 67.6

15 의성군 8.99 58.3 고흥군 9.75 66.3

16 천안시 8.97 58.1 평택시 9.63 65.5

17 포항시 8.87 57.5 논산시 9.63 65.5

18 영천시 8.86 57.4 서산시 9.62 65.4

19 공주시 8.78 56.9 천안시 9.53 64.8

20 정읍시 8.78 56.9 의성군 9.43 64.1

21 홍성군 8.76 56.7 예산군 9.19 62.4

22 논산시 8.67 56.2 영천시 9.13 61.9

23 나주시 8.67 56.1 청원군 9.12 61.9

24 청원군 8.57 55.5 안성시 9.01 61.1

25 부여군 8.35 54.0 포항시 8.99 61.0

26 예산군 8.27 53.5 공주시 8.94 60.7

27 충주시 8.02 51.8 고창군 8.80 59.7

28 평택시 8.01 51.7 홍성군 8.77 59.4

29 순천시 7.84 50.6 밀양시 8.62 58.4

30 안성시 7.81 50.4 부여군 8.52 57.7

표 3-3. 시·군별 규모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주: 계측값이 동일할 경우 공동 순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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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 PI)

○ 생산성 지표는 질적 역량지표로서 산출 부문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액, 투입

부문은 경지면적, 농업종사자와 같은 농업노동력, 농기계 및 시설자본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별 총요소생산성(TFP)을 산출하여 지수화한 것임.

- 분석 결과, 생산성이 제일 높은 시·군은 양산시, 포천시, 양주시, 익산시,

안성시, 정읍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2010년 시·군별 농업생산성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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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0년 2005년

시·군명
총요소생산성
(TFP)

지수 시·군명
총요소생산성
(TFP)

지수

1 양산시 0.48 100.0 태백시 0.49 100.0

2 포천시 0.47 97.8 양주시 0.43 86.3

3 양주시 0.41 83.9 포천시 0.42 84.4

4 익산시 0.39 80.5 연천군 0.39 77.8

5 안성시 0.39 79.6 동두천시 0.39 76.9

6 정읍시 0.38 79.0 양산시 0.38 74.8

7 동두천시 0.37 77.1 남양주시 0.36 70.3

8 나주시 0.36 74.6 파주시 0.34 65.5

9 경주시 0.36 73.7 이천시 0.33 62.9

10 경산시 0.35 71.1 용인시 0.33 62.5

11 계룡시 0.34 70.6 화성시 0.32 61.5

12 태백시 0.34 70.0 여주군 0.31 60.0

13 칠곡군 0.34 70.0 안성시 0.31 58.9

14 이천시 0.34 69.4 김해시 0.30 57.3

15 김해시 0.33 67.9 김제시 0.30 57.2

16 청원군 0.32 66.2 익산시 0.30 55.8

17 장흥군 0.32 65.8 나주시 0.29 55.3

18 철원군 0.32 65.7 경주시 0.29 55.0

19 화성시 0.32 65.4 의정부시 0.29 54.0

20 김제시 0.31 64.2 칠곡군 0.28 52.5

21 영주시 0.31 63.0 경산시 0.28 51.2

22 고령군 0.30 62.3 청원군 0.26 48.6

23 여주군 0.30 61.6 정읍시 0.26 48.1

24 함평군 0.30 60.9 계룡시 0.26 47.2

25 합천군 0.30 60.9 김포시 0.25 46.1

26 성주군 0.30 60.7 진천군 0.25 45.6

27 파주시 0.29 58.6 가평군 0.25 45.4

28 논산시 0.28 57.7 고양시 0.25 45.2

29 화천군 0.28 56.3 구리시 0.25 45.2

30 공주시 0.28 56.2 제주시 0.25 44.9

표 3-4. 시·군별 생산성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주: 계측값이 동일할 경우 공동 순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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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재정투입 지표(agricultural Finance input Index: FI)

○ 농업재정투입 지표는 농업생산 기반정비, 농업기계 및 시설현대화, 기술개

발, 정예인력 육성 등 농업경쟁력 예산 비중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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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괴산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진안군 등의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분석됨.

그림 3-4. 2010년 시·군별 농업재정투입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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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0년 2005년

시·군명
농업재정
투입비율

지수 시·군명
농업재정
투입비율

지수

1 임실군 28.56 100.0 무안군 27.56 100.0

2 남원시 26.14 91.5 해남군 27.47 99.6

3 의성군 24.40 85.3 고창군 26.41 95.8

4 보성군 24.30 85.0 장수군 24.59 89.2

5 영암군 23.23 81.2 군위군 23.47 85.0

6 괴산군 23.08 80.7 의성군 23.47 85.0

7 영광군 23.02 80.5 강진군 22.99 83.3

8 함평군 22.63 79.1 성주군 21.44 77.7

9 무안군 22.22 77.6 괴산군 21.44 77.7

10 진안군 22.03 77.0 장흥군 20.63 74.7

11 장수군 21.97 76.8 함평군 20.30 73.5

12 고흥군 21.94 76.7 영광군 19.83 71.8

13 고창군 21.66 75.7 신안군 19.67 71.2

14 해남군 21.24 74.2 고흥군 19.51 70.6

15 의령군 21.21 74.1 순창군 19.09 69.0

16 예천군 20.55 71.8 장성군 19.04 68.9

17 순창군 20.49 71.6 서천군 19.00 68.8

18 신안군 19.47 68.0 예산군 18.20 65.8

19 김제시 19.32 67.4 고성군 17.92 64.8

20 장흥군 19.31 67.4 고성군 17.92 64.8

21 봉화군 19.29 67.3 부안군 17.85 64.5

22 군위군 19.27 67.2 임실군 17.80 64.3

23 구례군 18.67 65.1 김제시 17.68 63.9

24 진도군 18.47 64.4 영암군 17.39 62.9

25 강진군 18.42 64.2 진안군 17.06 61.7

26 청양군 17.96 62.6 서산시 16.89 61.0

27 보은군 17.76 61.9 청원군 16.34 59.0

28 청송군 17.48 60.9 청양군 16.29 58.8

29 무주군 17.32 60.4 당진군 16.27 58.8

30 장성군 17.21 60.0 보성군 16.01 57.8

표 3-5. 시·군별 농업재정투입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주: 계측값이 동일할 경우 공동 순위 존재함.



54

2.4. 지역집중 지표(Location Quotient: LQ index)

○ 품목별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시·군 간 특화정도 및 산지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역집중 지표를 계측한 결과, 지역집중도 높은 상위 10위권의 시·군은 성

주군, 영주시, 고령군, 부여군, 담양군, 김천시, 영암군, 고창군, 칠곡군, 논산

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 2010년 시·군별 농업지역집중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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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0년 2005년

시·군명 입지계수(LQ) 지수 시·군명 입지계수(LQ) 지수

1 성주군 1.22 100.0 성주군 1.06 100.0

2 영주시 1.07 82.6 의성군 1.05 98.0

3 고령군 1.06 82.0 보령시 1.04 96.9

4 부여군 1.03 80.6 상주시 1.04 96.8

5 담양군 1.01 79.9 안성시 1.04 96.1

6 김천시 0.99 79.0 김천시 1.04 95.8

7 영암군 0.99 79.0 밀양시 1.02 93.2

8 고창군 0.96 77.8 영천시 1.02 92.9

9 칠곡군 0.95 77.4 담양군 1.02 92.6

10 논산시 0.95 77.2 고흥군 1.01 92.1

11 익산시 0.94 76.8 익산시 1.01 92.0

12 예천군 0.94 76.8 창녕군 1.01 91.8

13 구미시 0.94 76.7 당진군 1.01 91.6

14 밀양시 0.93 76.4 거창군 1.01 91.4

15 거창군 0.93 76.4 청도군 1.01 91.4

16 홍성군 0.93 76.3 공주시 1.01 91.3

17 아산시 0.93 76.2 보은군 1.01 91.2

18 완주군 0.93 76.2 경주시 1.01 91.1

19 진안군 0.92 76.0 홍성군 1.00 91.0

20 보령시 0.92 75.9 고성군 1.00 91.0

21 계룡시 0.92 75.9 고성군 1.00 90.7

22 철원군 0.92 75.9 구미시 1.00 90.6

23 정읍시 0.92 75.7 철원군 1.00 90.4

24 남원시 0.91 75.6 계룡시 1.00 90.1

25 합천군 0.91 75.5 금산군 1.00 89.7

26 군포시 0.91 75.5 평택시 1.00 89.6

27 광주시 0.91 75.4 장흥군 0.99 89.2

28 청양군 0.91 75.4 포항시 0.99 89.2

29 단양군 0.91 75.3 군위군 0.99 89.1

30 함안군 0.91 75.2 청양군 0.99 89.1

표 3-6. 시·군별 지역집중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주: 계측값이 동일할 경우 공동 순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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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합역량 지표(Total Capability Index: TCI)

○ 종합역량 지표는 부문별 경쟁력 지표인 규모 지표, 생산성 지표, 농업재정

투입 지표, 지역집중도 지표에 가중 합산법을 반영하여 시·군농업의 종합

역량 지수를 산출함.

○ 산출 결과, 종합역량 지수가 높은 상위 10위권의 시·군은 제주시, 상주시,

의성군, 김제시, 서귀포시, 해남군, 경주시, 고흥군, 김천시, 남원시 등의 시·

군이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분석됨(2005년도는 <부표2> 참조).

그림 3-6. 2010년 시·군별 농업종합경쟁력 지표 산출 결과(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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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시·군
종합역량지수

(TCI)

부문별 지표

규모 생산성
농업재정

투입
지역집중

1 제주시 70.47 100.0 44.5 32.3 70.8

2 상주시 64.59 75.3 43.2 53.0 73.0

3 의성군 64.41 58.3 23.4 85.3 73.1

4 김제시 64.40 62.3 64.2 67.4 72.7

5 서귀포시 64.19 82.2 21.6 46.9 73.2

6 해남군 62.82 61.4 26.2 74.2 74.7

7 경주시 62.50 79.9 73.7 31.1 70.5

8 고흥군 61.41 58.7 22.6 76.7 68.1

9 김천시 60.42 66.7 48.1 50.8 79.0

10 남원시 60.20 44.1 32.9 91.5 75.6

11 정읍시 58.87 56.9 79.0 53.5 75.7

12 영암군 58.83 45.1 44.7 81.2 79.0

13 나주시 58.41 56.1 74.6 54.7 74.8

14 고창군 57.78 49.9 26.5 75.7 77.8

15 안동시 56.65 70.2 36.1 38.0 73.6

16 당진군 56.50 65.5 29.1 46.9 73.8

17 홍성군 56.35 56.7 54.7 52.6 76.3

18 익산시 55.24 59.7 80.5 36.9 76.8

19 무안군 54.99 41.6 40.6 77.7 72.2

20 청원군 53.83 55.5 66.3 44.2 72.8

21 서산시 53.71 61.7 12.5 49.0 73.7

22 부여군 53.46 54.0 32.7 53.0 80.7

23 예천군 53.32 41.9 36.9 71.8 76.8

24 예산군 53.20 53.5 34.4 54.8 71.7

25 임실군 53.20 24.0 40.9 100.0 72.3

26 보성군 52.91 35.1 31.0 85.0 69.1

27 논산시 52.26 56.2 57.7 39.5 77.2

28 영천시 52.24 57.4 52.0 41.1 69.2

29 함평군 51.85 30.6 60.9 79.1 73.4

30 합천군 51.55 43.3 60.9 57.4 75.5

표 3-7. 시·군별 종합역량 지표(2010년, 상위 30위)

주: 1) 계측값이 동일할 경우 공동 순위 존재함.

2) 부문별 지표 가중치 비중은 규모 지표 0.149, 생산성지표 0.383, 농업재정투입지표 

0.1641, 지역집중지표 0.303을 반영함(회귀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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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 분석

1.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 평가지표 분석 방법

1.1.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 평가 범위 및 대상

○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은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가 경제적 특성을 기준으

로, 한 영농형태가 농업생산으로부터 직접적인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획

득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타 영농형태보다 우월한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 정의함.

○ 따라서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 지표는 한 영농형태의 농업역량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인 동시에 한 영농형태의 농가경제적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

할 수 있음.

○ 평가의 대상은 농가의 조수입 기준으로 크게 쌀농가, 채소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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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 평가 방법13)

○ 첫째, 농가교역조건 지수(parity indices)는 농가의 농업경영 및 생활용품의 

가격과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의 채산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 영농형태별 농가교역조건 지수=농가판매가격 지수/농가구입가격 지수

○ 둘째, 농업경영수지(agri-management balance)14)는 농업수지 지표로서 농업

생산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투입대비 산출 구조를 반영함.

※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수지 지수=농업조수입/농업경영비×100

○ 셋째, 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는 농가의 영농형태별 생산성 변화를 

총요소생산성(TFP)을 구하고 그 격차를 표준지수화하여 나타냄.

○ 넷째, 효율성 지표(efficiency index)는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ies: TE)

을 계측하고 해당 영농형태별로 효율성을 평균하여 그 격차를 표준지수화 함.

○ 다섯째, 영농역량 지표(farm-type capacity index)는 농가의 농업 생산의 효

율적 구조를 반영함. 이를 위해 농가교역조건 지수, 농업경영수지 지표, 생

산성 지표, 효율성 지표의 평균합산법을 적용하여 영농역량 지수를 산출함.

○ 분석자료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

용하였고 이 중 농가를 영농형태별로 구분하여 재분류하여 지표를 추계함.

13) 영농형태별 농업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교역조건지수(패리티 지수), 농업

경영수지, 생산성, 효율성 등을 선정하였음.

14) 영농형태별로 1년간 농가에서 농업경영 부문에는 농업생산과정에서 사료비·비료비·

약제비·광열비·농구비·노임 및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 농업경영비와 농업생산물에서 

얻어진 농업조수입의 비율로서 농업경영 흑자 또는 적자 여부 및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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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의 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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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 분석 결과15)

2.1. 영농형태별 농가교역조건16) 지수(parity indices)

○ 전체 농가의 농가경제적 특성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가의 교역조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의 농가교역조건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다 2009년 

86%를 기점으로 반등하여 2011년에는 94% 수준까지 상승함.

그림 4-2.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 추이

15) 본 절의 일부 내용은 이병훈, 윤영석(2012)의 연구 결과를 발췌, 재정리하였음.

16)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 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상승폭을 비교

하여 농가의 채산성을 따지기 위한 지표 

- 100 이상: 농산물가격상승률 > 농가구입물품가격상승률 ⇒ 채산성 호전 

- 100 이하: 농산물가격상승률 < 농가구입물품가격상승률 ⇒ 채산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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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형태별 패리티 지수의 경우 최근 들어 채소의 패리티 지수는 농가판매

가격 지수의 상승 폭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부류에 비해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채소의 패리티 지수는 하락세에서 최근에 급등하여 채산성이 개선

된 것으로 집계됨. 다음으로 축산의 패리티 지수는 2010년에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에 판매가격 하락으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4-3. 영농형태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 추이

○ 한편, 최근 3년 평균(2009-2011) 기준으로 각 영농형태별 농가의 교역조건

지수를 살펴보면, 채소의 패리티 지수가 100.9를 기록하여 여타 영농형태 

보다 교역조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축산(81.9), 과수

(75.9), 쌀(78.4) 순으로 나타남<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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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논벼 채 소 과 수 축 산 전 체

2006 93.22 103.24 96.56 94.40 97.45

2007 93.99 104.10 94.37 87.69 96.76

2008 90.55 84.04 72.07 75.46 86.21

2009 81.15 84.22 70.51 80.90 83.89

2010 73.98 100.25 77.00 85.27 88.46

2011 80.22 118.21 80.06 79.59 94.35

최근 3년 평균
(2009-2011)　

78.45 100.89 75.86 81.92 88.90

표 4-1. 영농형태별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 추이

2.2.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수지(agri-management balance)

○농업경영수지는 모든 영농형태에서 감소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이는 농업조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한 데 반해 농업경영비는 급속

히 증가한 것에 기인함.

- 반면, 채소농가의 농업경영수지는 2008년에 반등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176까지 급등하는 등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됨.

그림 4-4.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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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 3년간 농업경영수지 계측 결과를 영농형태별로 살펴보면, 과수

농가가 177.0로 소득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채소농가 169.9, 논벼농가 

155.3, 축산 농가 141.4 순으로 계측되었음.

- 최근 들어 과수, 채소농가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반면, 축산농가의 

경우 자원집중에 따른 과잉생산을 초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을 하락시키

고 투입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구 분 논벼 채소 과수 축산 전체

2006 196.88 173.60 196.30 177.15 171.37

2007 179.64 160.76 196.47 156.77 164.65

2008 173.24 159.22 195.17 132.5 164.44

2009 167.95 163.75 176.23 147.86 160.84

2010 154.44 170.34 191.20 143.1 154.51

2011 143.63 175.6 163.70 133.14 155.83

최근 3년 평균
(2009-2011)

155.34 169.9 177.04 141.37 157.06

표 4-2.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수지

2.3. 영농형태별 생산성 지수(productivity index) 

○ 영농형태별 총요소생산성(TFP)을 계측하고 표준화된 생산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논벼농가의 생산성이 여타 영농형태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축산농가 및 과수농가의 생산성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채소농가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들어 소폭

상승세를 이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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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영농형태별 생산성 지표

 

○ 최근 3년간 영농형태별 생산성 지수 계측 결과, 논벼농가가 133.1로 가장 높

은 가운데, 다음으로 축산 107.2, 채소 93.1, 과수 89.8 순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논벼농가가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농업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총요소생산성(TFP) 생산성 지수

논벼 채소 과수 축산 전체 논벼 채소 과수 축산

2006 0.73 0.52 0.55 0.52 0.58 125.39 89.19 93.65 89.19

2007 0.73 0.56 0.45 0.46 0.55 133.27 101.09 82.18 82.91

2008 0.88 0.60 0.79 0.75 0.73 121.18 82.81 107.98 103.71

2009 0.79 0.45 0.44 0.64 0.55 143.09 82.00 80.36 116.00

2010 0.83 0.63 0.79 0.74 0.63 132.22 100.16 126.16 118.02

2011 0.84 0.64 0.42 0.60 0.67 125.68 95.65 63.51 89.79

최근 3년 평균
(2009-2011)

0.82 0.57 0.55 0.66 0.61 133.10 93.11 89.85 107.22

표 4-3. 영농형태별 생산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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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농형태별 효율성 지수(efficiency index)

○ 영농형태별 효율성 지수 추이를 보면, 상승세를 보이던 논벼농가의 효율성이

최근 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축산 및 과수 농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소농가는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감.

그림 4-6. 영농형태별 효율성 지표

○ 효율성 지수를 최근 3년 평균으로 살펴보면, 논벼농가가 153.26로 가장 높

으며, 다음으로 축산농가(98.4), 과수농가(84.8), 채소(82.7) 순으로 분석됨

- 생산성 지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논벼농가의 농업생산이 여타 영농

형태 농가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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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확률프론티어분석(SFA) 효율성 지수

논벼 채소 과수 축산 전체 논벼 채소 과수 축산

2006 0.53 0.36 0.38 0.44 0.42 125.65 85.99 90.74 104.51

2007 0.49 0.37 0.41 0.46 0.42 118.23 88.49 99.04 110.07

2008 0.58 0.35 0.35 0.41 0.44 131.36 79.77 80.45 92.95

2009 0.61 0.34 0.39 0.46 0.42 144.66 81.24 92.64 108.08

2010 0.62 0.38 0.35 0.44 0.45 138.14 84.04 77.38 97.56

2011 0.75 0.35 0.36 0.38 0.42 178.23 82.78 85.17 89.71

최근 3년 평균

(2009-2011)
0.66 0.36 0.37 0.42 0.43 153.26 82.71 84.88 98.45

표 4-4. 영농형태별 효율성 지표

2.5. 영농역량 지수(farm-type capacity index)

○ 상기의 4개 부문별 지수(농가교역조건 지수, 농업경영수지 지수, 생산성 지

수, 효율성 지수)를 평균 합산하는 방식으로 종합지수인 영농역량 지수를 

산출하였음.

- 논벼농가의 영농역량 지수가 1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채소농가(111.5) > 축산농가(107.4) > 과수농가(107.0)로 분석됨.

구 분 논벼농가 채소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2006 135.3 113.0 119.3 116.3

2007 131.3 113.6 118.0 109.4

2008 129.1 101.5 113.9 101.2

2009 134.2 102.8 104.9 113.2

2010 124.7 113.7 117.9 111.0

2011 131.9 118.1 98.1 98.1

최근 3년 평균
(2009-2011)

130.3 111.5 107.0 107.4

표 4-5. 영농형태별 영농역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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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08과 2009-2011년 영농형태별 영농역량 지표 비교 결과, 채소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의 지표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과수농가의 역량이 큰 폭으

로 하락하였음.

- 따라서 영농역량 순위는 2006-2008년 논벼>과수>채소>축산농가에서 

2009-2011년 논벼>채소>축산>과수농가 순으로 변하였음.

그림 4-7. 영농형태별 영농역량 지표(3개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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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국가별 품목경쟁력 분석17)

1. 국가별 품목경쟁력 평가지표 분석 방법

1.1. 국가의 품목별 농업경쟁력 평가 범위 및 대상

○ 특정 국가의 품목경쟁력은 ‘국가 단위의 경쟁공간에서 경합하는 각 국가의 

개별 품목이 타국 품목과의 경쟁 속에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확

대하기 위해 우월한 시장지위(매출, 시장점유율, 생산성)를 유지하고, 우월

한 시장지위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 차원의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 품목경쟁력의 경쟁공간은 국가별 농업구조와 내수 및 수출 주력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공간으로서 자국 시장 또는 수출 대상국 

시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곡물, 축산, 과실, 채소 등 부류별 대표 품목을 선정하여 대표 

품목의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계측함.

17) 본 장의 일부 내용은 고려대학교에 의뢰한 위탁연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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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류별 대표 품목은 생산액 비중이 높으면서 수입산과 경합하고 있는 

쌀(곡물), 쇠고기(축산), 포도(과실), 고추(채소)로 선정함.

○ 한국산 경쟁품목의 수입 자료는 경쟁공간인 한국 시장의 개별 품목에 부합

하는 HS 코드를 적용하여 선정하고, UN의 공식통계인 UN Comtrade의 자

료 이용을 위해 HS 코드 6단위를 최하위 단위로 적용함.

- 쌀과 포도: 각각 HS 1006 및 HS 0806에 포함되는 전 품목의 수입 자료를 이용함.

- 쇠고기: HS 0201(냉장 쇠고기), HS 0202(냉동 쇠고기) 및 냉동설육(토시

살 및 안창살)을 포함하는 HS 020629의 자료를 이용함.

- 고추: HS 070960(기타 신선채소로서 고추 포함), HS 071080(기타 냉동채소로서 

고추 포함), HS 090420(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 포함)18)의 자료를 이용함.

○ 품목별 경쟁력 평가대상 국가는 최근 5개년(2008-2012년)의 한국의 수입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함.

- 경쟁 국가의 수입액 점유율을 기준으로 ① 개별 시장점유율이 1% 이상,

② 누적점유율 90% 이상에 포함되는 국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공신

력 있는 자료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원칙 ②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시장점유율이 1% 이상 국가를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함.

○ 상기의 원칙에 따라 선정된 한국시장에서의 한국산의 품목별 경쟁대상 또는 

평가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음(괄호는 각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의미함).

- 쌀: 한국, 중국(53.%), 미국(29.9%), 태국(12.9%)19)

- 쇠고기: 한국, 호주(54.6%), 미국(34.0%), 뉴질랜드(10.4%)

18) HS 070960에는 파프리카도 포함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적용함.

19) 베트남 쌀의 비중이 2.2%로 1% 이상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지만, 베트남산을 

제외한 국가들의 누적점유율이 98.1%로 원칙 ②에 부합하고, 베트남산 쌀의 경우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 자료가 부재하여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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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한국, 칠레(80.4%), 미국(18.3%)20)

- 고추: 한국, 중국(94.6%), 베트남(4.4%)

1.2. 국가별 품목경쟁력 평가방법21)

1.2.1.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 매출액 성장률 지표는 경쟁 공간이 되는 국가의 품목별 생산액에서 수출액

을 뺀 경쟁 공간 국가의 자국산 소비액과 해당국의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자료를 적용함.

- 예컨대, 한국 쌀시장에서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는 쌀 생산액에서 수출액

을 뺀 자국산의 내수용 소비액을 지수화하여 산출하고, 경쟁력 평가대상 

국가인 중국, 미국, 태국의 수입액을 지수화하여 해당 국가들의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지표를 산출함.

1.2.2. 시장점유율 지표(MSI)

○ 시장점유율 지표는 개별 국가와 주요 수출국의 현시비교우위와 무역특화 

수준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시비교우위 지표와 무역특화 지표를 제외

한 시장점유율만을 이용하여 산출함.

- 한국산 및 수출국 k로부터 수입되는 수입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내 시장

점유율은 각각 다음의 식을 통해 도출됨.

20) 페루산 포도의 비중이 1.1%로 1% 이상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나타내지만, 페루산을 

제외한 국가들의 누적점유율이 99.8%로 원칙 ②에 부합하고, 페루산 포도의 경우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 자료가 부재하여 제외함.

21) 국가별 품목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인 매출액 성장률, 시장점유율 등을 지표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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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

Pr한국한국
Pr한국한국



 한국
Pr한국한국

(식 5-1)

한국 : 한국시장 내 한국산의 시장점유율

Pr한국: 한국산 생산액

한국 : 한국산 수출액

한국: 한국 내 총소비액

 한국: 한국의 j국으로부터의 수입액

 
한국
 한국

Pr한국한국


 한국
 한국

(식 5-2)

 : 한국시장 내 k 국가의 시장점유율

1.2.3. 국가별 품목경쟁력 종합지표(NPCI)

○ 국가별 품목경쟁력 종합지표(  )는 매출액 성장률 지표와 시장점유율 

지표의 평균임.

  


  (식 5-3)

그림 5-1. 국가별 품목경쟁력 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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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품목경쟁력 분석 결과

2.1. 쌀

○ 쌀은 관세화가 유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요 협상대상국으로부터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이 증가하고 있음.

구분

한국

중국 미국 태국 기타 소계생산액
(A)

수출액
(B)

국내 소비
(A-B)

2004 8,711 1.377 8,710 38 33 12 0.0004 8,792

2005 8,336 0.089 8,336 33 14 4 0.009 8,387

2006 8,801 0.040 8,801 68 32 14 4.9 8,919

2007 8,457 1.322 8,455 83 42 11 0.0004 8,592

2008 8,501 0.829 8,500 96 58 40 0.0053 8,695

2009 6,801 7.300 6,793 159 79 15 0.019 7,047

2010 5,871 6.394 5,865 136 78 31 3.6 6,115

2011 7,228 6.277 7,222 230 125 61 19.8 7,658

표 5-1. 한국 시장에서의 국가별 쌀 소비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 쌀 생산액은 통계청의 원화 기준 생산액에 환율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수입액 

및 수출액 자료는 UN Comtrade 자료임.

○ 쌀 원산지별 매출액 성장률 지표 산출 결과, 태국산이 가장 높고, 한국, 중

국, 미국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관세화 유예로 한국의 시장점유율 지표가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관세화 유예에 따른 도입물량 증가로 시장점유율 지표가 소폭 하락하는 추

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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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시장점유율 지표(MSI)

한국 중국 미국 태국 한국 중국 미국 태국

2004 46.2 45.4 64.1 54.6 99.1 0.4 0.4 0.1

2005 44.9 44.5 41.8 41.1 99.4 0.4 0.2 0.0

2006 45.5 51.4 52.7 60.8 98.7 0.8 0.4 0.2

2007 44.9 46.5 47.1 44.2 98.4 1.0 0.5 0.1

2008 45.2 46.1 47.5 60.3 97.8 1.1 0.7 0.5

2009 44.0 49.1 47.3 41.4 96.4 2.3 1.1 0.2

2010 44.4 44.3 45.1 51.7 95.9 2.2 1.3 0.5

2011 46.6 49.3 48.8 50.8 94.3 3.0 1.6 0.8

표 5-2. 국가별 쌀 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 국가별 쌀 경쟁력 종합지표 산출 결과, 한국산은 중국, 미국, 태국 등의 경쟁

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70 이상)을 나타냄. 하지만 매출액 성장률 지표

의 증가 둔화와 시장점유율 지표 하락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구분 한국 중국 미국 태국

2004 72.6 22.9 32.2 27.3

2005 72.2 22.5 21 20.6

2006 72.1 26.1 26.5 30.5

2007 71.7 23.7 23.8 22.2

2008 71.5 23.6 24.1 30.4

2009 70.2 25.7 24.2 20.8

2010 70.1 23.3 23.2 26.1

2011 70.4 26.2 25.2 25.8

표 5-3. 국가별 쌀 경쟁력의 종합지표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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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쇠고기

○ 쇠고기는 국내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생산액 증가로 자국산 소비액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와 더불어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구분

한국

호주 미국
뉴질
랜드

기타 소계생산액
(A)

수출액
(B)

국내 소비
(A-B)

2004 1,239 0.004 1,239 354 103 139 3 1,837

2005 1,782 0.500 1,781 538 4 179 12 2,514

2006 1,963 0.938 1,963 688 - 163 21 2,835

2007 2,266 0.065 2,266 756 94 161 19 3,296

2008 2,057 0.518 2,057 674 197 156 18 3,101

2009 2,222 7.894 2,214 480 285 89 5 3,073

2010 2,336 7.564 2,328 631 420 120 9 3,509

2011 2,265 13.408 2,251 844 649 156 18 3,918

표 5-4. 한국 시장에서의 국가별 쇠고기 소비액
단위: 백만 달러

주: 2006년 미국산의 “-” 표기는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산 쇠고기의 생산액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도출물량과 도매가격을 

곱한 후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에서 제공하는 정육율을 곱한 원화 기준 생산액에 

환율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수입액 및 수출액은 UN Comtrade 자료임.

○ 국가별 쇠고기 매출액 성장률 지표 산출 결과, 한국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

이는 반면, 호주와 미국은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국가별 시장점유율 지표는 한국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호주산과 미국산은 증가 추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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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시장점유율 지표(MSI)

한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 한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

2004 40.1 70.5 12.6 75.3 67.4 19.3 5.6 7.6

2005 58.0 60.8 9.8 52.8 70.9 21.4 0.2 7.1

2006 46.5 52.6 8.5 40.0 69.2 24.3 0.0 5.8

2007 48.3 46.4 - 42.5 68.8 22.9 2.9 4.9

2008 39.8 39.2 80.7 41.8 66.3 21.7 6.4 5.0

2009 45.6 33.1 58.4 28.1 72.0 15.6 9.3 2.9

2010 44.7 53.7 59.2 55.3 66.4 18.0 12.0 3.4

2011 41.8 54.6 61.7 53.1 57.5 21.5 16.6 4.0

표 5-5. 국가별 쇠고기 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주: 2007년 미국산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 및 시장점유율 지표의 “-” 표기는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6년 미국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표가 산출되지 않았

음을 의미함.

○ 국가별 쇠고기 경쟁력 종합지표 산출 결과, 한국은 2005년 64.5로 최고치를 기

록한 이후 2011년 49.6으로 감소한 반면, 호주와 미국은 증가 추세를 나타냄.

구분 한국 호주 미국 뉴질랜드

2004 53.7 44.9 9.1 41.4

2005 64.5 41.1 5.0 30

2006 57.8 38.4 4.3 22.9

2007 58.5 34.6 - 23.7

2008 53.1 30.5 43.5 23.4

2009 58.8 24.3 33.8 15.5

2010 55.5 35.9 35.6 29.4

2011 49.6 38.1 39.1 28.6

표 5-6. 국가별 쇠고기 경쟁력의 종합지표 산출 결과

주: 2007년 미국산의 종합지표의 “-” 표기는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2006년 미국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표가 산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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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도

○ 포도 생산액은 한·칠레 FTA의 여파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냄.

- 수입산 포도의 경우 칠레산과 미국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구분

한국

칠레 미국 기타 소계생산액

(A)

수출액

(B)

국내 소비

(A-B)

2004 687 0.3 686 13 8 0.1 707

2005 485 0.8 484 19 9 0.4 513

2006 562 1.0 561 28 10 0.3 599

2007 565 1.4 564 47 16 0.5 628

2008 394 1.6 392 64 13 0.1 470

2009 395 2.0 393 52 12 0.3 457

2010 473 1.9 471 75 17 0.1 562

2011 451 1.3 449 100 24 1.0 574

표 5-7. 한국 시장에서의 국가별 포도 소비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 포도 생산액은 통계청의 원화 기준 생산액에 환율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수입

액 및 수출액 자료는 UN Comtrade 자료임.

○ 포도의 매출액 성장률 지표 산출 결과, 미국은 2011년에 5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칠레(51.7), 한국(41.8)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2008년에 35.2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반면,

칠레와 미국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 시장 내 포도 시장점유율은 한국산이 2004년 97.0으로 가장 높은 수준

을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78.3으로 감소한 반면, 칠레와 미국산의 시장점유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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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시장점유율 지표(MSI)

한국 칠레 미국 한국 칠레 미국

2004 50.4 42.0 44.6 97.0 1.9 1.1

2005 35.4 54.8 47.3 94.4 3.7 1.8

2006 47.1 54.6 44.3 93.7 4.7 1.6

2007 43.2 61.0 59.0 89.9 7.6 2.5

2008 35.2 52.1 38.8 83.5 13.7 2.8

2009 43.1 38.0 40.3 86.1 11.3 2.6

2010 48.1 54.5 54.1 83.7 13.3 3.0

2011 41.8 51.7 53.7 78.3 17.4 4.2

표 5-8. 국가별 포도 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 국가별 포도 경쟁력 종합지표 산출 결과, 한국이 자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둔

화와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2004년 73.7에서 2011년에는 60.0으로 낮아짐.

- 반면, 칠레와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에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2011년에는 2분의 1 수준까지

격차가 줌.

구분 한국 칠레 미국

2004 73.7 21.9 22.8

2005 64.9 29.3 24.5

2006 70.4 29.6 23.0

2007 66.5 34.3 30.8

2008 59.3 32.9 20.8

2009 64.6 24.6 21.4

2010 65.9 33.9 28.6

2011 60.0 34.5 28.9

표 5-9. 국가별 포도 경쟁력의 종합지표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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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추

○ 한국산 고추 소비액은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높았던 2007년과 2011년을

제외하면 약 6억 5,000만 달러～8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구분
한국

중국 베트남 기타 소계생산액
(A)

수출액
(B)

국내 소비
(A-B)

2004 834 55 779 83 1.5 2.2 865

2005 840 64 777 70 1.6 1.9 850

2006 854 54 800 90 1.3 1.1 892

2007 1,075 58 1,017 117 3.8 1.0 1,138

2008 826 67 759 119 4.8 1.0 885

2009 777 67 710 110 3.4 0.8 824

2010 720 74 646 172 4.4 0.9 823

2011 1,168 83 1,085 238 8.3 4.9 1,336

표 5-10. 한국 시장에서의 국가별 고추 소비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 고추 생산액은 통계청의 원화 기준 생산액에 환율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수입

액 및 수출액 자료는 UN Comtrade 자료임.

○ 매출액 성장률 지표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지표값이 가장 크고,

그 다음 한국과 중국의 순으로 나타남.

○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90.0에서 2011년 81.2로 하락한 반면 중국산

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9.6에서 2011년 17.8로 약 2배 가까이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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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시장점유율 지표(MSI)

한국 중국 베트남 한국 중국 베트남

2004 47.1 52.0 127.4 90.0 9.6 0.2

2005 43.4 40.8 44.7 91.4 8.2 0.2

2006 43.9 48.3 39.8 89.6 10.1 0.1

2007 47.9 48.2 77.2 89.3 10.3 0.3

2008 39.2 43.8 47.7 85.8 13.5 0.6

2009 42.3 42.1 38.4 86.1 13.4 0.4

2010 41.9 52.6 48.3 78.5 20.9 0.5

2011 54.6 49.8 58.1 81.2 17.8 0.6

표 5-11. 국가별 고추 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 국가별 고추 경쟁력 종합지표 산출 결과, 한국의 평가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국, 베트남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국의 경쟁력 종합지표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증가 추세를

나타냄.

구분 한국 중국 베트남

2004 68.6 30.8 63.8

2005 67.4 24.5 22.4

2006 66.8 29.2 20

2007 68.6 29.2 38.8

2008 62.5 28.7 24.1

2009 64.2 27.8 19.4

2010 60.2 36.7 24.4

2011 67.9 33.8 29.4

표 5-12. 국가별 고추 경쟁력의 종합지표 산출 결과



81

2.5. 한국의 품목경쟁력 위치

○ 한국의 품목별 경쟁력 종합지표 산출 결과(3개년 평균), 최근 3개년(2009～

2011) 평균 품목경쟁력 지수는 과거 동일 기간(2006～2008)보다 모든 품목

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은 과거 동일 기간(2006～2008) 71.8에서 최근 3개년

(2009～2011) 70.2로 1.6p 감소한 반면, 쇠고기, 포도, 고추는 동 기간 각각 

공히 1.9p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쇠고기, 포도, 고추의 경쟁력이 쌀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된 것에 기인

함. 반면, 쌀은 관세화 유예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 한국의 품목경쟁력 변화 추이(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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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의 변화와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구성하는 필수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농업경쟁력 예측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농업경쟁력 분석을 경쟁 주체에 따라 국가별, 시·군별, 영농형태별,

품목별 등 경쟁력 비교대상을 세분화하여 주체별 경쟁력을 각각 분석하였음.

○ 우선 국가별 농업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농업경쟁력과 관련된 매

출, 시장점유율, 경영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계측하였

음. 여기서 부문별 경쟁력 지표인 매출액 성장률 지표(sales growth Index)는 

수출액 성장률을 이용하여 국가별 규모 잠재력을 반영하고, 비교우위 지표

(comparative advantage index)는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 지표, 무역특화 

지표 등 비교우위와 관련된 지표로 반영하였으며, 경영효율성 지표(economic

efficiency index)는 각국의 상대적 경영효율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였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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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이들 국가별 농업경쟁력과 관련된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평균합산

하여 최종적으로 국가농업경쟁력 종합지표(national Agri-competitiveness

total index)를 산출하였음.

○ 부문별 경쟁력 지표인 매출액 성장률 지표(SGI) 산출 결과, 최근 5개년 평균 

기준으로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스위스, 헝가리,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터키, 체

코, 슬로베니아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비교우위 지표 산출(CAI) 결과, 최

근 5개년 기준으로 네덜란드가 1위, 일본이 최하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국

의 경우 32위를 기록함. 경영효율성 지표(EEI)가 높은 국가는 벨기에, 이스

라엘, 네덜란드 3개국으로 경영효율성 지표가 ‘1’로서 효율적 국가로 나타

났고,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3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경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들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평균 합산한 국가 농업경쟁력 종합지표의 산출 결과,

한국은 중위권인 1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우리

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와 매출액 성장률을 높이기 위

한 제도적 체제의 정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효율

성은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 시·군별 농업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별 농업역량과 관련된 요인으로 

규모, 생산성, 농업재정투입, 집중도 지표를 각각의 부문별 경쟁력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평가의 대상은 전국의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음.

여기서 부문별 경쟁력 지표 중 규모 지표(Scale Index: SI)는 양적 역량지표

로서 농가수,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 관련 규모를 반영하고, 생산성 지표

(ProductivityIindex: PI)는 질적 역량지표로서 투입대비 산출 구조, 생산성 

변화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며, 농업재정투입 지표(agricultural Finance

input Index: FI)는 농업투융자 예산의 실질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투자가 얼마나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는지를 반영함. 끝으로 지역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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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LQ index)는 품목별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지역 간 특화 정도 및 산지 

집중도를 적용함. 다음으로 이들 네 가지 부문별 경쟁력 지표를 가중 합산하

여 종합역량 지표(Total Capability Index: TCI)를 산출하였음.

○ 시·군별 농업경쟁력의 부문별 지표 산출 결과, 규모 지표(SI)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가 1, 2위를 기록한 가운데 경주시, 상주시, 안동시, 진주시, 김천

시, 당진시, 김제시, 서산시 등의 시·군이 상위 10권에 속하는 시·군으로 평

가되었으며, 생산성 지표(PI)의 경우 생산성이 제일 높은 시·군은 양산시,

포천시, 양주시, 익산시, 안성시, 정읍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재정

투입 지표(FI)로 평가된 농업재정투입 지수는 임실군, 남원시, 의성군, 보성

군, 영암군, 괴산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진안군 등이 전국 156개 시·군

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시·군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집중 지표(LQ)의 계

측결과, 지역집중도 높은 상위 10개 시·군에는 성주군, 영주시, 고령군, 부여

군, 담양군, 김천시, 영암군, 고창군, 칠곡군, 논산시 등이 포함되었음. 끝으

로 이들 네 가지 부문별 지표를 가중 합산한 종합역량 지표(TCI)가 높은 상

위 10개의 시·군은 제주시, 상주시, 의성군, 김제시, 서귀포시, 해남군, 경주

시, 고흥군, 김천시, 남원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때 반영한 가중치 비중을 

보면 규모 지표(0.506)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농업재정투입 지표(0.316), 생

산성 지표(0.09), 지역집중 지표(0.08) 순으로 반영됨에 따라 시·군별 농업의 

종합역량에 생산 규모와 농업재정투입 수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됨.

○ 농가의 영농형태별 농업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영농형태의 농업역량을 구

성하는 요인인 교역조건 지수(패리티 지수), 농업경영수지, 생산성, 효율성 

등을 부문별 지표로 선정하고, 평가의 대상은 농가의 조수입 기준으로 크게 

논벼농가, 채소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로 한정하였음. 여기서 부문별 지표

로 선정한 농가교역조건 지수(parity indices)는 농가의 채산성 수준을 반영

하고, 농업경영수지(agri-management balance)는 투입대비 산출 구조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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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 것이며, 생산성 지표(productivity index)는 농가의 영농형태별 생

산성 수준을, 효율성 지표(efficiency index)는 영농형태별 효율성을 반영한 

것임. 마지막으로 이들 부문별 지표들을 평균 합산하여 영농역량 지표

(farm-type capacity index)인 영농역량 지수를 산출하였음.

○ 상기의 4개 부문별 지표를 산출한 결과, 농가교역조건 지수의 경우 채소농

가>축산농가>과수농가>논벼농가 순으로 교역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농업경영수지 지수는 과수농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소농가, 논벼

농가, 축산농가 순으로 나타남. 생산성 지수는 논벼농가>축산농가>채소농

가>과수농가 순으로, 그리고 효율성 지수는 논벼농가>축산농가>과수농가>

채소농가 순으로 분석되었음. 다음으로 각각의 부문별 지표를 평균 합산하

는 방식으로 영농역량 지수를 산출한 결과 논벼농가가 130.3으로 제일 높은 

영농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채소농가(111.5)>

축산농가(107.4)>과수농가(107.0)로 분석되었음.

○ 국가별 품목경쟁력 종합지표는 매출액 성장률 지표와 시장점유율 지표를 평

균 합산하여 도출함. 쌀이 7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고추(67.9), 포도

(60.0), 쇠고기(55.1) 순임. 한국산 쇠고기의 결과지표 평가지수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경쟁국가에 대비해 평균 1.807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지

만, 이러한 편차는 쌀(2.883배), 포도(2.202배), 고추(2.226배)에 비해 작기 때

문에 평가대상 4개 품목 중 경쟁국가의 위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2. 결론 및 시사점

○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농가소득은 정체된 가운데, 일부 품목의 경우 과잉생산이 심화되고 있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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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산물 교역 및 국제시장 여건 변화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농

가, 지역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우리 농업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쟁

력 구조의 변화와 상태를 정확히 진단 및 평가하여 경쟁주체별 또는 대상별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정부는 우리농산물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수급안정 및 농산물 경쟁

력 강화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주체별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단위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매출액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은 OECD 34개 국가 중에 하위권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나 농산물 수출확대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이

를 위해 체계적인 수출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함.

○ 시·군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 역량과 관련된 부문별 지표

들의 상호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미진한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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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아울러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농업의 생산,

유통, 마케팅, 인프라 등을 연계하는 조직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가의 노력과 아울러 정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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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영농형태별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

춤형 정책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

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

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쟁력 분석 자료를 생산액 등 정량적 지표로 한정했음.

향후 보다 엄밀한 농업경쟁력 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경영역

량, 유통 및 마케팅 능력 등 질적 요소도 농업경쟁력 분석 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수행된 농업경쟁력 진단 모델을 통해 경쟁주체별 농업경쟁력 

현황과 변동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또한, 농업경쟁력 진

단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사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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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2010년 2005년

시·군명 농업총생산액 시·군명 농업총생산액

1 제주시 10,679 제주시 8,751

2 서귀포시 9,423 서귀포시 7,784

3 부여군 8,747 나주시 6,955

4 해남군 7,129 해남군 6,333

5 홍성군 6,988 고창군 5,958

6 정읍시 6,871 화성시 5,711

7 나주시 6,752 김제시 5,468

8 천안시 6,254 천안시 5,277

9 영암군 6,227 논산시 5,237

10 김제시 6,097 당진군 5,228

11 경주시 5,784 정읍시 5,008

12 당진군 5,516 이천시 4,940

13 안성시 5,512 홍성군 4,781

14 예산군 5,495 부여군 4,734

15 화성시 5,489 영암군 4,666

부표 1. 시·군별 농업생산액(상위 100위)
단위: 억 원, 만 원

부  록 1

시·군별 농업생산액 계측 결과

□ 시·군별 농업생산액(상위 1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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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2010년 2005년

시·군명 농업총생산액 시·군명 농업총생산액

16 이천시 5,469 통영시 4,633

17 상주시 5,353 경주시 4,477

18 청원군 5,214 안동시 4,440

19 익산시 5,157 상주시 4,438

20 고창군 5,091 익산시 4,431

21 안동시 5,085 예산군 4,300

22 공주시 5,067 서산시 4,274

23 여주군 4,768 무안군 4,208

24 김천시 4,737 여주군 4,143

25 무안군 4,706 영주시 4,137

26 논산시 4,701 안성시 4,108

27 청양군 4,483 평택시 4,039

28 서산시 4,210 청원군 3,945

29 의성군 4,131 공주시 3,870

30 아산시 4,106 아산시 3,846

31 장흥군 4,089 김천시 3,702

32 포천시 4,077 거제시 3,568

33 보령시 3,987 포천시 3,568

34 영주시 3,946 영천시 3,514

35 남원시 3,926 음성군 3,440

36 충주시 3,889 부안군 3,430

37 영천시 3,874 충주시 3,369

38 용인시 3,837 의성군 3,339

39 문경시 3,686 남원시 3,311

40 함평군 3,680 성주군 3,161

41 평택시 3,680 용인시 3,158

42 양평군 3,676 밀양시 3,118

43 통영시 3,576 고흥군 3,072

44 고흥군 3,505 합천군 3,000

45 음성군 3,354 파주시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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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2010년 2005년

시·군명 농업총생산액 시·군명 농업총생산액

46 영광군 3,275 창녕군 2,949

47 예천군 3,273 완주군 2,938

48 합천군 3,265 예천군 2,926

49 청도군 3,218 연천군 2,911

50 거제시 3,195 진주시 2,902

51 파주시 3,185 함평군 2,868

52 괴산군 3,146 함안군 2,856

53 밀양시 3,132 봉화군 2,735

54 산청군 3,111 홍천군 2,617

55 부안군 3,081 영광군 2,616

56 연천군 2,973 순천시 2,517

57 진주시 2,957 강진군 2,516

58 거창군 2,954 장흥군 2,516

59 영동군 2,906 양평군 2,486

60 완주군 2,832 보령시 2,471

61 보성군 2,831 괴산군 2,445

62 강진군 2,830 하동군 2,414

63 포항시 2,825 보성군 2,364

64 서천군 2,797 신안군 2,295

65 창녕군 2,703 춘천시 2,283

66 구미시 2,686 횡성군 2,282

67 홍천군 2,629 임실군 2,193

68 횡성군 2,616 거창군 2,160

69 하동군 2,570 고양시 2,158

70 성주군 2,508 구미시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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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시·군명
종합역량지수

(TCI)

부문별 지표

규모 생산성
농업재정

투입
지역집중

1 제주시 69.70 100.0 44.9 46.4 73.2

2 해남군 68.02 74.8 11.2 99.6 59.0

3 상주시 64.37 86.8 30.2 56.8 96.8

4 김제시 61.87 71.5 57.2 63.9 86.8

5 서귀포시 61.55 86.7 12.4 54.4 85.3

6 나주시 61.16 75.1 55.3 54.8 80.1

7 경주시 61.06 87.6 55.0 33.4 91.1

8 고창군 60.85 59.7 21.1 95.8 61.5

9 의성군 59.27 64.1 18.1 85.0 98.0

10 당진군 58.78 76.0 24.0 58.8 91.6

11 무안군 58.53 51.2 32.4 100.0 87.7

12 정읍시 56.48 67.6 48.1 54.5 79.3

13 화성시 55.20 77.4 61.5 26.5 84.8

14 고흥군 55.15 66.3 11.7 70.6 92.1

15 김천시 55.14 70.9 39.0 46.4 95.8

16 예산군 54.95 62.4 34.3 65.8 82.0

17 청원군 54.66 61.9 48.6 59.0 81.5

18 성주군 54.49 37.8 34.0 77.7 100.0

부표 5. 지역별 종합역량 지표(2005년, 상위 40위)

부  록 2

시·군별 종합역량 지표(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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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시·군명
종합역량지수

(TCI)

부문별 지표

규모 생산성
농업재정

투입
지역집중

19 안성시 53.97 61.1 58.9 53.5 96.1

20 익산시 53.12 70.7 55.8 33.0 92.0

21 안동시 53.04 76.4 22.7 37.9 75.9

22 논산시 52.36 65.5 34.9 48.7 84.6

23 서산시 52.34 65.4 9.6 61.0 74.6

24 홍성군 51.76 59.4 44.2 53.8 91.0

25 영천시 51.41 61.9 37.0 53.6 92.9

26 진주시 50.13 73.4 18.3 35.5 56.0

27 공주시 49.90 60.7 35.6 48.9 91.3

28 영암군 49.62 50.7 39.9 62.9 80.3

29 이천시 49.53 56.8 62.9 43.1 79.1

30 남원시 48.87 53.2 38.5 57.5 84.8

31 부여군 48.60 57.7 23.4 53.1 78.4

32 영주시 47.24 49.5 38.2 56.0 74.1

33 창녕군 46.00 49.9 35.2 55.4 91.8

34 합천군 45.81 48.9 40.7 53.3 81.9

35 장흥군 45.29 37.5 35.2 74.7 89.2

36 부안군 45.22 43.1 35.2 64.5 84.3

37 강진군 44.53 35.4 21.2 83.3 60.9

38 밀양시 44.53 58.4 30.3 35.5 93.2

39 충주시 44.48 56.8 36.0 36.8 81.0

40 영광군 44.20 42.5 20.6 71.8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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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농가의 영농형태별 경제지표

구 분 평 균 논 벼 과 수 채 소 축 산

농 가 소 득 30,148 19,707 29,505 26,386 47,939

경 상 소 득 27,155 17,089 26,820 23,118 45,442

․농 업 소 득 8,753 6,498 14,940 14,418 32,992

농업총수입 26,457 21,387 38,393 33,490 132,549

농업경영비 17,704 14,890 23,453 19,072 99,556

․농 업 외 소 득 12,949 4,082 4,473 3,523 6,460

겸 업 소 득 3,653 1,066 871 577 996

사업외소득 9,296 3,016 3,602 2,945 5,464

․이 전 소 득 5,453 6,509 7,407 5,177 5,989

비 경 상 소 득 2,993 2,619 2,686 3,268 2,497

농 가 가 계 지 출 27,906 20,772 27,460 24,125 30,440

소 비 지 출 22,156 16,868 21,421 19,368 24,779

비 소 비 지 출 5,750 3,904 6,039 4,758 5,661

농가 처분가능소득 24,398 15,803 23,466 21,628 42,278

농 가 경 제 잉 여 2,242 -1,065 2,045 2,261 17,499

농 가 자 산 387,180 366,531 454,973 315,246 592,192

농 가 부 채 26,035 13,371 35,391 18,826 89,570

농 가 부 채 비 율
(=부채/자산)

6.7 3.6 7.8 6.0 15.1

부표 6. 농가의 영농형태별 경제지표 (2011년)
단위: 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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