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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에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국무총리실  

소속 연구기관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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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농식품산업의 불확실성에 대응력을 기르고, 신성장동력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농

촌,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농식품 안전성 강화 및 경영안정, 농촌주민 삶의 질 향

상과 공동체 역량 제고, 통상여건 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다

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요약집은 2018년에 발간한 28개 기본·일반연구보고서의 핵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보고서를 읽는 데 발간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거나, 해당 연구자와 

교류를 원하면 요약자료에 기입된 연구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보고서를 검색하면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농업인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 연구결과를 

파악하고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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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식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문 및 

이해관계자 간 정책 연계·협력을 도모하고, 분배·복지적 관점에서 정부의 공적 개입 확대, 경제·

사회·환경적 균형·조화를 통한 개인과 푸드시스템 전반 또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한 정책적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새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

로, 국정과제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 

그러나 최근까지 주로 내용적 측면에서 국가 푸드플랜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절적으로 농식품 정책이 추진되는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 전략적 틀

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함. 또한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수립과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법

률, 조직 및 관련 절차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 연구는 국내외 국가 푸드플랜 현황과 관련 개념, 기존 농식품 정책과 정부 농식품 부문 정책

계획 추진 실태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 부문 정책 대응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구

조적·체계적·절차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된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자: 황윤재, 김경필, 최재현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7

연구 방법

 ▶ 자료 수집·검토와 기관 방문조사, 정책담당자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 푸드플랜 관련 현황, 

농식품 부문 정부 정책과 관련 정책계획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원고 위탁을 추진하여 농식품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함.

 ▶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정

리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함.

 ▶ 국가 푸드플랜의 체계적 수립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비자 600명, 농

축산업 분야 생산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4명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는 전문가 설문조사, 8명의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실시함.

국가 푸드플랜의 개념과 위상

 ▶ 이 연구에서 국가 푸드플랜은 ① 부처 간 수평적 연계·협력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

는 범부처 농식품 종합계획이며 ②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상·영역을 포함하

는 포괄적 성격의 계획임. ③ 공공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전략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④ 경제, 사

회,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의 조화·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계획이며 ⑤ 지역 현안·관심

을 고려한 실천계획인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 바탕이 되는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서의 역할을 함. 

국가 푸드플랜 체계적 수립 방안

 ▶ 국가 푸드플랜은 첫째, 정책대상 및 정책영역·범위가 계획 수립에 탄력성·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

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일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아우르면서 개별 농식품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어야 함. 셋째, 세

부 내용·전략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 개별 추진 주체들의 자율성·재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방

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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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 주기는 10년이 적정하며, 이러한 경우 보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

차에 점검·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함.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보완계획을 반영하여 세부 실

천전략을 담아 연도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체계적·절차적 정비와 함께 국가 푸드플랜의 내용과 범위를 단계적

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원칙과 방향, 중장기 비전·목표, 개괄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체계

적·절차적인 정비와 함께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안정적·지속적인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추진전

략·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 국가 푸드플랜은 푸드시스템 전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

책 적합성을 고려한 계획 간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타 정부계획의 관련된 정책과 지방정부 지역 

푸드플랜에 대해 중장기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야 함.

 ▶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향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률 근거 마련의 시급성과 계획 추진의 지속성·체계성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직

법을 통해 보완하여 이용한 후, 중장기적으로 「농식품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 푸드플랜 수립 과정에서 기본방향 설정-전략 마련-계획 확정 등의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

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반영하며,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확산시

킬 수 있는 참여 경로·절차를 정규화하는 등 단계별 다층적 논의 구조 도입이 필요함.

국가 푸드플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별 법률과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정책계획 간 모순·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가능케 하

는 거버넌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는 정부위원회 이외에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추진이 체계적·전

문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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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푸드플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점검·평가 결과를 환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기적 점검·평가를 통해 국가 푸

드플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 푸드플랜의 효과적 추진과 종합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현

장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목표가 지역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구현되도

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푸드플랜의 기본적인 비전·목표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푸드플랜에 반영되고, 지

역 푸드플랜이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절차적 또는 계획 구조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예산 지원을 통한 참여 유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국가 푸드플랜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관관, 민관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

력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함. 정부 정책담당자와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푸

드플랜 관련한 인식·이해 제고 등이 바탕이 되어야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추진이 가능함.

연구 관련 문의

황윤재	 연구위원	 TEL_061-820-2247	 Email_yjwhang@krei.re.kr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2	 Email_kkphil@krei.re.kr
최재현	 연구원	 TEL_061-820-2188	 Email_wisgus858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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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가뭄,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림환

경과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더 섬세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의 방제 현

황을 재점검하고,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한 새로운 방제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고,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

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산림병해충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을 고루 반영

한 피해율(피해함수)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율 계측이 선행되어야 경제적 영향 등 피해로 

인한 실질적 손실을 계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 중인 병해충 예측모형은 주로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율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산림 병해충의 피해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산림 생태

계 교란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산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재해 예방과 미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발생하는 주요 산림 병해충과 주요 피해 수종(樹種)이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과 향후 활엽수림 증가추세를 반영한 참

나무시들음병을 대상병해충으로 선정하였다. 해충별 발생 피해를 계측하기 위해 Cobourn et 

al.(2011), 김용준 외(2015) 등의 연구에서 이용된 구조적 피해함수를 수립하였고, 비율 종속변

연구자: 안현진, 이상민, 최준영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영향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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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피해율(D)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선형 패널 프로빗 모델과 GEE를 이용한 추정법을 도

입하였다. 또한 관찰되지 않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반영하기 위해 Mundlak (1978) 과 

Chamberlain (1980)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패널당 평균치를 모형 내에 추가하였다. 

 

 ▶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미래 피해율을 예측하기 위해 추정된 피해함수와 RCP8.5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8년부터 2100년까지 향후 80년간 미래 소나무재선충 및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율을 예측 하였으며, 시군구별 미래 피해율을 GIS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 산림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목재와 비목재의 경제성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지불금 개념을 도입

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병해충 비발생(베이스라인), 병해충 발생(비방제), 병해충 발생(방제 

및 예방) 등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 당 목재 및 비목재 수익을 포함하는 벌기

령과 산림경영수익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원목시장가격, 환경지불금, 기후변

화, 감염목 이용률 변화 등에 따른 산림경영 수익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피해함수 추정과 미래 피해율 예측 결과 향후 기후변화로 국내 산림병해충 피해율 증가와 피해 

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

해 증가가 산림경영 수익을 악화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병해

충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 손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사후대응에 집중되었던 방제 정

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적절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사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방제

성과 확보가 필요하다.  

■ 사전대응 강화

 ▶ 사전 대응 강화조치로 중점 관리대상 파악, 수목의 건전성 제고, 수종 개발 및 교체를 통한 병해

충 저항성 증진, 환경지불금 지급을 통한 외부성 제거 등이 제시되었다. 현재까지는 낮은 산림경

영수익으로 산주들이 병해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인센티브가 부족함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여 

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로 병해충이 증가하게 된다면 현 국가중심

의 관리체계로는 예산과 인력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산림경영수익 증진방안을 통

해 개별 산주들의 적극적인 병해충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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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치 보완 

 ▶ 사후조치 보완을 위해 방제와 더불어 참나무시들음병 고사목 즉시 처리, 소나무재선충 인위적인 

확산 방지 강화, 산림경영 수익 증진을 위한 감염목 활용 범위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병해충 피해함수를 구축하고, 동태적 분석을 통해 관리요소

를 고려한 병해충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한 것은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인위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 인구변수는 세부 활동내역과 피해율의 상관관계를 구체

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인위적 활동의 세부 내역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

수를 발굴하고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제 세부내역과 방제 효율성 및 산림경영 수익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안현진	 부연구위원	 TEL_061-820-2375	 Email_hjan713@krei.re.kr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93	 Email_smiee@krei.re.kr
최준영	 연구원	 TEL_061-820-2341	 Email_choi86@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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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조성주, 문한필, 김상현, 오새라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 
및 전략 분석

연구 배경

 ▶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농식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또한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가

치사슬 진입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식품 수출의 정책적 중요도는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농

업계에서도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지만 새로운 무역이론의 핵심인 수출주체로

서의 기업의 역할에 관한 국내 농식품 분야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출주체인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수출성과에 유효한 요인이 무엇

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성과별 전략요인, 농식품 기업 유형

별 유효한 수출전략의 특징을 파악하고,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식품 기업의 특성 및 전략, 그리고 내·외부 환경변화가 수출에 대한 의사결정과 수

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방법

 ▶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계량경제 분석, 설문/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

였다. 수출 및 수출성과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배

경을 조망하고 농식품 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농식품 수출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청 MDIS 기업활동조사, aT의 수출지원사

업 실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 및 외부 환경변화가 수출 결정과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농식품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유형별 수출전략과 수출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및 설문조사 문항 설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하였고,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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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 수출 진입과 지속에 대한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수출의 매몰비용과 생산성은 농식품 및 제조업 

기업의 수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무역이론의 자기선택 가설

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수출 진입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수출학습 가설은 유

의하지 않았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 분야의 수출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식품기

업의 수출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농식품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

해서는 차별성을 갖춘 농식품 기업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농식품 수출선의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수출선을 지속하는 기업들이 농식품 수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면 수출선 중단확률이 증가하지만,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면 수출선 지속확률이 증가했다. 

동일 수출선의 존재가 집적효과로 작용하여 수출지속 확률이 증가하고, 상대수출가격과 수출보

조율이 높을수록 수출선 중단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전략과 수출성과(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

다변화, 수출증가율, 수출지속연수)의 관계 및 유효한 수출전략을 분석하였다. 전체 기업 샘플 분

석 결과, 수출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략과 성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고, 전략에 따

라서는 수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1인당 수출액을 

성과 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물량관리, 수출보험가입, 환율위험 관리 등 수출위험 관리 전략이 

수출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시장 모니터링과 물류·유통 관련 전략은 수

출집중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상품 집중,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현지조사, 

R&D 투자 등의 전략은 1인당 수출액이나 수출집중도 향상에는 유효하지 않았으나, 수출국가 수 

증가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품목군별 연속수출선을 생성하여 수출지속연수, 수

출증가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 수출 물량 확보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증가에는 대표품목 집중, 자체 현지 홍보 등이, 수출지속에는 한인 교포 

타깃, 인증 획득, 중장기 수출계획 관리 등의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식품 기

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과 더불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시장 공동마케팅 및 

물류 인프라 활용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농식품 수출기업의 유형별 유효 수출전략을 식별하기 위해 기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응답 결과와 기업 사례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정량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다

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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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의 경우 상품의 기능성 강조, 현지어 표기 준수, 현지 유통 제휴, 수

출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수출액과 수출집중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

선농산물 수출 기업이 검역 요건을 충족하고, 현지 마케팅이나 물류를 충족한다면 시장개척 확

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 지

원,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식품 수출 기업들이 수출보

험, 해외판촉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도가 높은 편이므로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수출지원의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은 틈새시장과 같은 잠재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주력 수출

시장에 집중하고, 수출물량, 위험 관리 등을 통한 수출 안정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

출성과 향상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

형)은 틈새시장보다 대규모 소비시장 지향, 시장다변화 추구, R&D 투자 전략 등이 수출성과 향

상에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1 유형의 경우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 품질과 기술 경쟁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수출확대에 유효한 반면, B2 유형에서는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한 

꾸준한 지원이 농식품 산업 전체의 안정적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설문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B1과 B2 유형의 기업에서는 시장 및 비관세조치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시장 진

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B1 유형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이 선행된다면 신규

시장 개척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케팅 집중 및 수출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관련 전략들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C 유형

의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은 높으나, 비관세장벽 등의 외부요소로 인해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무역협상 등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C 유형 기업의 수출시

장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 산업의 전반적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C 유형과 같이 경쟁

력을 갖춘 기업들의 농식품 수출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성주	 부연구위원	 TEL_061-820-2376	 Email_sungjucho@krei.re.kr
문한필	 연구위원	 TEL_061-820-2259	 Email_hanpil@krei.re.kr
김상현	 부연구위원	 TEL_061-820-2280	 Email_sanghyun@krei.re.kr
오새라	 연구원	 TEL_061-820-2042	 Email_aminail@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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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농식품이 생산·유통·가공·포장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공급자는 알지만 소비자는 모르는 각종 정

보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위생·안전 관련 정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는데, ‘표시정

보 제공’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다양한 농식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소비자는 보다 

건강·안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농식품 표시정보는 생

산·유통정보의 체계적인 추적·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달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식품 표시정보는 생산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을 개선할 잠재력이 크므로 적절한 설계·제공(집행)·활용이 필수적이다. 농

식품 표시정보 제공정책이나 소비자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모니터링·보완 등의 정책적 관

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 선행연구는 주로 개별 표시제도의 도입 혹은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로 추진되는 등 ‘표시정보의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표시정보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농식품 표시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활용도

는 낮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표시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

아진 상태이다. 농식품 표시·인증제도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반

면, 신선식품, 가정간편식, 음식점, 배달·테이크아웃 식품 등의 영역에서는 표시정보가 확충될 필

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농식품 표시정보의 기능인 ‘보

다 건강한 식품선택(healthier food choices) 장려’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 관심이 미흡한 실

연구자: 김상효, 이계임, 허성윤, 홍연아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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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낮은 표시정보 활용도 및 신뢰도, 표시정보의 과다 vs. 부족 이슈, 건강한 식품선택 장려 

등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농식품 표시정보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평가하

고,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 실태 및 평가를 도출함으로써 ‘소비자에 의한’ 농식품 표시정보 활

용도 제고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방법

 ▶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의 목적과 활용의 의의를 규정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 요인부터 결과 및 효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개념

적으로(conceptually) 도식화하여 구성하였다. 표시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표시정보 활용으로 인한 효과 분석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 분석이 

수행되었다. 지난 1년 동안 표시정보 활용도와 소비자 역량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에 대

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2016년과 2017년 중복 응답자 2,381명만 추려서 분석하였다.

 ▶ 농식품 표시정보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정책담당자 대상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농식품 표시정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토의(Focus Group Discussion: 

FGD)를 5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표시정보 속성 분류별로 전문가 그룹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 소비자의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표시정보의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포커스

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표시

정보 활용 현황 및 인식·평가 수준을 정성적으로 파악하였다.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 현황 및 인

식/평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O/X퀴즈 정답률 분석, 매트릭스 분석1), 기초통계분석, 교차분석 등이 활용되었다.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이외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성인, n=6,578)를 분

석하여, 농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성 평가,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등을 파

악하였다.   

1)		이는	IPA분석	또는	중요도-만족도	분석	등의	이름으로	경제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X축에,	
만족도	평가를	Y축에	위치시킬	경우,	1사분면에는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가	모두	높은	정책들이	위치하게	되고,	2사분면에는	중요도	평가는	낮으나	만족도	
평가는	높은	정책들이,	3사분면에는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가	모두	낮은	정책들이,	4사분면에는	중요도	평가는	높으나	만족도	평가는	낮은	정책들이	위치하
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	노력을	더/덜	기울일	필요가	있는	영역을	발굴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분석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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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은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수행하였고, 미국/

EU의 표시정책 및 관련 연구 현황 분석은 강원대학교 이상현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한, OECD 국제회의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2018년 10월 

16일 OECD 국제회의에서 발표하였고, 각국 대표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행동경제학

의 개념을 접목하여 이마트 현장실험, 온라인 선택실험 등 다양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이중차분모형, 토빗모형 등의 계량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농식품 표시정보의 기능과 활용 목적 

 ▶ 농식품 표시정보의 기능은 크게 ① 농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안내, ② 안전 및 건강, 영양 

관련 중요 정보 제공 및 생산자 규제, ③ 농식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수단의 세 가지로 구분

된다. 소비자에 의한 표시정보 활용의 목적은 ① 필요하고 알고 싶은 정보를 확인하여, ② 건강·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제공되는 표시정보는 소비자에 의해 활용될 때 의미를 가질 것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표시

정보 활용이란 결국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통해 안전·건강하고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표시정보 활용과 관련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는데, 표시정보가 소비자에 의해 활용되기까지는 

① 표시정보에 노출, ② 표시정보 존재에 대한 인식/인지, ③ 정확한 이해, ④ 확인 행동의 단계

를 거쳐, ⑤ 최종적으로 표시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인 의사결정, 구입 혹은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

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① 표시정보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그

리고 ② 개인 특성인 인구사회적 요인, 제품 선택 기준, 표시 확인 동기, 상황적 요인, 마지막으로 

③ 표시정책의 질, 대국민 홍보, 농식품 관련 교육 등의 정책적 요인이 있다.  

 ▶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에 대해 구축된 개념적 틀을 계량경제 모형분석을 통해 실증해 본 결과, 인

증품의 구입경험은 표시정보 확인도, 신뢰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에 있

음을 확인하여, 구축된 개념적 틀이 실증 데이터에서도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시정보를 

전년보다 더 확인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구매환경 역량지수, 안전한 식생활 역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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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건강한 식생활 역량지수가 개선되었다. 이는 표시정보 활용도가 제고되었을 때 우리 국민의 

식생활 역량이 개선되어 영양 및 건강상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  농식품 표시정보 정책 현황

 ▶ 농식품 표시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중앙부처, 18개 법률에 의해 제

공되고 있다. 모든 농식품 표시정보를 표시 혹은 인증하는 속성에 따라 5개로 구분하였다. 위생·

안전 속성, 영양·건강 속성, 환경·윤리 속성, 품질·규격 속성, 제품의 명세·정보 속성이 이에 해

당된다. 위생·안전 속성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이 포함

되며, 영양·건강 속성에는 영양표시(영양강조표시 포함)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환경·윤리 

속성에는 유기농,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품질·규격 속성에는 전통식품 품질인

증, 농산물표준규격표시 등이 포함된다. 제품의 명세·정보 속성에는 기본표시(제품명, 내용량 

등), 기타 주의사항, 과음경고 표시, 분리배출 표시 등이 해당된다.

 ▶ 이외에도 표시대상별 및 표시방법별 표시정보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제도 차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문제는 속성별/품목별 표시·인증제도 불

균형, 제도 활성화 미비, 인증제도의 차별화 미흡, 생산자와 소비자의 갈등 등으로 요약된다.    

■  소비자의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 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성인 소비자의 55.6%는 농식품 표시

가 제품 선택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농식품 선택과정에서 표시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16.0%로 중요성 인식에 비해 크게 낮았다. 

 ▶ 식품류별로 소비자의 표시 확인정도를 비교하면, 비포장 채소/과일 구입 시 표시정보를 확인하

는 비중이 56.1%로 가장 낮고, 가공식품(57.1%), 가정간편식(HMR)(57.2%), 포장 채소/과일

(58.0%), 곡물(60.5%), 비포장육(72.3%), 포장육(75.1%)의 순서였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선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51.4%만이 표시정보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오프라인 구입에 

비해 낮았으며, 외식 시 표시정보 확인 비중은 38.6%에 불과하였다. 식품류별로 표시정보를 확

인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비포장 채소/과일, 포장 채소/과일, 비포장 육류, 포장 육류의 

경우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가공식품과 가정간편식에 대해서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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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너무 많아 확인이 어려워서’의 비중이 높았고,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와 ‘표시정

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온라인 식품에 대해서는 ‘표

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고, 외식의 경우 ‘표시내용을 믿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소비자가 농식품울 구입할 때 실제 확인하는 표시정보를 설문한 결과, 쌀을 구입할 때 주로 확인

하는 정보는 생산지/원산지(65.0%), 용량/중량(61.3%), 생산일/도정일(57.3%)로 조사되었으

며, 인증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17.8%에 불과하였다. 비포장 채소/과일과 비포장 육류를 구

입할 때는 원산지와 생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이 각각 76.0%, 76.9%로 높았지만, 그 밖의 표시정

보는 가격 이외에는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포장 채소/과일 구입 시 인증표시(41.2%) 확인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고, 포장 육류에 대해서는 용도표시 확인 비중(30.5%)이 높았다. 가공식품과 

HMR 구입 시 소비자의 절반 정도가 유통기한(52.7%, 49.7%)을 확인하며, 그다음으로 가공식

품의 경우 브랜드(23.7%)와 영양정보(23.7%)를, HMR 표시정보 중에서는 영양정보(29.9%)와 

제조업체/브랜드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가공식품의 경우 

13.4%, HMR에 대해서는 17.8%에 불과하였다. 

■  소비자의 농식품 표시정보 관련 인식 및 평가 

 ▶ 표시제도별로 소비자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60% 이상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제도

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지도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원산지

(58.2%)와 가공식품 KS표시(47.7%)의 인지도, 유기농인증 인지도(46.3%)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반면 대부분 표시정보의 소비자 인지도는 30%대 이하 수준이었다. 

 ▶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농식품 표시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3.20점에서 

2017년 3.53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100점 만점 기준으로 63.3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신

뢰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이외에도 농식품 표시정보 관련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

는데, 첫째, 표시정보의 항목이 과다하여 식별 용이성이 저하되는 문제, 둘째, 표시방법의 문제, 

셋째, 추가적인 식품 구매 환경에 대한 신규 표시정보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주요국의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EU, 일본의 표시정보 현황 및 정책 동향, 소비자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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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식품과 영양 표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U(유럽연합)가 식품라벨 규정 관

련 기존의 지침이었던 식품의 라벨링법과 식품의 영양표시지침을 통합하여 새로운 식품표시규

정을 2014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것과, 일본이 종래의 「JAS법」과, 「건강증진법」에

서 규정하고 있던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을 「식품표시법」으로 통합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 표시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다면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중 타 부처와 연계가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공동 마케팅을 시행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둘째,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증표시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

이 일부 레스토랑과 유사 소매식품 업체에서 칼로리와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

의 경우, 주문판매 식품에도 소매 환경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웹사이트 

혹은 카탈로그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건

강/영양 관련 표시정보 시스템을 식품 구매가 발생하는 다양한 채널로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 셋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상품에는 주

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되, 그 외 자세한 정보는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Facts Up Front, 독일의 1 plus 4 모델, 프랑스의 Nutri-

Score 제도와 같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성분에 대한 함량을 도

식으로 표기하는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도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여 소비자들의 보다 편리한 의사결

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넷째,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Cavaliere et 

al.(2017)은 영양표시가 이미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주로 

이용되고,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 도구는 무엇인지, 어떠한 전달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어떠한 소비

자 계층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 표시정보의 다양한 전

달방법으로는 영양 선반표시, 구매시점의 넛지의 활용, 스마트 라벨의 도입 등이 좋은 예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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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인 Giant Food, Shop & Shop, SuperValu, and United Supermarkets 

등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영양 선반표시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민간인증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산업인증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자발

적 품질인증 프로그램인 검증공인표시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농식품 품목별로 관련 

협회의 인증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민간 

인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생산과정,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하여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 소비자 친화적 표시정보 체계 구축, ② 변

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부합, ③ 표시정보 신뢰도 제고, ④ 건강한 식품선택 장려가 제시되었

다. 농식품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표시정보 전반적인 체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중복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을 최소화하고 인지도나 이

해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② 온라인/홈쇼핑 증가, 가정간편식(HMR) 확대, 푸드트럭 확산 등 변화

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소비자의 새로운 정보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며, ③ 표시방법

뿐 아니라 제도 및 제도 관리의 개선을 통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표시정보에 대한 신뢰기반을 강

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이 클 것으로 예

상되는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한 표시정책 설계 및 집행이 필요하다. 

■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

 ▶ 구체적인 세부 방안으로는 ① 기본 의무표시의 선택과 집중, ② 소비자 수요 대응 표시정보 확충, 

③ 농식품 인증표시의 소비자 지향적 정비, ④ 소비자 식별용이 표시방법 활용, ⑤ 건강한 식품선

택을 위한 제도/조직 기반 마련, ⑥ 효과적인 표시정보 교육 및 홍보, ⑦ 농식품 표시정보의 신뢰

도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  세부 추진 방안 1. 기본 의무표시의 선택과 집중

 ▶  기본 의무표시의 선택과 집중: 중요도가 높은 표시정보를 중심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며, 상대적

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품목은 제품의 용기/포장에 제시하기보다 모바일/인터넷으로 확인 가

능한 온라인 표시정보 플랫폼을 마련해서 추가정보가 필요한 소비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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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의 제공을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식품표시 관련 정보

를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캐나다의 스마트라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세부 추진 방안 2. 소비자 수요 대응 표시정보 확충

 ▶ 농식품 품목별 표시정보 평가 결과, 소비자들은 신선식품(온라인 포함)에 대해서 ‘필요한 표시가 

너무 없다’(40.3%)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특히 미포장 채소/과일에 대해서는 58.3%의 응답자가 

표시가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소비자 정보수요를 분석해 보니, 1) 재배일/수확일, 입

고일, 유통기한, 출하일 등 시점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고, 2) 신선식품에 대해서도 영양성분/영

양정보 및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3) GMO나 농약과 관련한 정보 수

요도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시점 및 안전/영양 정보들을 중심으

로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또한, 온라인 농식품 표시규정이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는데, 1) 표시위치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으며, 2) 농식품 소비자에게, 그리고 온라인 쇼핑 특성상 특히 중요한 정보인 ‘제

조연월일’에 대한 예외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웹페이

지 면적(혹은 쪽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활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면서, ‘원클릭 팝업정보’ 규정을 신설하

여 팝업창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칼로리나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았다. 우리나라 가구의 외

식소비 지출액은 전체 식품비 지출의 절반 수준(47.6%)에 달하며, 외식으로부터 육류 및 지방 섭

취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계획 및 정책수립에서 외

식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의 정보수요와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나라에서도 외식에 대한 건강·영양 관련 표시정보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푸

드트럭이나 중식(내식과 외식의 중간)으로도 표현되는 가정간편식(HMR), 식사키트(Meal Kit) 

및 델리식품에 대한 표시정보수요 또한 파악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세부 추진 방안 3. 농식품 인증표시의 소비자 지향적 정비

 ▶ 이를 위해 1) 인증마크의 개선(속성별 차별화 및 단순화, 명확화), 2) 유사제도 연계 추진, 3) 국

가인증제도의 위상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인증제도 속성별 차별화는 색상 차별화와 마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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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를 포함하는데, 색상을 차별화하는 대안은 우리나라의 식품 표시·인증제도를 ① 위생·안전 

속성, ② 영양·건강 속성, ③ 환경·윤리 속성, ④ 품질·규격 속성으로 분류하여 속성별로 표시 색

상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위생·안전 속성은 파란색을, 영양·건강 속성은 황색을, 환

경·윤리 속성은 초록색을, 품질·규격  속성은 적색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크 차

별화는 전체 모양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각 속성에 맞게 조금씩의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

증마크의 단순화/명확화를 위해서는 유기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표시를 ‘유기농’으로 표시하

는 방안, 홀로 독특한 마크를 고수하고 있는 술 품질인증의 마크를 농림축산식품부 인증마크와 

통일하는 방안, GAP 인증마크에서 한글 명칭을 부각시키는 방안, GAP 인증마크를 HACCP 인

증마크와 통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 유사제도 연계 추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환경부의 저탄소 제

품 인증제도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명인 지정제도도 대한민국 명장 제도나 무

형문화재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인증제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GAP나 HACCP과 같은 안전 속성 표시정보에 대

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한 후,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활용도 저하 문제가 

심각한 가공식품 KS인증의 별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세부 추진 방안 4. 기본 의무표시의 선택과 집중

 ▶ 소비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표시 위치 및 방법 개선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행동 또한 고려하여 

표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욱이 국가가 꼭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의

무표시 사항은 소비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의무 영양정보 표시와 대안적 영양정보 표시를 대상으로 6개 문항의 퀴즈

를 내고 정답률 및 초당 정답률을 측정해 보니, 대안적 영양정보 표시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다. 

현행 의무 영양정보 표시보다는 대안적인 표시방법(예: 전면표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몇 가지 대안적인 표시 디자인

을 가지고 선택실험을 수행해 보았다. 현행 비교 표시 디자인은 나트륨 소비 감소 효과가 가장 낮

았으며, 이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에너지 등급 유형 표시나 스마일 표시 디자인이 

나트륨 소비 감소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시정보의 위치 또한 소비자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식품 표시정보 관련 법률은 마크 위치에 대한 권고

안이 없거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혹은 주 표시면의 측면 권장 등으로 되어 있어 

주로 생산자의 판단에 의해 규칙성 없이 제품 여기저기에 부착되고 있다. 농식품 표시 마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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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해 보고자 선택 및 회상실험을 실시한 결

과, 표시정보의 마크를 우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효용 제고에 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소비자의 행동 또한 고려하여 표시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행동경제학 문헌에서 널리 인용

되고 있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개념을 활용하여 설탕 섭취 감소를 유도하는 선택실

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무런 표기도 제시되지 않은 경우 29.8%의 소비자가 펩시콜라를 

선택했지만, 중립형 메시지인 ‘고설탕 함유’가 펩시콜라에 표기된 경우 소비자의 19.9%만이 펩

시콜라를 선택하였다. 길고 직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보다는 직관적이고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간

단한 정보가 소비자 행동변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소비자의 행동을 고려한 ‘구매시점의 넛지’ 실험을 이마트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광주 이마트 광

산점에 카트에 과일/채소 구입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치를 설치하고, 아무런 장치도 설치

하지 않은 봉선점과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농식품 구매시점에 카트에 설치된 단순한 장치가 

과일/채소 소비를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가공식품 소비를 구축(crowding-out)하지도 않아 오

히려 식품 전체 지출액은 증가하였다. GAP인증이나 유기농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이와 같

은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구매시점의 넛지의 활용은 건강한 식품

선택을 장려할 뿐 아니라 다양한 표시/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세부 추진 방안 5.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제도/조직 기반 마련

 ▶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건강한 식품선택(Healthy Food Choice)’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농식품 표시정보의 활용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참고하여 농식품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

택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수립·추진하는 등 국민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이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식생활 영양기본법(가칭)(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과 같은 통합 기본법

의 제정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및 건강 증진을 연속선상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법적 토대 위에서 농식품 표시정보를 농식품 생산-유통-소비-구매-섭취-영양-건강 전 영

역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설계·제공하는 통합관리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통합관리조직은 기존 중

앙부처의 하부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

건복지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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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행동경제학-식품정책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식

품정책 및 표시정책에 적용할 필요 또한 제시된다. ‘행동경제학-식품정책 연구센터’는 인간 본성

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에 근거하고 농식품 표시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

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미 농무부 경제연

구국이 설립을 추진한 ‘행동경제학 및 건강한 식품선택 연구센터’는 국내 연구자 그룹 및 산학 협

동 운영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행동경제학-식품정책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예이다. 

 ▶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식품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개선을 위해서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이 전제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간 소통체계를 구축

하고, 다양한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식

품으로의 제품개선이 맛과 향, 식감 등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연구개발(R&D)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농식품 소비자가 표시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

엇이며, 어떤 채널을 통해 표시정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지, 표시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수

준이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표시정보 관련 교육 

및 홍보가 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는 통계분석, 소비자 및 

경제 분석 전문기관에서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실태조사(가칭)’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정량적

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제도/조직 기반 마련의 차원에

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세부 추진 방안 6. 효과적인 표시정보 교육 및 홍보

 ▶ 표시정보 인지도는 농식품 표시정보 확인의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농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표시정보 확인 점수가 높으므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농식품 표시정보에 대

한 소비자 관여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농식품 표시정보가 어떤 의미와 취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활용할 경우 어떠한 유익이 있고, 활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잠재적 문제가 있

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인증제도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표시정보를 더 많이 회상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SNS를 

통해 식품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는 소비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효과적

인 표시정보 교육 및 홍보 수단으로 SNS나 동영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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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방안 7. 농식품 표시정보의 신뢰도 제고

 ▶ 신뢰도는 소비자가 농식품 표시정보를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실제 농식품 표

시정보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표시정보 확인 정

도와 정책 만족도, 영양표시를 보고 구매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인증품에 대한 구매의향 

조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신뢰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식품 구입 시 표시정보를 더 많

이 확인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신뢰하는 그룹은 영양표시를 활

용하여 행동을 바꾼 경험도 많고, 인증품에 대한 구입의향도 높은 등 표시정보와 관련한 긍정적

인 지표 결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취약

한 신뢰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모니터링 결과의 공유를 통해 대국

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마크에 ‘대한민국 정부’를 활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제

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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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임소영, 김윤진, 강수진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이 보고서는 미가공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중심으로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조세특례

와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등 농업 및 농업 전후방 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제

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는 가구별 소득 역진성 완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감소라는 장

점도 있지만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면세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특례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투입

재가 과다 사용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이 높고 일몰제도로

서 정기적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 등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다.

 ▶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의 적정성 및 한도에 대한 논란, 업종별 차별, 국내산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

 ▶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후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트렌드가 변화하고 식품이 가계소비에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으나 면세제도를 비롯한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는 변화한 소비환경에 맞추어 전

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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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고

찰하였다.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 현재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편익은 농산물 면세제도가 가계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

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의 감축,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등으로 요약

된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편익이 상당 부분 소실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현재의 제

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누적효과와 환

수효과로 인하여 농산물 면세 효과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나 농업기자재 영세율, 면세유 등의 편익이 농업인 뿐만 아니라 해당 기자재의 생산자에게

도 일부 귀속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현재의 세제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

어 현재 제도가 반드시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대안으로서 두 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농산물의 과세 전환이다. 두 번째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부분적인 개정이나 추가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 농산물 과세 전환은 급진적이지만 앞서 언급되었던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우선 면세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해결된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와 농업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투입재 관련 조세특례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조세특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다.

 ▶ 그러나 농산물 과세 전환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소비 위축과 그로 인한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과세 전환으로 인한 편익보다 크다면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

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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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방안은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도 변화로 인한 사회

적 혼란과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경제 주체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대안으로 생

각해봄직하다.

농산물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의 영향

 ▶ 첫 번째 대안인 과세 전환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확률적 균형대

체모형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이 농산물 소비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농산물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하면 쌀 소비량은 2.01% 감소하고 소비자 가격은 

7.61% 증가, 판매액은 5.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돼지고기, 육계 등 축산물 시

장에서는 소비량이 각각 3.81%, 3.88%, 3.5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켜 농산물 소비 감소와 농업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뿐만 아니라 과세 전환은 소비자 세부담을 증가시킨다. 농산물에 1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

체 도시가구의 세부담은 면세 시의 1.37배로 증가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고소득 가구보

다 더욱 큰 세부담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추정 결과, 1분위 가구의 세부담률은 면세 시에 

비해 1.71배가 되지만 10분위 가구의 세부담률은 면세 시에 비해 1.2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1~2인 고령가구는 전체 평균에 비해 더 큰 폭의 세부담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농산물 부가가치세 과세는 가계의 역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납세를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로 전환할 경우 

농업인이 지불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26%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신고 면제 농가에 비해 경영

주의 연령이 낮고 영농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무 업무 및 회계장부 작성이 보편화되

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납세 인프라 구축없이 과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큰 혼란이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협력을 위한 금전적 비용 뿐만 아니라 익숙치 않은 세무 업무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발전방향과 과제

 ▶   현재의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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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아 현재의 제도가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효율적 지원의 관점에서 볼 때 조세지출 방식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식품소비를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과세로 거둬들인 추가 세수는 농특회계로 전입시켜 농업인의 소

득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면 실제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집단에게 보다 집중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따라서 현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농산물 면세의 과세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업과 농정의 발전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무엇보다도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업과 농정의 발전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농업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분야가 부가가치세제 네트워크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농가의 회계장부 작성 및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의 측면에

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농가의 회계장부가 작성되고 매출액 신고가 이루어지

면 공식적인 매출기록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 지원 정책도 가능해진다. 또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세 과세 전환은 농업기자재 및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산물 소비 감소,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증

가, 소비자 세부담 증가와 소득재분배 악화 등 농업인과 소비자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도

록 한다. 농산물의 과세 전환으로 인한 편익은 비가시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반

면 비용은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제도 변화로 인한 편익은 농업계를 중심

으로 발생하며, 소비자는 농업의 선진화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는 것으로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의 과세 전환은 소비자와 농업인 간에 이

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따라서 농산물 과세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과 농정의 발전을 위하여 과

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경제 주체 간 갈등, 제도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 과세 전환은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 납세 인프라 구축 

등 제반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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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면세 제도 전반의 개편논의와 동떨어져서 다루어

질 수 없다. 농산물 외에도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면세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과세 전환에 대

한 논의를 제외하고 농산물 면세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농산물의 과세 전환 논의는 면세 제도의 전체적인 개편 논의 가운데, 면세되고 있는 타 재화 또

는 서비스와 농산물 간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가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농산물 과세 전환은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제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

업인의 납세지원 확충 방안과 세제 관련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을 강화하고 해외의 농업인 납세지원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을 필

요가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납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농업인

의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제 관련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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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는 요소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농업 부

문을 비롯한 보다 넓은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며,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환경·생태 부담을 과중하게 지우지 않는다는 뜻을 공통되게 담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약화 원인이 시장 개방,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능과 역할이 적시에 여건 변화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날 한국 농업 부

문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 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경제적·사회

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요컨대 농업 부

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 중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지, 옮겨야 하는지가 관건이

다. 농업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농정 방향이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지속가능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

 ▶ 한국 농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농업 보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향을 

모두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모든 시기에 걸쳐 ‘(가격)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지

향점으로 삼고 핵심 목표로 설정한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결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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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생산성 증가, 생산액 및 부가가치 증대, 규모화 진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수 소규

모 농가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지 못하였고, 생산성 증대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

형적 성장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농업 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식품안

전이나 환경 등을 중시하는 사회 수요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

교역조건지수 악화, 농가소득 정체(농업소득 감소), 지역 경제 중 농업 비중 감소, 농촌 삶의 질 

수준 저하, 농업 부문 환경부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농업(사회)와 농업(환경) 지속가능성 지수가 42.6점과 49.2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이론적 검토

 ▶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1) 영농활동 과정에서 결합생산 형태로 발현되는 공공재로, 2) 긍

정적·부정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지만 시장실패 때문에 사회 최적 수준만큼 공급이 이루

어지지 않아 3) 일정 정도 공공 부문 개입이 필요한 기능’으로 정의한다. 요컨대 농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별도의 정책이 없으면 긍정적(부정적) 기능이 사회

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게(많이) 제공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명시적으

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외연을 확대하였다. 이 재정의를 받아들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은 영농 방식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바꾸게끔1) 공공 부문에서 유인을 제공하여 긍정적(부정적) 외

부효과를 늘리는(줄이는) 식으로 농정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국 여건을 고려한 다원적 기능 범위(긍정적 외부효과)>

구분
경제 사회 환경

안정적  
식량 공급

농촌
활성화

여가   
정서

문화   
유산

식품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경관   
보전

생물다양성 
증가

동물복지
개선

포함 ○ ○ ○ ○ ○ ○ ○

향후 포함 가능 ○ ○

<한국 여건을 고려한 다원적 기능 범위(부정적 외부효과)>

구분
사회 환경

동물복지 악화 식품안전성 악화 환경 오염 축산 악취 생물다양성  감소

포함 ○ ○ ○

향후 포함 가능 ○ ○

1)		예를	들어	영농	체계(특히	조방농업),	영농	방식(투입재	감축),	농업	기간	시설(배수	및	관개)	등을	바꾸면	환경	공공재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Cooper,	Hart	
and	Baldo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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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영농 방식을 바꾸어(행위)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결과)으로 이동하

는 단계부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영농 방식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

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농업 부문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점차 받아들

이고 확대한다면 1차적으로 환경과 생태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것이다. 나아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축적되고 사회 구성원이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인식 역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확산하는 식으로 농업 부문 기능을 전환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원활하

게 변했다면 또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영농 방식 등을 전환하여 사회 후생을 

늘린 기여에 대한 적절한 대가(remuneration)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

이려는 차원을 넘어 사회·환경 측면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간 선순환 구조>

(A) “자연을 ‘이용’ 
      (자연=object)”

시장
(교환 가치

평가)

시장
(교환 가치

평가)

시장 실패
(사용/존재
가치 간과)

‘농업 부문과
사회 간 생활

세계’
(사용/존재
가치 평가)

사회후생 저하
사회 수요 미반영

사회후생 증가
사회 수요 환류

(정부 실패 또는
정책 외부효과 교정)

(E) 공공 부문

(F) 사회 성원(신민이 아닌 시민)

(B)

(2) (4)

(5)

(1) (1′) (1″)

(D)

(C) “자연과 ‘공존’ 
     (자연=co-actor)”

Reproduction
또는 지속가능성

(경제)

(G) 돌봄 및 소통

평가 받지 못해온
가치 재발견과
정당한 대가
(remuneration)

인정 욕구
(Axel Honneth)

사회적 수요 소통,
공론화

MF

지속
가능성
(환경)

(3) 
영농 
방식
변화

(Stewardship)

Valuation & Mediation 지속가능성
(사회)

Negotiation Process

상품 MF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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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확산시켜 농업 부문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1단계), 이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최소한 초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정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2단

계) 과정을 거치면서 다원적 기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편

적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업의 지속가

능성과 다원적 기능 간 선순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 중 특히 환경 측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까

지 친환경농업 정책만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환경 책무를 토

대로 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농업인이 국민을 대신하여 농업 환경재

를 공급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집사(steward)’ 역할을 하고, 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투자 차원에

서 농업인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환경 책무 실천의 핵심 요소인 행위자, 동기, 역량과 관계된 쟁점을 도

출하였다. 첫째,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을 행위자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에서 정책 대상 설정 

기준을 논의하였다. 적절한 행위자를 정책 대상으로 선택하려면 정책 대상이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간 기준, 정량적·정성적 기준, 적격성 기준을 토대로 대상을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위자에게 어떻게 내부·외부 동기 부여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이 쟁점은 

비용 부담 원칙 및 정책 수단과 연계된다. 경제적·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오염자 부담 원칙(부정

적 외부효과)만이 아닌 공급자 획득자 원칙(긍정적 외부효과)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

계를 실제로 설정하는 준수 기준을 현행 법령을 토대로 설정하고 점차 정교하게 설계하여야 한

다. 두 원칙과 준수 기준을 기초로 교차준수와 농업 환경 지불금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현행 법·제도와 농업 예산 구성이 환경 책무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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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 책무 실천 기본 틀>

맥락

환류 모니터링과 적응(Adapting)

맥락에 영향을 
주는 요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

변화 속성 (복잡한 
정도, 속도, 유형 
스트레스 요인 
수와 강도

행위자

위계(개인, 집단, 
네트워크)

권한, 역할, 책임 
배분

특성(조직(비정부 
기구, 정부, 
소비자), 자원 의존 
정도, 사회-경제 
여건 등)

동기

내부 동기

외부 동기

역량

지역 공동체 자산

제도(거버넌스)

실천

실천 방식

실천 목적
(보전, 복원, 지속 
가능한 이용 등)

복잡한 정도
(종 또는 서식 
보호부터 생태계 
보호까지

규모(지역, 광역, 
국가, 세계)

성과(Out-
comes)

생태 성과
(종다양성, 서식지 
증가, 생태계 
생산성, 지속 
가능성 수준 등)

사회 성과(부/빈곤, 
살림살이, 고용, 
웰빙, 식량안보)

다원적 기능 확충 과제

 ▶ 첫째, 농업 환경 정책을 시발점으로 삼아 환경 책무 실천을 강화하되 다원적 기능 범위를 점진적

으로 넓히고 정의 역시 변화시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가령 식량안

보나 친환경농업 등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기능과 범주 외에도 도시농업, 식품안전, 동물복지, 생

물다양성 등이 새로운 기능이 될 수 있다. 

<다원적 기능 범위 확대 >

도시농업

식품안정성, 
동물복지 개선

생물다양성
증대

2
단

계

식품안정성
문제

농촌 난개발

환경 오염 축산 악취

생물다양성
감소

1단계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전통과 문화 보전

수자원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자연경관 보전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미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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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여 영농 활동을 근간으로 다원적 기능을 확충한다는 방향에 부합하

려면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농가(예를 들어 1종 겸업 농가), 신규 진입 농가, 영

농 규모가 작거나 고령이지만 공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정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셋째,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농가의 준수 사항을 준수 기준으로 우선 설정한 후 농업 여

건과 법령 실정, 이행 점검 가능성, 농가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준수 기준의 

대상 범위와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헌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 다원적 기능 정의와 범위, 관련 주체의 책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방향에 맞추어 먼저 개별법 목적, 원칙 및 방향, 내용 등을 정

비하여야 한다. 

 ▶ 다섯째, 사회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예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 성격 역시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의거하여 특

정 기간 예산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여섯째, ‘농업 부문이 수행하고 있지만 평가·보상 받지 못하는 기능의 가치를 지원할 필요’를 강

조하는 방식에서 ‘사회 투자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농업 부문 지원 근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 

 ▶ 일곱째, 실천 단계에서 기존의 하향식·공모식 방식을 줄이고 상향식·자율적 선택 방식을 강화해

야 한다. 환류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표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

로 이루어지고 충분한 기간 동안 축적하는 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지표 성격을 결과에 기초한 

평가 방식(performance-based approach) 중심에서 실천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는 방식

(driving- force-based)으로 일정 정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구 관련 문의

유찬희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2	 Email_chrhew@krei.re.kr
조원주	 부연구위원	 TEL_061-820-2207	 Email_wjcho@krei.re.kr
김선웅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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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손학기, 김홍상, 이현정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

연구 배경

 ▶ 전통적으로 대기, 강수, 토양 등과 같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비시장 투입물이 농업환경자원

이라 인식됐다. 하지만 농업생산 활동과 환경보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농업

환경자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에 있어서도 수

집·유지관리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 하지만 우리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농업환경보전 정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으로 농업

환경정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현재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적으

로 구축되어온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부족하다. 진단을 토대로 농

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확장이 일어날 때 정보체계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에 대

한 방향성 검토가 미흡하다. 또 최신 제4차 산업혁명기술의 발전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영국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선진국에서 정책 운영을 위

해서 정보시스템 어떠한 방향과 방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고조에 따른 농업환경자원의 개념 확대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를 진단하고, 농업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확대에 

맞는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며,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 수준으

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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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 이 연구에서 농업환경자원은 기존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요소에 의해서 정의되는 전통적 농

업환경자원과 함께 농업환경보전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확대된 농업환경자원으로 정의한다. 

농업환경자원 관리는 농업환경자원 중에서 시장에 맡겨둘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업환경자원 공공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친환경농어업육성법 도입 이

전과 이후 시점의 국내에서 구축된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을 조사하

였다. 그리고 도출된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과 한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검토

를 하였다. 한편 해외사례조사를 통해서 영국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의 발전 과정과 관리 정

보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농업환경자원 관리 관련 정보통신

기술 발전 동향을 검토하였다. 한편 GIS 분석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체계의 공간 규모와 공간 이

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지도로 작성하였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

 ▶ 국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현황을 친환경농어업육성법 도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 도입 이전에는 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농업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토양 부문에 있어 토양도와 토

양검정 자료, 농업용수·수질 부문에 있어서는 농업용수구역도와 농업용 호소·저수지 수질조사, 

비료·농약 부문에 있어서는 비료·농약 공급량 정보 조사, 가축두수·분뇨에 있어서는 샘플링 통

계조사, 농업경작·토지 부문에 있어서는 샘플링 통계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 생물다양성

과 농촌경관·농업유산 부문에 있어서는 정보 구축이 없었다.

 ▶ 한편 친환경농어업육성법 도입 이후의 정보체계는 고정된 상태파악에서 변동성 조사로 확대, 샘

플 통계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변화, 농촌경관 등의 새로운 조사 항목 추가로 요약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는 토양 부문에 있어 물리·화학성 변동조사, 농업용수·수질 부문에 있어 수질 변동조사, 

비료·농약 부문은 사용량 조사, 가축두수·분뇨 부문은 축산관련 활동 전수조사, 농업경작·토지 

부문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생물다양성 부문은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등 환경

부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경작·토지 부문에 있어서는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를 

통해서 방대한 자료가 구축되었으나 추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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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육성법 

도입 이전 도입 이후

토양
토양특성조사(토양도)

좌동 +

토양비옥도조사(토양검정+시비처방)

토양비옥도조사(토양검정) 토양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농업용수·수질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좌동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하천수질 변동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농업용 호소·저수지 수질조사

농업용 지하수 수질조사 수질오염총량제도(수질총량정보시스템)

생물 다양성
-
-
-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2008년)

국가차원 농업생태계 장기 모니터링

논생물 시민조사(iCOOP생협 등 시민단체, 한일 
논생물교류회)

비료·농약

화학(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내역 기록 좌동 + 

농약 공급 지원 내역 기록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비료·농약사용량 보고(농업경영체)

비료공급량 조사(시군)
비료농약 사용량 조사(농업환경변동조사)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비료 및 농약의 양 조사

가축두수·분뇨
가축, 축사 조사, 가축분뇨수거, 가축분뇨처리 
조사 

축산농가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 발생량 조사
(시군)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면적, 축종, 사육두수 보고

축산농가별 축종별 수육두수 및 차량출입 정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가축분료 배출, 수집·운반, 처리 (축산분료전자인
계관리시스템) 

농업경작· 
토지이용

경지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시설면적 
조사

토지피복 현황(토지피복도)

경지 조사(스마트팜맵)

농지 소재지, 농지면적, 품목별 재배면적(농업경
영체)

농촌경관· 
농업유산

-

농촌다움 자원정보 조사(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
조사 및 자원도 구축사업)

농어촌 자원 조사(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농어
촌경관관리계획)

경관직불금(스마트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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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한계

 ▶ 농업환경자원을 시장에 맡겨둘 때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환경자원 공공재

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를 상정하고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한계를 분

석하였다. 

 ▶ 먼저 농업환경자원 공공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성격을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환

경보전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환경활동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도출하였다. 구

체적으로 농업환경활동은 OECD(2015)에서 제시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농업환경활동, 

영국의 농업환경정책(Natural england, 2015)의 농업환경활동, 우리나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

램(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017)의 농업환경활동의 공통점을 도출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농업환경자원 공공재 관리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자원
관리 부문

농업환경자원 관리에서 요구되는 정보

농업환경 활동 정보

토양 및 토질 보전

·농가가 농업생산과 토양보전을 위해 현 토양의 상태를 파악

·농가가 사전에 농경지의 토양침식 가능성을 파악

·농약사용 현황과 대안 파악

·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화학성 
변동 정보

·토양침식(경사, 침식량)

수질 및 수량 관리

·물의 효율적 이용 유도

·겨울에 농경지 물 유지

·농업용수 수질 개선

·농업생산 이후 하천 수질 개선

·농업용수 수질(저수지·호소)

· 농업생산 이후 하천 수질 
(하천 및 하구 수질)

·농업용수 수량

· 농가가 경작활동 과정에서 토양 피복 제거로 토양유실이  
예상되는 시기와 지역을 파악

· 토양을 덮고 있는 작물 등 식물의 
정보

·농경지 내부 양분수지 관리

·발생한 양분이 하천오염에 기여하는 배출부하량 관리

·비료·농약 공급량/사용량

·가축사육두수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야생동물 번식지와 먹이 공급원 보호

·작물/품종 다양성 즉가

·농업생태계 생물종, 멸종위기종

·논·밭 생태계 관련 서식지

농촌경관 관리
·농촌의 고유성 유지(농업, 전통성, 공동체 문화)

·경관미 유지(취락형태, 자연친화성, 시지각현산상)

·농촌의 고유성 정보

·농촌의 경관미 정보

공통 ·관리를 위한 공간단위 ·농경지, 행정구역, 유역, 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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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출된 농업환경자원 공공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농업환경자원 공공재의 특

성인 공간 규모(spatial scale)과 공간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 정보체계의 구성 요소인 

Data 측면에서 현행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농업환경자원 공

공재적 특성 측면에서 2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는 다양한 공간 규모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가 수집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통의 공간 규모 설정이 필요했다. 둘째는 토양침식량

이나 호소·저수지 수질오염도 정보 등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는 지역에 따라 그 오염 정도가 차

이가 나는 공간 이질성을 가지고 있고, 비용-효과적인 농업환경정책을 위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정보별로 공간 이질성 관련 고도화가 필요했다. 

 ▶ 다음으로 정보체계의 구성 요소 중 데이터 측면에서 4가지의 한계가 도출되었다. 첫째는 현행 농

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내에서 수집·유지 관리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조사 시점과 지점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둘째로 기존에 구축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접

근이 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한 원자료 확보가 비료·농약 공급량 정

보 수집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셋째로 새로운 자료의 구축이 필요한 부분도 도출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농업환경활동을 하는 농가를 정보생산의 주체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리고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또 농업환경이 국가 환경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농경지의 환경부하가 본류 하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간의 연계와 농림축산식

품부와 환경부 정책 간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 확대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선진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영국 농업환경

정책(ES, CS)과 정보체계를 분석하였다. 영국의 농업환경정책 운영은 정부와 신청 농가로 나누

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청 농가의 농업환경활동이 농업환경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가 농업환경정책 추진에 따

라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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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책의 운영 방식>

농지의 토지이용, 경계

농업환경 특징
(Feature)

타깃팅
(Targeting)

우선순위
(Priority)

정밀조사

감독과 감사

농업환경 활동
(Option & Item)

본인 및 적격 필지 확인

농업환경기록지 및 지도 작성
(Farm Environment

Record & Map)

점수환산(Scoring)

협약

정부 신청자

 ▶ 정부는 농가가 농업환경정책에 참여하기 이전 단계에 농업환경보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환

경활동 목록을 작성하고, 농업환경활동 중에서 비용-효과적인 활동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

도록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적재적소 타깃팅)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신

청 농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경지의 경계나 속성을 확인하고, 농업

환경보전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할 농업환경활동을 선택하며,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 상

세하게 표시한다. 이루어진 농업환경활동은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서 사후에 검증받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농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

면서 농가가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 한편, 최신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발달로 비전문가인 농가가 스마트폰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현장 맞춤형 농업환경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

적으로 농업환경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을 정보수집, 정보가공·관리, 정보

활용의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보수집 단계는 IBM사의 AgroPad와 같이 현장에서 농민

이 직접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기술, 드론과 원격탐사를 이용한 하천 수질과 토지피복 정보 취

득 기술,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시민의 참여 확대 등이 예상된다. 정보가공·관리 단계는 빅데

이터를 이용한 전문가 영역의 고급 분석을 통해 농가 맞춤형 정보가 생산된다. 정보활용 단계는 

개별 농가 맞춤형 정보를 스마트폰 등 AR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비전문

가인 농가가 전문가 이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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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방향과 과제  

 ▶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인 영국의 정보체계의 구축 방향과 제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발달을 

토대로 국내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 3가지와 14

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의 정책 방향은 현 정보체계에 

의해서 구축되어 왔던 기존 정보의 내실화, 확대된 농업환경자원 관리에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

의 신규 구축, 그리고 정책 선진국과 정보기술 발전 동향을 통해서 파악된 미래 지향적인 정보의 

고도화이다. 이 3가지 정책 방향 아래로 각각 6개, 4개, 4개의 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확장된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의 추진과제>

기존 정보의 내실화

·비샘플링 지역으로 토양화학성 정보의 확대 구축

·농업용수의 수질 측정 주기 단축과 지점 확대

·부처 협조를 통한 도시생태환경지도에 농촌생태계 반영

·부처 협조를 통한 퇴·액비 살포정보 수집 체계 연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한 비료·농약의 공간해상도 향상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농촌경관자원 정보 환류체계 구축

새로이 요구되는 정보

·드론과 위성영상을 통한 주기적 토양피복 정보 수집

·농업환경 표준유역의 설정과 수질 측정망 구축

·농업환경활동과 하류지역 간의 농업환경부하 모델 개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독자적 정보 인프라 구축

미래지향적인 정보 고도화

·현장에서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 접근성 강화

·맞춤형 농업환경활동 추천 정보 생성과 서비스 개발

·비용-효과적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우선관리지역 선정

·지역 맞춤형 농업환경활동 우선순위 설정

손학기	 연구위원	 TEL_061-820-2110	 Email_hgsohn@krei.re.kr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6	 Email_hskim@krei.re.kr
이현정	 연구원	 TEL_061-820-2240	 Email_hjlee1215@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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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농업진흥지역제도는 우량농지 확보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되고 1992년

에 구체적으로 지정되었지만,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지의 양적 및 질적 확보라는 목적

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음.

 ▶ 계획 없이 들어서는 축사, 창고, 농가주택, 가공시설, 공동편의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진흥지

역 내 우량농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직접지불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쌀고정직불과 밭농업직불을 공익형 직불제(가칭)

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직불제도는 농지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따라서 농지보전 제도도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제도 시행(1992) 후 25여 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농지보전 정

책, 특히 농업진흥지역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조사, 해외 현지조사, 농지정보 관련 공간자료와 원시자료의 기초통계 및 계량분석 등을 통

해 연구를 수행함.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개선 방안

연구자: 채광석, 김홍상, 성재훈, 김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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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조사에는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현재의 농업진흥제도

로 대변되는 농지보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

   ● 해외 현지조사는 국내와 농업여건이 유사한 대만을 방문하여 농지보전 실태와 특정농업구 제도 운영 현황

을 조사함.

 ▶ 농업진흥지역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국토부 등의 관련 GIS 공간자료와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조서, 농업경영체 DB 원자료, 농어촌공사의 농업진흥지역도 GIS 자료, 국토교통

부의 연속지적도 및 공시지가 원자료, 농촌진흥청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 GIS 자료, 환경부 국

토환경성평가지도 GIS 자료 등을 활용함.

   ●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교차법, 인간개발지수와 비모수추정법 등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보전적지 규

모를 파악함.

   ● 토지이용 변경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실시함.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이용 현황 분석

 ▶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공용·공공용시설과 축사, 농산물시설(창고, 가공, 

건조시설), 농가주택과 농업인 공동생활편익시설 등 연간 3,000ha 정도의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매년 전용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함.

 ▶ 농업진흥지역은 보전지역으로서 개발행위 기준에 대해 일관성 있게 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개발행위 허용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보전지역으로 한계가 존재함.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지전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현

행 부과방식과 부과수준으로는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음.

   ● 공시지가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더욱 선호함.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분석

 ▶ 「농지법」상 주민희망지역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이 미

흡하여 지금까지 주민희망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편입은 1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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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지대별로 농지집단화 기준(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 이

상)을 달리하고 있음.

   ● 하지만 해제 요건 및 기준은 지대 구분 없이 3ha임. 따라서 일부 지대에서는 지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해

제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2007년과 2008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1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면적 기준으로는 

78.5%(농업용시설까지 포함 시 81.5%)가 농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과소개발지역의 농업인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로 인한 직불금 감소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농업진흥지역 해제조건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표별 보전 대상농지 현황

 ▶ 과거 생산주의와 효율성 중심의 농정기조가 환경 보호와 안정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 

농정으로 전환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패러다임도 전환이 필요함.

   ● 현재의 농지집단화도와 토지생산성 기준뿐만 아니라 농지의 환경·공익적 효과가 높은 지역도 적극적인 보

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공통 재배적지는 약 43만 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 70만 ha의 

61.5%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용행위(축사, 재배사 등 비토지이용형 농업행위)시 이러한 재배적지를 고

려한 효율적 농지이용 의사결정이 필요함.

농지보전 관련 주요국의 시사점

 ▶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농업진흥을 도모할 지역을 분명히 하고(일본은 전체 농지의 89.6%를 농

용지로 지정, 영국은 농촌 토지 전체), 각종 국가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운영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용지구역 내의 일정 구역을 특별토지로 세분화하여 지정함.

 ▶ 영국의 경우 개발 허가 시 우수하고 활용도가 높은 농지(1, 2, 3a 등급)는 적극 보전하고 농업용지

의 개발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등급 토지(3b, 4, 5 등급)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 대만의 특정농업구 지정에 있어서 농촌사회 종합발전계획 촉진과 농업생산·농촌생활·환경생태가 융합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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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1>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 개선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적극적인 보전·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해제

기준을 지대 구분 없이 3ha 이상 집단화된 농지로 일치시켜 농업진흥지역 편입대상지를 확대하

여 농업진흥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지금처럼 「농지법」에 상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용도지역 구분은 모든 시·군에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농업

용 시설지구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정하도록 함.

   ● 지역 농업특성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한 용도구분(ex, 다락논 등 경관지구, 시설농업지구, 축산지구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함.

   ● 다만, 농업생산 이외의 활동은 농업진흥지역 내 비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 그리고, 

용도별 구분에 따른 일정한 행위제한을 적용(관련 개발행위만 일부 허용)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함.

<요약 및 시사점 2> 농업진흥지역 운영 방안 개선

 ▶ 농업진흥구역은 현행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수용하여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

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도록 함. 

   ● 농업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 재조정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국토환경성 기준 

환경가치가 우수한 1등급 농지(약 4만 4,100ha)도 농업보호구역으로 적극 편입하고, 용도구역 이름도 농

업환경보호구역으로 전환함. 그리고 재정된 농업환경보호구역은 현행 농업보호구역보다 행위제한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기준에 농업진흥구역을 추가하고, 「건

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설계가 필요한 개발행위는 농지전용 허가(신고) 대상에 추가함.

 ▶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에게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

는데, 방식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율 감액 방식을 적용함.

   ● 상속·증여세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20년 이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

를 전용하지 않고 계속 농지를 이용할 경우 상속세(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20년이 지나면 상속세(증여

세) 납부를 면제토록 함.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 측면에서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여 ha당 20만 원 수준의 농

지보전직불금을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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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량농지 보호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용에

는 100% 감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함.

   ● 공용·공공용 혹은 농업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100% 감면을 허용하지 않고 

최대 50% 감면함.

 

 ▶ 농지이용계획 실행을 담보하는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토지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도

시관리계획과 연계·운용함.

   ● 지역 단위의 농지정비사업 관련 투융자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시 일정 부분 해

당 지자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농지관리 기금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함.

채광석	 연구위원	 TEL_061-820-2377	 Email_gschae@krei.re.kr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6	 Email_hskim@krei.re.kr
성재훈	 부연구위원	 TEL_061-820-2348	 Email_jsung@krei.re.kr
김부영	 연구원	 TEL_061-820-2335	 Email_bkim73@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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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마상진, 안석, 김남훈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고 방안

연구 요약

 ▶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문해 실태, 문해와 삶의 관계, 문해교육 실태와 지자체 사례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해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 기존 통계분석, 설문 조사, 사례 조

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

촌 노인의 문해 실태를 다루었다. 문해 의미와 수준을 정의하고, 기존 통계 및 이 연구의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농촌 노인의 문해 수준과 비문해원인, 비문해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의 실태를 분석

하였다. 농촌 노인의 절반 이상이 문해교육을 필요로 하였고, 읍보다는 면지역,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의 비문해가 심각하였다. 농촌 노인의 1/3 정도는 삶의 질과 관련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비문해 노인의 경우 거의 이들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문해

와 농촌 노인의 삶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문해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서비스 이용, 정

보서비스 이용, 농업·농촌 서비스 이용 정도를 높였고, 정치에 대한 관심, 농촌 노인의 건강 인식, 

자존감, 삶의 질 만족과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문해 노인의 삶에 대한 영향력은 문해수

준에 따라 다소 달랐는데 비문해에 비해 반문해나 기초문해 등 중간단계의 문해수준보다는 기능

문해일 경우 더 높았다. 제4장에서는 농촌 노인의 문해교육 정책 및 공급 실태를 다루었다. 문해

교육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사업으로 실시되고, 2016년 국가문해교육센터 설립으로 국가

적 사업 추진틀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농촌의 문해교육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농정당국의 관

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농촌 지자체 간의 격차가 작지 않

았다. 실제 문해교육에 대한 요구량에 비해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였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참

여비율은 5% 미만이었다. 농촌의 문해교육은 마을별 찾아가는 문해교실과 문화·예술·건강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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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연계 등 비인정 과정의 형태로 제공되어 프로그램의 안정성, 품질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제5장에서는 농촌 지자체의 문해교육 활성화 사례를 다루었다. 문해교육이 활성화된 지자

체와 비활성화된 지자체 비교를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 촉발요인(국가사업, 지자체장의 의지, 담

당공무원의 전문성·열정, 시민사회 역량)과, 문해교육 시스템 구축(지원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전

담조직 운영) 및 발전 과정(문해교원 육성 및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질 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

트워킹)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농촌 노인의 문해력 제

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 노인 문해력의 기본방향으로 ‘문해에 대한 정부(중앙, 지방)의 책무

성 강화’, ‘문자해득교육에서 벗어나 생애 역량개발로 연계’, ‘농촌 노인 특성에 맞는 비문해 해

소 방안 모색’ 등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문해 정책의 

개선 과제로는 ① 문해교육의 비전, 영역 재설정, ② 쉬운 국어쓰기 운동, ③ 문해 관련 통계·조

사 사업 개선을 제안하였다. 농정 당국의 책임 하에 농촌 삶의 질 정책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농촌 문해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④ 농림어업인 삶의 질 계획 하에 문해 정책 추진·관

리, ⑤ 농업·농촌형 문해교재 개발·보급, ⑥ 농촌 문해교사 양성·조직화·연수 지원을 제안하였

다. 지자체 단위의 농촌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 ⑦ 지자체 문해교육 추진체계 및 협

력 네트워크 구축, ⑧ 문해에 대한 기본 인식수준 제고 및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개선, ⑨ 농촌 학

교를 통한 문해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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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공공·생활서비스 관련 농촌 정주여건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단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재정투입의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식 

또한 한계가 따른다.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경향으로 기술혁신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

하는 사회적 혁신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사회적 혁

신정책 및 그 성과들은 새로운 방식의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및 지원사업들은 도시 정책을 비롯한 타 

정책 부문에 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

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혁신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 정주

여건과 관련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파악하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여건을 분

석하였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설문 및 현장방문조사, 초점집단면접 등을 실시

하였다. 문헌조사는 사회적 혁신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과학기술 및 관계 부처 관련 계

획, 정책 및 사업 그리고 해외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은 농촌 정주환

경에 대한 기존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국가 연구개발 과제 DB에서 도시와 농촌 정주환경에 대

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를 추출하여 혁신활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촌 

정주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정도채, 김용욱, 김경인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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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혁신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 교육, 주택·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

여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 및 정책 과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혁신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하여 농촌 사회적 혁신 활성화의 제약 요인

을 도출하였다.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혁신 활동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 결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혁신 활동에 대한 재정투입이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도시와 비교할 때,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와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의 지역적 편

중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혁신주체 저변이 열악하다. 

 ▶ 전문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교통, 교육, 주거·에너지,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적 혁신 수요

를 도출하였다. 농촌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이를 위해 농촌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ICT 기반 학교 운영 모델의 실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교통 여건 개

선을 위해, 무인자동차의 활용을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지역 교통안전 여건 개선

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택·에너지 여

건 개선과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의 농촌 주택·에너지 공급 모델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난방비 절

약을 위한 생활기술의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사회적 혁신 수요와 관련하여 앞서 밝힌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제 혁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수준의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농촌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국가 연구

개발 과제나 실증 연구의 추진이 미흡했다. 농업·농촌 분야 혁신주체의 정주환경 관련 혁신 활동

의 비중을 높이고, 타 부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

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 기술 보급 및 교육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의 육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 과제를 도

출하였다. 첫째,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농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농촌 정주환경 관련 기

본계획에서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기술 보급 등 사회적 혁신과 관련한 정책 수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계획에 입각하여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의 체계적인 파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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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셋째, 농촌 개발을 위한 정책·사업에서 혁신 프로그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 

공동체회사 육성 등 기존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부문의 혁신기

관들이 기존 연구영역 외에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기능의 확대가 요구된다.

정도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7	 Email_dcchung@krei.re.kr
김용욱	 위촉부연구위원	 TEL_061-820-2313	 Email_ywkim@krei.re.kr
김경인	 연구원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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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OECD, World Bank 등 국제 경제 기구는 빈곤 감소를 위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성장에 대해

서는 각 기구 또는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성장, 높은 고용, 

노동생산성 증대, 폭넓은(broad base) 부문의 성장, 평등한 기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분배 

개선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반

이 경제 성장의 과실(果實)을 공유함으로써 불평등과 경제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

한 성장을 이루어나가자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최근 농업 부문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와 소득 개선을 포함하여 농업·농촌의 폭넓은 영역에서 경제적 활성화

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를 진단하고, 농

촌지역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과정

 ▶ 국내외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적경제는 정부 영역에도 시장 영역에도 포함

되지 않는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

연구자: 국승용, 임지은, 이형용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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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추구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활동의 영역으

로 볼 수 있다. 정부나 시장을 통해 실현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필요를 조합, 사회적기업, 비영

리단체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해소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사회적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넓

게는 협업적 방식의 경제 활동 전반을 사회적경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좁게는 복지 전달 체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공익적 사회·경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 시민사회의 발전 등의 요소가 상호 연계

하면서 형성된 영역이다. 사회의 발전과 해당 사회가 경험한 특정한 필요에 의해 사회적경제가 

태동하고 발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필요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가능하다.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구분하면 크게 대자본의 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시장 결핍 대

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961년 「농협법」 제정 이후의 농협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다소 상이하지만 농협·임협·수협 등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거쳤다. 이와 달리 신용협동조

합은 자조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였으나 1980년대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 이후 정부의 감

독 강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제2금융권화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일부 신협을 중심

으로 사회적경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수차

례의 법 개정 과정을 거쳐 자활사업은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지역 단위 다양한 민간 부문

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고용노

동부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

업을 전개하였다.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등과 

같이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 전개되었다. 「협동

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괄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로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정책을 전개하는 하향식 사업의 성

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강화되었다. 여기에 서울시와 같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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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활동이 성과를 발휘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정부주도형 하향식 모델에서 탈피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 농촌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시설·금융 등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

하고 있는 농협은 농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상호 금융 등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즉, 사회서

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나 시장 결핍 해소와 같은 사회적경제의 다른 영역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

하는 농협의 수는 많지 않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농촌

마을개발사업 등이 최근 농촌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각

각의 사업이 서로 다른 정부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상호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면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도 창출되고 있

으나 다른 지역이나 부문으로 원활하게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

 ▶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은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지원,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지

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이밖에도 보건복

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에는 범부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은 사회적경제 역량 제고, 경제 부문에서 협력·포용성장의 동력 확보, 공

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

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활동 분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 것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

해서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다원화된 사회적경제

에 대한 지원을 통합한다. 또한, 사회혁신 펀드 등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당면한 자금 확

보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조달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우대하여 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

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육, 평생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부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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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지역 및 품목 농협의 수는 본점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지점은 증가하고 있어 총 점포 수는 증

가하고 있다. 본점은 2013년 1,161개에서 2017년 1,131개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지점은 

3,323개에서 3,570개로 증가하였다. 2018년 9월 기준 일선농협의 본점과 지점을 합한 수는 

4,722개이다. 지역 농협과 축협의 본점이 1,044개, 지점이 3,238개이며, 품목농협·축협·인삼협

의 본점이 79개, 지점이 361개이다. 특·광역시에 위치한 본점과 지점의 수는 각각 114개, 763

개로 그 비중은 각각 10%, 21%이다. 즉 본점의 90%가 특·광역시가 아닌 도(道) 지역에 개설되

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기업은 농촌지역에 34%, 도시지역에 66%가 운영되고 있다. 농촌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의 18%가 경북에서, 14%가 강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농촌 사회적기업의 개

설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영역은 문화·예술(13%), 청소·위생

(13%), 식품 가공·판매(14%), 비식품 제조·판매(20%)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농촌지역

은 식품 가공·판매(19%), 농산물 생산·유통(11%), 관광·운동(5%) 등 영역의 비중이 커 사회적기

업의 일자리 창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7년 말 

기준 1,514개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도시(36%)보다는 농촌지역(64%)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농산물 생산·유통(23%), 식품 가공·판매(43%)의 비

중이 타 사업 영역에 비해 현저히 커서 마을 단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통해 소득을 창

출하는 형태의 사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3%), 보

건(0.1%), 사회복지(0.2%), 보육(0.5%), 간병·가사 지원(0.5%), 주거 지원(0.3%) 등은 그 비중이 

작다.

 ▶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은 2012년부터 설립되었고, 2017년 기준 1만 

1,533개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농촌에 30.5%, 도시에 69.5% 분포하고 있다. 사회

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00개가 설립되었으며 그 수가 연평균 

71%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848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일반협동조합 수

의 7%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촌지역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은 21.5%로 전국 농촌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205개이다. 농촌에서 운영되는 일반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은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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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21%), 도소매업(20%), 제조업(1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 사회적협동조합은 교

육 영역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영역이 17%를 차지하는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

했던 농산물 생산·유통은 8%, 식품 가공·판매는 4%에 불과하다.

 ▶ 조직 유형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독립적인 중간지원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6개 

지역본부와 158개 시·군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중앙자활센터와 14개의 광역자활센

터, 249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전국에 92개소

가 있다.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중앙단위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광역 단위 사회

적경제지원센터가 있다. 이 중간지원조직들은 법령, 정책사업 등의 근거가 상이하며 상호 협력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농촌 사회적경제 여건과 주민 인식

 ▶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시민사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덜 성숙되어 있다고 한다. 하

지만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농촌 거주자의 사회

단체 참여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은 도시민보다 다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농

촌 주민의 사회참여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에도 농촌지역의 시민사회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

했다고 인식되는 것은 개개인의 사회참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아 지

역사회 측면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다양성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진료서비스, 노인 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학

교 육성 및 통학수단 제공, 창업 및 취업 컨설팅 등의 이행 실태는 70% 내외로 상당한 개선이 필

요하다. 이는 농촌지역에 이 같은 영역의 정부나 시장을 통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문

화예술회관 등에 대한 확대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 10%는 처음 듣는 용어

라 답하였으며, 5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필요성에 공감하

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이며,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은 27%였다. 농촌 생활여

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의료·보건(31%), 문화(22%), 이웃 

간 유대(1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14%), 대중교통(13%) 순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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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어린이나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시점에서 농촌지역을 떠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등학교 시

기에 23%,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23%의 청소년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유학하거나 이주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읍면 소재지에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보건소(85%), 내과(74%), 한의원(72%), 

치과(67%), 요양병원(52%) 등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과, 피부과 등 전문 의료기관

이 운영되는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비뇨기과(19%), 산부인과(21%), 종합검진(23%), 

소아과(30%)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역의 비중이 높다. 거주 지역에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

어 인근 도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이동거리는 평균 47km로 조사되었다. 경기

(28km), 특·광역시(30km), 제주(32km) 지역이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남

(58km), 충남(54km), 충북(50km) 등은 이동거리가 50km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을에서 공동으로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

이 55%에 달했다. 시·군청이 설립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37%

였으며, 민간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은 미미하다. 마을의 여건 개선을 위해 누

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50%에 달하였다.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10%였으며, 주민 스스로 해결하거나 주

민이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39%였다.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

 ▶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민

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의해 통합적

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 주민의 개개인은 도시민보다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그 밀도가 낮아 지역사회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개별 정책이 농촌 사회적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

명하다. 지역사회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사업이 경쟁적으

로 추진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개별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농촌 사회

적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업·농촌 전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 부문이므로 민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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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과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 농촌지역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발전 과제를 도출·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범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은 당면과제로 사회적경제 3법 정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컨

트롤타워 구성, 사회혁신 금융 체계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정부 대책이 농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농촌 사회적경제 발전은 범정부 대책에서 주요

하게 다루지 않는 당면과제가 존재한다. 농촌지역은 고령화·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

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를 추진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해당 인

력은 지역 내에서 양성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으나 다수의 농촌에서는 외부 공

급 없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간지원조직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상호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보면 중간지원조직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

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

간지원조직이 개별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서로 다른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 지역 단위의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결성을 

지원하고, 개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거나 상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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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배경

 ▶ 그간의 연구나 관련 정책에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농촌향토산

업, 지연산업, 농촌문화산업, 농촌관광,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화 등이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

환이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농촌산업은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의·규정되어 명확히 농촌정책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 그러나 농촌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나 규정은 전무한 형편이며, 기존 연구에서도 농촌기업

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또 농촌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소수 연구들의 경우 농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족하여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등에 대해 정보가 풍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농촌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벤처농기업, 농

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기업 외에 농촌기업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고, 더욱이 농

촌정책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실상 농촌산업은 농촌 경제정책의 대상이

기보다는 농촌 사회정책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주로 시장거래를 통해 활동하는 기업과 같

은 경제조직은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하였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 농촌산업이 사회정책의 일환이기 보다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

고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산업의 핵심 주체(key players)인 농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수요 등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간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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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농촌기업 자체에 대한 조사·분석이 부족했던 터라 본 연구는 농촌기업에 대한 연구의 분

석틀을 새롭게 구성하였는데, 이를 위해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 방법을 농촌기업 연구에 도입하

였다.

 

 ▶ 비즈니스 시스템은 제품을 개발, 생산, (고객에) 배송하는 일련의 통합·조정된 기업의 모든 활동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 부문, 제품 디자인 부문, 제조 부문, 마케팅 부문, 유통 부

문, 서비스 부문 등 기업의 모든 주요 활동 부문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은 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모든 주요 활동 부문의 실태와 특성은 물론 기업의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

치는, 기업을 둘러싼 산업환경으로서의 경쟁 및 협력환경의 실태와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경쟁

력 관점에서 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접

근 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비즈니스 시스템 관점을 적용하여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과 이의 바람직한 구축 방안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기업을 육성 및 활

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기존의 연구보고서, 논문, 정부 및 지자체 문건, 법률,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의 주요 내

용을 검토하고 기존 농촌기업 지원정책의 관점과 내용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 사례지역의 기

본적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포함한 몇몇 종류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 둘째, 사례지역 세 곳의 농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 모두 각 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문경시 농촌기

업 3곳, 하동군 농촌기업 4곳, 그리고 금산군 농촌기업 3곳 등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각 사례지역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연락처를 확인한 602개 농촌기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는데, 여러 가지 조사의 한계가 있어 각 지역마다 30개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을 목표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 90개 기업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아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현황과 특성, 문제점 및 정책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 셋째, 일본과 중국 사례의 조사·분석을 위해 전문가 원고 위탁을 실시하였다. 원고 위탁의 내용

은 주로 해당 국가의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 정부의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 지원정

책 주요 내용, 사례 농촌기업의 경영실태와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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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주로 농촌기업의 애로점과 정책수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논리구조와 조사의 방법, 향후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연구 추진체계>

연구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농촌산업/기업 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성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조 및 구성요소와 특성

(실태조사와 분석)

해외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과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정책 방향 설정

농촌기업 활성화 전략과
정책추진 과제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을 위한

연구(조사/분석)모형 구성

가치사슬모형, 5 Forces모형을
결합한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모형
구성 및 조사항목 도출

쟁
점
도
출

기
업
의 

가
치 

사
슬

산
업 

환
경

지
역
적 

조
건

관련 이론 및 주요 논의 검토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등의
농촌산업 및 농촌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 검토

설문조사

면접조사

자문회의

간담회

경쟁환경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앞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를 추진한 결과, 본 연구는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첫째, 농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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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를 법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농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촌융복

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비즈니스 시스템 주요 구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 창

업초기, 성장단계, 성숙 및 재도약 단계와 같은 농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표: 비즈니스 시스템 부문별, 기업성장 단계별 정책지원 수요> 

참조).

 ▶ 셋째, 농촌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와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농업 생

산자-농촌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기업 원료 생산기지 구축과 이를 통한 3자 간 협력·

조정체계 구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조정체계를 통해 농촌기업은 안전하고 품질

이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은 원료 공급계약을 통

해 생산물의 판매처 확보는 물론 농업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윈-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넷째, 농촌기업 간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

기업부 간 융합정책사업으로 농촌형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농촌지역에 설치·확대할 필요가 있

다. 또 지차체 차원에서는 개별 농촌기업들의 기업 간 협력 수요, 협력 수요와 관련한 개별 기업

의 애로점,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과 운영을 통한 애로점 해소의 기대 결과와 이점 등에 대한 정

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있어 적절한 매개자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 다섯째, 산업의 문화화를 통한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산업의 문화

화(culturalization of industries)는 오늘날 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

요한 전략인데,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앞서 제시한 농촌기업 원료 생산단지의 조성과 이의 경

관자원화 및 문화자원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기업들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체험, 관광, 교

육 등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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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시스템 부문별, 기업성장 단계별 정책지원 수요>

구분 창업초기 성장단계 성숙 및 재도약 단계 공통

구매물류
및 조달

●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조달

●    원료생산 공급자들의 
조직화

●    원료생산의 기계화

●    원료생산 공급자들의 
조직화

●    원료생산의 기계화

●    안정적 계약재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

생산 ●    사업아이템의 사업성 
평가 및 컨설팅

●    제품 차별화 ●    제품 혁신 ●    제품의 품질관리, 안전 
및 위생 관리

출하물류 및
판매 마케팅

●    판로 확보 ●    안정적 판로 확보
●    판로 다양화

●    판로 다양화
●    자체브랜드 개발

●    공동 홍보 및 마케팅
●    공동 수출
●    시장정보의 공유

서비스 활동
(가치부가활동) -

●    생산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융복합

●    생산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융복합

●    체험관광, 체험교육 
등의 지역 공동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기업하부구조 ●    공동가공시설 지원
●    시제품 생산시설 지원

●    생산시설의 확대 및 
고도화

●    생산시설의 개보수 및 
개선 지원

-

인적 자원 관리 ●    경영관리 역량강화 ●    기술인력 육성 ●    기술인력 육성 ●    지역인재 채용 지원

기술개발 ●    기술이전 및 R&D 
전문기관과의 
협업지원

●    제품 차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1대1 
기술컨설팅

●    제품 차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1대1 
기술컨설팅

●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임상실험 등 고비용 
실험단계에 대한 지원

경쟁 및 
협력환경

●    원료 생산 단지 조성
●    공동 수출
●    개별 업체 간 협동조합

●    원료 생산 단지의 경관자원화 및 
문화자원화

●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의 공유

●    공동 홍보 및 마케팅
●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업체 
발굴

김광선	 연구위원	 TEL_061-820-2361	 Email_yeskskim@krei.re.kr
허주녕	 전문연구원	 TEL_061-820-2171	 Email_knuhjn@krei.re.kr
유은영	 연구원	 TEL_061-820-2290	 Email_wordtime84@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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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산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축소 내지는 소멸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특히 산촌

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잘 이용하여 지역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 산림자원 중에서도 국·공유림은 사유림에 비해 규모화도 용이하고, 입목 축적 등 산림가치 면에

서도 우월하지만 그동안 보존 및 관리 위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 민간, 특히 산촌(지역)주민의 국·

공유림 이용 실적은 미미하였다. 

 ▶ 산림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활동과 차별되는 부분은 외부성과 생산성이 될 것이다. 다

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의 경우 가치가 있음에도 자본주의 환경(이윤 극대화 및 경쟁력 지상

주의 추구)하에서 낮은 생산성으로 산림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산림자

원을 이용한 경제활동은 협의의 기업적 경영마인드보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산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림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정호근, 김수석, 정은미, 변승연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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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

 ▶ 연구 내용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촌의 현황과 문제점,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산촌

진흥정책의 한계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촌이 국·공유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국유림과 공유림의 이용현황

을 파악하였으며,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촌의 산

림자원 활용 유형화 및 정책목표 제시, 이용사례 분석을 위한 개념틀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산

촌역량과 이용제도 측면에서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산촌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

성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치유의 

숲) 사례 분석을 통해 산림서비스 제공형 국·공유림 이용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목표를 토대로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과제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각 장에 대한 요약과 

함께 5장에서 제시한 활용 방안 및 정책과제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는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확대에 의한 임업경영의 활성화 방안과 산촌지역을 경제

적, 사회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국·공유림 이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을 활

용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산림정책 도입의 취지와 새로운 정책사업 도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 산촌의 산림자원 이용은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더

라도 사회적 균형 측면에서 이용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돌봄경제

이론과 사회적경제를 검토하였다. 돌봄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불이익계층의 포용과 공동

체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산촌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재

생산 영역(산림)을 돌보는 관점에서 국·공유림을 이용한 산촌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 산촌에서 국·공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제도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산촌주민 및 관련 공무

원 인식조사를 통해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의 제한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용절차 상의 

어려움, 산촌 인력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공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등

이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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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촌에서의 국·공유림 활용 사례 분석을 위해 우선 산촌의 산림자원 활용방식을 유형화하였고, 

Ostrom의 IAD분석틀과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이용원칙(8D 조건)을 적용하여, 산촌역량, 이용

제도 및 제도 시행과 산촌경제 활성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촌역량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리

더십이 뛰어날수록 주민 유대관계가 좋고, 인적자원과 공동체요소가 물리적 요소보다 성과(산촌

경제 활성화)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부분에서는 사례지역 대

부분이 D1~D4 조건(명확한 경계, 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장치 참여, 감시활

동)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4개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D5(점증적 

제재) 조건은 현재의 산촌 여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D6~D8 (마

을 외부와의 갈등 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중층 사업 단위의 정합성) 조건은 국·공유림 

이용 사업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조건이며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향후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다.

 ▶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성과를 경제적 활성화와 사회적 활성화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촌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활성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적 활성화

는 주인의식, 공동체 의식, 주민단합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평가나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회적 활성화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 국·공유림 이용 유형 중에서 우리보다 서비스 제공형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테라피기지 사

례를 바탕으로 운영주체가 시작단계에서는 행정기관, 이후 민관협의체, 제3섹터(재단법인, 사단

법인)로 점차 진화해 가면서 전문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 끝으로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토대로 4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방

향 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용확대와 효과제고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제도 개선’의 추진

을 위한 정책과제로 산촌주민에게 허용하는 국·공유림 이용 범위 확대, 이용사업의 신청과 허가

절차 간소화, 산촌주민이 생산한 임산물, 산림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산림관리 교육과 모

니터링 기반 확충, 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공유림 이용제도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산촌의 국·공

유림 이용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산촌지도자 교육프로그램 보

완과 리더 유치 지원제도 마련, 청장년 귀산촌 지원제도 마련, 마을조직 육성 및 조직과 마을주

민의 상생구도 구축, 사업 운영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마을단위 사업의 연합을 제시하였다. ‘원활

한 제도 시행과 효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로 마을·지자체·국가 협의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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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국·공유림 관리기관의 수평적 업무협력, 산촌과 관리기관 사이 중간지원조직 마련, 국·공유

림 이용 사업을 다른 마을사업과 연계, 산촌과 외부와의 관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

산촌의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의 추진을 위한 정

책과제로 산촌의 사회적 활성화에 대한 가치 재평가,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목적에서 산

촌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우선,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지원을 제시하였다.

정호근	 연구위원	 TEL_061-820-2150	 Email_hogunc@krei.re.kr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84	 Email_soosuk@krei.re.kr
정은미	 연구위원	 TEL_061-820-2311	 Email_jeongem@krei.re.kr
변승연	 연구원	 TEL_061-820-2221	 Email_seungyeo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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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식량 소비량 감소, 쌀 이외의 식량의 높은 수입 의존도, 쌀 과잉생산 문제, 농업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문제 등 식량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된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추세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쌀 수확기 대책, 중장

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식량 수급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

니면 추세의 변화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쌀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여건, 식량 소비 감소추이 및 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식

량산업이 당면한 문제인 쌀 과잉공급 구조와 농업 재원과 자원의 쌀 편중 문제를 개선할 정책방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쌀 과잉공급 구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식량산업을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으로 나

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논벼와 작기가 중첩되는 벼 경합 작물인 옥수수, 콩, 서

류 등의 재배환경 등을 검토하여 벼의 타작물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 쌀 소

비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식량용과 가공용의 소비행태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박동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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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수급 및 정책 연혁 자료 분석,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마

이크로 자료 분석, 국내외 소비자 설문조사, 외국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논농업은 수도작 중심으로 이루어져 쌀 생산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쌀 이외 식량의 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벼의 높은 기계화

율, 식량 정책과 농업 재원이 쌀에 편중되면서 여타 논 타작물에 비해 쌀 가격 및 소득이 훨씬 안

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작물 재배의 애로점으로는 소득의 낮은 수

준과 높은 변동성, 재배 기술 및 기계 미확보, 습답이라는 논의 물리적 특성, 판로 부족 등이었다.

 ▶ 다수의 쌀 소비 관련 통계자료 분석,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 및 대만의 쌀 소비 추이 및 행

태 조사,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쌀 수요함수 추정결과 등을 통해 쌀 소비측면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최근 쌀 소비량 감소폭이 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쌀 소비량 감소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침 쌀 소비량 감소로 식별되었다. 4) 가공용 쌀 소비는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상의 쌀 생산과 소비 측면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쌀 수급을 전망한 결과, 향후에도 연평균 

10~28만 톤의 쌀 과잉생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

비량 확대 정책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 우선,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 방향은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의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하여 전환된 타작물의 재배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그리고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외의 쌀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은 쌀 자조금 도입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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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종 개발 등을 통

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

출 노력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논 타작물에 대한 지원은 타작물이 낮은 가격 경쟁력 및 기계화율 등으로 재배여건

이 열악하므로 적어도 벼 재배 시 소득 수준과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생산 및 유통 기반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더하여 타작물은 생산, 유통, 소비 기반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

어야 쌀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장기적 계획하에 타작물 지원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종진	 연구위원	 TEL_061-820-2382	 Email_jkim@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	 TEL_061-820-2360	 Email_jongin@krei.re.kr
윤종열	 부연구위원	 TEL_061-820-2289	 Email_jyyoon0712@krei.re.kr
조남욱	 연구원	 TEL_061-820-2390	 Email_ukjo@krei.re.kr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4	 Email_dg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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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과거 농촌사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었다. 여성 대부분은 농업 생산 활동에 

있어 남성을 보조하는 사람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여겨졌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력 부족은 여성의 농업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단적인 예로 농업 생산 활동에 가족노동

력으로 투입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 생산 활동 노동 투입 비중은 가족노동력

으로서 30.0%, 고용노동력으로서 72.7%, 일손 돕기 형태로 60.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

력과 일손 돕기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남성농업인을 앞서고 있다. 

 ▶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영농형태는 쌀농사 중심이어서 기

계 또는 남성노동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최근 채소, 과수, 화훼 등과 같은 밭작물로 옮겨가면

서 여성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강혜정, 2008).   

 ▶ 정부도 이러한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마련하고, 5년 단위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

본계획은 여성농업인이 처해 있는 생활 영역에서의 정책들을 담고 있지만, 복지 영역 변화를 제

외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31.3%)이었다. 

 ▶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연구자: 엄진영, 최용호, 박지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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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룬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임대사업 이용활성화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가중한 노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지 분석하

려면 여성농업인이 제공하고 있는 농업노동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영농실

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연령층에 따라 정책 수요는 달라지므로 정책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더

불어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 욕구(needs)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현행 관련 정책과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한다. 

 ▶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주요한 인력으로 농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

 ▶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도시 그리고 농촌 거주여성, 농가여성보다 협

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영농활동”은 일차적인 농업활동에 초점을 

두되, 출하·판매, 재무관리까지 농사일 또는 영농활동으로 지칭한다. 

 ▶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계량모형 설정 및 정량적(Quantitatively) 분석, 면

접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국내외 관련 문헌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관련된 쟁점, 제안 

등을 검토하였다. 통계자료는 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

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대상자 유형화와 영농활동 관련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정책대상자의 특징들이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검정함과 동시에 개인 단

위에서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

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요구도가 높은 가중한 노동부담 경감 정책 도출의 근거

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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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의 세대별 분류 기준점을 세우고,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각 세

대별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를 분석한 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에

서 포괄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하고자 관계자들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과 여성농업인 영농활동과 관련된 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연구를 주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후 영농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재분류하여 기

존 연구의 한계와 쟁점을 언급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대응하는 정책은 여성농업인 정

책에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관련 기초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 이에 제2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영농활동에 있어 변화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위치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농작물생산조사, 경제활

동인구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와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 농업생산 규모와 농업 취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2008년 대비 2013년에 현

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늘

어나고 있고, 밭작물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타 작물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작물이 밭작물로 변환됨에 따라 점차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견

된다. 

 ▶ 제3장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4차 육성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세워지고, 기본계획

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또한 지역 상황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 점검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을 관련 자료와 관계

자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 제4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특징을 분석한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는 관

련 통계자료와 여성농업인의 면접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는 여

성농업인이 있는 가구의 특성,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종사하고 있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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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농외소득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농업

소득과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노동투입시간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채소농가 여성

농업인의 절대적 노동투입시간이 가장 높고, 가구당 연평균 노동투입시간으로 분석하면 화훼, 과

수, 채소, 축산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시간은 다르게 나타

났다. 

 ▶ 제5장에서는 앞서 4장에서 기술적 통계량(statistics)으로 분석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특징

을 규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 계량모형을 이용한 양적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단순히 10세 단위 또는 5세 단위

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특징지을 수 있는 연령

대를 구분하여 현재의 정책, 그리고 정책 요구(needs)를 6장에서 비교 분석한 후 7장에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양적분석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질적분석 결과로 

보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엄진영	 부연구위원	 TEL_061-820-2255	 Email_jeom@krei.re.kr
최용호	 부연구위원	 TEL_061-820-2191	 Email_yonghochoi@krei.re.kr
박지연	 연구원	 TEL_061-820-2136	 Email_jiyeonparkg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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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정부의 농산물 산지유통정책 목적은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영 안정을 유도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의 산지유

통정책은 1990년대부터 소규모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규모

화하며, 품질을 균일화하는 것이었음. 

 ▶ 정부는 농협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산지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산지유통 시설을 지원하

고 공동출하기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조직화 성과는 잘 나타나지 않아 산지유통

정책의 방향을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목표로 전환하면서 2011년에 통합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하

였고, 2012년부터 통합마케팅조직을 본격적으로 설립 운영하였음. 

 ▶ 통합마케팅조직은 생산과 판매사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자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품목과 지역 특성에 따라 판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통합마케팅조직보다는 

그렇지 않은 조직도 많아 산지유통 판매 사업에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남. 

 ▶ 산지유통조직정책 추진 현황과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마케팅조직의 실태 

평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통합마케팅조직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자: 김성우, 김병률, 정은미, 주재창, 하수안, 김동훈, 전창곤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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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관련 문헌과 정책 자료를 검토하였고, 통합마케팅조직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매

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평가하는 aT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평가용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원데이터를 확보해서 재구성하였음. 

 ▶ 도매시장 일별 가격으로 통합마케팅조직 도입 전후의 가격구조 변화와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통합마케팅조직의 적정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위탁연구를 실시함.

 

 ▶ 통합마케팅조직의 실태 평가를 위해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통합마케팅조

직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는 방문 및 전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문제점과 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산지유통조직의 변천 과정 및 정책 사업 현황

 ▶ 우리나라 산지유통조직은 1985년에 우리나라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개설과 

1996년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설립되면서 크게 영향을 받음. 

 ▶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출하를 하기에는 유통 조직들이 거대해졌기 때문에 거래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 조직화와 규모화가 필요하게 되면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통합마케팅 

개념이 도입되었고, 2012년에 통합마케팅조직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통합마케팅조직을 위한 정책 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 대표적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고 있음. 그동안 산지유통정책 사업을 분산하여 추진하던 것을 2016년에 원예산업종합계

획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과수산업발전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등과 혼

선이 나타나고,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일시적인 계획으로 인식하여 실효성 높은 원예산업종합계

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음. 

통합마케팅조직 실태 평가 

 ▶ 2012년 이후 통합마케팅조직 수는 165개에서 116개로 감소하였으나, 대형조직이 42개에서 69

개로 증가하고, 중형조직이 123개에서 47개로 줄었음. 반면, 통합마케팅조직의 취급액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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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3조 7,380억 원에서 2017년에 3조 9,233억 원으로 늘어 통합마케팅조직이 대형화 및 규

모화 되고 있음. 

 ▶ 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수는 조직 당 3.5개이며, 농협조직은 3.9개인 반면, 농업법인은 2.2

개로 적음. 통합마케팅조직의 전체 취급단가는 1kg당 1,921원, 농협조직은 1,874원, 농업법인

은 2,129원이며, 모든 통합마케팅조직의 법인 중에 조공법인의 취급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 취급률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인력은 2017년 기준, 조직 당 3.4명을 보유하고, 전문인력 1인당 

취급액은 품목광역조직이 134.3억 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공법인 113.7억 원으로 나타나, 평

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품목광역조직과 조공법인의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통합마케팅조직의 출하는 2012년 이후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감소하나, 대형유통업체는 증가하

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다만,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중은 매우 낮아 

거래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군단위인 조공법인과 시군연합사업단의 실태를 보면, 조공법인이 조직 당 취급액 및 취급물량, 

조직화 취급액 및 취급물량, 전문인력 보유 및 1인당 취급액 등 모든 부문에서 조공법인이 많아 

시군연합사업단보다 경쟁력이 더 높게 나타남.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의 운영 실태

 ▶ 통합마케팅조직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가격의 구조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변화를 보였으며, 

주산지가 뚜렷하거나, 통합마케팅조직의 취급물량이 많거나, 계절성이 높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통합마케팅조직의 출하금액이 일반출하보다 높게 나타났음. 

 ▶ 통합마케팅조직의 평균 규모는 경제지표가 1보다 작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 규

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된 조공법인의 평균 취급물량 대비 1.66배, 연합사업단은 1.80

배 확대되어야 하며, 조공법인의 평균 취급액은 1.34배, 연합사업단은 1.35배 확대되어야 함. 

 ▶ 통합마케팅조직 설문조사 결과, 도매시장으로의 출하 비중은 경매 거래가 높으나, 정가수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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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도 71.4%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 만족도가 높고, 출하 비중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마케팅조직의 거래교섭력 및 규모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됨.

   ●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참여조직 출하비율은 39.8∼44.7%이며, 위탁판매(단순기표) 비중이 33.6∼44.6%

이어서 실제로 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비중은 22.1∼29.7%에 불과함. 

   ●  통합마케팅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조직의 출하비율을 최소 59.4%까지 확대해야 하며, 최소 수수

료는 2.3%, 최소 매출액은 336.5억 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조직의 출하 비중을 높이고, 판

매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 중요함.

   ● 통합마케팅조직의 활성화 요소는 ‘참여조직의 적극 참여’와 ‘지자체 지원’이 중요한 반면, 실제 통합마케

팅에서 보유한 경쟁력 요소는 ‘기초생산자조직 확보’와 ‘참여조직의 적극 참여’로 나타나, ‘지자체 지원’이 

실제 경쟁력에서는 하위권에 있어,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 통합마케팅조직의 평가 개선사항으로는 대형조직이 역차별이 발생하는 성장률 지표, 현실 적용이 어려운 

조직화 점수, 향후 통합마케팅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통합마케팅조직의 적정 단위는 시군단위가 적정하며, 참여조직의 품질관리, 운영관리 등에 대한 장점과 

브랜드 이미지나 소비자 인지도도 시군단위가 훨씬 높기 때문임.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요인

 ▶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통합마케팅조직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함. 국내 79군데 통합마케팅조직의 

사례를 통해 활성화 요인을 13가지로 축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통합마케팅조직의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판로 확보’, ‘마케팅 및 브랜드 차별

화’, ‘수출확대 노력’, ‘판매전략 차별화’ 등 마케팅 능력을 높여야 함. 

 ▶ 둘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마케팅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

요함. 통합마케팅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조직과 기

초생산자조직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야 하며, 차별화된 재배기술을 제공하

고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이 되어야 함. 

 ▶ 셋째, 정부의 정책 및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함. 통합마케팅조직의 수익은 수수료이고 그마

저도 연말에 환원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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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는 생산자 회원의 생산, 출하 및 수급조정에 직접 관여하며, 조합원 컨설팅, 수확량 파

악, 엄밀한 품질검사, 공동계산을 통해 조직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계약재배를 통해 산지에서부

터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충하고 정부 정책의 사업주체가 개인이 아닌 출하단체로 한정함으로

써 정책 사업이 일원화되어 있음. 

통합마케팅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 개선

 ▶ 통합마케팅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 개선이 필요하며, 크게 경영 안정성 강화와 운영효율

성 제고임.

 ▶ 통합마케팅조직의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함. 

 ▶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하는 참여조직의 경우 공동선별비, 포장비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여조직의 취급 금액 중 50% 이상을 출하 약정 한 경우부터 차등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마케팅조직의 수익은 참여조직이 출하하고 판매한 수수료가 전부이나, 일반 농가나 참여조

직에서 통합마케팅조직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이 커 통합마케팅조직의 수익 저하로 

신규 판매처 발굴이나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조공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에 전국 통합마케팅조

직의 평균 수수료를 최소수수료로 명문화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통합마케팅조직의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로

컬푸드와의 연계, 농업노동력보급 사업, 생산자재 공동구매사업, 농산물파렛트 일괄 임대사업 등 

통합마케팅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함.  

 ▶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거래시스템으로 거래교섭력을 제고하고, 참여조직과의 협조체

계를 구축하며, 전문인력 확보와 인력채용 개선이 필요함.

 ▶ 통합마케팅조직의 거래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거래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지

유통화성화사업의 평가 지표에서 정가수의매매 거래 지표를 거래금액의 비중을 기준으로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 인센티브 방식과 함께 페널티 방식도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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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농가-참여조직-통합마케팅조직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교환, 참여농가에 대한 서비스제공, 사전 갈등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함. 

 ▶ 통합마케팅조직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평가 시 통합마케팅조직, 참여

조직 인력의 전문성(농산물품질관리사, 재배기술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 인

력 확보에 대한 배당 점수를 높이고, 다양한 마케팅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교육 이수 시간도 평가 지표에 넣어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 및 유지시켜 나가야 함. 

 ▶ 농협중앙회의 인재채용 시 조공법인의 인재채용도 함께 중앙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여 채

용만으로도 우수인력의 확보가 수월하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때 외부 압력으로부터도 자유

로울 수 있음.

통합마케팅조직의 정책 방향과 과제

 ▶ 향후 통합마케팅조직의 정책 방향은 이원화(2-track)되어야 함. 우선, 통합마케팅조직 정책의 

목표를 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화와 대량생산으로 경제성을 높인 수익창출을 위한 목

표와 시군 단위에서 규모화가 불가능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향상을 위한 목표로 설정해야 

함. 

 ▶ 주산지에서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경제성을 높여 판매가

격 제고를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시군단위(품목광역)의 통합마케팅조직이 중심이 되어 산지유통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시군에 통합마케팅조직이 없거나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 및 소량 품목으

로 시군 단위에서 규모화가 불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소농의 소득 제고를 위한 목적에는 농협

경제지주가 주도적으로 도연합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통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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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마케팅조직의 정책과제는 우선 통합마케팅조직의 평가 지표를 정책의 목표에 맞게 개선 및 

개발되어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평가 시 정가수의매매 실

적을 지표로 삼고 있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평가에서도 통합마케팅조직의 정가수의매매가 인

센티브로 실적 평가를 하고 있어 도매법인과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평가점수를 한 그룹으로 같

이 평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사업으로 원예산업종합발전계획과 과수 FTA발전기금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와 지원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사업은 업무와 정책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자금의 용도 개선임. 통합마케팅조직의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년까지는 

마케팅 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 등 경영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을 고려하고 지자체에서의 지원 사업인 ‘농산물물류설비표준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농업법

인까지 확대가 필요함. 또한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

나, 통합마케팅 주체로 일원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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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통합마케팅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

인 집·출하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농협전산시스템과 aT와 연계 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보호

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계를 투명하게 생성하고 볼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함. 

 ▶ 농협의 경제사업 시작과 참여조직이 미흡하여 시군연합사업단의 법인화가 무기한 연기되었으

나, 산지유통정책 방향은 참여농협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조공법인으로의 법인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연구 관련 문의

김성우	 연구위원	 TEL_061-820-2115	 Email_swootamu@krei.re.kr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7	 Email_brkim@krei.re.kr
정은미	 연구위원	 TEL_061-820-2311	 Email_jeongem@krei.re.kr
주재창	 위촉부연구위원	 TEL_061-820-2142	 Email_mariajjc@krei.re.kr
하수안	 연구원	 TEL_061-820-2242	 Email_93swan@krei.re.kr
김동훈	 전문연구원	 TEL_061-820-2372	 Email_donghoon@krei.re.kr
전창곤	 명예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8	 Email_cgj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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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최근 채소류 수급은 과거보다 생산, 유통 및 소비, 수출입, 기상 환경 등의 다양한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이 채소류 수급과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FTA 

등의 추진으로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채소류 수입이 확대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이상

기상이 자주 발생하여 채소류의 수급불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 지속이 어

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요 채소류의 수급을 구성하는 기상환경, 생산, 수입, 소비패턴, 유통, 

가공 환경 등의 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에 대

응 가능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 연구방법은 채소류 수급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급안정사

업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수급안정사업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정부, 지자체, 농협, 산지유

통인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 등의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방

법을 활용하였다. 

 ▶ 수급안정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사업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IPA 분석기법을 활용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발전방안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연구자: 최병옥, 김원태, 임효빈

주요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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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분석 및 계량경제학적 분석은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이 가지는 특성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국내 주요 채소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

열자료에 특정 충격이 가해질 경우 변동성이 일정 구간 커지게 되는지 여부를 Engle(1982)에 의

해 고안된 ARCH 효과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채소류 가격과 국내 생산량, 중국산 김치 및 채소류 

수입량 간의 관계를 VAR 모형과 SVA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상환경변화가 채소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

 ▶ 기상 및 수입변화가 채소류 생산 및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상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단수감소를 초래하였으

며 최근 들어 가격 변동성이 가장 컸던 구간은 봄철(가뭄, 고온), 여름, 가을철(집중호우, 태풍)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시기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채소류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둘

째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세척 당근 등의 수입증가는 국내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과 가격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산 주요 채소류의 생산 기반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소비환경변화

 ▶ 채소류의 소비환경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과거 원물 소비 중심에서 반가공 형태

인 절임배추, 세척 무, 당근, 고춧가루 등의 선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과 대량수

요처는 수입 채소류 사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안정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의 주요 수단인 계약재배, 수매비축, 시장격리 사업을 평가하고 수급안정사

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첫째,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인 수매비축, 시장격리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농협의 계약재배 비율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수매비축과 시장격리 사업은 농가 소득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특히 시장격리 사업은 사회

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계약재배에 참여한 생산자만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수급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전 재배면적 조절, 농업관

측, 계약재배 사업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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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대응 방안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주요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의 과제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대

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생산 부문에서는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

기적으로는 생산기반 정비와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 계약재배 비율이 확대될 방안이 필요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채소류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안정적으로 실시하여 

적정 물량이 생산되어야 한다. 

 ▶ 가공 및 유통 분야는 채소류 반가공품인 절임배추, 세척 무, 세척 당근 등의 확산에 대응하여 안

전성 및 품질표준화 체계가 확립될 방안 마련과 채소류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재

배와 도매시장의 정가·수의 매매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소비 및 수입 분야는 생산자단체와 실

수요자 간의 계약재배를 바탕으로 직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국내에서 채소류 PLS 정착 추이를 지

켜보면서 수입 채소류와 김치에 대한 PLS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 부문에서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을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가 채소류 계약재배 방식으로 전

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과 접목한 관측고도화를 추진하여 관측 

정보가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와 연계되어 사전 재배면적 조절 등의 대책 마련으로 채소류 수

급안정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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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생산 및 가공·유통 체계 수립

생
산

수급환경변화의  과제 단기 중장기

기상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정비와 
계약재배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채소류 
계약재배 확대

경지 및 관개수로가 
마련되지 않아 기상변화 
에 따른 생산량 변동폭 
확대

낮은 계약재배 비율과 
계약재배 자금의 보수적 
운영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채소류 재해범위 확대로 
소득 안전망 확보

기상변화에 민감한 작형을 
중심으로 시설하우스 보급

산지유통인 생산자단체 
인정 및 계약재배 
사업참여

계약재배 비율 확대

가뭄, 고온,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용수시설 개발 및 
밭기반 정비 사업 실시

채소류 계약재배 단지 
조성

채소류 취급 일선 농협의 
수급사업 전문성 확보로 
계약재배 확대에 기여

-

-

-

- -

-

-

-

-

정
책

비축사업

관측사업

언론

국내 수급 불안 시 수입 
및 TRQ 물량에 의존

ICT를 접목한 관측 
고도화 필요성 대두

소비지 물가 중심의 언론 
보도 

계약재배와 연계한 비축사업 
실시로 수입 최소화 및 
가공품 비축활용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마련한 
관측고도화

수급 관련 기관 간 물가 중심의 언론보도에 대응 체계 마련

채소류 산지 및 소비지 물가를 반영한 채소류 가격지수 개발과 
언론 홍보체계 강화

채소류 비축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긴급상황 시 수입산은 
대량수요처 중심의 
실수요자에게 방출

과학기술 접목으로 미래 
예측력 제고

-

-

-

-

-

-

-

-

-

소
비·

수
입

소비

수입

신선편의에서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패턴으로 변화

수입산 채소류 안전관리 
체계 미흡

생산자 단체와 
실수요업체간 계약재배로 
직거래 기반 마련

수입산 채소류를 비롯한  
김치, 고추 등의 수입 및 
국내유통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체계 강화

생산자 단체와 다양한 
실수요업체 간 합자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여 채소류 
직거래 및 가공 기반 확립

수입산 채소류 PLS 
도입으로 국내산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구  

중국산 김치제조업체 국내산 
수준의 HACCP설비 요구

-

-

-

-

-

-

-

가
공·

유
통

가공 사업

유통 부문

가공업체의 안전성 및 
품질표준화 체계 부족

유통경로 다양화에 따른 
물류비 증가 

경매에 따른 가격 
결정으로  변동성 확대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세척  및 절임 중심의 단순 
가공시설 확대

간이식 시설 지원으로 
파렛트, 박스 등 포장 
지원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정가수의 매매 
확대

채소류 가공시설의 
HACCP 적용, 위생 및 
안전성 확충

산지유통센터 중심으로 저장 및 
가공, 소포장 연계로 소비지 
요구에 따라 포장형태와 물류 
체계가 정착되는 시스템 확충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도입과 
일부 선진국과 같이 채소류 
선물시장 도입 및 운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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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최근 소상공인 등 소규모업체의 경영난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체

의 신규 창업체 수 대비 폐업 사업체 수의 비율도 전체 제조업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전반적

인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중소 식품업체 경영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농림수산

업에 대한 영향, 고용, 지역경제 유지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 식품업

체의 최근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협력·협업 등의 경영개선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중소 식품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 수의 66.7%과 매출액의 40.1%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업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통계청, 중소벤처기업

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통계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중소 식품업체의 규모별 생산성 비교와 

기업 특성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중소 식품업체의 성장 요인과 생산성 변화와 경영성과 결

정요인 분석을 위해 각각 성장회계분석, DEA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중소 식품업체의 

경영개선에 대한 인식, 협력·협업 등 경영개선 방법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85개소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영개선 및 협력·협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3개 유형의 5개 업

체를 방문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이용선, 박미성, 한정훈

중소 식품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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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 2010~16년간 식품제조업은 제조업대비 종사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각각 8.4%, 6.4%로 증가하

여 위상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식품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 관련 예산

은 감소하였고 특히 중소 식품업체의 경쟁력강화 예산이 감소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정책을 총

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정부 부처별 지원 사업이나 조직 간 

협력 체계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육성사업이나 창업 지원 분야에서 시작하는 수준에 머

물러 있다. 

 ▶ 중소 식품업체의 판로는 기업 간 거래비중이 높다. 그러나 식품업체의 수위탁 거래업체는 전체

의 21%에 불과하며 단순 납품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소 식품업체의 인력은 여성 비중

이 높고 학력은 낮으며, 판매직과 생산직 등의 인력 부족률이 높다. 소규모 식품업체의 40%만 설

비투자를 하며, 설비투자는 주로 기존 설비의 보수·확장에 한정된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R&D 

등 혁신 활동이 저조하며, 특히 공정을 혁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 혁신활동 시 타 기업이나 기

관과 협력한 식품업체는 1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 중소 식품업체의 실질생산은 최근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자본 투자나 인력 투입이 정체되

는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총요소생산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총요

소생산성은 소기업이 저조하며 중기업은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생산효율성 분석에 의하면 기

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개별 식품업체의 경영성과(종사자 1인당 매출액)는 자산규

모, 자본장비율, 외부와의 협력·협업 정도, 연구개발 활동, 광고비 비중 등에 정(+)의 영향을 받

고, 레버리지(부채비율), 이직자 수에 대해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 식품업체는 경영개선의 주된 목표를 매출액 증대에 두며, 경영불안정 요인으로 유사업체 

간 과잉경쟁,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 거래불안정과 재무위험 등을 응답하였다. 경영개선을 위

해 마케팅 능력 개선이나 생산능력(설비투자) 확충을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협력·협업 경험

이 있는 식품업체는 전체의 61.2%로 협력 상대가 주로 대학·기관이나 중기업이었으나 향후 협

력·협업 상대로는 중기업과 대기업으로 응답해 기업 간 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협

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체의 71.7% 수준이었는데, 특히 공동마케팅과 기술개발·융합 형태를 선

호하였다. 협력·협업 추진 시 애로사항은 협력파트너 찾기(정보 부족)와 자금조달 문제로 나타났

다. 정부 지원을 통해 생산·가공분야의 역량과 판매 분야의 역량이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는 판매 

역량 외에 기술개발 역량도 개선되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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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업체 중심의 공급망(SCM) 협력을 통해 경영이 개선된 사례로 농업회사법인 새싹과 일반

제조법인 강동오케익이 있다. (농)새싹과 강동오케익은 계약재배를 통해 유지작물, 우리밀 등의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원료농산물의 품종 통일 등을 통해 가공적성을 높였으며 

제품의 안전성과 맛을 제고하는 가공 기술과 제품 개발을 꾸준히 수행한 것이 경영개선의 주 요

인이었다. 연구개발은 자체적으로는 물론, 외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추

진되었다. 동네방네네트워크와 어깨동무협동조합은 소규모 식품업체의 연합조직으로 중대규모 

제조·유통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동네방네네크워크는 지역별 막걸리 양조장의 연합조직으로 중

기업인 전통주 제조업체의 도움을 받아 표준화된 제조기술과 연합브랜드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주 제조업체는 전통주 유통망이 확보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어깨동무협동조합은 

두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합으로서 대형유통업체의 동반성장 차원의 연합브랜드 개

발과 마케팅 도움을 받았으며, 공동 원료 구입, 공동물류시설의 운용과 일괄 납품을 통해 물류·

관리 비용의 절감과 판로 확대,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규모 증대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랑과선행사는 유통·급식 서비스업 주도의 종합적 협업사업이 식품업체 생태계를 크게 개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중소 식품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총요소생산

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잉경쟁구조의 완화, 기업 간 협력·협업 촉진, 미래대응력 제고, 정책 지원

의 연계 강화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여야 한다. 중소 식품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자금

(투자)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신보 대상에 계약재배하는 2차 가공업자도 포함시키고, 창

업기와 신사업 도입 시의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농식품 벤

처기업 기술평가시스템에 농식품 분야의 특성을 인정하는 기준 보완과 연구와 비즈니스 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R&BD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로 확대를 위해 예비 수요처 바이어 

등과의 온·오프라인 상담 기회의 확충과 해외시장 이슈 및 현지 바이어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소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식품분야 박람회(전시회)와 플랫폼 

운영을 통한 전국 및 권역 단위의 특성화된 공동구인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경영위험 관리와 과잉경쟁해소를 위해 계약재배 참여시 생산자조직 지원사업이나 농공상융합기

업 선정 및 지자체 평가에 우대하는 방안이 있다. 영세한 식품업체가 신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을 확대하며, 식품산업 기계설비 등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고 기

계설비의 거래·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기업 간 협력·협업은 수직·수평적 결합에 의해 공급

망 관리(SCM)를 효율화하고, 정보·지식(노하우)의 교환과 학습·축적에 의한 외부효과, 상호 리

스크 분담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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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구축 방식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협력·협업 모델을 발굴·보급하며, 협업파트너 탐색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과 협력촉진기관(코디네이터)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 중소 식품업체의 미래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 관리의 개선·혁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

를 안전관리까지 통합해가는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간 

지원사업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이드) 자료와 기업 및 지원 

정보 DB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안내와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기 조성된 특화농공단지 등 

산업집적지를 컨설팅·교육·스마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창업 전후 시기에는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한다.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20	 Email_yslee@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	 TEL_061-820-2362	 Email_mspark@krei.re.kr
한정훈	 연구원	 TEL_061-820-2109	 Email_madam4007@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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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협력 추세와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추진 등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농림업 부문 

ODA의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민간부문의 역할을 통한 재원조달, 가치사슬과 이해관계자 분

석 등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협력전략의 수립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를 위해 중점협력 개발도상국가(‘중점협력국’)에 대하여 농림업의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전략적 핵심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 1차년도인 2018년에는 2차년도 이후의 연구에 대한 기획, 방법론 연구 등을 수행하고, 2차년도 이

후에는 1차년도에 선정한 중점협력국의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관련 문헌에 대한 광범위

한 검토와 함께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는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143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

제기구의 DB에서 광범위한 1차자료를 추출하였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AHP 방법

론을 적용, 분석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농촌발전연구원, 해외 방글라데시

와 아제르바이잔의 관련 연구기관에 위탁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였다. 현

지의 자료 수집을 위해 파라과이와 방글라데시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정부정책, 개발수요, 수원태세, 비즈니스 여건 등 4가지 기준 아래 21개 지표를 설정하고, 세계은행

의 Databank, FAOSTAT 등 DB에서 개도국의 관련 통계를 수집하였다. AHP 분석결과 도출된 지표

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농업분야 15개, 임업분야 10개, 공통 9개의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였다.

연구자: 허장, 석현덕, 차원규, 이윤정, 정동열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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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개념 정의, 공급사슬과의 차이, 방법론, 분석의 구조, USAID와 세계은행

의 분석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방글라데시의 산란계, 파인애플, 아제르바이잔의 곡물 분야

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의 사례도 소개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농림업 분야 가치

사슬 분석의 적용방법을 UNIDO의 5단계 방안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는데, 가치사슬분석 대상의 

선정, 가치사슬 도식화, 각 사슬단계에 대한 비용 및 수익구조 분석, 구조적 요인과 동태적 요인 

분석, 농산물 가치사슬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 한편, 이해관계자(stakeholder) 분석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기존에 영국, KOICA가 제시한 이해

관계자 분석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농림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는 과

정은 사업의 유형 및 성격 파악,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및 명단 작성, 이해관계자 그룹화 및 관심

사항 파악,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력 가능성 및 역량 점검, 이해관계자 영향력, 중요도 파악 

및 매트릭스 표시 등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 민간부문 개발(PSD)는 최근 개발재원의 확대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그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의 수준은 상류(거시), 중류, 하류(미시) 등, 지원의 영

역은 투자환경, 인프라, 생산역량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PSD 지원과 관련된 

CRS 코드 범주 중 농림업 분야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ODA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16년에 지

원수준으로는 6,700만 달러, 지원영역으로는 8,100만 달러 정도이나, 연도별 추이는 일정한 패

턴을 보기 어려웠다. KOICA에서 시행하는 PSD 관련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농림업 

ODA에서 PSD를 추진할 만한 사업항목을 예로 제시하였다.

 ▶ 개도국 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개발경험과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검토하고 협력가능 분야를 주곡(쌀) 생산성 개선,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조림 등 8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JICA 및 KOICA의 협력전략 문서의 틀을 사

례로 검토하고 개도국 협력전략서의 목차(안)을 제시하여 향후 전략수립 연구에서 참고로 하도

록 하였다. 

허장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7	 Email_heojang@krei.re.kr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92	 Email_hdseok@krei.re.kr
차원규	 부연구위원	 TEL_061-820-2189	 Email_wkcha@krei.re.kr
이윤정	 전문연구원	 TEL_061-820-2033	 Email_yilee401@krei.re.kr
정동열	 연구원	 TEL_061-820-2079	 Email_jdynamic@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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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
체계 구축 방안(1/5차년도)

연구자: 박준기, 김미복, 김태훈, 이두영, 박지연

연구의 배경

 ▶ 지방분권화와 소비자의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서 농업·농촌 

정책의 현행 추진 체계와 방식도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

부 주도의 정책 기획 및 추진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정 추진을 강화해야 하며, 데이터 기

반 정책 개발 및 추진으로 농정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과 요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정책고도화와 이를 위한 정보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농업·농촌부문 정보지원체계 구축 연구는 단순히 통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범위를 넘어서

서 농업·농촌 구조변화 관련 기본통계 제공은 물론이며, 주기적 통계분석(종합 분석, 심층 분석) 

및 해석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 활용,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지자단체를 정보지원체계의 활용자로 상정하고, 농정의 수립, 추진, 

평가 등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농정 수립 및 수행 상의 정책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농업부문 통계 실태 분석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지자체 농정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농업부문 통계의 승인통계 및 미승인통계, 통계의 활용 실태, 통계의 조사항목, 

발간 주기, 활용상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통계 활용 및 수요 분석을 목적으로 실

시하였으며, 통계정보 활용 실태, 통계정보 수요 내역, 정보 체계화 요구 정도 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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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통계를 활용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정보 체계화 방향 설정 및 시스템 구성요소 설정 등을 위하여 외국 시스템 사례를 활용하였다.

 

 ▶ 농업통계정보의 활용사례 분석을 위하여 농가경제 구조 및 지역농업 실태 분석 관련 지표를 제

시하였다. 농가경제는 농가유형별 소득, 소비, 재무구조 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농업은 생산지

표, 경영지표, 생산기반, 환경지표, 예산구조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농업정보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첫째, 정책결정의 실질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

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둘째,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수립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제고 및 지방농

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농정은 비교적 많은 통계정보와 다양한 분

야의 전문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지방농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지방농정 

주체를 수요자로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농업부문 통계실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통계 기반 농정 추진을 위한 개선과제로 시군 공표 통

계의 신뢰도 제고 필요성, 농업 관련 승인통계의 확충 필요성, 농업관련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

한 분류방식의 재조정 방안 및 개별 통계정보의 표준화 및 내실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농업부문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보체계화의 기본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째,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Plan)-수행(Do)-평가(See)의 관점에서 유기적 연

계를 가진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간 비교 분석 및 벤치마킹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로 통계적 기법 및 분석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체계의 핵심인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이 되어야 한다. 

 ▶ 농업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생산실

태, 접근성, 활용 관련 개선과제 등을 정리하고, 모델베이스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농업 및 농가경

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정책 개발을 위해 적용 가능한 분석 지표와 분석결과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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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5년 연구 중 1년차 연구로 연차별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

드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지원체계의 수요자는 지방 농

정 담당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일반인의 활용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시스템의 개발 주체는 관련 정보를 통합·분석·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별도의 관리 

주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실제 시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통계정보를 활용한 

농정 수립 및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스템 구축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73	 Email_jkpark@krei.re.kr
김미복	 연구위원	 TEL_061-820-2323	 Email_mbkim@krei.re.kr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이두영	 부연구위원	 TEL_061-820-2019	 Email_douyounglee@krei.re.kr
박지연	 연구원	 TEL_061-820-2136	 Email_jiyeonparkgj@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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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본 연구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2/2차년도 연구과제로서, 농촌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1/2차년도 연구과제의 후속 심화연구이며,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초

점 연구대상으로 함.

 ▶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농촌사회 

변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집단

이라고 판단되어 심층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의 세부목적은 ①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를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④ 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

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자: 박대식, 안석, 김남훈, 임지은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2/2차년도):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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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심층면접, 협동연구, 전문

가 의견수렴 등임.

 ▶ 문헌조사는 사회통합 관련 기관의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는 농촌 다문화가족 514명(여성 결혼이민자 302명, 남편 106명, 시부모 106명)과 귀

농·귀촌인 543명(귀농인 273명, 귀촌인 27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는 SPSS와 STATA를 사용하여 빈도, 평균, 교차표 분석, 평균차 검증(t-test, F검

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음.

 ▶ 초점집단면접(FGI)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관련 2회(횡성, 나주), 귀농·귀촌인의 사

회통합 실태 관련 2회(고창, 거창)를 실시하였음.

 ▶ 심층면접은 농촌 다문화가족은 22사례(베트남 8명, 중국 3명, 필리핀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기

타 국가 6명)를 조사하였고, 귀농·귀촌인은 16사례(거창 8명, 고창 4명, 강진 2명, 연천 1명, 평

창 1명)를 조사하였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추진한 협동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기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

하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질적 분석을 하였으며,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지역의 모범사례를 소개

하였음.

 ▶ 이 밖에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와 문제점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는 사회통합의 영역,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다

문화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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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측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43.0%는 농촌사회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으며, 농촌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47.7%), ‘대

농위주의 농업정책’(18.1%)을 지목하였음.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박탈 실태

를 조사한 결과,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22.5%나 되었음.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16.2%가 주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였음.

 ▶ [사회문화적 측면] 마을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여

성 결혼이민자는 15.6%, 시부모는 15.1%, 남편은 13.2% 순이었음. 여성 결혼이민자가 농촌에

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는 23.2%였음.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5점 척도기준 평균 점수)은 말하기는 3.05점, 듣

기는 2.99점, 읽기는 2.38점, 쓰기는 2.19점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측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20% 대로 나타났으며, 투표권

이 없었다는 응답도 23.2%였음.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이 39.1%, ‘불만족’이 6.6%, ‘보통’이 54.3%로 나타남.

 ▶ [종합적 측면] 현재 삶의 질에 만족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48.3%였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현

재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은 부정적 응답(0~4점)은 33.1%, 긍정적 응

답(6~10점)은 43.0%로 나타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 수준 점수

는 10점 만점에 5.22점으로 대략 중간 수준이었음.

 ▶ 다중회귀분석 결과,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

성으로는 학력, 가구소득,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 관련 특성으로는 한국 거주기간, 문화적응 스

트레스, 가정갈등 경험,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는 주민갈등 경험, 경제적 박탈, 사회적 자본(종

합 척도)이었음.

 ▶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은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동

화주의적임, ② 다문화가족정책 대상의 범위가 협소함, ③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④ 

한국어교육의 제한, ⑤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⑥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및 사회보장 기회의 제한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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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문제점

 ▶ [경제적 측면] 귀농·귀촌인의 60% 정도는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사회 소득계층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대농위주의 농

업정책’(32.9%),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32.4%)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음. 귀농·귀촌인

을 대상으로 경제적 박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하는데 바빠서 취미생활을 잊고 지낸 지 오

래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23.4%나 되었음.

 ▶ [사회문화적 측면] 농촌에서 마을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귀농·귀촌인은 12.7%였음.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귀농·귀촌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2%였음. 귀농·귀촌인의 마을공동체의식을 조사

한 결과, 전반적으로 5점 만점 기준, 평균 3.62점에서 3.86점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의식이 ‘중

상’ 수준이었음.

 ▶ [정치적 측면] 각종 선거 때 귀농·귀촌인의 투표율은 모두 95%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귀농·귀촌

인의 농업 및 농촌 현안 관련 정치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치 현안에 대해 친구나 이웃 등

과 이야기하기’의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 이상(77.4%)이었음.

 ▶ [종합적 측면] 현재 삶의 질에 만족하는 귀농·귀촌인은 62.6%였음. 현재 우리나라 농촌에서 귀

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응답(0~4점)은 12.3%, 긍정적 응답(6~10점)은 60.8%로 나타남. 귀농귀촌인의 농촌 사회통합

인식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6.07점이었음.

 ▶ 다중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으

로는 학력, 귀농·귀촌 관련 특성으로는 귀농·귀촌 기간, 사회통합 관련 특성으로는 양극화 인식, 

주민갈등 경험, 사회적 자본 종합척도, 지역적응도였음.

 ▶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귀농·귀촌정책의 문제점은 ① 귀농·귀촌정책이 인구 유치에 집중되

어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발전 관련 정책이 부족함, ②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하여 

귀농·귀촌 준비자와 지역사회 원주민의 오해가 많음, ③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가 부족함, ④ 귀

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의 상호이해교육 부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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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으로는 ① 포용적 농촌 다문화가족정책

의 확대, ②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본 강화, ③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

별화된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설정하였음.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일자리 알

선 및 직업교육 강화, ②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의 적극적 활용, ③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결혼이

민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제시하였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① 다문화가족과 일반 농촌주민의 

사회교류 확대, ② 한국어교육의 개선, ③ 가족교육 및 이중언어교육의 강화, ④ 다문화가족 자녀

의 학습 지원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음.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①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확대, ② 차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강조하였음.

 ▶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으로는 ① 포용적 귀농·귀촌정책의 확대, ②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자본 강화, ③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정

책 추진을 설정하였음.

 ▶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이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② 주택 구입 및 임차 지원 개선, ③ 일자리 관

련 정보 제공 및 알선을 제시하였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① 귀농·귀촌인과 지역사회 원주민

의 사회교류 촉진, ② 마을공동체의식 함양과 상호 이해교육 강화, ③ 마을에서의 멘토링 제도 활

성화를 강조하였음.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① 민주적이고 투명한 마을운영 기반 구축, ② 갈

등 중재 시스템의 구축 및 사회갈등 예방·관리 강화, ③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한 바르게 알리

기 운동 전개를 제시하였음.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45	 Email_pds8382@krei.re.kr
안석	 부연구위원	 TEL_061-820-2214	 Email_ansok@krei.re.kr
김남훈	 부연구위원	 TEL_061-820-2095	 Email_hoonkim@krei.re.kr
임지은	 전문연구원	 TEL_061-820-2133	 Email_jel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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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2/3차년도)

연구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 등 여러 사회·경제적 변동 요인들로 우리의 국토 및 농

촌이 급변하여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현재 농촌은 빠르게 다기화(多岐

化)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난개발이 심화되는 지역이 있는 한편 어떤 지역들은 미래의 인구감소, 

과소화·공동화, 고령화 등에 대해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심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료도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미진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촌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

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

요하다. 불확실한 미래에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촌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분석

과 이를 통한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촌계획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수단과 방

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구·사회·경제 및 토지 등에 관련한 미래 농

촌 변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분석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는 계획적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미래 전망 모형 개발, 시

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이용한 미래 농촌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

를 통해 계획적 정비의 관점에서 미래 전망 모형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미래 전망 모형은 농촌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전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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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구, 가구·주택, 경제, 토지 부문의 세부 모형과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구축한 미

래 전망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는 미래에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영향 동인을 파악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하여 삶

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미래 모형을 통해 파악한 미래의 모습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삶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을 보

면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지만 농촌 전체의 인구는 최근 귀농·귀촌이 추세로 인해 소폭 증가하

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농

촌 지역이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현재보다 30% 이상 인

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나타난다. 특히 심각한 고령화로 인하여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의 절

반가량이 65세 이상인 지역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는 인구 

증감에 상관없이 이제는 중심지에 더욱 집중하여 고밀 주거 형태로 변모하게 될 것 전망된다. 또

한 2/3 가량의 농촌지역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감소하여 생활 사막

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미래 농촌의 삶터가 생활이 편리한 전원생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및 서비스 취약지역 중심으로는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배후지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일터의 측면에서 미래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농지의 사용량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많은 농촌지역에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공업 용지 

등의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

는 지역에서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

전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쉼터 측면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임야 등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호황일 경우 임야가 감소하는 비율은 더욱 커지고 경제가 침체일 경우 임야의 증가하

는 비율은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임야가 감소되는 지역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이 발생하지 않

도록 조정해야 하며 임야가 증가할 경우는 이를 활용한 경제 모델(휴양·치유 모델)발굴에 힘써 지

역의 경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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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미래 농촌의 모습은 기존 원주민들이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고 새로이 전

입해 온 사람들로 다수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농촌 전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고 신규 전입자들로 인해 전

통적인 공동체성은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농촌이 신규 이주자 기존 공동체와 융화되

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이주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조

정 방안 사업, 지역 공동체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의 농

촌은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유대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과거와 달리 차별적으로 분화된 농촌은 시나리오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변화 동인에 따

라 미래에는 더욱 다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사업 계획이나 개발 중

심의 계획 패러다임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

한 농촌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농촌 공간계획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의 인구·사회·경제·환경 등 농촌 종합 지역 발전 계획으로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둘

째, 기존 농업·농촌에 관련한 계획들을 종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 농촌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각

종 계획들을 중복적으로 수립하는 데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사업 계획까지 포함된 실행력이 높은 

통합적 계획 수립으로서 농촌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농촌 분야 관련 계획 수

립 기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농발 계획에 주로 담기는 산업정책 분야의 계획은 수립주기가 길

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공간정책은 5년 만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워 좀 더 장기간의 계

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촌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10년 혹은 20년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

되고 5년 정도로 수정계획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공간계획은 중앙과 지자체

의 역할 분담하고 서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지방 분권에 대비하여 국가

의 비전과 목적에 맞추어 지방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 정

부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은 그 청사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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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1	 Email_mrsong@krei.re.kr
이정해	 연구원
서형주	 연구원	 TEL_061-820-2399	 Email_jsghj@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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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국제사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

다. 신기후체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과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시키는 적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기

후변화 대응 목표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

는 수단들을 선정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자발적인 목표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신기후체제가 농축산식품부문을 포함한 사회경제에 미치게 될 경제적 파급영

향을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1차년(2017년)도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수단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차년(2018년)도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 적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대응 수단에 대한 농가 수용력, 농업인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분석하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 기후변화 완화 수단에 대해 실증자료를 기초로 한계감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순환식 수막재배시

스템, 무경운, 목재펠릿 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

의 순으로 나타나 에너지 분야의 한계감축비용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축정책 추진 시 한

계감축비용이 낮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계감축비용이 낮다 할지

연구자: 정학균, 임영아, 성재훈, 이현정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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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경우 농가 수용력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수용력 제고를 위한 정

책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생산기술의 취약성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쌀의 경우 기후변화로 잠재수

량이 감소하고, 채소류는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경영비용이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곡

물류의 경우 잠재생산량이 감소하고, 최적투입재량과 생산관리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주어야 함을 시사했다. 기후변화

로 인해 무창축사의 비중이 높은 육계와 산란계 그리고 양돈의 사육규모가 증가한 반면, 한·육우

와 낙농의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축산의 경우도 축종별 대응전략을 차

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상향식 모형을 이용하여 신기후체제하 기후변화 대응수단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

션 분석을 하였다. 감축수단별 정책목표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0.01~0.02% 증가하지만, 총 감축

목표가 적용될 때는 0.3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경제성장과

는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할 때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농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의 수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벼 농가의 경우 기술 도

입 시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소였으나 시설재배 및 축산 농가는 초기 설치비, 가

축분뇨처리비용, 경영비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요소가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수용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방법 및 인식 제

고 관련 교육 실시,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 지역별·품목별 기후변화 대응 적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쌀의 경우 경북·전남·충남 지역의 적응

능력지수가 낮게 계측되었는데 이는 이들 지역 쌀 농가의 금융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채

소의 경우 경기와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과수의 경우도 경남·제주·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

량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강원, 전북, 충청 지역의 경우 자연적 자본 혹은 물리적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품목별 접근이 중요하며, 물리적 자

본의 개선(예를 들어 ICT융복합 기술보급 지원)과 금융적 자본의 개선(예를 들어 농업재해보험 

확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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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 부문의 전략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기

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산식품부문’으로 설정되었다. 또 감축분야 목표는 ‘농축산분

야 339만톤 감축’으로, 적응분야 목표는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적응능력 강화’로 설정되었다. 

추진전략은 완화분야에서 에너지 다소비농업에서 저탄소농업 전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 시

장 중심 감축 등이 필요하고, 적응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전략, 위기를 기회

로 삼는 전략,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등을 제시했다.

 ▶ 신기후체제 대응전략 실천을 위한 핵심과제로 완화분야에서는 감축목표 및 기술보급, 경제적/제

도적 수단,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등이 요구되며, 적응분야에서는 연구개발, 경제적/제도적 수

단, 농업용수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 교육 및 홍보 등이 요구된다. 

정학균	 연구위원	 TEL_061-820-2248	 Email_hak8247@krei.re.kr
임영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6	 Email_limy@krei.re.kr
성재훈	 부연구위원	 TEL_061-820-2348	 Email_jsung@krei.re.kr
이현정	 연구원	 TEL_061-820-2240	 Email_hjlee1215@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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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하였음. 제46차 세계경제포

럼 연차총회(2016. 1.)의 핵심주제는 “4차산업혁명의 이해”였으며 글로벌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대두되었음.

 ▶ 우리나라는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해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

고자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음(2017. 11. 30.).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산업혁신과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노동력 부족, 수급불안, 가축질병, 식품 안전성 등의 농업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산업으

로 육성하고자 4차산업혁명 응용 기술인 H/W(자율주행농기계, 로봇, 드론)와 S/W(환경제어, 병

해충예찰, 농식품 거래 플랫폼, 화상정보)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연구 방법

 ▶ 기존 문헌, 정책자료, 선행연구, 미래관련 예측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우리농업의 미

래 이슈를 발굴하였음. 

연구자: 김연중, 강창용, 이명기, 박지연, 박영구, 추성민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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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조사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분야(IoT, AI, 로봇, 빅데이터, 식품, R&D, 

정책)의 52명을 대상으로 미래 이슈에 대한 중요성,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기간 등 조사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음. 

 ▶ 소비자 조사는 201명을 대상으로 구매패턴 변화, 스마트 상점에 대한 인식도, 웹사이트 이용 현

황, 향후 S/W(웹, 애플리케이션 등) 활용의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S/W 개발 보급방향을 제시함. 

 ▶ 일본, 중국, 네덜란드 출장을 통해 현재 각국의 스마트팜 운영실태,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방향·

정책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의 협동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농기계 분

야(무인·자율)에 주목하여 농업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중점 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한국농업의 과제

 ▶ 한국 농업의 과제와 관련된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 적용 수단

(H/W, S/W)의 보급실태 및 성과, 기술수준 및 개발방향을 분석하여 보급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우리농업의 해결 과제는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 부족, 경지면적의 지속적 감소, 곡물자급률 하락,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여건 악화, 농약, 제초제, 살충제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식품안전성 문제 등임.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농업의 미래 이슈 

 ▶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 이슈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음. 첫째, 농업 생산성 및 

생산량 증대임.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력 절감 농업으로의 전환, 식량 안보(가용성, 접근성, 안전

성) 중요성 증대, 농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로 가격 안정, 복합 환경 자동 제어를 통한 생산성 향

상, 원격 전문가 지원 기능으로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둘째,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비료, 농약,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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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농지 등)의 최적 이용으로 비용 절감, 자원 고갈 대응, 재해 예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

물 생산 가능,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 도입, 온실가스 감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농업에서 신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세부적으로 보면 온라인-오프라인을 융합

한 유통관련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 농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신시장 창출, 농산물 화

상거래(경매) 시스템으로의 전환, 네트워크를 통한 농산물 소비자 맞춤 정보 제공 방식(on-

demand) 적용, 건강-식품 연계 비즈니스 성장, 개인 맞춤형 농식품 소비 확대, 식품의 안전성(

이력제, 원산지 등) 확보 등으로 농업의 신가치 창출이 필요함. 

 ▶ 넷째, 농업의 범위 확대임. 세부적으로 보면 농업에서의 생명공학과 연계한 미생물 처리기술 적

용 확대, 농축산물의 유전공학 기술 적용 확대(GMO, LMO 등), 바이오 생물학 적용을 통한 신

약 개발 및 에너지 생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인공 배양육 생산 등으로 농업의 영역은 단지 1차 

생산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어야 함. 

적용수단(H/W)의 성과, 보급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우리농업의 네 가지 미래 이슈와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수단(H/W와 S/W)의 실태, 성

과, 기술수준 및 기술 개발방향, 정책방향 등을 제시함.

 ▶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게 할 수단으로써 H/W(무인·자율농기계, 드론, 로봇 등)의 개

발 및 보급이 필요함. 

 ▶ 무인·자율 농기계의 기술수준은 자동조향(Level1)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최소 5년 이상 나는 것으로 추정됨. 자율주행 트랙터를 수도작에 이용할 경우 생산비

를 관행농법과 비교해서 30%가량 감소시킬 수 있음. 제초작업을 무인화로 전환하면 10a당 1시

간이 소요되고, 인력으로는 16시간이 소요되어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자율주

행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기반 정비, 특히 밭농업의 경우 파종 및 정식 시기부

터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업기반 조성 및 재식거리의 표준화, 그리고 무인·자율주행 농기계 부

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함. 

 ▶ 드론은 주로 파종 및 방제(액체, 알비료, 균제, 과수 연막방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상작물

은 수도작, 노지작물, 시설원예, 과수 등으로 다양한 작물에 사용되고 있음. 드론의 핵심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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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시스템인데 현재 중국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제어시스템(S/W) 개발이 필요함. 농용 드론의 

가장 큰 성과는 농약 사용량 및 농작업 시간의 절감임. 드론이 최대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

업기반 정비가 필요함. 이를 통해 사용자의 논·밭 이외의 다른 재배지에 다른 종자가 파종되거나 

약제가 비산되어 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적용수단(S/W)의 성과, 보급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게 할 수단으로써 생산·유통·소비분야의 각종 환경제어, 농식

품 거래 플랫폼, 웹,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정보시스템 등, S/W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생산분야 융복합 환경제어 S/W는 작물생육에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품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자동제어로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 등이 있음. 생산분야 S/W 활용도를 높이려고 농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아

직은 농가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도 본격적으로 분석·가공

하고 있지 않음. 생산분야 S/W 기술이 개발·보급·확대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뿐만 아니라 

온실설계에서 부터 시공, 내부설비, 관제까지 농업 생산시설의 표준화도 필요함. 

 ▶ 유통분야 S/W 개발 보급은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5년 전 가공식품

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28.3%였으나, 최근에 3.6% 증가한 31.9%로 나타나 향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가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핸드폰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수단인, 

구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 이용되는 S/W 개발·보급이 필요함.

 ▶ 소비분야 온라인 농식품 구매 시 주로 가격과 규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외에 화상(이미지)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 건강과 식품의 연계, 개인 맞춤형 농식품으로 서비스가 전

환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이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

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암호화 기술 개발·보급이 필요함.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 대응전략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농업의 비전은 산업 간 융복합과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부

가가치 창출 및 농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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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전략은 핵심기술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임.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거래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함. 또한, 

신기술의 공공사업 수요를 창출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농업부문에 신속히 적용하고 기업들이 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4차산업혁명 관련 장비-S/W-재료 등 3D 프린팅 관련 중소 농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 진흥 촉진이 필요함.

 ▶ 농업부문에 활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날씨, 종자, 토

양 데이터 등을 분석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며, 비용 절감, 수확기 결정 등에 관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함.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같은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여 사용자 수요에 맞는 충분한 

분석 능력을 갖춘 연구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시설원예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연구 결과를 주

변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유용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임. 다시 말해 정보 수집 농가 및 품목 확

대, 생산을 포함한 유통·소비의 정보 수집 항목 확대, 기관 빅데이터 정보공동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함.

 ▶ 농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규제를 정비해야 함. 농기계 산업의 경우 무인농기계 

허가가 핵심 과제임. 농가의 데이터 수집, 공유 및 활용 활성화 신규시장 조기 창출을 위해 개인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규정을 정비해야 함. 사물인터넷 확산으로 생산되는 농가의 빅데이터 공

개, 공유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

문 기관 및 규범 마련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스마트농업분야 R&D에 집중 투자해야 함. 스마트농업과 관련 연

구개발에 있어 관련 부처별 주요 연구분야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협업체

계 구축이 필요함. 농업부문 ICT 융복합 기자재 및 시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공지능 및 로

봇 등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함. 

 ▶ 전문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기술 활용 및 유통 인력 양성이 필요함. 인력과 관련해서는 스마

트농업 관련 전문연구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기술 활용 인력과 기술 유통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농업분야의 경우 생육과 환경 데이터를 연계하여 최적의 품목 맞춤형 S/W를 개발하는 전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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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인력이 필요함. 한편,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2022년 6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품목 재배 교육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H/W·S/W 교육을 

병행하고 실증단지 참여 기업의 실증 테스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술의 활용 역

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들에게 창농뿐만 아니라 기술창업 등 여러 갈

래의 취업의 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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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추진 성과를 제고하고 저성장 위기에 처한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목적과 취지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도 중요한 과제다. 농업·농촌부문은 지역적 특성과 차별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농

정의 활성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는데, 주요한 결정의 권한이 낮아 한계가 있었다. 범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은 이러한 농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이다. 

 ▶ 지방분권의 추진에 대응하고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여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정 추진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농정과 지방농정의 역할 및 관계 재설정, 농정사무

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 방안 및 지방농정의 자체 역량강화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연구방법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위탁연구 및 전문가 포럼, 통계자료분석 등

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농정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 정부 측의 관련 동향과 자료들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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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현지조사는 각 도의 농정담당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설문조사는 각 시·도 및 시·군 농정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38명이 응답하였다. 또한 현장 사례를 더욱 세밀히 들여다

보기 위하여 충남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외 지방분권 사례와 농정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통계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운용 자료

와 지방재정 365 등의 지방재정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의 재원과 배분 현황, 지방재정 

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농정추진체계란 정책의 기획, 목표설정, 사업방향 설정-재정확보-농정집행 및 실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의 관계를 뜻한다. 주인-대리인 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현재의 중

앙집권적 농정추진체계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지자체의 선정, 지역특성에 부합하

는 지원조건 및 지침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유도 등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

해 농정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이 낮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

역의 농정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고 

부족한 농정인력으로 성과관리에도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 따라서 지방분권의 추진에 대응하여 농정도 분권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행정의 

결정과 집행을 위한 정치적·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자원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정부

가 나눠가지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도 ‘티부 가설’이나 ‘분권화 정리’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필요

성과 지역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에 입

각하여 국가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정부에 적절히 이양된다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들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 논리다.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농정부문 역시 이러한 분권화가 농업·농촌발전에 더욱 효과적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의 축소와 지역 내 정치적 관계 속에

서 오히려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재정 투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

어 현재의 재정분권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재량지출 예산도 일

정 부분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줄거나 지방으로 이양될 것

이므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재량을 발휘하여 이에 준하는 지방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향후 전반적으로 늘어날 지방재정의 농정 투입 인센티브 마련이나 지역의 농정역량 강

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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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 주요국의 사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농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국들은 지방분권

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서만큼은 ‘직불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영역과 책임

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업무는 분산하여 지역 농정국과 같은 조직을 두어 직접 수

행함으로써 지방농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농정사업을 세분하기보다는 중앙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방농정의 추진 단위 역시 대체로 광역화되는 추세이다. 

 ▶ 이처럼 농정 영역에서의 ‘지방분권’은 지방분권의 일반적 장점과 농정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

는 가운데 지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분권에 대

하여 1차년도에 제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분권 대응 차원은 물론, 농업·농촌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농정의 분권화를 적극 추

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 농정분권추진위원회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개

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둘째, 중앙-지방의 농정역할 분담 및 농정사업의 단계적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농정사업을 국가

의 책임영역과 지역의 자율성 측면에서 유형화하여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사무는 물론 권한과 재정도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 농정은 직접 담당

하도록 지방농정국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 셋째, 국고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폐합하고, 지역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에 이양되

지 않는 국고보조사업도 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방농정의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 넷째,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상에 중

앙-지방의 농정협의회를 규정하고 도입하여 분기별로 농정을 점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다섯째, 지방농정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도입하고, 필요한 제도적 변화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농정계획에 종속되어 있는 지역농업발전계획이 지역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자치농정의 강화를 위한 지방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추진

하여야 한다. 광역 도와 시·군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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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추진체계의 분권화 기본방향>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와 농정성과 제고로 농업농촌발전 촉진

주요
대응
과제

추진
전략

목표

· 지방비 부담초래 사업에 대한 평가, 농정사업지참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 지방이양비용 평가를 통한 재원확보 유도

· 농업농촌기본법에 중앙-지방농정협의체 도입 제도화

· 지역에서 농업농촌에 재원배분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체계 강화

· 지역불균형에 대응한 차등지원제도의 도입

·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실질화, 지방농정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보, 지방농정 개발을 위한 통계지원체계 구축

· 도와 시군 농정 간의 권한과 역할 분담, 협력체계 구축

· 다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의 인력부족 문제 개선

·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및 사업지원 기준 재정비 추진

· 기금사업 재정비, 역할분담 개선

· 농정사업에서 조직-인력-재원이 구축되도록 지방이양범위 설정

· 직접지불제 등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농정사업을 확대, 강화

중앙-지방 농정역할 분담
농정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편
사업통폐합, 지역선택권 강화

중앙-지방, 지방-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농정 강화를 유인할 수
있는 협력적 지원쳬계 강화

지방농정의 역량강화

■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성 제고, 책임성 강화

■ 지역농업발전계획에 의한 자치농정체계 강화

연구 관련 문의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4	 Email_eshwang@krei.re.kr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84	 Email_soosuk@krei.re.kr
김규호	 위촉부연구위원	 TEL_061-820-2037	 Email_kyuho@krei.re.kr
최지선	 연구원
김태영	 연구원	 TEL_061-820-2244	 Email_taeng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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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1/2차년도)

연구 배경과 목적

 ▶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우리나라 축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의 축산물 

생산에 적합한 공장식 축산 경영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었으나 빈번한 가축 전염병 발생과 축산물 안전성 문제 제기, 대규모 사육 방식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 발생, 비인도적인 사육방식과 동물학대 문제 등 공장식 축산업의 부정적 측면이 제기

되었다. 

 ▶ 사회가 요구하는 축산업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다르고 사회적인 대화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축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

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축산

업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의 1차년도는 축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축산업의 제도 개선 및 발전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사회적 책임

의 정의 및 이행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정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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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령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축산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 축산 관련 기업들

의 농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검토하였다. 관련 전문가 그룹과의 집단 면담과 인터뷰

를 통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을 설정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설문조사 내용을 구체화하였

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당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IPA를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효용함수를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환경보전과 동물복지 등이 유의미한 구매 결정요

인인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내용 

 ▶ 이 연구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축산업의 제도 개선 및 발전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사

회적 책임의 정의 및 이행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축산 관련 기업들의 농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들도 검토하였다. 

 ▶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

였다. 특히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의 한

계를 정리하고, 이 연구에서의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불경제 최소화, 기

업의 사회적 책임(CSR), ISO 26000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축산업의 역할을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축산업이 사회적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축산업의 역

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축산물 생산과정이 합법적이고, 각종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동물복지와 같은 윤리적 행위의 실천까지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민적 책임, 경제

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 제3장에서는 축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여 축산정책과 관련 법령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하였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축산 관련한 주요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정책 대응체계와 과정을 살펴보며, 미래 다가오는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제4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이해당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

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중요 속성들에 대해서도 IPA를 실시하였다. 또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효용함수를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여 환경보전과 동물복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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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구매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두 집단 간에 인식 차이

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위법행위 적발 시 

법적 처벌 강화를 중요시하는 반면, 생산자들은 가축질병 근절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정

책 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처벌 강화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또한 만족도가 낮은 사

회적 책임 항목의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축산업 종사자의 준법 의식 개선 가능성

을 매우 낮게 보는 반면 생산자들은 가장 높게 보았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소

비자들은 축산업 종사자의 현실 인식과 자발적 의식 개선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생산자는 정부 

정책 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축산인증이나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나, 인증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공익적 소비행위에 대해 분명하

게 인식하고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생산자들

은 유기축산이나 동물복지인증제도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나, 경영비 상승과 소득 불확실성

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민적 책임, 경제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책임에 대한 이행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경제적 책임만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축산인은 모든 책임이 다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한편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 생산자단체

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회적 책임 내용별로 각각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제6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더 책임지는 축산업, 더 건강한 축산업, 더 깨끗한 축산업, 더 가까운 축산업’을 정책 방향

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병준	 연구위원	 TEL_061-820-2378	 Email_bjwoo@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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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내용

 ▶ 근대화를 거치면서 과거 농어촌 마을의 전통적 기능들은 약화 또는 소멸되었으며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마을 외부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인구 과소화, 공동화가 지속되는 동시에, 귀농·귀촌 등

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마을 기능이 재활성화되거나 지역공동체가 새롭게 변모하는 사례도 나타

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국토 통합 강화, 도시권 육성 등의 공간 재편 논

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화 우려가 높은 상당수 농어촌 마을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하여 커뮤니

티의 재구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배후 마을의 인구 감소로 동반 침체하고 있는 기초 중

심지를 활성화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마을과 중심지로 구성되는 농어촌 

생활권의 현황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 마을의 위상과 역할 전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별 마을 단위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으로 관

점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이장 조사, 주민 설문조사, 심층 사례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농촌 생활권 변화에 대한 연구 동향과 최근 공간 정책의 논의 등

을 토대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장 조사를 통해 마을의 기능 변화와 면 단

위 생활권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였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활동의 패턴과 특성을 분석하

였다. 이장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는 사례 지역으로 선정한 네 개 농촌 지역 면을 대상으로, 총 70

명의 마을 이장과, 총 567명의 주민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기간의 시계

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 연구의 사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자: 성주인, 박시현, 정문수, 민경찬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4/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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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5개년 중장기 연구로 계획되어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도서·어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하여 별도 

사례 마을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근교 농촌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일반 농촌 지역 일부는 충

남연구원에서 조사를 담당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생활권을 기초 생활 서비스 이용권과 경제활동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례 농촌 지역 네 곳의 생활권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근교 농

촌 지역에 해당하는 양평군 서종면은 지역의 경제 및 사회활동 거점으로 면 소재지의 기능이 강

화되고 있다. 일반 농촌 지역인 부여군 초촌면은 논산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일부 서비스의 외

부 이용이 두드러진다. 원격 농촌 지역인 함양군 휴천면은 군청 소재지 연계권에 속하여 서비스 

이용과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이 대부분 군청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또 다

른 원격 농촌 지역인 평창군 미탄면은 사회·문화활동 및 경제활동 측면에서 면 소재지를 중심으

로 주민 생활권이 재형성되는 추세가 확인된다. 사례 도서·어촌 마을에서는 연륙에 의한 주민들

의 생활권 확대와 외부인의 유입 증가를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변화 요인을 크게 중심지 기능 변화, 주민 구성 변화, 지역경제 여건 변화

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지의 기초 생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활동 공간이 대체로 면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둘째,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최근 농어촌 주민 구성이 다변화되고 주민들의 개인 기동성이 증대되지만, 이런 현상이 반드시 

기초 중심지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셋째, 자족적인 농촌형 생활권을 이루려면 서비스 

이용 거점을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지역 내 순환적인 경제활동을 형성하려는 전략이 유

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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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종합>

농어촌 주민 생활권 및 일상 생활공간 변화

중심지 기능 수준 변화

(중심지 기능) 기초 중심지에 대한 신규 수요 증가로 새로운 중심지 기능 부각

(주민 구성) 기동성 향상, 신규 주민 유입은 기초 중심지의 구심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

(지역경제) 지역의 내발적인 경제활동 주체 증가는 지속적인 경제활동권 형성에 기여

주민 구성 변화 지역경제 여건 변화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 증감

중심지 기능에 대한
주민 수요 변화

중심지(어항) 개발
지원 사업

지역 내 경제활동 기회 분포

농가경제 다각화

지역 내 경제활동 조직화

주민 소득 및 기동성 향상

귀농어·귀촌 등
농어촌 유입인구 증가

주민 고령화 심화

지역사회 활동 조직 변화

 ▶ 이를 종합하면 주민들의 기동성 향상, 공간 통합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생활

권의 외연적 확산을 이끄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전체를 포

괄하는 상위 중심지의 기능은 일부 고차 서비스 제공 역할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함양군 휴천

면과 부여군 초촌면과 같이 입지적으로 기초 생활 서비스 거점이 활성화되기 힘든 일부 면들만

이 그 영향권 안에 포섭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면 소재지 등 기초 생활 서비스 거점

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생활권 육성의 정당성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앞선 사례조사와 전국 단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농어촌 마을의 위상 변화를 전망해 보면, 

마을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생산공동체 및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 기능은 점차 약화 또는 소멸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마을의 여러 기능들 중 거주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주거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이 마을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개별가구 → 읍·면 중심

지 → 시·군 중심지’의 정주체계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에 적을 두고 농어촌 지역

에 계절적으로 머물거나 가족 중 일부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2지역 거주 가

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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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향후 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 단위로서 새롭게 마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적인 ‘개별 마을 단위의 공

동체활동’과 더불어, ‘복수 마을 및 권역 단위의 공동체활동’과 특정 공간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 기반 공동체활동’ 조직을 육성하는 전략도 지역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개별 마을조직 외에 농어촌 활성화를 지원할 NPO(비영리민간단체)형태의 민간 조직 활

동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인 등 신규 활동 주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어

촌 생활권의 기초중심지와 배후 마을을 연계하는 통합적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상·하위 중심지 간 상호보완적 기능 연계와 분담을 고려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형성하여 생활권

의 자족성을 증진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마을 주거 개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주택

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주거 환경 정비를 추진하며, 귀농·귀촌인과 2지역 거주자, 취약계층 주

거복지까지 포괄하여 농어촌 주거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

부 차원에서 농어촌 마을의 미래에 대응한 발전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민 정주공간으로

서 농촌에 대한 장기 비전을 담으면서, 다양한 계획 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요

청된다. 넷째, 지역 단위의 농어촌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응

하여 지자체가 농어촌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공조를 위한 협약 제도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

체화하고, 지역에서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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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영훈, 전형진, 임채환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한반도 정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간 대화

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합의로 종료되면, 남북관계는 대전환을 맞이하고 막혀있던 남북 경

제교류는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향후 남북 간 농림축산물 교역 재개에 대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다. 이 연구의 목적

은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실태와 변화를 우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역 재개 초기 남북 간 

농림축산물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 북한의 대외교역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교역 통계는 모든 교역 상대국

의 교역 통계자료를 수집·활용해 구축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UN Comtrade 통계’를 이

용해 북한의 농림축산물 대외교역 통계를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로 구축하였다.

북한 농림축산물 교역의 특징

 ▶ 북한 농림축산물 교역은 일반 상품 전체의 교역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 증가가 주도하

고 있다. 그러나 전체 교역에서 농림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북한 경제에서 농

업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가운데 농림축산물 교역 비중이 낮아지는 이유는 북한의 전통적인 농

산물 자급자족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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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농림축산물 주력 수출품은 과거 농산물에서 최근 들어 채취에 의존하는 임산물로 전환되

었다. 이는 북한의 농림축산물 수출 구조가 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북한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1990년대 초에 비해 2010년대 중반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와 달리 농산물과 임산물 수입의 상대적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량이 꾸준히 수입된 것에 기인한다.

기간별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

 ▶ 기간에 따라 주력 수출 품목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잣, 원목, 각종 종실, 인삼종

자, 감초 등을 30년에 걸쳐 일정액 이상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수출이 

많아지는 품목은 잣과 각종 종실이며, 특히 잣은 2010년대 들어 3억 달러 가까이 수출하여 북한

의 농림축산물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였다.

 ▶ 1990년대 농림축산물 수입은 곡물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곡물의 수입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최

근에는 대두 제품, 곡물, 담배, 인삼 제품, 사과 및 고추 등 과채류로 농림축산물 수입이 다양화

되고 있다. 30년간 꾸준히 수입한 품목은 쌀, 밀, 옥수수 등 곡물과 대두 및 그 제품, 궐련 및 담

배 등이며, 점차 수입이 많아지는 품목은 대두유, 담배, 인삼제제, 사과, 고추 등이다.

 ▶ 북한의 농림축산물 수입에서 특기할 점은 특정 품목의 일시적 수입 증가가 당해 연도 수입의 전

체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 사례로 1997년의 옥수수 수입, 2004년의 돼지고

기 수입, 2012~14년 기간의 대두유와 새털 수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농림축산물 전체 

교역 규모가 매우 작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 전체 교역뿐 아니라 농림축산물 교역에서도 2000년대 들어 대중 교역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

하여 최근에는 중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 교역 비중은 2000년 초 30% 내외 

수준에서 2014년에는 78%로 상승하였다.

 ▶ 2014년부터 중국도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의 대중 농림축산물 교역액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대중 교역의 비중은 오히려 

84%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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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농림축산물 교역

 ▶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남북 간 농림축산물의 반출입(교역)에서 북한으로의 반출은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농산물의 공급이나 물물교환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서만 발견되는 사례이다. 남북한 간 

농림축산물 일반교역에서는 북한산 농림축산물의 남한 반입이 일반적이며 대북 반출은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있다.

 ▶ 북한산 농림축산물의 남한 반입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늘어나다가 2010년 5.24조치 이후 급

격히 감소하였다. 주요 반입 품목을 보면, 들깨, 감자, 팥, 과실, 채소 등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 임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꾸준히 반입한 품목은 호도, 버섯, 고사리, 들깨, 한약재 등

이며, 반입이 늘어난 품목은 버섯, 과실, 채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북한 농림축산물 교역의 변화

 ▶ 1990년대 중후반 경제위기 기간의 북한 농림축산물 교역은 감소하였는데, 수출의 감소폭이 수

입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난에 따른 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식량을 확

보하기 위한 수입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2010년 5·24조치에 따른 남북 간 교역 중단은 교역 상대의 전환을 불러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5·24조치 후 북중 간 교역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 농림축산

물 수출 품목도 다변화하고 있다.

 ▶ 2013년 유엔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된 이후 북한의 농림축산물 대외 교역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시기 북중 간 교역액의 감소 현상도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논리적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교역이 변화한 사례도 있다. 2000년대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식량 수입이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교역 증가는 북한의 

개방과 그 성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2년 농업부문 개혁조치의 효과로 기대되었

던 교역 증대 효과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대외교역과는 달리, 북한의 개방에 따른 대외교류 확대 기간(1999~2007년) 동안 북한산 농림축

산물의 남한 반입은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남북한 간 농림축산물 교역도 꾸준히 증가하였

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개방 때문이라기보다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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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간 농림축산물 반출입의 급격한 감소는 남북관계 및 교류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실시된 

2008년부터 사실상 시작되었다. 5·24조치 후 1년이 경과한 2011년 들어 남북 간 농림축산물 교

역과 반출입은 거의 중단되었다.

전망과 시사: 교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개발협력 필요

 ▶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오랜 기간 저개발국형 교역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는 데 있다. 수출은 채취 임산물과 농축산 부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은 기본 식량을 구성

하는 곡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대화가 진전되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의 대외 교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농업에서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기

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재의 완화나 해제만으로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이 크게 증가

하고 교역 구조도 곧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부문에서 개발협력사

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인큐베이터’로 활용해 북한 농업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 후, 농축산물

의 남북 간 교역 증진과 교역 구조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선도 농업개발협력과 이를 토대로 농축

산물 및 농자재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농업협력과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 그러나 농업개발협력 초기에는 교역을 위한 작목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초기 협력 

품목은 이미 우리가 꾸준히 수입하는 농축산물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입 농축

산물 중 북한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 생산에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생산물과 기자재

를 교역한다면 상호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남북 간 농업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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