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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농식품산업의 불확실성에 대응력을 기르고, 신성장동력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중장기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망과 농

정방향 모색, 창조적 혁신을 통한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

축산물 수급안정,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력 회복, 대내외 여건변화 대응과 

국제농업협력 확대를 설정하여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요약집은 2016년에 발간한 160여 건의 보고서 중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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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보고서를 검색하거나, 책

표지의 QR코드를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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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이 2016년에 발행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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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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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개인의 살림살이와 국가 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임. 그러나 일자리 관련 정책을 논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행위자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함. 그러나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농촌지역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초점을 두고, 산업부문별 고용변화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모습을 나타

내고, 이러한 변화를 촉발한 요인을 분석하여,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배경

 ▶ 일자리는 개인의 살림살이와 국가 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책임. 일자리와 관련된 정

책을 논하려면, 일이 생성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시장 수요자, 공급자 특성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함. 

 ▶ 그러나 분석 접근 단위는 단일 시장 단위가 아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야 함. 그 이유는 산업구

조,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상이성 때문임. 또한 농촌 안에서도 산업부문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지역별(군지역, 도농복합시) 접근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존 연구 대부분은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사례와 현황 연구에 집중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변화 배경과 요인, 그리

고 관련 정책·제도 등을 검토·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연구자: 엄진영, 김광선, 임지은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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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최근 변화 실태를 분석함.

   ● 노동시장 변화 배경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 분석하여 노동시장 변화 요인을 분석함. 

   ●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방법은 2차 자료를 이용한 기초 통계 분석과 계량 모형을 통한 정량 분석임. 

 ▶ 사용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함. 구체적으로 경제

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부문 노동시장의 분석을 하였고, 비농업부문(제조업, 서비스업)

은 사업체조사를 통해 노동수요 측면을,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노동 공급자들의 특성을 분석

하였음.  

 ▶ 이러한 기초 통계 분석으로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의 결과를 

계량 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함. 동시에 정량적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정량적 분석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각각 

분석함. 

 ▶ 농촌지역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는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고용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지역별·부문별 차이를 고려한, 노동

공급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이외에 문헌조사를 통해 각 산업부문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환경 변화와 정책변화를 살핌.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

※ 농업부문

 ▶ 환경변화: 고도의 경제성장과 농업부문의 비중 축소, 개방화 이후 농업 규모화, 양극화, 고령화

와 농업소득 악화, 취업자 수 감소,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관련 정책 대두 

 

 ▶ 수요/공급 현황: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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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가족노동력 역시 감소하고 있음. 이는 농업경영체 규모 양극화와 연관됨.     

   ● 임금의 경우, 지역별,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상용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나, 농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상쇄할 수준은 아님. 또한 인력 부족은 대

부분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일시적 대단위 수요에서 나타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제조업부문

 ▶ 환경변화: 국가 주도의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주, 계획입지 정책에 따른 농촌 제조업 일자리 조

성, 농촌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 정책 

 ▶ 수요/공급 현황: 농촌지역 제조업부문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에 따라 제조업 근로자

들의 학력, 월평균 임금, 연령 차이가 나타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제조업 종사자일수록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6~2014년 대부분의 중분류 제조업종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함.

   ●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지역에 따라 노동공급자의 특성(연령, 학력, 월평균 임금, 성별) 차이가 나타남. 

   ● 제조업 종사자 중 타 시·군으로 통근하는 비율은 도농복합시 22.3%, 군지역 16.9%로 나타남.  

 ▶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기업을 위한 노동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지역 노동력의 질 개선에 의한 임금수준 개선이 필요함.

※ 서비스업부문

 ▶ 환경변화: 제조업 위주 경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인식,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 완충지대로서의 성장동력화, 선진화, 융복합화, 관광시장 활성화 차원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 지원, 지역 여건 개선 차원의 보건·복지, 교육서비스부문 정책 대두

 ▶ 수요/공급 현황: 수요 측면에서 고용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거나, 고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업

종은 아래와 같고, 공급 측면에서 월평균 임금을 보면 지역별,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

차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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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내부 수요에 근간을 둔 서비스업(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외부 환경과 연결된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과 공공의 성격이 결합된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고용이 증가한 부문은 사회 내·외부적 요인(귀농귀촌인구 유입, 정부정책, 과학기술 발달)과 경

제적 요인(비용절감)에 따른 효과로 사료됨.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요인 분석 

 ▶ 앞서 살핀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하

게 살핌. 

   ● 이를 위해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용변화에 대한 요인을 분석함. 두 번째로 노동 공급 측면

에서 개인 임금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설정모형은 변이할당분석(노동 수요 측면)과 위계적선형모형(노동 공급 측면)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요인 분석 결과

※ 수요 측면 

 ▶ 농촌지역 노동 수요의 변화 분석 결과 국가성장효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제

조업부문에서 국가의 영향은 매우 큼.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성장효과로 농촌지역 고용을 견인하

는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함. 

 ▶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급증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문을 살펴보면, 

지역 내부 요인에 의해 고용 패턴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국가성장효과만이 아니라, 

지역 내부효과인 지역산업구조와 지역할당효과가 상당히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음.

   ● 최근에 고용자 수가 급증한 부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함, 

 ▶ 따라서, 외부적인 힘으로 고용을 발생·유지시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안정

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 수요에 기초한 산업정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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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측면 

 ▶ 농업과 제조업부문에서 임금변량 중 지역적 차이로 인한 변동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남. 즉, 농업

과 제조업부문에서의 임금은 지역 차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음.

  

 ▶ 농업부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하락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은 임금이 상승함. 

   ● 농업부문의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령농업인보다 젊은 사람의 인건

비가 더 높은 현실과 연관되어 있음. 

   ● 이외에도, 전 산업부문에서 연령, 학력수준,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함. 분석결과, 월평균 약 

1만 원에서 1만 7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노동공급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제조업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농

업과 서비스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서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은 낮았음. 즉, 임

금변동에 따라 제조업만큼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2014년에 서비스업부문의 노동공급탄력성이 유독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농업부문 노동

공급탄력성(1.40)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1.29). 이는 전체 경기흐름과 농촌지역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패턴과 연관됨.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부문별 정책과제 

※ 농업부문

① 공공개입을 통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공공개입을 통해 인근 농촌이나 도시의 유휴 인력 활용 정책 활성화와 더불어 단순 알선·소개를 

넘어선 넓은 개념의 ‘노동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김정섭·유찬

희·엄진영·장민기·김혜민, 2016). 

② 노동공급자 구조 전환 정책 마련

 ▶ 후계인력 유인책과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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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부문

① 입지경쟁력 강화 및 보완에 의한 지역노동시장 강화

 ▶ 도농복합시에서는 지역의 입지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전략이, 군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 

입지경쟁력이 낮으므로 지역자원과 지역민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 활동 육성이 필요함. 

② 노동력 공급 측면의 질적 향상을 통한 농촌 노동시장 개선

 ▶ 개별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에 입지한 기업들을 통해 개별 지역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 서비스업부문

① 지역특성과 업종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

 ▶ 지역내부 수요에 근간을 둔 서비스업, 지역 외부민의 수요와 연결된 서비스업종 특성에 따른 정

책과, 같은 업종이더라도 입지해 있는 지역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②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교육 

 ▶ 숙련도 향상 교육과 지역수요에 대응한 인력 교육이 필요함. 

연구 관련 문의

엄진영  부연구위원 TEL_061-820-2255 Email_jeom@krei.re.kr 
김광선    연구위원 TEL_061-820-2361 Email_yeskskim@krei.re.kr 
임지은     전문연구원 TEL_061-820-2133 Email_jel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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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우수사례 및 정책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배경

 ▶ 농촌 마을복지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연하고 인간적인 개입을 통하여 공공복

지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 농촌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사회참여, 신뢰, 지역공동체의

식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역량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구나 최근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농촌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역량

도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주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량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다면 농촌의 마을복지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과 마을복지 활성화 실태를 조사하고, ② 마

을복지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③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자: 박대식, 안석, 오정훈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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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해외 출장조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다.

 ▶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 설문조사는 농촌주민 300명, 면 단위 사회단체 120개, 이장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초점집단면접(FGI)은 전국의 3개 지역(진안, 거창, 정선)에서 농촌복지 관련 면 단위 공무원, 농

촌복지 현장 전문가, 이장,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 귀농인, 새마을부녀회 회장, 

자원봉사자, 기타 면 단위 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해외 출장조사는 독일의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복지 활성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2016

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독일의 마르부르크(Marburg)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주민,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의 복지 담당

자, 농촌복지 관련 교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 현황

 ▶ 본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주

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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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정도>

우리마을사람
0.7

0.7

0.7

1.3

1.7

10.0

8.0

15.3

21.3

19.7

89.3

91.3

83.3

78.0

78.7

(단위:%, N=300, 5점 만점)

나의 이웃 사람

우리 마을 지도자

우리 면 공무원

우리 면 사회단체

부정 보통 긍정

4.38점

평 균

4.33점

4.27점

4.13점

4.06점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 농촌주민의 경제적 역량과 정보기술 능력은 낮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측

정한 사회참여와 신뢰 및 지역공동체의식, 상호협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욕구

 ▶ 농촌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체조교실, 무료급식, 마을공동급식만이 1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고, 그 외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의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 농촌주민들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은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10개 마을의 이장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 최근 3년 동안에 마을(행정리)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이 있는 지를 조

사한 결과, 노인복지사업과 기타 마을복지 관련 사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동복지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은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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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 단위 사회단체의 마을복지 관련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기타 마을복지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마을복지 만족도

 ▶ 마을복지 실태를 나타내는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삶의 질 만족도는 94.4%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의 경우에는 92.0%의 응답자가 ‘보통’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삶의 질 만족도>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16

112
157
14

0.3
5.3

37.4
52.3
4.7

합계 300 100.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

응답 범주 빈도(명)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3

121
143
12

0.3
7.7

40.3
47.7
4.0

합계 300 100.0

자료: 본 연구의 농촌주민(300명) 설문조사 결과.

 ▶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의식이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와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

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지역사회공동체의식, 상호협력, 그리고 마을 

노령화였고, 마을복지 수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 정보기술능력, 사회참여, 

상호협력, 마을 재산·기금, 그리고 마을 노령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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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 방향과 과제

 ▶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활용한 마을복지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① 농촌주민의 사회경제

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②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③ 농촌 

마을복지와 국가복지와의 관계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가복지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경증치매 환자 돌봄, 농한기 마을복지사업의 추

진을 제시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말벗

(정서지원)서비스 확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제시하였다.

 ▶ 기존 국가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행복꾸러미사업, 노인공동생활홈,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마실반찬서비스를 제시하였다.

 ▶ 마을 고유 복지사업은 마을 공동재산이나 기금을 활용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잘 활용할 필

요가 있다.

 ▶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마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 면 단위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45 Email_pds8382@krei.re.kr 
안   석    부연구위원 TEL_061-820-2214 Email_ansok@krei.re.kr 
오정훈  연구원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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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정섭, 오내원, 김경인

농가의 다면적 경제·사회 활동 
실태와 과제

많은 농가들이 농업 소득만으로는 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은 충분치 

않은 농가 소득을 보완하는 살림살이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과 농업활동을 겸하는 다면적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을 규명하여 농업·농촌 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배경

 ▶ 농가의 다면적 활동(pluriactivity)은 가계 유지 및 재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살림살이 전략

(livelihood strategy)으로 작용함.

   ● 농가의 가계 지출 증가분을 감당한 소득원은 농업 소득이 아니라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에서 얻는 소득이

었음(농가경제조사 2015, 2004 분석). 

 ▶ 농촌 내부의 변화 및 사회 전체의 변동이 농가의 다면적 활동에도 영향을 끼침.

   ● 농가가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의 변

화, 젠더 관계의 변화 등도 다면적 활동에 영향을 끼침.

 ▶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은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함. 그러나 이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고 일부 사례가 알려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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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농가의 다면적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농가경제조사(원부, 일계부) 및 농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농가의 다면적 활동 실태를 분석함.   

 ▶ 5개 읍·면 지역을 선정하여 각 100여 가구씩 표집, 설문조사를 실시함.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의 

종류, 소득, 참여 동기, 인구학적 특성 등을 조사함. 

 ▶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을 하는 농가 가구원을 면접 조사함. 내적동기, 농촌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의의 등을 살펴봄. 

 ▶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중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 등 여러 종류의 실천으로 추진되는 비농업 부문(예: 보건복지, 문화, 교통, 교육 등)의 사례

들이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함.

선행연구 검토

 ▶ 다면적 활동이란 농업인 또는 농가 구성원이 수행하는 농업 활동(자가영농)과 자가영농 외 경제

활동의 조합(combination)임.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은 가족농이 소득이나 경제적 수입을 얻으

려 수행하는 자가영농 외의 모든 활동을 의미함. 

   ● 다면적 활동: A와 (B∪C∪D)의 조합,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B∪C∪D, 농가 내 활동(on-farm activity): 

A∪B, 농가 외 활동(off-farm activity): C∪D, 비농업 활동(non-farm activity): B∪C, 농업 경영 다각

화(farm diversification): B (또는, B와 A의 일부)

농가 다면적 활동의 유형

농가 외
활동
(취업)

농가 내
활동
(자영)

D
(농업 임금노동)

C
(비농업 부문 취업)

A
(자가영농)

B
(민박, 체험프로그램 등 농업관광

서비스, 농산물 직판, 농식품 가공 등)

농업 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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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농의 살림살이 전략과 다면적 활동: 플루흐(Ploeg, 2008: 33)는 다면적 활동은 농민층이 소

멸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함. 차야노프(Chayanov, 1966)는 노동-소비 균형을 

최상의 목적으로 갖는 농가에게 농가 외 활동은 가족 노동력이 허락하는 한 농업 활동과 똑같은 

목적을 지닌 활동, 즉 살림살이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농촌 발전과 다면적 활동의 위상: 개별 농가가 외부의 사회적·경제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

는 연결고리이며, 고용을 만들어내며, 농촌 인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농촌 지

역의 지속가능한 살림살이 전략에 기여함(Ploeg 등, 2000; Kinsella 등, 2000).  

농가의 다면적 활동 실태

 ▶ 농가경제조사(2015) 결과에 따르면,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농가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83.7%임. 

                                                                                                                                                              (중복 집계 허용) 

‘농업 임금근로형’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농가

‘비농업 임금근로형’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농가

‘자영업형’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농가

‘경영다각화형’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농가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농가

전업농가

전체농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4.8

49.7

61.3

16.0

83.7

16.3

100.0

 ▶ 농업 소득 평균은 1,399만 원, 농외 노동 소득 평균은 1,152만 원이었음. 평균 이상의 농가 소득을 얻

는 농가들에서 농업활동보다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의 기여분이 약간 더 많음.

<농가 소득 등의 분위 분포(2015)>

단위: 천 원

구분(N=2590) 농업 소득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소득 농업 소득+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소득 농가 소득

1분위수 664 120 4,085 15,356 

중위수 4,060 2,727 13,194 26,954 

3분위수 13,481 16,007 33,693 46,687 

평균 13,994 11,523 25,517 38,204 

최대값 624,220 253,379 624,220 629,380 

자료: 농가경제조사. 2015.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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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농의 이행 경로를 농업 열화, 빈곤화, 전업화 및 기업농화,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이 확대되

면서 가족농이 유지되거나 성장하는 경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농가 소득 등의 분위 분포(2015)>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소득

 

농업 소득

빈곤화

농업 열화(劣化)

다면적 활동을 동반한 가족농
유지·성장

전업화, 규모화

                                                      자료:  van der Ploeg & Ye(2016: 40)을 수정.

 ▶ 최근 10여년 간 농업 및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소득 양자가 대등한 비중을 유지함. 그런데 두 종

류 소득의 합계가 평균 수준에 근접하는 농가의 비율이 크게 줄었음. 

<농업 소득과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소득 분포 변화(2004년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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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살림살이나 농촌 지역 내 농가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건이 악화되었음. 농가 집단 내 소득 격

차가 심화되고 다수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빈곤화’가 진행되었음.

<농업 및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소득의 중위수, 평균값 이동(20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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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5,000

13,000

11,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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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3,000 5,000 7,000 9,000 11,000 13,000 15,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농업소득

2015

2004

2015

2004

중위수

평균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소득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다면적 활동

 ▶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을 지역사회의 여러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적 활동

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농촌 지역사회의 지

속가능한 살림살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활동임.

 ▶ 설문조사 대상 지역인 5개 읍·면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농가의 자가영농 외 활동 기회가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와 긴밀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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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별 농가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참여자 빈도 비교>

단위: 명, 호

구분 밀양시 단장면 진안군 안천면 가평군 상면 보령시 청소면 김포시 통진읍

읍·면별 총 인구수 4,362 1,080 5,484 2,983 27,663

총 농가수 862 238 699 699 933

설문조사 응답 농가수 100 100 108 100 98

설문조사 응답 농가 인구 290 251 265 247 264

비농업부문 종사자 수 828 275 2,016 611 17,090

피고용 취업

제조업 15 1 3 14 2

공공서비스 20 7 3 4 4

일반사무직 27 11 13 5 12

건설노동 18 5 3 5 5

농업노동 0 93 82 74 23

상업 18 7 14 12 17

기타서비스 20 7 23 7 21

자영업

상업 15 14 14 13 75

농업서비스 1 1 2 0 2

제조업 및 
기타서비스

3 4 9 6 8

전체 137 150 166 140 169

자료: 농가 다면적 활동 실태 설문조사.

 ▶ 농가의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가운데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집합적 활동(collective 

action)’의 양상을 띠는 활동들이 출현하고 있음. 협동조합이나 마을만들기 같은 내생적 농촌 발

전 전략과 결합하여 나타남.

   ● 전북 장수군의 방과 후 학교 수업 위탁 ‘초록누리협동조합’ 사례: 농촌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한다는 사

회적 목적의 활동이지만, 참여하는 조합원(농가 가구원)의 입장에서는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이기도 함.

결론 및 시사점

 ▶ 다면적 활동은 한국 농가들 사이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농업소득 수준이 높은 농가들도 자가영

농 외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함.

 ▶ 다면적 활동을 전개하는 농가의 의사결정은 ‘노동-소비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짐. 다면적 

활동은 가족농의 살림살이 전략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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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면적 활동 농가의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농가 가구원이 외부에 취업

하는 방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농업경영 다각화 형태의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은 낮은 비

중을 차지함. 

 ▶ 최근 10여 년 사이 농외 노동 소득과 농업 소득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 농가 가운데 ‘빈곤화’ 

또는 ‘농업 열화’의 경로를 따라 이행한 농가가 많음.

 ▶ 가족농의 ‘노동-소비 균형’이라는 내적 요구 외에도, 농촌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이 다면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농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자가영농 외 경제활동 

기회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 농가 소득 정책에서 다면적 활동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고, 농촌 정책에서도 관심 밖

에 놓여 있음. 농촌의 서비스 기반과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려면, 농가의 다면적 활동을 매개로 지

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함.

김정섭 연구위원 TEL_061-820-2252 Email_jskkjs@krei.re.kr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46 Email_naewonoh@krei.re.kr 
김경인 연구원 TEL_061-820-2032 Email_kikim@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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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채광석, 김홍상, 윤성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

음. 하지만,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임대차 농지는 전체 농지의 과반수이고, 임차농도 전체 농가의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소유와 이용 결합을 강

조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우리 농업

의 가장 중요한 제도임. 다만, 변화된 농업여건을 감안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지금 경자유전 원칙이 우

리 농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 본래 취지와 뜻을 살리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배경

 ▶ 1950년의 농지개혁 이후 현재까지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를 기본이념으로 하

고 있음. 

 ▶ 하지만 농지개혁 직후 8.1%에 불과하던 임차 농지면적은 1995년에 42.2%까지 증가하게 되었

고,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제도임은 분명함. 다만, 변화된 농업여

건을 감안해 우리 농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취지와 본래 뜻을 살리기 위한 수단을 강

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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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문제를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인식한다면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단

순히 허용·금지의 차원을 떠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

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임대차 활용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방법

 ▶ 농지소유 및 농지임대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통계청의 농지임대차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농업총조사 및 농업경영체DB 원자료 분석을 통해 기존 농지임대차 조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현

황(지역별, 품목별 등)을 파악하였음.

 ▶ 전국 23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농지이용(소유, 임대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설문조사지 작성, 조사자 교육 및 결과분석 등을 담당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는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등의 자료 및 조사 편의를 협조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23개 조사대상지

의 경작자 및 소유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하였음.

 ▶ 부재지주의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임대 사

유, 임대 계약방식·계약기간·임대료율, 임대차 관리 정책, 경작자 영농현황 등임.

농지임대차 변동 요인

 ▶ 농지임대차는 농지개혁 이후 특정시기(1970~1975)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농지임대차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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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임대차는 1970년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데, 농지임대차의 증가 요인을 크게 제도적 측

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적 측면의 핵심은 농지개혁법 도입 이후 1996년 농지법이 도입되기 전까지의 농지법이 부재

하여 농지임대차가 증가한 것임. 2010년 기준 비농업인 소유 농지비율은 약 41.7%로 이는 1985년 

조사 19.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2015년 기준 임

차농지 비율이 30.9% 수준이고, 이 중에서 토지소유 비농가에 의한 임대면적이 약 절반 정도를 차

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농민 소유농지가 전체 임차농지의 약 85%에 이르기까지 증가된 

것은 이와같이 제도적 측면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농지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가치가 농지임차를 통해 발생하는 농업수익보다 낮음. 따라서 일

반적으로 농업인이 농지의 자산 가치 상승이 없다면, 농지매입을 통한 규모확대보다는 임차를 통

한 규모 확대가 보다 더 경제성이 높다 할 수 있음.

농지이용 현황 및 임대차 관행

 ▶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임대차의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 임대차 농지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60세 이상인 재촌지주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전체 임차농지의 10.1%

에 달함. 현행 농지법상 재촌지주라고 하더라도 영농에서 은퇴하지 않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농

지법상 임대차 금지에 해당됨. 향후 재촌지주에 의한 농지임대 공급물량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촌지주의 농지임대를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농지임차에 있어 여러 고려사항 중 농기계 이용의 편리성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생산기반정비(경지정리) 여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본인 농지와의 인접정도(농지효

율적 이용 측면)과 빌리는 기간(안정적 이용 측면)보다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부재지주를 대상으로 한 농지취득 계기를 묻는 질문에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이 53.9%와 증여에 

의한 농지취득이 12.2%로 전체 부재지주 취득 농지의 66.1%가 상속 및 증여에 의해서 부재지주

에게 유동화되고 있음. 매매에 의한 농지취득은 33.9% 수준임.

 ▶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과반수 이상은 농업인에게 임대되고 있고, 휴경 중인 농지도 

15.9% 수준임. 2015년 우리나라 전체 휴경면적 비율이 2.3%인 수준을 감안하면 부재지주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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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농지는 재촌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주요국의 농지임대차 제도 운용 시사점

 ▶ 농지이용에 대한 주된 규율이 농지임대차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제

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음.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농지임대차 관리기

구가 개입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은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거 임차농 보호 중심의 제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 농지임대차를 자경만큼 중요하고 정상적인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체계적 제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 농지임대차 거래에 있어 강력한 경작권 보호 규정을 둘 경우 농지유동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에, 직

접적 규제 수단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 농지 임대차에 있어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 이용의 합리화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사업

이 필요함.

<요약 및 시사점 1> 농지임대차관리법 도입

 ▶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합리적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함.

 ▶ 현행 농지법에 농지임대차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이나 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특

례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농지는 국가적인 특수자산으로서 농지법 이외의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도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농지법과 함께 농용지이용증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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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도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완결된 농지임대차 체계를 확립이 필요함.

   ●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일반적인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또는 「농지임대차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요약 및 시사점 2>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

함. 현재 농지의 거래와 임대차를 포함하는 농지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이를 신고제로 등록하게 함. 다만, 농지임대차 신고는 의무규

정으로 하고, 신고한 임대차계약에 한해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함. 농지임

대차 신고는 직불제 등 각종 인센티브와 연결시키도록 함.

<요약 및 시사점 3> 농지유동화 촉진

 ▶ 농지임대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재촌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

 ▶ 농지임대차 시장을 왜곡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함.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농업)’ 지정 또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

이용증진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합법적인 농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 현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비농업

인의 농지소유를 지역·품목 농협(농작업대행 서비스 가능)을 통한 농지의 전부위탁경영 허용을 

검토하여, 농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함.

채광석 연구위원 TEL_061-820-2377 Email_gschae@krei.re.kr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6 Email_hskim@krei.re.kr
윤성은  연구원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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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수석, 허정회, 이혜진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2015년 현재 보존·관리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이 9,942종이고, 특성분석이 이루어진 4,896종 중 식물유전자

원의 83.9%가 고유종임. 우리나라의 식물유전자원 종 수는 대표적 생물부국인 코스타리카의 식물 종 수(10만 

종)와 비슷하고, 특성이 분석된 종의 80% 이상이 고유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제공국적 성격이 더 강할 수도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기본 방향은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유전자원 보존의 콘셉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ABS를 통한 유전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어야 함.

연구 배경

 ▶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이 의정

서가 CBD의 보충협정으로 발효됨.

 ▶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수준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음.

   ● 현재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만 「ABS 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ITPGRFA에 의한 

ABS와 등 다른 제도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의 근거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도 유전자원 ABS 시대에 맞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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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ABS를 둘러싼 현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전자원 ABS 체제가 제도적 완결

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연구와,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 및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검토와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적극 활용함.

 ▶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와 국립산

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유전자원 이용국인 스위스와 유전자원 제공국인 코스타리카의 유전자원 보존·관리 실태 파악과 

유전자원 ABS 제도의 내용 분석을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방문하여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와 관련한 입장과 관련 사항에 대한 회원국

들의 동향을 파악함.

 ▶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방안의 개선과 ABS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

의를 실시함.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실태

 ▶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은 현지내 보존보다 현지외 보존이 중심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이 보유

하고 있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은 2015년 2월 기준 2,613종 229,916자원인데, 이 중 65.7%가 식

량자원임. 

 ▶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림 면적은 2015년 현재 총 2,939ha로 2005년 대비 약 10% 증가함. 

 ▶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의 전체 

종 수는 9,942종인데, 이 중에서 종의 특성평가가 이루어진 4,896종의 구성은 83.9%가 고유종

이고, 6.6%가 귀화종이며, 9.5%가 외래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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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평가가 이루어진 식물유전자원의 유형 분류>

구분 목본 초본 계

고유종 961(80.4%) 3,149(85.1%) 4,110(83.9%)

귀화종 7(0.6%) 314(8.5%) 321(6.6%)

외래종 227(19.0%) 238(6.4%) 465(9.5%)

계 1,195(100%) 3,701(100%) 4,896(100%)

 ▶ 가축유전자원의 보존은 관리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통해 가금류 등 

생축의 중복보존(현지내 보존)과 동결정액 및 수정란의 동결보존(현지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는 닭, 돼지, 산양, 소를 포함한 4축종 170,852점

이 동결보존되고 있음.

<가축유전자원 관리기관의 현지내 보존 현황>

 축종 닭 돼지 소 메추리 면양 사슴 염소 합계

품종 4 5 8 1 1 3 1 23

유전자원센터 2,028 20 288  65 98 223 2,722

관리기관 10,361 541 302 910    12,114

나고야 의정서

 ▶ 나고야 의정서는 제도 구성 면에서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에 기초한 자발적 

ABS에 해당함.

 ▶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원산지 인증 문제로 ABS를 거부할 때 나고야 의정서는 이 문제(비자발적 

ABS) 해결을 위한 원산지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비자발적 ABS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분쟁문제

를 해결하는 절차와 심판제도를 정비해야 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ITPGRFA의 ABS 핵심은 현지외 보존 중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64개 종에 대해 다자체제 방

식인 표준물질이전협약(SMTA)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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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TA 방식에 의한 ITPGRFA 이익공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TPGRFA가 기본적으로 이익의 

공유보다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접근에 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유전자원 ABS 제도로서의 실효

성이 낮다는 점임. 

 ▶ ITPGRFA에서 이익공유와 유전자원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방식을 

ITPGRFA 운영기구(FAO) 단독에서 FAO와 유전자원 제공국이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

는 것임.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 특허에서 출처 공개는 WIP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 

4월 현재 WIPO의 22개 회원국은 특허 출원에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제도화하고 있음.

 ▶ 특허 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특허협력조약

(PCT)을 통해 국제출원 할 수 있게 함.

 ▶ 출처 공개 방식은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되, 특허권 등록의 전제조건으

로 하지 않고 불이행 시 벌칙금을 부과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ABS와 연계하게 하는 것임.

<유전자원 ABS 체계 종합>

CBD ITPGRFA
(FAO)

UPOV

WIPO

<<유전자원 ABS 전체>>

ABS 일반
식량농업작물

ABS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TRIPs
(WTO)

생물다양성

본 가이드라인

나고야 의정서

지속가능한
이용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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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 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CBD 협약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

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 스위스는 유전자원 보존을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실행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전자

원의 ABS를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SMTA 실시로 이행하고, 특허법 개정으로 유전자원의 출처 공

개까지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나고야 의정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국

내 조치의 정비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한 후 비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일본은 유전자원의 ABS에서 PIC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코스타리카는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이 잘 이루

어져 있음.

   ● 1992년 8월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과 함께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유전자원의 ABS는 나고야 의정서가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아 아직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CBD 규정 차원의 유전자원 ABS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는 2012년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여 체약국이 되었지만, 유전자원 ABS는 아직 CBD 가입 

후속조치로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이루어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기본 방향

 ▶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류 과업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간의 균형 모색에서 기본 방향을 찾아야 함. 

 ▶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보편적 원리를 기본 방향의 한 축으로 삼는 이유는 생물다양성 보존이 국

익 차원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에 우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임. 

   ●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공해로 인한 서

식지 파괴, 육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물종의 균일화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생물종의 균일화에 따

라 선택받지 못하는 고유종들은 그 종이 가지는 다양성 특성들이 전부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이란 

단일척도로 평가되어 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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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 고유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는 내재해성 등 특이한 특성들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생

물종 다양성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게 됨.

 ▶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 유전자원의 분포 및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식물유전자원 종 

수는 대표적 생물부국인 코스타리카의 식물 종 수(10만 종)와 비슷하고, 특성이 분석된 종의 80% 

이상이 고유종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공국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

음을 확인함.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존·이용의 기본 방향은 생물다양

성 보존 입장에서 유전자원 보존의 콘셉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지속가

능하게 이용하게 하는 국제적 ABS 체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됨.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정책방안

 ▶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중점은 유전자원으로의 접

근을 허용하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하는 형태가 되도록 함.

   ●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의 내재적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는 유전자원들이 신소재 또

는 신 기능성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원소재가 되게 함.

 ▶ 유전자원에 대한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나고야 의정서 등 관련 국제협약에의 참여는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됨. 이러한 인식하에 나고야 의정서, ITPGRFA, 

지식재산권 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해 각각의 실행법규와 실천방안을 마련함.

연구 관련 문의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84 Email_soosuk@krei.re.kr 
허정회 부연구위원 TEL_061-820-2324 Email_berliner@krei.re.kr 
이혜진 연구원 TEL_061-820-2394 Email_hyejin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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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박지연, 김연중, 최진용

과학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 방안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식품 부문 기술기반 벤처창업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농식품 벤처기업의 과학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R&D를 강화하고, 효율성과 성

과 개선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네트워크 및 벤처기업의 수준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함. 또한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및 벤처창업 교육인력이 육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진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연구 배경

 ▶ 농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농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벤처

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기술의 발달이나 농업벤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자본투자가 정체되

어 있고 농식품 벤처로 신규 인증 받는 건수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등 농촌의 변화하는 현실과 

산업 성장 간 격차가 있는 상황임.

 ▶ 농식품 부문 벤처창업 지원 사업은 홍보 부족, 추진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타 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으며, 벤처창업 관련 범부처 지원사업은 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

아, 미래성장 가능성에 비해 현 산업구조상 경쟁력이 낮은 농업분야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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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앞당기고 농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기반 벤처 창

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의 농식품 벤처 관련 제도와 정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

고, 농식품 벤처기업의 실태와 창업 성공요인 및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과학기술 기반 농식

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농식품 벤처기업과 일반 농식품 기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운영현황, 창업 시 문제점 등을 살펴보

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자료를 토대로 도구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농식품 벤

처기업의 성공요인 및 창업성공요인의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각 기관

별 수행 중인 역할과 강화해야 할 역할,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네트워크의 강약점을 분석함.

 ▶ 관련 문헌과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운영방식과 현황에 관한 조

사를 실시함.

 ▶ 우리 정부의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제도 및 정책, 일본의 농업 벤처 실태와 정책에 대해서는 위

탁연구를 실시함.

농식품 벤처기업 실태 진단

 ▶ 2015년 농식품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51.8억 원이며, 2014년 기준 농식품 벤처기업의 평

균 매출액은 일반 벤처기업의 63%, 평균 영업이익율은 74% 수준으로 매출의 규모는 일반 벤처

기업에 비해 작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다소 높음.

 ▶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규모보다 인력의 규모가 커서 1인당 매출액/영업이익이 적게 나타나며 일

반 벤처기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인력운영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농식품 벤처기업은 자사의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우수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으나, 상표권을 제

외한 산업재산권을 일반 벤처기업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특허나 국제규격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의 비율도 일반 벤처기업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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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가장 필요한 교육분야에서 기술사업화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 농식품 벤처기업의 기술을 사업화시

키고 산업재산권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인력 및 총근로자수대비연구인력비율이 일반 벤처기업보다 낮게 나타나 농식품 벤처기업의 자체 연

구개발 투자도 강화되어야 함.

 ▶ 농식품 벤처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나타났으며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나, 해외특허나 국제규격을 보유한 농식품 벤처기업의 비율이 40%

로 일반벤처의 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력이나 준비는 다소 부족한 것

으로 판단됨.

 ▶ 자금 위주의 기존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지원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함.

   ● 농식품 벤처기업은 창업 전 계획수립단계와 창업단계에서 가장 많이 겪은 어려움이 창업자금 조달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창업지원기관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이 자금지원

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아이템 기획력 및 타 기관과의 협조라는 의견이 많았음.

   ● 실제로 창업 전 계획수립단계와 창업단계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은 분야는 대부분 자금과 마케팅·홍보·유

통이었으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오히려 아이디어 및 기술창업과 기술개발 지원(창업 전 계획수립

단계), 교육과 보증서 지원(창업단계)임.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영업이익은 양의 상관관계

 ▶ 농식품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해당기업의 기술

력(산업재산권)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서 지원 자금과 교육 및 훈련에 대

한 적극성이 클수록 증가함. 중소벤처기업이나 대기업과의 협력 또한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초기의 농식품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역시 기술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과 근로자 수가 커질수록 영업이익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초기의 기업일수록 기업의 규

모가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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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네트워크 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결과 농식품 벤처 창업생태계 내 지원기관들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순으로 근접중심성 및 타 기

관과의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나, 이 세 기관이 농식품 벤처 창업생태계 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나 자원 

제공을 많이 요청받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세 기관 이외에 생물산업진흥원은 전체 창업생태계 내 기관들 사이의 정보흐름과 교환에 있어 중요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네트워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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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인프라의 강·약점 및 성과 진단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시스템의 강약점 분석결과, 지원기관과 벤처기업 모두 ‘컨설팅 지원’, ‘아이디

어 및 기술창업 지원’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시스템의 강점이며, ‘수출 지원’이 약점으로 나타남.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시스템의 강약점과 강화 중요도를 비교분석해보면, ‘금융 지원’의 개선필

요에 대해서는 지원기관과 벤처기업의 의견이 같지만, ‘기술개발’, ‘마케팅·홍보·유통’, ‘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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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은 개선이 시급하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은 위의 

분야보다 오히려 ‘수출’, ‘인증’, ‘교육’ 지원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 벤처 창업생태계 내 지원기관들은 대부분 각 기관들의 현재 역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아이디어 및 기술창업 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금융지원, 생물산업진흥원은 

시제품제작 지원, 창업보육센터는 금융지원,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 활

동 지원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자체 및 외부 평가에서 나타남.

   ● 하지만 6차산업지원센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내외적

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향후 강화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견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가 대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 농식품 벤처 창업생태계의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함.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전략과 방안

 ▶ 첫째, R&D 강화를 통한 농식품 벤처기업의 과학기술역량 향상

   ●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한 R&D 자금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농업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창업 지원

   ● 농업부문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R&D 성과확산을 위한 R&D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

 ▶ 둘째, 효율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네트워크 구축

   ●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시스템 내 지원기관들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정립 및 조정

하여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

   ● 생물산업진흥원과 같이 중앙과 지역을 이어주는 기관 설립 필요

   ● 벤처기업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의 벤처기업별 지원 이력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

축하고, 정기적으로 농식품 벤처기업의 실태조사 실시

 ▶ 셋째, 벤처기업의 수준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시스템 구축

   ● 벤처기업의 수준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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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매출규모 큼

매출규모 작음

기술역량
낮음

기술역량
높음

기술개발 지원
교육 지원

해외진출 지원
민간투자 유도

출구전략 필요
자금 지원

마케팅/홍보/유통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엔젤투자마트) 벤치마킹

 ▶ 넷째, 농식품 특화 전문인력 및 농식품 벤처창업 교육 인력 육성

 ▶ 다섯째, 기업가 정신 및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친화적 분위기 조성

   ● 단계별로 벤처창업을 유도-비교적 창업이 쉬운 사회적기업 등으로 시작하여 기업 운영 중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기반 벤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폐업 시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 중앙정부는 개별 지원사업보다는 세제해택과 같은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창업을 독려하고 신규벤처기업

에 투자를 독려하는 창업과 벤처기업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

박지연 부연구위원 TEL_061-820-2330 Email_jiyunpark@krei.re.kr 
김연중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56 Email_yjkim@krei.re.kr 
최진용 연구원 TEL_061-820-2065 Email_cjin8052@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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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학균, 임영아, 이혜진, 김창길

기후스마트농업의 실태진단과 과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생산성 증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추진이 미래 농업문제 해결의 돌

파구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기후스마트농업 적용 실태를 진단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후

스마트농업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

개발, 기후스마트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지원, 기후스마트농업 홍보 및 교육, 지역 맞춤형 기후스마트농업 추

진, 정책조합을 위한 추진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의 정책이 필요함. 

연구 배경

 ▶ 세계 각국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

화 적응, 생산성 증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식량자급률이 낮은데다 기후변화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스마트농업 추진이 매우 긴요함.

 ▶ 기후스마트농업은 시너지효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수반하게 되며, 농가들은 기후스마트

농업의 기술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 이 연구는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경제적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과제

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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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기후스마트농업수단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및 의사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를 기초로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함. 

 ▶ 농가의 기후스마트농업기술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순위법과 입찰방식을 활용함.

 ▶ 농가의 기후스마트농업 선택 의사결정 요인분석을 위해 이항 로짓 모형을 이용함.

 ▶ 농업인의 CSA 농업정책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실험법을 적용함.

 ▶ 기후스마트농업 주요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분석 및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시도함. 

   ● 시사점 도출을 위해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한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함.

 ▶ 기후스마트농업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분석을 시도함. 

CSA 인지도 및 기술수용 의향

 ▶ 기후스마트농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6.5%, 영농에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36.2%로 나타남.

   ● 설문에 제시된 대부분의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이 기존에도 있어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존 기술을 기후스마트농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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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스마트농업 인지도 및 새로운 기술 수용 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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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적용의 애로사항은 기술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물관리, 수막

재배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맞춤형 비료, 최소경운의 경우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효과를 잘 모름’, 녹비재배의 경우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새로운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이 개발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71.2%로 ‘수용하지 않겠다’

는 응답(3.1%)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임.

CSA 기술 및 정책 선호도

 ▶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선호도는 재배형태와 재배지역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남.

   ● 시설재배는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개폐장치’를, 노지재배는 ‘신품종 도입’을 1순위로 선호함.

   ● 노지재배의 식량작물을 기준으로 볼 때 경상도 농가는 ‘작물보험’을, 전라도 농가는 ‘신품종 도입’을 1순

위로 선호함. 

   ● 재배형태 혹은 재배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선호를 고려하여 CSA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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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형태 및 지역별 CSA 선호>

 1순위 2순위 3순위

재배형태
시설 다겹보온커튼 신품종 도입 적절한 양분투입

노지 신품종 도입 작물보험 적절한 양분투입

지역
경상 작물보험 신품종 도입 적절한 양분투입

전라 신품종 도입 녹비작물 재배 작물보험

 ▶ 농가의 기후스마트농업 선택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항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원예작물 재배 농가일수록, 기후변화 체감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의 농산물 생산에 미

치는 영향이 부정적일수록, 기후스마트농업 인지도가 높을수록, 현재의 수익성과 수익성 전망이 

높을수록 기후스마트농업을 더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농업인의 CSA 농업정책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실험법을 적용한 결과, 농가들은 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품종 보급, 농작물재배보험 서비스 확대, 환경상호준수 및 직접지불금 지급 

수단을 선호하고, 환경기준 규제 모니터링,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CSA 농업정책 선호도 분석 결과(추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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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의 경제적 효과분석

 ▶ 기후스마트농업 주요 수단의 순현재가치를 분석한 결과, 물 얕게 대기(시설설치)를 제외하고 모

두 양의 값을 취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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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가격이 상승할수록, 물 가격이 상승할수록 순현재가치가 증가하였는데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이 기후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해 필요함을 시사함.

 ▶ 레버리지효과를 고려한 한계감축비용분석 결과, 에너지-스마트 수단 가운데 다겹보온커튼이, 양

분-스마트 수단 가운데 녹비재배가 우선순위 기술로 분석됨. 

   ● 예산 제약하에서 레버리지효과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함.

<정부의 지원금과 한계감축비용 비교>

단위: 천 원

구분 정부의 지원 농가 및 정부의 한계감축비용

물-스마트 물 얕게 대기(시설설치) 14 -7

에너지-스마트
지열 5707 916

다겹보온커튼 130 449

양분-스마트
맞춤형 비료 0 180

녹비재배 10 602

국제기구 및 주요국 CSA 정책 사례

 ▶ FAO는 소규모 농가 및 자원 부족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중요성에 상당한 무게

를 두고 있고, 세계은행은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을 교육 등의 소프트 정책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의 ‘농생태학 프로젝트’는 캠페인, 연구 및 개발, 인식제고, 교육과 같은 소프트 정책도구

를 CSA에 적용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농식품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활동이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

가스 감축 활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분석을 시도한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수단(계층

1)은 ‘연구·기술 개발’, ‘경제적 수단’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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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층1과 계층2의 가중치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높은 중요도를 보인 우리나라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 정

책의 세부수단은 ‘기후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 개발’, ‘농가 소득안정 지원’, ‘가치체인 및 관련 농업시장 

활성화’임.

 ▶ 종합적 평가 결과를 보면,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품종 개발(1위)’, ‘농업

기상·예보기술 개발(2위)’, ‘재배기술 개발(3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남.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분석을 시도한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수단(계층

1)은 ‘연구·기술 개발’, ‘경제적 수단’으로 나타남.

   ● 계층1과 계층2의 가중치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높은 중요도를 보인 우리나라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 정

책의 세부수단은 ‘기후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 개발’, ‘농가 소득안정 지원’, ‘가치체인 및 관련 농업시장 

활성화’임.

 ▶ 종합적 평가 결과를 보면,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품종 개발(1위)’, ‘농업

기상·예보기술 개발(2위)’, ‘재배기술 개발(3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남.

CSA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

 ▶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후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기후스마트농업 실천농가

의 소득안정지원, 기후스마트농업 홍보 및 교육, 지역 맞춤형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정책조합을 

위한 추진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실용화 기술로는 농업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가 높

은 농업기상 예보기술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배기술 개발이 요구됨.

 ▶ 기후스마트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지원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농업시설설비의 투·

융자를 제공하고, 사후적 위험관리 수단인 작물보험을 보다 확대하며, 기후스마트농업에 따르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후스마트농업 관련시장을 활성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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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스마트농업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는 CSA 전문가 및 전문농업인 육성, CSA 교육시스템 구

축, CSA 농업정보 DB 구축 및 접근성 향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재배형태 혹은 재배지역에 따른 정책 수단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기후스마트농업을 추진하

여야 함. 

 ▶ 정책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 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됨.

정학균 연구위원 TEL_061-820-2248 Email_hak8247@krei.re.kr 
임영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6 Email_limy@krei.re.kr 
이혜진 연구원 TEL_061-820-2394 Email_hyejinlee@krei.re.kr
김창길 원장 TEL_061-820-2001 Email_changgil@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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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계임, 김상효, 허성윤

한국인의 식품소비 심층분석

경제·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 발달, 기후 변화, 시장개방의 영향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가 빠르

게 변화하고 있음. 식품정책 방향 제시와 농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식품소비에 대한 전망과 계층별·수

요처별 소비구조 분석 등을 통한 식품소비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식품구입, 

식생활, 영양섭취, 식품소비 환경, 식품소비정책 평가 등 광의의 식품소비를 대상으로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다

양한 분석방법과 데이터를 활용, 향후 식품소비를 전망하고 식품소비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발굴함.

연구 배경

 ▶ 대·내외적 식품소비 여건 변화로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와 식생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식품공급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외식을 통한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 아침 결식 확대, 과도한 다이어트 등 잘못된 식습관 증가로 

영양 불균형이 확대되고 비만인구 및 순환기계 질환 등 식생활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 

 ▶ 식품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농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식품소비에 대한 장기적인 전

망과 계층별·수요처별 소비구조 분석 등을 통해 식품소비시장 대상 면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 경제·인구·사회 환경 등의 변화가 식품구입, 식생활, 영양섭취, 식품소비 환경, 식품소비정책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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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 광의의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요 식품소비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자 함.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식품소비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식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식품소비 관련 다수 통계의 원시자료 분석을 통해 시계열 자료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식품류별 및 

소비자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고,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의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추진함.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식품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토지리정보원 100m×100m 

격자 단위 성·연령별 인구 자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소 DB 자료를 활용, GIS분석을 통해 

식품환경지도를 작성함. 

 ▶ 식품 구입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및 식품소비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평가를 측정하

기 위해 소비자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함. 개편된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 문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식품소비행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분석함.

식품소비 변화와 구조전환

 ▶ 식품소비 증가율은 소비지출 증가율의 절반 정도이나, 외식소비의 변동은 소비지출 변동을 크게 

상회하다가 2000년대 이후 둔화됨. 식품류별로 외식(일반식당), 외식(단체급식), 외식(주점/커피

숍), 빵 및 떡류는 상대적으로 지출비중도 높고 지출액 증가속도도 빨랐으나, 육류, 당 및 과자류, 

곡물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등은 지출비중은 크지만 소비는 둔화됨.

 ▶ 소득수준 1분위 가구는 식품소비를 줄여온 반면 3분위 이상 가구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외

식은 가구주 연령이 20대인 가구의 증가폭이 컸음. 육류의 경우 소득수준별 지출액 격차가 꾸준히 

지속되며, 즉석·동결식품과 주류는 연령별/소득수준별 지출액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 시계열 분석결과 우리나라 식품소비는 1990년과 2000년경 2차례 내생적 구조변화가 있었던 것

으로 평가됨.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인구·사회 요인이 소비자 선호변화 요인

보다 큰 비중을 점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소득요인 영향이 줄어들고 

인구요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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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 소득 1% 증가 시 외식비 지출액은 0.9% 증가로 가정식 지출에 비해 높았

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외식이 사치재 성격을 보였음. 가공식품 소득탄력성은 0.5%, 신선

식품은 0.3%로 분석됨.

 ▶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식품소비지출은 55~64세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역U자형 형태를 보였

으며, 코호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대효과와 연도효과는 크지 않고, 연령효과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총식품비, 외식지출, 가정식 지출액 연령/연도/세대효과 분해 결과>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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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 트렌드의 특징

 ▶ 1990년을 기점으로 식품소비는 물량충족단계에서 품질추구단계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을 전

후하여 품질추구단계에서 다각화단계로 전환됨.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식품소비는 건강/안전

지향이 가장 우세하며, 간편화 및 합리화, 다양화/고급화 경향이 고르게 나타나는 다각화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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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특징> 

 

2010년~

2000년

1990년

~1980년

다각화 단계

간편화

건강/안전지향

다양화/고급화

합리화

품질추구단계

물량충족단계

간편식 소비, 온라인거래 급증
기능성식품 생산 증가, 공정무역 매출 증가

백색육, 간편식 소비 증가
온라인 거래 증가, 유기농산물 인증 확대

쌀 소비 감소, 탄수화물 섭취비중 감소, 화학비료
투입량 감소, 칼로리 단가가 급상승, 육류소비와 외식 증가

식량증산, 곡류 중심의 양적 소비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 ‘건강/안전지향’ 트렌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는 ‘간편화’와 ‘다양화/고급화’ 경향임. 트렌드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분석 

결과, ‘다양화/고급화’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는 중립에 가까운 부

정적 평가가 도출되어 아직은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구집단별 영양섭취 부족자 및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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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화 건강/안전지향 다양화/고급화 윤리적 소비합리화

2009 2012 2015

 ▶ 소비자 그룹별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저연령층은 간편성 추구 경향이 강했으며, 

고소득-고연령층은 건강 추구 경향이, 저소득-고연령층은 합리성 추구 경향이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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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섭취와 식생활의 변화

 ▶ 1인 1일당 에너지 섭취량은 대체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다수 영양소에서 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 영양섭취 불균등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청소년층이 15.2%로 가장 높고 20대(12.8%)와 65

세 이상(8.4%)이 높은 수준임.

<인구집단별 영양섭취 부족자 및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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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자 비중 과잉자 비중

 ▶ 20~30대의 경우 외식으로부터 영양소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며, 식품류별로는 육류의 경우 외식

(급식 포함 시)으로부터 섭취비중이 62.3%에 달함. 아침식사 결식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며, 20대가 40% 수준으로 가장 높음.

<인구집단별 아침식사 결식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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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칙적 식사와 아침식사 섭취가 비만 및 대사증후

군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석됨. 식품별 섭취량의 경우 밥, 유제품, 채소 섭취량이 비만 및 

대사증후군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됨.

식품안정성(보장성)과 식품환경 분석

 ▶ 식품 불안정(미보장) 단계에 처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이 낮은 가

구와 60대 이상에서 불안정성이 증가함. 1인 가구도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식품 불안정성이 약 

2배 높음.

 ▶ 국가 차원에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식품환경지도를 구축함. 거

주지와 식품판매점의 거리를 기준으로 식품환경을 분석한 결과 식품환경 취약인구(식품판매점

까지의 거리가 먼 계층) 비중은 광역시의 경우 10%를 넘지 않으나, 20개 시·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취약지역에 거주함.

 ▶ 식품소비 환경은 식품접근의 불편성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식품소비의 불안정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식품 구입/식생활/정책 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식품환경지도>

다양·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식료품점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인구비율 

식품류를 취급하는 식료품점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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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정책 추진 평가

 ▶ 식품소비정책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상담 및 

피해구제와 식생활교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음.

<식품소비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소비 정보제공 식생활 교육 상담 및
피해구제

식생활
영양정책

농식품
안전관리

거래적정화

42.3

23.2

30.8

48.7 50.7

41.5

 ▶ 식품 분야 소비자역량지수를 개편하여 계측한 결과 2016년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는 64점(100

점 만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의 역량이 가장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

으로 계측됨. 구매, 식생활, 시민역량의 3개 역량 중 구매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식생활역량의 

경우 소비자의 관심과 실천도는 높으나 정확히 인지하는 정도는 저조함. 

 
<식품 구매역량지수>

 단위: 점

인지 실천

표시이용 정보활용 구매환경 전체평균

인지 실천 인지 실천 인지 실천 종합

64.5

60.7 61.1

58.9

68.2

65.1
64.2

61.1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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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 전망과 시사점

 ▶ 식품소비성향은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가정식소비성향은 연

평균 2.6%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외식소비성향은 2000년대 거의 일정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

나 향후 연평균 1.0%씩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됨. 식품소비지출액은 연

평균 0.2%의 완만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소비자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소비정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지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안전하고 공정한 거

래를 확립하고 식품 관련 피해 발생 시 합리적 구제절차를 마련·집행해야 함.

 ▶ 식생활이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식생활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강화

하여 국민의 건강 식생활을 보장해야 함. 식생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식품 안정성에는 가

구의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식품의 구입/섭취의 불편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식

품환경지도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

지원정책 추진 시 식생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별 식품환경 여건을 감

안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함.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26 Email_lkilki@krei.re.kr 
김상효 부연구위원 TEL_061-820-2218 Email_skim@krei.re.kr 
허성윤 연구원 TEL_061-820-2379 Email_heo0411@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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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최종우, 허 덕, 이동소

지역특산주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본 연구는 지역특산주에 대한 산업 측면에서 2011년 전통주 육성 정책 시행 이후 지역특산주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정부의 최근 지역특산주 정책과 규제를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부 정책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연구 배경

 ▶ 국내 주류 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 연평균 3.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FTA로 인한 시

장개방과 서구화된 식습관 확대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수입주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하

지만 지역특산주 시장규모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

 ▶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은 농가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 안정과 농산물 수급의 안정을 위

해 필요함. 하지만 현재 한국의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며 판로 확대의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성장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또한 지역특산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

고 있음. 그리고 지역특산주 활성화를 위한 각 정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연계가 부족하고 담당 역할이 통합되지 못하여 정책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파급효과가 한

정적이므로 각 기관의 정보 공유와 역할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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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지역특산주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외국의 사례 조사를 위하여 문헌연구, 통계 및 계량분석, 현

장 조사, 제조업체 및 소비자 조사, 전문가 원고 위탁을 추진하였음.

 ▶ 먼저 지역특산주 산업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요 업체를 방문하였으

며 해외 주요국 출장 조사를 통해 지역특산주 관련 규제 현황과 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함. 또한, 

주류 관련 정부기관 업무 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

하여 지역특산주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더 나아가 지역특산주와 지역특산주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지역특산주 제조업

체 170개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생산자 조사 결과

 ▶ 제품 판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매처 확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8.9%로 다

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정보 미흡이 21.3%, 마케팅 전문지식이나 경

험 부족이 20.9% 순으로 나타남.

<제품 판매시 애로사항(1+2순위)>

카드사용료 등 판매비 부담 과중

4.8%

거래상대방 제한 등
유통규제

6.8%

운송비 택배비 등
물류비용 과중

10.0%

마케팅 전문지식이나
경험부족

20.9%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정보 미흡

21.3%

홍보, 판촉활동
부족으로 다양한 판매처

확보가 어려움

28.9%

기타 0.4%

주류광고
규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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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조사 결과

 ▶ 소비자들은 지역특산주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충분성,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족하

다고 평가하여, 현재의 지역특산주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 지역특산주를 구매하지 않는 주 이유는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적기 때문임. 지역특산주에 대한 소

비자의 구매 접근성 제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소비자가 자주 찾는 판매점

으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일 것임. 이들 판매점의 주 고객이 젊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값싼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이들 판매점에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특산주를 구입할 시 고려 요인으로는 품질과 원료, 맛, 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는 20대는 가격, 30대와 50대 이상은 품질, 40대는 향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연령

계층별 마케팅 전략이 달라져야 할 것임을 의미함. 홍보 타깃을 명확히 하고 집중적이고 효율적

인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정책과제 방안

 ▶ 지역특산주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전통주 등의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비전과 목표를 재구성하여 정책 기본 방향을 재설정해야 함.

 ▶ 먼저 지역특산주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세한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의 지

원이 필요함. 또한, 지역특산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지역특산주를 홍

보 및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재구성된 지역특산주 산업 육성 정책의 기

본 방향을 바탕으로 ① 경쟁력 강화 ② 유통 및 판매 확충 ③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④ 

주세법 개혁 ⑤ 지역 활성화의 추진 전략이 필요함.

경쟁력 강화

 ▶ 지역특산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역특산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존

하는 제조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품질 관리와 표시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특산주

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보존토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영세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위

해서 R&D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특산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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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판매 확충

 ▶ 특정주류도매업에도 기타주류를 판매하도록 허용하여 지역특산주 유통과 판매망을 확보할 필요

성이 있음. 영세하고 판매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위해서 지역특산주 물

류센터를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판매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특산주는 노년층이 주요 고

객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지역특산주를 음용해본 젊은 층들의 지역특산주 만족

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역특산주 홍보와 판매를 기획하여 

지역특산주 소비층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주종별 협회와 같은 사업자 단체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산주 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의

견을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주종별로 자조금을 조성토록 유도하고 각 

자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 영세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가칭)지역특산주발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에 컨설팅과 교

육 및 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주세법 개혁

 ▶ 주세법상에 현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주세의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종가세와 종량세에 

대한 논의를 심도 깊게 하여 지역특산주 주종별로 그리고 전체 주류별로 골고루 이득을 보는 주

세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지역 활성화

 ▶ 정부는 지역특산주 지역공동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규모화하도록 유도할 필요

성이 있음. 이를 위해 지리적 표시제를 개선하여 가까운 지역의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화를 체험·관광할 수 있는 6차 산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최종우 부연구위원 TEL_061-820-2288 Email_peacejchoi@krei.re.kr 
허 덕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61 Email_huhduk@krei.re.kr 
이동소 전문연구원 TEL_061-820-2322 Email_petit211@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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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박성진, 전창곤, 김동훈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기능성 농식품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기능성 농산물

의 기능성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성 소재 및 성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또한 

기능성 농식품 국가 R&D 체계 구축, 원료 및 소재의 공급안정화와 신뢰성 확보, 정보 플랫폼 및 건강피해 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연구 배경 및 목적

 ▶ 2013년 세계 건강 관련 식품시장 규모는 약 3,734억 달러로 연평균 7.0% 수준의 성장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에는 가능성을 부가한 다양한 식품들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이외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가 없는 실정임.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성과 일상생활에서 소

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능성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따라서 기능성 농식품 소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 카

테고리 및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합리적인 상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해서는 농식품의 기능성 인정 확대와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기능성 표시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신선식품을 포함한 농·임·축산물의 기능성 

인정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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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기능성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현황을 분석하여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기능성 농식품의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국내 

기능성 농식품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 분석을 실시함.

 ▶ 기능성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자(단체), 관련 기관 및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심층 면담조

사를 실시함.

 ▶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구매행태 및 기능성표시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

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해외사례에 대한 전문가 위탁연구를 실시함.

기능성 농식품 개요

 ▶ 기능성 농식품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개념과 제도에 의하여 식이보충제, 특정보건용식품, 기능

성표시식품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기능성 농식품은 “건강에 유용한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성 소재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농·임·

축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과 농·임·축산물을 비롯한 신선식품을 포

함하는 식품”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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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농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식품

기능성 농식품

일반식품

의약품

 ▶ 국내 기능성 식품 소재의 인정에 대한 유형에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이 있음.

   ● 고시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88종

이 등록되어 있음.

   ● 개별인정형은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하였지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현

재 31개 기능성에 대하여 243종이 있음.

 ▶ 기능성 농식품 관련 R&D는 주로 소재·제품개발, 원료 인정을 위한 안전성 평가 및 표준화와 사

업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2015년 기능성 농식품 연구개발은 7개 부처 518개 과제에 약 1,063억 원이 투자되었음.

   ● 기능성 식품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및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 출원

인에 의한 출원이 많은 것이 특징임.

기능성 농식품 시장 현황

 ▶ 일본의 기능성 농식품 시장은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시작되어 농산물 등의 신선식품에도 기능성표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기

능성 농산물 시장규모가 약 199억 2,800만 엔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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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건강식품에 대한 온라인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영양 산업(nutrition 

industry) 규모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1,374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함.

 ▶ 국내에서는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별도의 공표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 시장규모는 약 1.5조 원

에 이르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체의 대부분이 판매업체이며, 사업규모가 영세(10억 원 미만의 업체 비중 74.2%)한 

수준임.

   ● 상위 10개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7%로 나타나 상위 몇 개 품목에 집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기능성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실태

 ▶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 조사 결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별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 농식품의 생산 형태는 직접생산 비중 54.7%, 위탁생산 15.7%, 직접생산과 위탁생산 병행 27.0%

로 나타남.

   ● 원료 농산물은 대부분 국내산을 이용(92.8%)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는 수입산(65.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료 농산물 구매처는 생산자단체(38.6%)와 시장 직접구매(32.7%)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원료 구매 시 품질(50.6%)과 가격(26.7%)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능성 농식품의 일반적인 유통단계는 생산 후 판매채널을 거쳐 소비자로 이동하는 3단계로 구

분할 수 있음.

   ● 기능성 농식품 제조업체는 공급체인 유형에 따라 영세 소규모 벤처형, 중·대규모 전문기업형, 유사사업 겸

업(확장)형, 소재수입 조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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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농식품의 일반적 유통단계>

 

생산 단계

원료 농산물 구매 성분(영양소) 수입 직접 생산

위탁생산(OEM)

직접·위탁병행

자체 원료 가공

중간소재업자 구매

성분 추출 위탁

원료 생산·공급 중간소재 생산·공급 제품 생산

자체
판매

영업소

대리점

온라인

방문판매
(병원,약국 등)

기타

소비자홈쇼핑/케이블

백화점

다단계

전문판매점

기타

위탁
판매

수출

원료농산물 직접재배

원료(성분)수입

판매 단계 소비자

 ▶ 소비자 조사 결과 구매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격에 대한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구매 시 제품의 효능·효과(64.7%)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일반 기능성 농식품보다 식약처의 개별인

정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85.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정보는 인터넷(50.4%)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구입 채널 역시 인터넷 쇼핑몰(44.5%)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가격의 합리화, 안전성 강화, 품질개선, 관련 정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기능성 농식품 제도 및 정책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이

나 일본의 경우 점차 민간자율로 이관하는 추세이며, 미국은 우수제조기준(GMP)이 대기업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일본은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일부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비하여 완화된 수준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갖추고 있음.

   ● 소비자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신규 원료 및 제품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운영이 보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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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 국내 기능성 농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농산물의 기능성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능성 소재와 성분을 확대하고 기능성 원료의 고시형 전환에 대한 예외적 적용 규정을 두고 시행할 필요

성이 있음.

 ▶ 기능성 농식품 국가 R&D 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및 소재의 공급을 안정화시켜야 함.

   ● 기능성 농식품 분야의 전 부문에 대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원료 농산물 및 소재의 신뢰성 확보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기능성 농식품 R&D 추진체계 제안도>

 

농
식
품
부

운영비 교부

타 부처 등

위탁,
공동연구

연계

전
국
규
모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대학·민간기업
등의 연구그룹

위탁,
공동연구

연계

지
역
규
모

대학·민간기업
등의 연구그룹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위탁,
공동연구

연계

보고 조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 소비자들에게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강피해 정보에 

대한 수집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박성진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5 Email_seongjin20@krei.re.kr 
전창곤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8 Email_cgjeon@krei.re.kr 
김동훈  전문연구원 TEL_061-820-2372 Email_donghoo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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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상현, 조성주, 정대희, 안수정, 오새라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성공모델 분석을 통해 수출 증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수

출산업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네덜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하

였던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식과 혁신 기반의 농업, 품목보드, 협동조합의 국제화, 지속적인 

연구활동, 유기적인 산관학 협력체제, 통일된 유통시스템, 수요자 지향적인 판매정책, 정부의 지원, 품질인증제도, 

해외시장마케팅 등의 성공요인들이 도출됨.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용 품목 및 품

종 개발, 품목별 마케팅보드 육성, 민간과 정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연구 배경

 ▶ 농산물은 새로운 수요 창출, 농가소득 향상,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 국산 농산물 품질 향상 등 다

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

락하고 농가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산물 수

출증대를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

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물량의 불안정한 공급, WTO의 수출물류비 지원 철폐, 교민시장 위주의 해외소비자,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사항들을 점검하고 수출에 대한 중장기 목

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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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성공모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

업화를 위한 중장기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됨.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농업 수출증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현황, 농산물 수출국들의 농

업생산 및 수출현황 등을 분석함. 또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선진 사례의 농산물 수출 발

전 과정과 핵심 요인들에 대해 분석함.

 ▶ 분석대상국으로 선정된 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내 농산물 수출관련 기관, 농업관련 대학의 

전문가와의 서면 인터뷰, 방문면담 등을 수행함. 

   ● 수출 산업화 배경 및 역사, 수출 산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성공요인, 정부지원 등에 대해 조사함.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불안정한 수출물량 확보, 업체 간 과다 경쟁, 농산물 및 식품 수출업체의 영세한 규모, 추가 물류비 발생, 

농가의 수출확대 의지 약화, 가공식품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소비 하락, 생산 정체, 수입 증가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가

운데, 농산물의 수출증대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음.

 ▶ 농산물 수출의 경제유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함. 1) 

농산물 수출 증대에 따른 국민경제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에 미치는 효과와 2) 농산물 수출분야

의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3) 산업 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함.

   ● 농산물 수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생산유발액은 2013년 기준 2005년 대비 증가하였음. 특히 식료품 수출

의 생산유발액은 3조 5천억 원에서 7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함.

   ●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편이므로 농가소득과 농촌지역의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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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의 실질 생산 유발액>

단위: 십억 원

수출 2005 2010 2013

작물 1,060.4 1,329.7 1,594.5

축산물 633.1 1,103.9 1,176.4

임산물 93.3 78.6 89.1

식료품 3,542.7 6,141.8 7,692.8

음료품 402.1 729.4 995.9

담배 547.5 923.4 1,002.0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 수출산업화는 내수시장이 협소할 경우 수출을 확대하고, 이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해당 산

업의 성장을 달성하는 수출주도의 성장을 의미함. 

   ● 생산 및 수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는 기준하에 생산대비 수출의 비중으로 수출산업화에 대한 지표를 

설정함. 

   ● 분석대상국은 수출산업화 지표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스라엘, 농업 생산액과 수출

액이 비슷한 프랑스, 우리나라와 농업 수출여건이 유사한 일본으로 선정함.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1)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농업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기업, 연구기관 등의 자발적인 노력

을 유도해온 국가임. 

   ● 정부는 거버넌스, 인프라,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왔고, 농업인들은 자발적으로 생산성

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으로 대응함. 

   ● 그 결과, 농업계의 협력을 통해 생산, 가공, 판매,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체인으로 발전시킴. 

 ▶ 결론적으로 네덜란드는 지식과 혁신 기반의 정책, 생산, 연구, 수출 등을 포함하는 품목보드의 다

양한 활동, 농업협동조합의 국제화를 통해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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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2)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불리한 농업 환경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

가임. 이스라엘은 정부 주도하에 농업의 수출을 증대시킴. 

   ● 이스라엘 정부는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와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켰고, 

수출시장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에 적극적으로 지원함. 

   ● 유기적인 산관학 협력체제를 통해 연구결과가 생산과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일된 유통시스

템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함. 

   ● 수요자 지향적인 판매정책을 통해 수출용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하였으며, 수출시장용 인증제와 통일된 브

랜드 사용으로 해외 시장 내 이스라엘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3) 프랑스

 ▶ 프랑스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과 달리 유리한 농업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임. 전통수출 품목인 밀

과 옥수수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성과 품질을 중시하여 고품질 가공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

하여 수출농업국가로 성장함. 

 ▶ 프랑스 수출농업의 성공요인은 품질인증제도와 해외마케팅임.

   ● 프랑스는 AOC, 라벨루즈 등의 엄격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고품질의 생산을 유도하였고, 소비자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음.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상품 대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고품질 전략은 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함. 

   ● 소펙사와 프랑스무역진흥청의 해외마케팅은 단순한 판촉행사를 넘어 프랑스의 식문화와 각 상품의 역사, 

요리법 등을 전파하며 프랑스의 농산물 수출증대에 기여함.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4) 일본

 ▶ 일본의 농업과 농촌사회뿐만 아니라, 농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분 우리나라

와 유사함.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일본의 민간부문 수출확대 전략은 우리나라가 참고

할 만한 시사점들을 갖고 있음. 

   ● 일본은 해외 전시회에서 품질 차별화를 강조한 판촉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일식문화 전파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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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유지를 위한 포장 및 운송방법 개량이나 현지에서 가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고, 검역과 식

품규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및 지사 설립 등을 통해 대응함. 

   ● 수출시장 정보, 물류 안정, 국제 인증 획득 및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민간부문을 지원함. 

 ▶ 일본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수출환경을 개선하

고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해옴.

수출산업화 방안 및 실천과제

 ▶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함. 

 ▶ 첫 번째는 수출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을 개발하여 내수용 품목과 구분하여 수출용 품목을 생산

하는 것임. 

   ● 해외소비시장 전문조사기관의 해외소비자 선호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기관은 수출용 품종을 개발, 생산자

는 수출용 품종을 생산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며, 수출업체는 해외소비자 선호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는 수출전문단지, 수출선도조직의 단계를 거쳐 전국 단위의 품목별 마케팅보드를 육성하

는 것임. 

   ● 마케팅보드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규모로 운영되고, 시장 발굴, 시장조사, 시장정보 제공, 판

촉, 유통환경개선, 품질개선과 개발을 위한 R&D 투자, 국제적인 이슈 대응 등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

를 수행하고 기능적인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적절한 정

책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출관련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농가 및 업체와 정부 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하게 산지의 애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 및 관련단체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가이미지 상

승, 한국 식문화 전파, 수출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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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농업의 수출산업화

수출용 품목 및
품종개발

품목별 마케팅보드
육성

민간과 정부의
협력 및 지원

  

이상현    부연구위원 TEL_061-820-2037 Email_shlee@krei.re.kr  
조성주    부연구위원 TEL_061-820-2376 Email_sungjucho@krei.re.kr
정대희    전문연구원 TEL_061-820-2297 Email_dhchung@krei.re.kr
안수정    연구원 TEL_061-820-2034 Email_crystalism14@krei.re.kr 
오새라    연구원 TEL_061-820-2042 Email_aminail@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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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손학기, 최준영, 석현덕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 방향 연구

통일 이후 북한 산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지관리체

계의 고도화가 필요. 첫째, 지형특성을 이용하여 산지의 명시적인 공간범위 설정. 둘째, 산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산지의 공간범위를 동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 셋째, 개발압력을 고려한 산지이용구분을 실시하고 

타용도 산지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산지전용허가제도 도입. 넷째, 도시인근 산지훼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보안림 지정. 마지막으로 한반도 생태축 보전을 위한 남한의 산줄기연결망체계 확장.  

연구 배경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음. 

 ▶ 산지관리가 국토관리, 환경관리, 산림정책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융합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산지관리는 일부분에 한정되고 파편화되어 진행되어 옴.

 ▶ 최근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한반도의 종합적인 국토 발전방향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2015~16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국토의 70%를 상회하는 산지

가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산지관리 경험과 선행 통일 북한의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로 예상되는 북한 산지의 여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지

관리의 기본 방향을 산지관리체계, 산지보전, 그리고 산지이용으로 나누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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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관련 문헌 조사를 수행하고, 자료 부족으로 파악하지 못

한 부분은 탈북자 면담을 통해서 보충. 특히 북한 법에서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문헌으로 파악하

기 어려운 부분과 실제 주민이 산지관련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

 ▶ 북한의 산지지형 및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국제적

으로 공개된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GIS 분석을 수행하여 문헌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특히 자

료가 부족한 북한을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공간범위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형분석을 수행함. 

 ▶ 남한의 산지관련 국토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한국개발연구원의 한국경제60년사 등 각 기관

에서 발행한 자료를 종합하여 제시함.

 ▶ 통일에 대비해 각종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북한지역 국토공간계획을 검토하여 통일로 인한 

미래 북한의 국토환경관련 변화를 도출함. 

 ▶ 이상에서 도출한 현재 북한의 산지관리제도의 수준과 산지관리 현황을 토대로 남한의 경험과 미

래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

남북한 산지관리 제도 비교

 ▶ 북한 산지관리의 목적은 부침땅 확대에 따른 산림녹화와 산사태 등 재해방지이며, 남한은 도시

화·산업화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의 조정임.

 ▶ 북한의 산림토지 공간범위는 지형특성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정해지나 남한은 이용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되는 방식으로 결정

 ▶ 북한의 산지이용구분은 협동농장림·임산공업림·국토보호림·담당림 등 관리주체에 따라 구분되

나 남한은 공익용·임업용·준보전 등 관리목적에 따라 구분됨.

 ▶ 남한은 산지이용이 산지로 유지하면서 단기임산물 생산 등으로 이용하는 ‘산지이용’과 택지 개

발 시 산지에서 제척되는 ‘타용도 전환’로 분화한 반면 북한은 미분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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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은 산지관리목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산림 외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제도 운영

 ▶ 남한의 산림보호체계가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선적인 보호체계를 도입한 것에 비해 북한의 산림

보호체계는 특정 명산 중심의 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남북한 산지이용 현황

 ▶ 남한은 산지를 지적도로 관리하여 공간범위가 명확하고, 그 면적은 2015년 현재 640만ha임. 북

한은 1960년 현재 997만ha로 산지면적이 남한에 비해 1.4배 넓으며 지형특성에 의해 공간범위

가 결정되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움. 

 ▶ 수치고도자료와 산지지형 기준으로 산지면적 산출할 경우 북한의 1960년 현재 997만ha에 근접

한 994만ha의 산지공간범위를 특정할 수 있음.

 ▶ 경사사면을 농업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향후 퇴경환림(退耕還林)이 필요한 북한의 산림훼손 산지

는 산악성 산지지형의 10.9%인 69만ha이고, 구릉성 산지의 37.2%인 93만ha, 총면적 162만ha

임(전체 산지면적 16%에 해당).

 ▶ 도시화·산업화로 개발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주변 산지가 주로 농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도시 환경 악화 우려

 ▶ 백두대간·정맥 등의 그린인프라 주변의 산림은 양호한 상태이며, 철도와 도로등 교통인프라로 

인한 산림훼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남한의 국토공간관리 경험 검토

 ▶ 1960년대 과도한 산지개간의 폐해를 억제하고자 산지이용구분 도입

   ● 절대적으로 산림으로 보전할 절대임지와 필요에 따라서 개간을 할 수 있는 상대임지로 나누는 산지이용구

분제도를 도입

   ●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보안림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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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대체연료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산림녹화 시작

   ●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도시개발 부작용 완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과 함께 산

지개간 감소에 따른 휴경지 조림 및 화전정리사업 수행

   ● 남한의 산림녹화의 성공은 연탄 등의 대체연료에서 시작 

 ▶ 1980년대 한편으로 대규모 토지개발과 다른 한편으로 산림녹화 성공

   ●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건설사업 참여촉진으로 분당 등 5대 신도시 건설

   ● 1997년 제2차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산림녹화를 계획보다 빨리 달성함. 

 ▶ 1990년대 토지 공급확대 정책으로 산지 난개발 진행

   ● 남한 기존 수요제한에서 공급확대로 토지정책이 변경되면서 준도시·준농림지가 도입되는 등 산지와 도시

주변 구릉지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산림청은 산림법을 개정하여 준보전임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도입 

 ▶ 2000년대 산지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도입

   ● 용인 등 난개발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국토이용체계가 선

계획 후개발로 전환

   ● 산림법에서 분법하여 산지관리법이 탄생하고, 백두대간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

률이 제정

미래 한반도 국토공간관리의 방향 검토

 ▶ 통일 북한의 국토개발 기본 방향은 통합성·경쟁력 강화·공동발전

 ▶ 개발협력의 공간구상은 기존 도시를 확장 연계하는 2개의 가교와 9개 핵심 거점 확보

 ▶ 국토환경관리는 국제협약 준수와 남북한 핵심 생태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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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산지관리 기본 방향

 ▶ 산지관리체계의 기본 방향

   ● 지형특성을 이용하여 60년대 북한산지 997만ha와 유사한 994만ha를 산지의 명시적인 공간범위로 설정(그림 左)

   ● 산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산지의 공간범위를 동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남한 산지관리 방식으로 전환 

   ● 개발압력을 고려한 산지이용구분을 실시하고 타용도 산지이용을 조절할 수 있는 ‘산지전용허가제도’ 도입 

   ● 국유화된 산지를 이용하여 북한 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산지이용을 허가하는 ‘산지 일시사용허

가제도’ 도입

 
                    <지형특성에 의한 산지의 공간범위>                       <경사사면 위의 농경지 분포>

 ▶ 산지보전의 기본 방향

   ● 도시인근 경사사면 위의 농경지가 도시화로 개발되고 주변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보안림 지정(그림 右)

   ●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을 위한 한반도 차원의 산림생태 보전축을 남한의 산줄기연결망체계 

확장하여 구축

 ▶ 산지이용의 기본 방향

   ● 산지에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북한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단기 임산물 재배 지원

   ● 산지관련 분단의 유물과 생태자원을 이용하여 국제 산악관광 자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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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 「한반도 산지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의 국토관리·인프라개발·환경 부문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산

지부문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 통일 한국의 토지소유,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북한 산지의 특성과 여건이 

통일 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발, 이용 수요에 직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구체적 방향을 제시

   ● 특히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북한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 목적에 맞는 산지이

용구분을 시험적으로 수행

 ▶ 「한반도 훼손산지 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 북한은 도시화·산업화로 경사사면 위에 위치한 162만ha 농경지(다락밭, 비탈밭)가 한계농지로 변화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한의 휴경지조림계획과 화전정리사업 등을 검토하여 훼손산

지 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그림 右) 

   ● 남한의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에 도시화·산업화로 산지에 한계농지가 발생하여 휴경지조림계획을 시

행한 경험이 있음.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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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박미성, 이용선, 박한울, 박지원

서양채소 수급 실태 분석과 과제

본 연구는 주요 채소의 생산 대체작목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서양채소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수출

입, 유통, 소비 등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서양채소의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서양채소는 품목별 소비량이 많지 않고, 국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제대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지

역특화형기술 지도와 전문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시장 동향·분석 정보 제공, 서양채소의 수급 시

사점을 일반채소 농업에도 활용,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교육·홍보 지원, 국내 적합 품종 개발 여건 조성이 필요함.

연구 배경

 ▶ 국민 1인당 채소 소비량은 연간 150~170kg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한·중 FTA 등 거대 경제국과의 FTA 

가속화 등으로 주요 채소 가격은 하향 변동하고 있어 채소 농가의 경영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채소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채소 수급안정제도의 개

편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채소의 공급 과잉 기조를 해소하려면 대체 품목의 개발·보급이 동

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대체 작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한편, 최근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가정과 외식업체 등에서 서양채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나 서양채소의 수급구조는 규명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채소 농가의 생산대체 품목 후보군인 서양채소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

고, 특히 서양채소의 수요 증가요인 및 선호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채소 산지의 생산·공급 대응방

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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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서양채소의 일반 수급 현황은 통계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는 채소생산실적 자료, 농촌

진흥청 및 도매시장의 연구결과 및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 통계자료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및 생산자조직, 유통인, 종자 업체와의 면담조

사를 통해 수급실태와 관련된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파악하는 등 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 또한, 가구 및 외식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구입행태와 소비 선호도를 분석하고, 칸타월드 소비자 

패널 자료(2014년 1월~2016년 5월)를 이용하여 패널토빗모형 및 준이상수요체계모형 추정을 

통해 서양채소 소비부문의 수요 증대 가능성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채소 소비 패턴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서양채소 주수출입국인 일본, 중

국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국의 서양채소 수급실태를 파악함.

서양채소 생산실태와 공급여건 변화

 ▶ 서양채소 1인당 공급량은 10년 전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 

및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서양채소 재배면적은 2000~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6.5% 증가함. 

서양채소류는 생산액 규모는 작지만 생산액 증가율이 다른 채소 부류에 비해 높음. 

<채소 부류별 생산액 규모와 변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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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생산액은 2015년 기준이며, 변화율은 2011년 대비 2015년 증감률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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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양채소는 주로 여름철에는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되며, 겨

울철에는 남부지역 및 제주도에서 생산됨. 

 ▶ 서양채소는 고온에 취약한 특징이 있어 여름철이나 상대적으로 국내산 공급량이 적은 시기에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파프리카를 제외하고 서양채소 수출실적은 미미한 편이나, 양

상추와 아스파라거스는 최근 수출이 증가함.

 ▶ 서양채소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일반 노지채소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적어 보다 안정

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서양채소는 안정적인 공급여건을 기반으로 재배단지 및 산지조직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산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단경기 및 연중 고품질의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함.

서양채소 유통실태

 ▶ 서양채소 품목과 시기별로 유통경로의 차이가 있으나, 서양채소 전반에 있어 유통경로 및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음. 

   ●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생산자단체→도매시장→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임.

   ● 대형유통업체는 국내산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을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수입산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을 벤더업체와 거래함.

   ● 식재료유통업체는 다양한 조달경로를 가지고 있음. 거래처별 품질 요구 수준 및 수급상황에 따라 ①산지

직거래 및 직수입, ②산지유통업체→식재료 유통업체, ③산지유통업체→벤더업체→식재료 유통업체, ④

도매시장→식재료 유통업체 경로를 취하고 있음. 

 ▶ 도매시장에서 서양채소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과거에는 여름철 

반입 비중이 높고 겨울철 반입 비중이 낮던 것이 최근에는 완화되어 연중 고르게 반입되고 있는

데, 이는 서양채소의 수요가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존재함을 시사함.

 ▶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상추 등 도매시장 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양채소 품

목은 반입량 증가와 함께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서양채소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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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채소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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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6~10년 평균 대비 2011~15년 평균 반입량 및 가격 증감률을 이용함.

 ▶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국내산과 수입산 서양채소의 가격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품질문제로 

인해 수입산은 국내산보다 가격 변동폭이 작아 연중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따라서 국내산 서양

채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

서양채소 소비실태와 수요확대 가능성

 ▶ 패널토빗모형을 이용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서양채소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고 가

구원 수가 많을수록, 대형할인점이나 인터넷 이용비중이 높을수록 서양채소 소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서양채소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성 홍보, 시식행사 등은 대형할인점이나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소비 지출액 측면에서 서양채소 시장규모 확대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살펴본 결과, 일반 채

소에서 서양채소 품목으로의 전환 유입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는 서양채소

와 일반채소의 상대가격 변화에 의한 전환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준이상수요체계모형을 통

해 서양채소와 일반채소 등 주요 식품과의 소비구조를 분석한 결과, 서양채소는 일반채소와 동

시에 성장 가능한 보완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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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채소 품목별 구매 증감 요인>

단위: 백만 원

구분 양배추/적채 브로콜리 양상추 청경채 파프리카 피망 샐러드류

신규 유입 이탈 0 0 0 0 0 0 0

중복 구매 증감 -2,475 -1,621 -1,373 975 4,520 -2,885 4,763

기존구매자 증감 -3,726 9,669 -3,503 -1,579 11,417 -1,486 2,011

전환품목 381 3,431 827 1,741 21,5810 -3,895 4,969

합계 -5,820 11,479 -4,049 1,137 37,517 -8,266 11,743

주: 최근 1년(2015년 6월~2016년 5월) 5,000가구 기준, 전년 대비 서양채소 구입 금액 변화임.

 ▶ 소비자의 72.0%는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 서양채소를 선호하며, 서양채소 구입 시 80.8%는 원산

지를 대체로 확인함. 그러나 수입산 서양채소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57.5%는 원산지

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서양채소 원산지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계절

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는 서양채소 품목 선택 시 영양기능성을 가장 고려하고 있으므로 서양채소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품목 홍보 시, 품목의 영양기능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외식업체는 국내산 가격이 높고 불안정하며 안정적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서양채소 구입 시 애로점

으로 꼽고 있고, 수입품에 비해 국내산 서양채소의 맛이나 품질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따라

서 국내산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면 외식업체의 국내산 서양채소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국 서양채소 수급동향

 ▶ 일본 사례를 통한 산지공급 대응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서양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지 규모가 클 필요는 없으나 다품목 소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농협이나 농업법인 등의 조직 규모는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수용 노력과 협력이 요구됨.

   ● 원료를 구입하려는 유통·가공업체와 계약에 의한 거래를 통해 계획적 생산·출하로 노동력 분산 및 집중출

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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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사례를 통한 해외 공급 측면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품목의 세계 1위 생산국이며, 품종 개량 및 육종에 노력하고 있음. 뿐만 아

니라 수출국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브로콜리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97.9%, 양상추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81.9%, 파프리카의 대

일본 수출 비중이 99.8%로 수출입국 편중이 심각한 편임.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품종 개량 및 육종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서양채소의 수출입국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서양채소 품목별 수입액 및 수입가격 분석을 통해 국내산 서양채소의 대일 수출 가능성

이 높은 품목은 원거리에서 수입하는 아스파라거스, 시장 성장이 빠르지만 주 수입국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방울다다기양배추 등으로 이들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과제

 ▶ 서양채소는 품목별 소비량이 많지 않고 국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정부의 

수급안정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은 낮지만, 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

로 시장 기능에 의해 갖추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 기술개발 및 지도기관에 의한 지역특화형 기술 지도와 전문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시장 동향 및 분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서양채소의 수요 증대 요인과 대응 시사점을 일반채소 농업에도 활용해야 함.

   ● 농가 및 산지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받아들이고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홍보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넓은 해외 종자시장을 겨냥해서 국내 육종이 가능한 서양채소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적합 품종을 개발해

야 함.

박미성  부연구위원 TEL_061-820-2362 Email_mspark@krei.re.kr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20 Email_yslee@krei.re.kr 
박한울  연구원 TEL_061-820-2278 Email_phu87@krei.re.kr 
박지원  연구원 TEL_061-820-2262 Email_jione1105@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요약집
2016

연구자: 김성우, 송성환, 이형용, 한은수, 김서영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수, 저장량, 입고시기, 출고량, 출고시기, 저장 품목 등의 실태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저장 및 방출량을 조절하여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양념채소의 수급 정

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인 마늘과 양파의 저장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양념채소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저장업체의 저장 행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민간 저장업체가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 배경

 ▶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필수 농산물이며, 배추, 무와 함께 물가안정 5대 채소로 지정되는 등 

생산자 소득 확보와 물가 안정을 위한 중요한 품목임. 그러나 양념채소는 기상 변화에 따라 생산

량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수확 후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장량 파악 및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수급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함. 

 ▶ 따라서 양념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저장시설의 수, 저장량, 입고시기, 출고량, 출고시기, 저장 품

목 등의 실태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저장 및 방출량을 조절하여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이 수립되어야 함. 

양념채소 저장 실태와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 마늘·양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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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생산량 대비 저장비율>

양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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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마늘

                            주: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 이 연구는 양념채소의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인 마늘과 양파의 저장 실태를 조사 및 분

석하여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양념채소 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저

장업체의 저장 행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민간 저장업체가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음.  

연구 방법

 ▶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수 및 위치 파악을 위해 정부지원 APC, 농협산지유통센터, 각 시·군 농업

기술센터 및 도청, 주산지별 민간 저온저장시설 현황과 농산물냉장협회, 냉장관리자협회, 품목

별 가공협회의 업체 현황자료, 한국전력을 통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현

황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aT 산지유통종합평가 자료를 활용하였음.

 ▶ 양념채소 저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중앙정부 및 

시·도, aT, 농협중앙회, 농산물냉장협회 등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주산지 저장업체의 효율적 조사

를 위해 주산지에 위치한 대학(전남-전남대, 경북-영남대, 경남-경상대)에 조사를 의뢰하였음.

 ▶ 양념채소 저장량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은 KREI 농업관측본부의 월별 저장업체 원자료를 이용

한 저장업체 재고량 및 시장출고량에 따른 가격신축성계수를 활용하여 수확기 생산량, 가격, 수

입량 등 수급 시나리오별 저장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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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 저장업체 현황 분석

 ▶ 양념채소 저장업체 운영 현황 분석 결과, 국내 저온저장고는 약 3,500여 곳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농

협, 개인 저장업체, 영농조합법인, 유통회사, 개인 농가 등이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저온저장고 수는 전남이 690여 곳, 경남이 830여 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과 경남은 

200평 이상이 많아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440여 곳이었으나 50평 내

외인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주로 사과, 배, 고구마 등의 비중이 높았음. 

 ▶ 국내 저온저장고 3,500여 곳 중 마늘은 약 490개 업체로 전체의 14%, 양파는 800여 곳으로 

23%를 차지하였음. 마늘과 양파 저온저장고는 주산지인 경남, 경북, 전남에 많았으며, 마늘은 전

남 44%, 경남 22%, 경북 16%로 세 지역이 전체의 80%를 넘었으며, 양파는 전남 34%, 경북과 

경남이 각각 28%로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시도별 저온저장고 수>                                       <마늘·양파 시도별 저온저장고 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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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마늘가공협회, 농업기술센터, 도청, aT, 한국전력 지역본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 마늘·양파 저장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가격 등락에 의한 경제적 위험부담 증가가 25.5%로 가

장 높았고, 저온저장창고와 시설의 노후화 16.6%, 수매자금 부담 12.0%,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11.8%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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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업체 애로사항>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부담 증가

시설 및 설비 노후화

수매자금 부족

과다경쟁으로 인한 소득 감소

수입 확대로 인한 소득 감소

정부 수급정책 적절성 미흡

저장시설 규모가 작음

저장량 정보의 불확실성

기타

25.5%

16.6%

12.0%

11.8%

10.8%

9.8%

7.4%

5.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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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념채소 저장량 파악을 위해 법제화를 할 경우, 찬성하는 비중(51.4%)이 반대하는 비중(24.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협이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장량 정보 제공 시 전체의 29.7% 중 저장시설 건설(보완)자금(45.8%)이나, 원물 수매자금 지원

(23.7%), 출하장려금 지원(22.0%)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사됨. 

<저장정보 제공 법제화 및 선호하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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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 저장량 추정 및 출하패턴 분석

 ▶ 마늘과 양파 연간 저장량은 저장출하기 도매시장 반입량과 저장·가공업체의 도매시장 출하 비

중, 저장출하기 감모율(부패율)을 감안하여 도출할 경우, 마늘의 연간 저장량은 91천~110천 톤, 

양파는 614천~667천 톤으로 추정되어, KREI 농업관측본부에서 발표하였던 기존 추정치와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마늘·양파 저장량 비교>

평년

톤 <마늘>

2012~2016년 신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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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 출고는 9∼10월 18%, 11∼12월 28%, 익년 1∼2월 15%, 3∼4월 20%이며, 저장물량과 햇

마늘이 같이 소비되는 5월 이후에는 19%이며, 김장철인 11∼12월과 학교 개학 및 행락철인 

3∼4월의 마늘 출하 비중이 높았음. 양파는 8~9월 13%, 12월에는 1월부터 저장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출고 비중이 17%로 가장 높고, 4월 이후에는 8%로 나타났음.

<마늘·양파 출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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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 저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수입 및 TRQ를 고려할 경우, 마늘의 공급 여건이 10%, 20%, 30%, 40% 하락하면 저장량은 

-34.7∼-44.4% 감소하고, 단경기 가격변화율은 -2.3%∼12.8%, 저장 출하기는 -2.5%∼14.2%

으로 나타났음. 단경기 방출량 변화율은 -32.7%∼-42.9인 반면, 저장 출하기 방출량 변화율은 

-37.5%∼-46.4%이며, 수확기 가격은 -3.0%∼16.7% 변화하고, 수확기 수요량은 -4.1%∼-

18.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양파의 경우, 공급 여건이 10%, 20%, 30%, 40% 감소하면 저장량은 -9.5∼-15.9% 감소하고, 

단경기 가격변화율은 4.3%∼30.9%, 저장 출하기는 4.1%∼29.3%인 것으로 나타났음. 단경기 

양파 방출량 변화율은 -11.3%∼-19.8%인 반면, 저장 출하기 방출량 변화율은 -8.0%∼-12.8%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기 가격은 6.8%∼48.1% 증가하고, 수확기 수요량은 가격상승에 따

라 -4.0%∼-16.0% 변화할 것으로 분석됨. 

<공급여건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 및 저장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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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결론

 ▶ 양념채소의 효율적인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6가지 추진과

제를 제안하였음.

 ▶ 수급안정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장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기초자료인 저장시설 현황이 파악되

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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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및 저장 주체인 마늘가공협회, 농산물냉장협회 등 민간협회를 통한 입·출고량을 파악하고, 

민간 협회에 역할을 부여하여 수급 정책 파트너로서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민간 저장협회 회원사가 저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과 저장창고의 시

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장정보 제공 의무화의 입법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기본권 제한, 헌법상 원칙 

위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다 정확한 저장정보 생성 및 적절한 수급대책 추

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양념채소 수급안정 체계>

생산량 및 저장량 정보

● 생산과잉/과소 예측 정교화
● 공급 과부족량 예측 정교화
● 저장량 조사 고도화

양념채소 저장정보 시스템

● 업체 현황조사
● 현황 통합관리
● ICT활용한 저장정보 수집
● 민간협회 참여

출하조절 및 수입관리

● 저장량의 과잉, 과소 판단
● 민간업체 술하조절
● TRQ운영, 관리
● 시장격리, 수출확대

수급안정농
업

관
측

 고
도

화

저장량정보
 고

도
화

출하량조절, 수급안정정책

         

              

 ▶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의 수급안정 방안은 관측 고도화이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기

존의 조사 표본을 주산지와 비주산지로 확대해야 하며, 마늘은 깐마늘 가공업체로 확대하고 양

파는 조사 업체의 인근 업체를 확인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정확한 저장량 정보에 따른 적절한 수급 정책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며, 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 

저장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민간단체를 수급정책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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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여건에 따른 재고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당해연도 생산량과 이월 재고량도 파악하여 생

산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량을 기준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의 역선택 방지를 위

해 법제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장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시설낙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낙후로 인해 불필요한 저장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 현대화가 아닌 저장량, 입고 및 출고시기, 출고량 등에 대한 정

보를 ICT를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사업을 해야 함. 

향후 연구 과제

 ▶ 향후 연구에서는 저장량 파악을 위해 ICT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실증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

에서는 ICT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언급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성 분

석 등 현실 적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저장업체들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역선택 방지를 위한 연구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김성우 연구위원 TEL_061-820-2115 Email_swootamu@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 TEL_061-820-2325 Email_song9370@krei.re.kr 
이형용  연구원 TEL_061-820-2338 Email_lhy2813@krei.re.kr 
한은수  연구원 TEL_061-820-2124 Email_hanes012@krei.re.kr
김서영  연구원 TEL_061-820-2339 Email_ksy1208@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요약집
2016

연구자: 지인배, 김현중, 서강철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연구

낙농산업이 갖는 특성은 원유의 연중 생산, 계절적인 생산과 소비의 편차, 부패성, 생산을 위한 2~3년의 준비 기간 소요 등

이 있다. 이러한 낙농산업의 특성 때문에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원유 가격을 원유 생산비와 연계하여 결정하고, 원유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유 재고가 급격

히 증가하는 등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원유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의 원유 생산 기반 수준에서 수급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야 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시유용 원유 가격의 인하와 함께, 가공용 원유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현행 원유 가격 결정 체계의 개선을 통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 배경

 ▶ 2010~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이후 원유 증산 대책이 추진되었음. 이와 함께 2011년과 2013

년 두 차례 원유가격이 인상되어, 2014년과 2015년에는 원유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함.

 ▶ 정부는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 전국단위수급조절제를 기본으로 하

는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원유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임. 

 ▶ 한편 한·미, 한·EU, 한·뉴질랜드 등 낙농선진국과의 FTA의 체결로 낙농가공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

고 있음. 향후 낙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유중심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원유의 장기수급 안정과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실행가능한 원유의 수급, 가

격, 유통에 대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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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낙농산업과 낙농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부의 낙농대책과 

낙농진흥회 자료, 각종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정리함.

 ▶ 제안된 낙농제도의 주체별 영향과 수용가능성 평가를 위해 주체별 면접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주체별 경제적 영향은 수급균형 수준을 이용하여 정량 분석을 실시함.

 ▶ 특히 실행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낙농진흥회,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와 정책워크숍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낙농산업 전망과 문제점

 ▶ 낙농선진국과의 FTA 추진 등으로 수입 유제품과 경쟁해야 하며, EU의 쿼터제 폐지로 인한 공급증가

와 러시아의 EU 유제품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국제 유제품 가격 폭락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임.

   ● 대내적으로 우유의 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초등생의 인구수 감소로 음용우유의 소비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음용유 소비량 전망>

음용유용 소비음용유 생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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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2014년과 2015년 원유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원유 공급이 과잉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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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국내산 원유의 생산과 소비는 계절성이 존재하여 계절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국내 낙농시장은 시유 중심이어서 우유의 주 소비층 감소에 따라 성장에 한계가 있음. 국

내생산량의 약 70%가 음용유로 사용되고 있음.

 ▶ 넷째, 국내산 원유의 생산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함. 우리나라 원유 생

산비는 2014년 기준 792원/㎏으로 일본의 924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음. 따라서 

국내산 원유로 생산된 가공유제품은 가격 측면에서 수입 유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임.

낙농산업 정책의 개선 과제

 ▶ 「1999년 낙농진흥법」 개정 당시 낙농진흥회 임의가입 조항과 농가에 부여된 원유 쿼터를 개별 

유업체가 관리하는 구조 때문에 전국단위의 원유 수급 조절에 한계가 있음.

 ▶ 현행 원유가격연동제하에서는 우유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

고 있어, 원유 수급 상황이 원유 가격에 반영되지 못함.

 ▶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본래 목적인 유가공산업 발전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에 한계를 지님.

해외 사례와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은 원유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농가

가 참여하는 강제적인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1970년대 후반 원유의 공급 과잉과 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1979년부터 생산자가 자발적으

로 계획 생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과 생산된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책임지는 구조임.

 ▶ 미국과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유의 용도(음용유용, 가공용)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정산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음.

 ▶ 원유가격의 적용에 있어 종합유가제도(Pooling System)를 운영함으로써 농가가 적정 가격을 보

장받을 수 있고, 농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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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급 관리 대책(안)에 대한 평가

 ▶ 전국단위쿼터제는 일본의 낙농쿼터제와 같이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중앙낙농기구를 설립하여, 전국단위 

원유쿼터 운영과 집유일원화를 추진하는 방안임. 이를 위해서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재산권이 된 쿼터제와 생산비에 따라 원유가격이 변동되는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가에게 유리한 구조여

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 결과적으로 법 개정을 통한 생산자 중심의 중앙낙농기구 설립과 전국단

위쿼터제 운영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전국단위수급조절제는 중앙낙농기구(낙농가, 집유주체, 수요자 참여)가 집유주체별 쿼터를 총괄

관리하고, 집유주체는 총량쿼터로부터 배정된 범위 안에서 낙농가별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안임.

   ● 전국단위수급조절제 도입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업체와 농가가 정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실행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 생산자 중심의 중앙낙농기구를 통한 전국단위쿼터제로 가기 위한 전환기의 임시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쿼터의 유업체 직접관리제는 낙농진흥회 소속의 집유조합들이 유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집유

하도록 하여, 업체 스스로 쿼터와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임.

   ● 일부 유업체는 농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지역적으로 먼 농가에 대한 

비선호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함.

   ● 정부는 원유의 수급조절이 시장에서 이뤄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제도의 특성상 시장지향

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하지만, 농가의 참여 반대로 실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됨.

<전국단위수급조절제 도입에 따른 농가수취금액 비교(2016년 기준)>

[현행 농가수취유대]

209만 톤
정부

부담울량
(424억 원)

유 업 체
부담울량

(706억 원)

원  유
수요량

206.9만 톤x1,051원/kg
=2조 1,745억 원

쿼터내
울   량

쿼터초과
울     량

2.1만 톤x97원/kg
=20억 원

193만 톤x1,051원/kg
=2조 284억 원

6만 톤x1,051원/kg
=631억 원

10만 톤x1,051원/kg
=1,051억 원

2조 1,766억 원 2조 1,966억 원

206.9만 톤

209만 톤

가공울량
6만 톤
203만 톤

193만 톤

계절편차

[변경 농가수취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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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구조개선 방향

 ▶ 현재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직면한 시장 개방 확대와 시유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낙농산업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농업의 비전을 지속 가능한 낙농업으로 설정함. 지속 가능한 낙농업이 

되기 위한 핵심 목표는 원유의 수급 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라 할 수 있음.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지속 가능한 낙농업

원유의 수급 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

◆  낙농진흥법 검토 및 개정

◆  단계적인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  수급을 반영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가공원료유지원사업 개선)

◆  전국단위쿼터제와 연계한 집유체계 개선

개선
방안

핵심목표

<요약 및 시사점 1> 원유의 수급안정 방안

 ▶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 같이 생산자 중심의 중앙낙농기구가 조합을 통해 생산과 

집유를 담당하고, 유업체는 가공만 하는 집유와 가공이 분리되는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이 필요함.

 ▶ 전국단위쿼터제 도입은 당장에는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

은 전국단위수급조절제를 도입하여 쿼터는 보호하고 업체별·농가별 생산량만을 조절하여 수급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원유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기 위해 원유가격연동제에 수급조정가를 도입하여 원유가격연동제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계절별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수급조정가를 계절별로 적용하

는 계절별 차등가격제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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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을 반영한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안)>

현행 개선(안)

소비자물가 변동률
(변동원가x변동률)

+

원유생산비 변동액
[기준원가+{전년-(2년 

전과 3년 전 평균}]

변동원가
(약 93.98원/리터)

기준원가
(약 828.41원/리터)

수급조정가

변동원가

기준원가

분유재고 수준 반영
조정 가격

+
소비자물가 변동률
(변동원가x변동률)

+

원유생산비 변동액
[기준원가+{전년-(2년

전과 3년 전 평균}]

=

원유기본가격 조정

=

원유기본가격 조정

<요약 및 시사점 2>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

 ▶ 유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유가공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과 원유수급조절사업을 개편하여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시유의 수급균형물

량 이상의 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 국제가격, 정부의 지원수준 등을 고려

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함.

지인배  연구위원 TEL_061-820-2132 Email_jiinbae@krei.re.kr 
김현중  전문연구원 TEL_061-820-2021 Email_kim1025@krei.re.kr 
서강철  연구원 TEL_061-820-2257 Email_softvalue@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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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고, 다수의 양자·다자 FTA가 추가적으로 추진됨으

로써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임. 본 연구에서는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실적을 기초로 수입구조 변화 여부 

및 그 패턴을 분석하고, FTA 요인을 포함한 수입구조 변화 요인을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함.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국내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한 대비, 추가 FTA 협상과정에서의 선제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봄.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고, 다수의 양자·다자 FTA가 추가적

으로 추진됨으로써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임. 

 ▶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와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즉,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창출 및 수입선 전환 등의 수입구조 변화가 나타남.

 ▶ 결국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자: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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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실적을 기초로 수입구조 변화 여부 및 그 패턴을 분석하고, FTA 

요인을 포함한 수입구조 변화 요인을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FTA 체결국별, 부류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 분석에 경제성장구조분석법, 

 ▶ 농산물 수입액의 구조 변화(structure break) 여부 분석에 S-N 기법에 기초한 K-S 검정통계,

 ▶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에 PPML 기법에 기초한 중

력모형,

 ▶ 농산물 수입 변화와 요인들 간의 상관성 분석에 다중회귀분석법, 

 ▶ 10개 과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 결정요인 분석, 37명의 국내 통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

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및 정책과제 도출에 AHP 기법,

 ▶ 무역창출·전환 효과,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에 대표 품목별 사례분석법을 이용함.

농산물 수입 동향

 ▶ 농산물(임산물 포함) 수입액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

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306억 달러이고, 그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

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임.

 ▶ 농산물 수입액의 변화 추이와 주요 FTA의 발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한·EU FTA 발효 이

전을 ‘FTA 이행 초기’, 그 이후를 ‘FTA 이행 중기’로 시기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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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액 동향 및 시기 구분>

단위: 억 달러 FTA 체결국 수입액 기타국 수입액

‘95년‘96년‘97년‘98년‘99년‘00년‘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

<WTO 이행기> <FTA 이행 초기> <FTA 이행 중기>
400

300

200

100

0

 ▶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를 살펴보면, 칠레, 아세안, EU 등 조기 FTA 

체결국이 국내 수입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함.

   ●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후발 FTA 체결국의 농산물 수입 증가 기여도는 오히려 하락함.

 ▶ 품목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를 살펴보면, 최근 축산물이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

를 견인하고,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은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분석

 ▶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structure break) 여부를 S-N 기법에 기초한 K-S 검정통

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1년 4분기가 수입구조 변화 시점으로 나타남. 

   ● 이를 기점으로 농산물 수입액의 평균과 분산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직관적으로 구분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시점과 실증분석 결과가 거의 일치함.

 ▶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2011

년 이전인 FTA 이행 초기에는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2011년 이후인 FTA 이행 중기에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나타남.

   ● 즉, FTA 이행 중기에 접어들어 FTA 체결국 증가로 수입선 전환의 가능성이 커졌고, 수입 변동성이 안정

되는 경향을 보인 분산 변화 분석결과와도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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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창출은 ①신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사례와 ②기존 수입대상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입되

는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 무역전환은 ①전체 수입 물량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A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한 만큼 

B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한 사례와 ②전체 수입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A국가로부터의 수입

량이 증가하고 그 비중도 상승한 반면, B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이 하락한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FTA 요인(관세율 인하, TRQ 적용, 계절관세 적용)과 더불어 국내 소비

패턴 변화, 국내 생산량 감소, 수출국 수급여건, 비관세조치(검역)의 영향,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실증분석을 통해 수입 변화와 수입자유화율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고, 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득수준(1인당 GDP) 향상에 따른 국내 소비

패턴 변화가 농산물 수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수입액과 FTA 수입자유화율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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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 국내 통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향후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전망 결과, 전체 대상자

의 81.1%가 “FTA 수입자유화율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그 증

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시나리오 ②).”라고 응답함.

   ● 이는 2004~2011년 농산물 수입액 증가율은 14.3%인데 반해, 2011~2015년, 2015~2020년, 2020~2025년

은 각각 14.3%, 1.5%, 1.7%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함.

 ▶ 전문가 평가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농산물 수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

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문가 평가>

                                                                                                                                                               단위: %

 

①

18.9 18.9

59.5

2.7

② ③ ④

주:  ①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무역창출 효과 중심으로, ②전체 수입
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무역전환 효과 중심으로, ③무역창출 효과와 전환 
효과가 복합적으로, ④수입구조 변화 나타나지 않음.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 FTA 이행으로 수입 개방폭이 확대되고 추가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

른 무역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과 품질 제고, 생산기반 확충, 유통부문 개선 관련 FTA 국내보

완대책을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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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요인 중 ‘소비자 선호’가 가장 중시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국산 농산물 구

매 충성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내 소비패턴 변화’가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를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됨으로써 국내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요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품목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하여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소비자 지향적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국내 비관세조치 완화는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혹은 철폐 효과보다 수입구조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농업부문 전반으로 파급된다는 것이 실증분석을 통

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신규 FTA 협상, 기 체결 FTA 수정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는 신중하

게 다루어져야 함.

 ▶ 다수의 FTA 추진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로 수입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고, 추가 FTA 추진으로 수

입선 전환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수입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 따라서 추가 FTA 협상단계에서 개별 품목의 수입대상국별 수입시기, 국산 농산물의 간접피해 여부, TRQ 

적용 대상품목의 접근방식과 규모, 관련 가공품 수입과 비관세조치 완화에 따른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연구 관련 문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TEL_061-820-2304 Email_dongsimjst@krei.re.kr 
이현근  전문연구원 TEL_061-820-2344        Email_hklee@krei.re.kr 
이수환  연구원 TEL_061-820-2277 Email_suhwan8352@krei.re.kr 
유정호  연구원 TEL_061-820-2340         Email_jhyoo@krei.re.kr 



1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요약집
2016

연구자: 허 장, 이대섭, 최은지, 안규미 

Post-2015 대응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 전략 수립

2015년을 기점으로 국제적으로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체

제로 전환하고, 국내적으로는 2016~2020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국제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이에 따라 

농업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우

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의 방향에 부합하는 농업·농촌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중점 추진분야와 전

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국내외 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장기 국제농업개발협력의 

핵심과제를 네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함. 

연구 배경

 ▶ UN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함에 따라 2015년을 목표로 제시

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이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었음. 

 ▶ 또한 국내에서도 제2차 국제개발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추진되면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짐. 

 ▶ 국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및 국내 관련정책의 개편 등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전략의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Post-2015 시대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국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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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과제들로 ①개발협력 사업수행역량의 제고, ②민간과

의 협력 강화, ③사업의 연계, 조정 등 체계화, ④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를 선정함.

 ▶ 관련된 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우리나라 ODA 통계시스템 DB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분

석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공하는 보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KOICA 등 관계기관의 홈페

이지 및 주요 보고서 등을 수집·활용하였음.

 ▶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 일본, 캐나다, FAO, IFAD에 대한 사전 

인터넷 조사 및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함.

새로운 개발협력체제와 국내외 동향

 ▶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는 개발재원, 원조효과성 제고, MDG 성과와 한계, SDG 체제 등장과 성과

지표 등을 중심으로 흐름.

   ● 국제자본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하여 ODA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ODA의 양

허성 논의가 촉발됨. 할인율과 증여율을 소득그룹별로 차등적용하고 증여등가액 적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있음. 

   ●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선진국 중심의 관점을 탈피하여 개도국 주인의식, 결과중심의 사업 추

진,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 강조

   ● MDG 체제가 빈곤감축과 영양결핍 인구 감소, 기초교육, 감염병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중

소득국 이상 국가에서는 성과가 미미하였다는 한계 등을 바탕으로, 17개 최상위 목표(Goal)와 169개 세

부목표(Target) 및 성과지표(Indicator)로 구성된 SDG 체제가 등장함.

 ▶ 주요 국내 전략과 동향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발협력 4대구상 및 새마을운동 확산방안, 

2기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KOICA 추진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제2차 기본계획(2016~2020)의 기본 방향(‘통합적’, ‘내실있는’, ‘함께하는’ ODA)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함.

   ● 개발협력 4대구상 및 새마을운동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개발수요를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새마을운동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함.

   ● KOICA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 중 유일하게 농어촌개발을 위한 중기(2016~2020) 전략을 수

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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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주요과제

 ▶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 사업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민간부문 중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의 참여가 소극적인 가운데 공공기관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증가하는 ODA 규모 및 사업 수 대비 인력의 수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지

적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인력양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민관협력) 개발효과성 제고 및 개발재원 확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기업들의 글로벌CSR는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 자선적 성격의 사업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정

부, 기업, NGO가 SDGs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각 주체별 단점을 서로 보완

하고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특히 기업의 핵심 역량 및 기술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가치창출(CSV) 방식의 민관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간 협업) 유·무상원조사업 분리시행과 다수 부처 및 기관의 협력사업 참여로 인하여 분절

화와 비효율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 연계, 조정, 통합 절차를 도입하였으나 협업과 연계의 시

너지를 창출한 사례는 부족함.

   ● 협업과 연계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대부분 사업 진행 중인 단계나 사업 종료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사전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사례가 드묾.

   ● 농업개발협력분야의 협업 및 사업연계 사례가 극히 적으며 전략 구상단계에서부터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사

업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 집중) 농업분야의 ODA 시행 경험과 재원의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와 연계되는 농업 역할을 파악하여 ‘한국형 ODA 모델’을 재정비하고 실제 사

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새로 선정된 중점협력국 중 농림업을 중점분야로 선정한 경우, 국가별 농림업 현황의 구체적인 파악이 선

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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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의 구상>

 

● ODA 재정의
● 개발재원 확대
● 개발효과성
● MDGs에서
SDGs로

해외여건

● 2차 기본계획
● 4대구상 등
● 기관별 전략

국내여건

사업수행의
내실화

사업추진의
체계화

개발협력의
효율화

역랑제고 연계와 협업 선택과 집중

농업분야 SDGs 달성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원칙과 과제 수행에 기여

● 사업수행기관
역량 제고

● 민관협력
● 유관기관 협력

● 중접협력국가,
분야 선정 및
사업추진

목  표

기본방향

수  단

추진과제

 ▶ (사업수행기관 역량) 사업수행기관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화와 기능, 지역 및 분야 전문성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공공과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 

<사업 프로세스에 따른 역할 구분 방안>

 

조사, 연구정책 및
계획수립

공공기관

기초자료
조사

수요조사

사업시행

모니터링

사업평가

사후관리

실
시
협
의

시행
기관
선정

(사전)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국내외
동향파악

중장기,
연간계획

수립

민관기관

공공기관

사업관리
(기획, 형성)

사업집행 사업관리
(평가,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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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적 전문성, 권역별 전문성, 분야별 전문성 등 삼각역량의 균형이 필요 

   ● 인적 자원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 연결시키는 ‘(가칭)농업개발협력 인재 복덕방’ 사이트를 운영

   ●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해외봉사단과 인턴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등 국제개

발협력 사업에 활용하여 경력을 축적

 ▶ (민관협력)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수사례 홍보

를 통한 기업들의 관심 제고가 필요함. 

   ● 기업들과 정례 ODA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동시에 중점협력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의 매치 메이킹을 도모

   ● 농업·농촌개발 분야 중점협력국에서 활동하는 NGO의 정보를 관심 기업에게 제공

   ● 적정기술 및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ODA사업 성과와 기업 활동과의 연계 등 추진 가능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

<농업분야 적정기술 활용 사례>

적정기술 주요 특징

휴대용 옥수수 탈곡기 
(corn sheller)

옥수숫대에서 알맹이를 쉽게 탈곡하도록 제작
손의 부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제품으로 옥수수 농사가 많은 동부 아프리카에 널리 보급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비료 거래 내역 추적

모바일을 통해 비료 거래의 전 과정 실시간 관리
비료 창고 반출부터 운반트럭의 차량번호, 운송 비료 양, 트럭 도착예정시간 등 전자 추적

수동식 물 펌프 
(Super Money Maker)

페달로 연못물과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치 보급
무게 16kg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
아프리카에 24만 대 판매(2014년 5월 기준)

   ● 국제개발 민관협력 전담 사이트를 만들어 민관협력 우수사례 홍보

 ▶ (기관 간 협업) 원조시행기관 간 협의기구 정례화와 사업 정보 공유채널 확대, 현지협의체를 통

한 후속 연계사업 발굴 등의 활동전략이 필요함. 

   ●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업분야 유·무상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

식 운영

   ● 관계기관들이 수시로 사업목록과 내용을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플랫폼 기능의 ‘농업분야 온라인 협업

연계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 현지 기관들과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ODA 현지협의체’에서 사업 이행경과와 사후 수요 조사를 통

한 적극적인 후속 연계사업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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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ODA 현지협의체 구성과 종료사업으로부터의 후속 연계사업 발굴>

원조시행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현지 대사관
농무관실 

사업 2 사업 3

사업 1

대상국 정부 및
원조총괄기관

농업분야
개발 NGO 

농업분야 ODA 현지협의체

종료사업으로부터
후속연계사업 발굴

다양한 분야별
사업 수행 단계

종료단계의
후속사업 협의

신규 후속사업
발굴 단계

 ▶ (선택과 집중)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분야 중점협력국가와 농림업분야 중 중점적으로 

지원할 세부분야 선정작업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표를 선정하고 협력

대상국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며, 우리나

라의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SDG 지표와 연계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농업개발협력 중점협력국과 중점협력 분야 선정>

농업개발협력 중점협력국 농업개발협력 중점협력 분야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등 16개 국가

농촌종합개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업생산 기반 구축, 친환경 농업, 산림녹화,  
가축사육 및 관리, 농업인력 육성 등 7개 분야

허   장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7 Email_heojang@krei.re.kr 
이대섭  연구위원 TEL_061-820-2169 Email_ldaeseob@krei.re.kr 
최은지  연구원 TEL_061-820-2103 Email_ejchoi@krei.re.kr 
안규미  연구원 TEL_061-820-2125 Email_kyumiah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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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성주인, 송미령, 정문수, 민경찬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이 연구는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년간의 중장기 연구프로젝트에서 2차년도에 해당하는 올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된 농어촌 마을의 변

화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을 심화시켜 마을의 변화를 초래하는 미시적이고 내재적인 요인을 탐색하고, 마을의 물

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마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음.

연구 배경

 ▶ 1차년도 연구 결과 한국의 농어촌 마을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활성화 정도에서 지역적으

로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음. 1차년도의 고찰을 통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인 분석 및 검토 작업이 필요함.

 ▶ 농어촌 마을과 관련하여 당면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논리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농어촌 마을 유형별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의 변화 현상을 실증 분석하

고, 장래 마을 변화 방향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을 주거 입지 등 물리적 측면과 주민 공동체 활동 측면에

서 고찰하고 정책적인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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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접근성 및 입지 조건, 자원 분포, 주민 구성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마을을 사례로 

선정하여 변화 상황을 고찰하고, 마을 간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함.

 ▶ 연구는 문헌 연구, 총량적 지표 분석, 사례 마을의 조사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동연구로 수행됨.

 ▶ 마을 조사는 일반항목과 물리적 환경, 마을공동체(주민집단, 사회·경제조직, 마을공동체활동) 부문

으로 구분하여 주민대상 설문조사, 현지 관찰조사, 대표자 면담 조사 등으로 이루어짐.

<농어촌 사례 마을의 변화 실태>

 

생활권

물리적
정주환경

공동체
활동

변화
유형

거시적 변화 농어촌 마을의 영향

저출산, 고령화
● 마을 과소화 심화
● 복지수요 증가, 다변화
● 귀농·귀촌가구 증가

세계화
국가산업구조 변화

● 농업소득 감소
● 경제다각화(6차산업화)
● 사회적 경제

정보·과학기술 발전
생활양식·가치관 변화

● 농어촌 마을의 영향
● 마을기업가, 혁신주체 형성
● 지역생활권 변화

인구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 전국 1만여 개 행정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마을의 인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활동 다각화 기회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가 두드러짐.

   ● 이와 동시에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원격지나 일반농촌에 속한 마을 중에서도 인

구 증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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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별 인구 증가 마을의 비율 시기별 비교>

단위: %

구  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3년

읍부

근교지역 23.0 26.7 28.9

원격지역 13.4 29.0 31.2

일반지역 9.3 18.8 36.3

읍부 소계 14.1 23.9 32.9

면부

근교지역 21.2 32.6 36.6

원격지역 8.2 22.9 30.5

일반지역 11.5 22.2 35.4

면부 소계 12.6 24.5 34.4

전  체 12.9 24.4 34.1

주: 전국 10,787개(2013년 기준) 행정리의 인구 통계자료를 집계하였으며, 분석 대상 행정리 수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전국 45개 시·군 통계연보 참조.

 ▶ 16개 사례 마을 조사결과 마을의 자원 여건, 주민 특성 등에 따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

화하고 있음.

   ● 75% 이상의 사례 마을에서 경제다각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격농촌, 어촌 마을에서 농특산물직거

래, 농어가민박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

   ● 전체 사례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은 약 20%이며 상대적으로 일반농촌에 해당하는 마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함.

<마을 유형별 경제다각화 활동 현황>

단위: %

 구   분
마을유형 전체

(n=442)근교 일반 원격 어촌

경제
다각화
활동

농특산물가공 0.0 1.0 6.1 6.3 3.6

농어가민박 0.0 0.0 8.5 13.3 6.3

농특산물직거래 3.9 12.1 22.0 8.2 10.6

직판장운영 0.0 0.0 1.2 1.3 0.7

농가음식점 0.0 1.0 2.4 5.1 2.5

주말농원 0.0 3.0 1.2 7.6 3.6

체험프로그램운영 1.0 2.0 0.0 4.4 2.3

기타 3.9 0.0 0.0 5.7 2.9

안함/무응답 91.3 85.9 70.7 62.7 76.0

주: 마을 사례지역 선정에 협동 연구기관별로 제시한 유형기준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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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사점1_ 농촌 공동화 양상과 농촌마을의 분화

 ▶농어촌 마을의 공동화는 마을의 지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산간부 원격농촌 마을에서는 자연마을 단위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

적인 마을 공간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주민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귀농·귀촌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는 평야부 일반농촌 마을은 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농촌 공동화 양상에 대응한 정책 방향>

정책과제변화 양상대상지

산간부 원격농촌 체계적 마을 공간정비
자연마을 단위 쇠퇴, 공동화

공·폐가 증가

평야부 일반농촌 마을 후계인력 확보
본 마을 쇠퇴, 고령화

공·폐가 증가

정책시사점2_마을 공동체활동 변화 특성

 ▶ 귀농인들은 마을의 사회조직과 경제조직에 원주민이나 귀촌인 등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활발히 참

여하고 있음.

   ● 농어촌의 공동체활동 전반이 침체되는 과정 중에도 활력적인 사회집단으로서 귀농인의 역할을 정책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민 유형별 마을 경제조직 참여 비율>

단위: %

구분
주민 구분

전체
귀농 귀촌 계속 거주

작목반/어촌계 55.0 10.3 20.9 20.6

영농조합법인/회사법인 0.0 6.4 3.8 4.1

마을기업/공동체회사 20.0 2.6 3.2 3.8

지역농협 35.0 6.4 21.2 19.2

협동조합 25.0 9.0 13.1 12.9

생협 30.0 2.6 6.4 6.8

참여 않음/ 무응답 25.0 79.5 54.1 57.2

주: 복수 응답 결과로서 주민 유형별 합계는 100을 초과.
자료: 사례 마을 주민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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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마을의 공동체활동이 촉발되는 계기로는 마을의 경제적 활로 모색, 전통문화의 복원과 전승, 

행정지원사업을 통한 마을 개선, 마을의 정주환경에 대한 문제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마을 공동체 간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된 지역 추진체계의 구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을공동체활동의 촉발 및 확산 조건>

조건 공동체활동 촉발의 계기 마을 지역유형

경제 경제적 활로의 새로운 모색

신화리 근교농촌

신암1리 일반농촌

송전리 원격농촌

중장5리 어촌·도서

문화 전통문화의 복원과 전승 추양1리 일반농촌

정부정책 행정지원사업을 통한 정책적 지원 송전리 원격농촌

정주생활 생활세계로서 마을 문제 대응 정배1리 근교농촌

정책시사점3_주민 정주공간으로서 읍 소재지 생활권 형성

 ▶읍 소재지 등 상위 중심지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면중심지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최근 소재지 인구 증가는 배후 마을 인구보다는 도시 인구 유입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배후 

마을의 인구 유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여전히 배후 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은 면 단위 소중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읍 소재지 인

구 증가가 배후 농촌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 내 상위 중심지와 소중심지 간 상호의존적 역할 분담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배후 마을 주민의 주요 서비스 이용 장소_연령 비교>

단위: %

서비스 구분 연령 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타 지역 미 이용 합계

생필품 구입

30대 이하 80.6 16.7 2.8 0.0 100.0

40-50대 73.7 23.7 1.7 0.8 100.0

60대 78.1 15.0 3.2 3.7 100.0

70대 이상 75.5 16.7 1.3 6.6 100.0

여가·문화
서비스 
이용

30대 이하 22.2 27.8 27.8 22.2 100.0

40-50대 23.7 22.0 7.6 46.6 100.0

60대 20.3 11.2 3.2 65.2 100.0

70대 이상 12.5 7.1 0.5 79.9 100.0

주: 제1차년도 연구(2015)에서 실시한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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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정책 과제

 ▶ 마을개발정책의 개편이 요구됨

   ● 마을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물리적 정비와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사업목록을 제시

   ● 과소화 마을과 중심 마을 연계된 통합적 커뮤니티 정비

   ● 농촌 소생활권 단위 지역 활성화

 ▶ 다양한 농촌 중심지 유형을 반영한 정책 차별화

   ● 농촌의 소(小)생활권 발전을 위한 하위 중심지 육성

   ● 공동체활동의 공간범위를 고려한 맞춤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 지역의 선도 중심지가 하위 생활권을 지원하도록 역할을 설정

 ▶ 농촌 정주공간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통합적 농촌개발의 제도화

   ● 지역공동체의 상시적 역량강화를 골자로 한 상향식 계획제도

   ●  선계획 후사업에 입각한 농촌계획제도 개선

 ▶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농촌 활성화 정책의 연계 강화

   ●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역정착 지원과 공동체활동 참여를 연계

 ▶ 지역사회 기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원격지역 마을 취약계층 주민 대상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 지역복지 및 지역개발 분과정책 간 연계 강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 주체의 육성

성주인  연구위원 TEL_061-820-2199 Email_jiseong@krei.re.kr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1 Email_mrsong@krei.re.kr
정문수  부연구위원 TEL_061-820-2321 Email_msjung@krei.re.kr
민경찬  연구원 TEL_061-820-2389 Email_minkc@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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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구조 및 시장성과 
분석(1/2차년도)
- 식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자: 김종진, 승준호, 김지연, 최선우, 임권택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밀, 옥수수, 콩)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변동 시 국내 물가 및 파

급효과가 큼. 본 연구에서는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원료곡물 구매, 관련 규제 및 정책, 산업 구조 및 성과 분석 등

을 통해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문제점 식별과 개선 방안 도출을 하고자 하였음. 시장기능 활성화에 의한 시장성

과의 개선이 요구되며 주기적인 시장 구조 및 성과 평가, 가격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정보의 정확도 개성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연구 배경

 ▶ 우리나라의 밀, 옥수수, 콩 자급률(사료 포함)은 2015년 기준 각각 0.7%, 0.8%, 9.4%로 이들 곡

물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곡물 국제가격의 변동은 식품소재 및 배합사료 산업을 통

해 국내 물가 및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파급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임.

 ▶ 수입곡물의 축산 및 식품 산업에서의 중요성과 국내 식품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고려할 경우 국

제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곡물 확보와 가격 변동성의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임. 

 ▶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 및 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국제곡물 가격 급등락이 반복됨에 

따라 안정적 원료곡물 확보, 가격전이, 산업구조의 효율화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2007~08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을 계기로 국제 곡물수급 및 시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나 국제 곡물가격 수준 및 변동성의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관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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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곡물 가공 산업인 식품소재 및 배합사료 산업의 원료곡물 구매, 관련 규제 및 정책, 산업 구조 

및 성과 등의 분석을 통해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인 식품소재 산업과 배합사료 산업은 시장구조 및 참여자 등이 상이하며 

이들 각 산업에 대한 이슈가 다양한 만큼 1차년도에는 식품소재 산업, 2차년도에는 배합사료 산

업에 대한 연구로 분리하여 수행함.

 ▶ 1차년도 연구는 기존연구 검토, 수출입 관련제도 분석,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한 가격전이의 비대

칭성 검정, 생산성 추정 및 시장 지배력 계수를 추정함.

 ▶ 경제학의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밀가루, 전분당 및 식용유 시장에 대한 시장 구조 및 성과분석을 수

행. 또한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 대만 상황을 국내 상황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식용 곡물 수입현황 및 관련 제도

 ▶ 밀, 옥수수, 콩 수입액은 국내 쌀, 양돈 산업 생산액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식품제조업, 축

산업 및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국제곡물 가격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전이되며 수입국 다변화는 가공용 

옥수수에서만 유의미하게 수입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됨. 

   ● 식용 곡물의 수입량은 곡물 국제 가격의 수준보다는 변동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어 가격 변동 위험

관리가 안정적 수입물량 확보의 주요 과제인 것을 알 수 있음.

<식용 수입곡물 원산지 비중>

미국
49.4%호주

43.1%

캐나다
7.4%

기타
0.1%

제분용 밀

미국
35.8%

브라질
15.7%

아르헨티나
1.7%

헝가리
9.3%

기타
37.4% 미국

42.9%

브라질
46.9%

기타
10.2%

전분당용 옥수수 채유용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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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수입곡물의 국내 식품 산업 및 축산업과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매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량도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TRQ 

물량을 매년 증량함. 정부의 물가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제도적 지원과 1980년대 이후 지

속된 시장기능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현재의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이 발전함.  

산업 경쟁상황 분석 이론 및 기초자료 분석

 ▶ 본 연구는 획정된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의 구조, 행위, 성과의 순환적인 인과관계와 내생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함.

 ▶ 계량모형을 이용한 가격전이 분석에서 수입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채유용 콩의 가치사슬 전

반에 걸쳐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나타남. 즉, 1차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2차 가공 산업 및 소

매부문에서도 장기 혹은 단기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현상이 나타남.

<수입곡물 가공산업 가격전이 분석: 장기효과>

 

(0.3)

상승 시

제분산업 전분당산업 채유산업

하락 시 상승 시 하락 시 상승 시 하락 시

0.403

0.301 0.306

0.151

0.361

0.212

 ▶ 산업 혹은 시장의 성과지표로 사용되는 생산성 추정결과 수입곡물 가공 산업의 생산성은 평균적

인 전체 식료품제조업 및 제조업 생산성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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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곡물 가공산업 총요소생산성 비교>

 
4.80

4.60

4.40

4.20

4.00

3.80

3.60

3.40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제분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제조업 전체

3.96

4.60

4.71

4.24

4.39

 ▶ 시장지배력 계수의 추정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에서 전분당 시장의 경우 시장지배력 계수가 유의미

하게 0과 다르게 추정되어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나 시장지배력 계수

의 추정치가 작게 추정되어 시장지배력이 일부 존재하나 그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시장 구조 및 성과 분석

 ▶ 수입곡물 가공 산업에 대한 시장 구조 및 성과 평가결과 제분, 전분당, 채유 산업이 속한 시장이 

모두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나 세부 시장 구조, 행위, 성과지표들은 해당 시장에서 경쟁이 일정

부분 진전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함.

   ● 과점적 시장구조에도 B2B 거래에서의 구매자 대응력, 높지 않은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할 경우 세 시장 모

두 과점적 경쟁시장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여타 분야도 겸업하는 반면 시장 구조 및 성과분

석의 주요지표인 매출액 점유율, 수익률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회계 보고서가 분리·

작성되지 않아 관심 품목에 대한 시장정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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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및 성과 평가 개념도>

시장획정 구조 및 성과 평가: 지표분석

▶관련시장 소결론: 시장구조 지표 종합적 고려시장구조

▶  시장점유율, R1, R3 HHI
▶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 필요 자본량, 유휴설비
▶  소비자 대응력: 전방산업, 소비자단체, 정보공개

소결론: 시장행위 지표 종합적 고려시장행위

▶  가격설정: 불완전 혹은 비대칭적 가격전이
▶  사례: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  광고경쟁, 제품차별화, R&D 투자, CV등

소결론: 시장성과 지표 종합적 고려시장성과

초과이윤: 수익률, 가격비용 마진
효율성: TFP등
가격비교: 가격 국제비교

최종결론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지표분석
● 가상적 독점기업 
검정

● SSNIP, CSL
● 잠재적 경쟁압력 등
고려

▶평가 대상 
시장의 범위 
식별

일본 식용곡물 가공 산업 분석

 ▶ 일본은 쌀 이외의 곡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나 곡물 수입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상이함.

   ● 일본은 자국산 원료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수입 원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자국 내 원료작물의 생산비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함.

 ▶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분산업에서의 가격전이 비교 시 비슷한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도 일본 제

분업에서의 가격전이 모습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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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우리나라 제분산업에서의 가격전이 형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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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 정부는 식용 수입곡물이 식료품제조업 및 여타 제조업의 소재로 사용되어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

이 클 뿐만 아니라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수입 관세를 매우 낮게 설정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 

 ▶ 제분, 전분당 및 채유 산업의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에 근접했거나 초과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임. 그러나 교섭력이 큰 업체와의 B2B 거래비중이 높

아 과점적 구조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구매자 대응력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 일본 제분업도 상위 4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7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격전이라는 측

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좋은 모습임. 동일한 시장구조하에서도 서로 다른 시장성과를 보

이는 예로 우리나라 수입곡물 가공 산업에서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식용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은 시장 기능에 의한 성과개선이 가능할 정도로 시장의 경

쟁토대가 마련되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의 경쟁이 효율적인 시장성과 개선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업체들이 여러 업종을 겸하면서도 분리된 회계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시장행위 및 성

과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수입곡물 1차 가공 산업은 과점적 구조를 가져 잠재적 시장압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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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수입단가, 최종품의 판매가격 등의 공개를 통

해 가격전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성이 존재 

 ▶ 원료 곡물 국제가격, 생산물에 대한 물가수준 등의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노력과 이에 대한 

홍보강화로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대한 줄이되 주기적인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현황 평가를 통해 시장기능

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김종진  연구위원 TEL_061-820-2382 Email_jkim@krei.re.kr 
승준호  전문연구원 TEL_061-820-2267 Email_jhseung@krei.re.kr 
김지연  연구원 TEL_061-820-2217 Email_jykim12@krei.re.kr 
최선우  연구원 TEL_061-820-2384 Email_opendoyon@krei.re.kr 
임권택  연구원 TEL_061-820-2220 Email_lkt20000@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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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국내 쌀 시장이 국제 쌀 수급 등 대외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세화 

영향을 최소화하는 중장기 쌀 수출입 정책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관세화 이행경과를 점검하고, 의무수입물량 

도입·관리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비교분석, 쌀 및 쌀 가공품 수출확대 가능성 검토를 통해 중장기 쌀 수출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관세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대외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단립종 

쌀시장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 확산이 필요함. 의무수입쌀 도입은 기존 국영무역과 수입권공매 또는 

SBS방식의 혼합을 고려하는 한편, 국내 쌀산업 보호라는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한 가공·사료용 이용, 해외원조 

등 다각적인 의무수입쌀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음. 쌀 및 쌀 가공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

며, 수출확대방안으로 수출전용단지 활용, 품질·브랜드 관리, 쌀수출촉진기구설립, 가공용 쌀 중장기 공급계획, 

기술개발지원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유도, 의무수입쌀 가공을 통한 재수출 등을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

 ▶ 2015년 1월부터 쌀 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됨에 따라 513% 관세를 부담하면 자유롭게 쌀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세계 중·단립종 쌀 수급여건 및 거시경제요인 변화가 국내 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 쌀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관세화가 이행되어도 의무수입물량은 저율관세로 계속 도입되어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적으로 수입쌀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무수입쌀 도입·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구자: 김태훈, 박동규, 손미연, 이동주

중장기 양곡정책 방향(2/2차년도)
-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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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의무수입쌀이 국내 쌀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수입쌀을 이용한 쌀 가공품 수출가능

성을 살펴보고, 관세화를 계기로 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세화 이행으로 국내 쌀 시장이 대외적인 쌀 산업여건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

라 관세화 이후 불안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화 이행의 영향, 불안감이나 우려를 완화

시키고 쌀 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쌀 수출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차년도에는 쌀 수출입 변화, 관세화에 대한 인식변화 등 이행경과를 점검, 적합한 의무수입쌀 도입방안

선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관세화를 계기로 쌀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쌀 및 쌀 가공품 수출확

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출확대 방안을 제안함. 

연구 방법

 ▶ 관세화 이행 후 1년 동안 농가와 소비자의 쌀 관세화 이행 관련 정보의 인지 및 인식정도가 변화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1차년도와 동일한 구성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 관련 문헌과 통계를 활용하여 관세화 전후 국내 쌀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화 전환국(일본, 

대만)의 쌀 수출입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함.

 ▶ 중·단립종 쌀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쌀 및 쌀 가공품 수출관련 WTO 규정 검토는 위탁연구

를 실시함.

 ▶ 정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토론회 개최를 통해 쌀 및 쌀 가공품 수출 실태와 가능성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함. 

 ▶ 기존 연구결과 및 정부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TRQ 수입관리 실태 및 관리방식별 장단점을 검

토하고 계층화(AHP)분석을 활용하여 적합한 의무수입쌀 도입·관리방안 도출 및 정책우선순위

를 선정함.

관세화 이행 전후 쌀 산업 변화

 ▶ 2015년 쌀 관세화 이행 이후 TRQ 외 수입물량(1~8월)은 4.37톤이며, 이 중 513% 관세를 부담

하고 수입된 물량은 1.22톤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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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율관세가 부과된 물량 중 종자용 벼 1톤이 수출목적 재배시험용으로 수입되었으며 이 외에는 자가소비

용 및 샘플용으로 소량 수입됨.

 ▶ 쌀 관세화 전환을 계기로 쌀 수출추천제를 폐지하고 중국과의 쌀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관세화 이후 쌀 수출과 TRQ 외 수입실적>

구분 수입(톤) 수출(톤)

2015년 5.23(0.56) 1,987

2016년(1~8월) 4.37(1.22) 1,446

주: 수입량은 TRQ 이외 수입물량이며, ( ) 안은 513% 과세 수입물량임.

 ▶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화 관련 정보의 인지 정도가 여전히 낮

고 1차년도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세화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남.

   ● 대내외 쌀 수급 여건 변화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단립종 쌀시장을 중심으로 

국가별 가격 및 수급변화에 대한 세분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관세화 전환국의 쌀 수출입 정책 변화

 ▶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 관세화 유예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음. 관세화 전후 두 국가의 수입쌀 도입·관리 정책 등을 검토한 결과 큰 변화는 없었

으며, TRQ 외 수입물량은 미미함.

 ▶ 일본과 대만은 TRQ 물량 일부를 SBS 혹은 민간수입방식으로 도입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하고 있

음. 일본은 의무수입쌀을 가공·사료·해외원조용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대만은 관세율 검증과정

에서 국별 쿼터뿐 아니라 사료·해외원조용 이용 금지 조건이 생겨남. 일본은 고품질 쌀 수출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대만은 식량안보정책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기도 함. 

 ▶ 우리나라도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쌀 도입·관리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쌀 수

출, 수입쌀을 이용한 쌀 가공품 수출 등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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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입쌀 도입·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계층화(AHP)분석

 ▶ 우리나라는 의무수입쌀을 국영무역방식으로 도입·관리하고 있으나 많은 판매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주요 수출국들은 거래 투명성 부족과 무역왜곡 가능성을 근거로 국영무역 규율 강화 필요

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 최적 의무수입쌀 도입·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AHP분석 결과, 의무수입쌀 도입·관리에 있어서 국

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 개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국영무역방식을 유지

하되 국영무역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평가항목별 중요도와 해당 기능의 수행 여부를 모두 고려했을 때, 국영무역 다음으로 수입권공매와 

SBS방식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수입권 공매나 SBS방식은 수급여건에 따라 정부가 입찰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

을 높여 국내 쌀 시장에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부의 수입차액회수를 통한 간접적 생산자 보상이 

가능함.

<의무수입쌀 도입·관리방안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비교>

구분
선착순 
배정

수입권 
공매

SBS
생산자단체

배정
국영무역

수입 
허가제

① 정부개입으로 수입 쌀시장 확대 제한 × △ △ △ ○ △

② 수입차액의 생산자 귀속 × △ △ ○ △ ×

③ 국영무역의 도입 유통 관리 강화 × × × × ○ ×

④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잉여확대 × ○ ○ × × ×

⑤ 시장지향적 방법의 도입 ○ ○ ○ × × ×

⑥ 수입쌀 도입·보관 비용 최소화 × △ △ × △ ×

항목별 적합도 합계 0.133 0.562 0.562 0.325 0.590 0.152

 ▶ 한편, 의무수입쌀 관련 정책대안 우선순위 분석 결과, 국내 쌀산업 보호 정책 가중치(0.692)가 재

정부담 완화 정책 가중치(0.308)보다 높게 나타나 재정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쌀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수입쌀 용도를 다변화하고 수입쌀 가공품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입쌀 시장 확대를 

제한하는 한편, 국산쌀 홍보 및 판매 촉진을 통하여 국산쌀 시장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방안이 선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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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및 쌀 가공품 수출확대 가능성

 ▶ 국산 쌀 수출은 낮은 가격경쟁력, 수출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및 브랜드 관리 미흡, 수출관련 인프

라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쌀 가공품 수출에 있어서는 가공용 쌀 원료공급의 불안정성과 가공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취약 및 수출전문성 부족 등이 수출확대의 한계성으로 나타남.

 ▶ 한국산 쌀은 중·단립종 쌀 수출경쟁국들에 비해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 위험이 낮아 쌀 수출시장

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교민 대상 쌀 수출은 한정적이나 중국 등 아시아계 해외거주민 증가로 쌀 수출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

으며 최근 글루텐프리열풍으로 인해 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쌀 가공품 수출은 품목 및 수출대상국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음.

   ● 가공밥은 미국 내 간편식 선호 증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영·유아용 과자 수요 증가로 

쌀과자(미과)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 

<최근 3년 수출된 쌀 가공품에 사용된 쌀의 양>

 

8,000

6,000

4,000

2,000

-

2012

1,625

465

1,446

3,269

913

873

2,132

2,180

2013

671

1,152

2,206

1,554

2014

1,070

830

1,928

2,334

3년 평균

떡 탁주 가공밥 기타

                                        주: 식품분야별 원료소비실태 조사,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의 식품별 원료 비중을 사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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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중장기 쌀 수출입 정책 방향

 ▶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쌀 수출입 정책이 수

립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함. 

   ●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고 연이은 풍작으로 재고누증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의무수입쌀은 판

매결손이 발생하고, 상업용 쌀 수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 본 연구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쌀 공급과잉 및 재고처리 등 쌀 수급

불균형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관세화 시대에 부합하는 쌀 수출입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

하고자 함.

중·단립종 쌀 시장 모니터링 체계 활용 방향

 ▶ 관세화로 국내외 쌀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지속적인 중·단립종 쌀시장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단립종 쌀시장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국의 쌀 수급여건 및 가격변화가 

국내 쌀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세화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책담당자 및 관련 업계·학계 등 정보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의무수입쌀 도입 및 활용 방향

 ▶ 의무수입쌀 도입을 국영무역방식으로 유지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 수입권 공매 또는 SBS방식을 

도입하여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혼합 비율은 국내 쌀산업 영향과 도입·보관에 소요되

는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의무수입쌀 도입에 있어서 가공용 쌀은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품종 및 품질의 쌀을 

수입하고, 주정용 등 용도에 따라 저렴한 쌀을 수입하여 판매 손실을 저감하도록 하며, 밥쌀용 쌀

은 소비자가 원하는 쌀이 수입될 수 있도록 곡종 및 품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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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용(주정용), 사료용, 원조용 등 수입쌀 용도를 다변화하여 수입쌀이 밥쌀용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입쌀 재고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도 완화해야 함.

   ● 가공업체의 수요가 있는 쌀을 수입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가공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원료이용기술 및 

제품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사료용은 사료화 이용기술 개발과 쌀 사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함. 해외원조용은 국제식량원조협약인 FAC가입을 통해 무상원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

력해야 함. 

쌀 및 쌀 가공품 수출 수요확대 방향

 ▶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전용단지를 활용하여 생산단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품

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랜드 관리 및 홍보가 필요하며 품질 및 등급 표기방식을 통일하고, 국제 

GAP 인증 등 품질우수성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함. 또한 수출국에 적합한 포장재 사용으로 품질 

훼손을 방지해야 함.

 ▶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정책지원이 가능한 정부, 해외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무역상사 등 관계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쌀수출촉진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수

출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쌀 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산 구곡과 가공용수입쌀 원료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적 원

료공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공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과 대기

업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의무수입쌀을 이용한 쌀 가공품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수입쌀 활용 가

공품 수출을 통해 쌀 재고누증문제를 완화하고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김태훈  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4 Email_dgpark@krei.re.kr 
손미연  연구원 TEL_061-820-2116 Email_sonmy@krei.re.kr 
이동주  연구원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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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홍상, 채광석, 허정회, 윤성은, 김부영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2/3차년도)

밭작물 시장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밭작물 생산농가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음. 본 연

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요인들을 생

산·공급 측면 중심으로 접근하였음. 농가일손 부족 문제는 단기고용 확대뿐 아니라 작부 전환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공동농업경영체 육성과 기계화, 기반정비를 연계하여 기존의 지정주산지 외에 새로운 로

컬주산지 품목을 포함한 중장기 기반정비 계획을 도출해야 함.

 

연구 배경

 ▶ 밭작물 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 쟁점인 한중 FTA 발효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에 따라 밭농

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1차년도 연구에서 밭농업의 구조 변화 및 특성 분석 결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가장 심각한 경영

애로 사항 중 하나로 노동력 확보가 지적되었음. 노동력 확보 문제는 부족한 노동력의 기계동력 

대체,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생산기반정비 및 조직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또한 밭작물 주산지

의 품목별 집적화와 유형 분석을 통해 주산지 중심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중심의 

밭농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2차년도)에서는 우리나라 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측면의 농업인력 

부족 해소, 기계화, 기반정비, 조직화 등 각 세부과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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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년도 심층연구과제로 소비 측면의 품질경쟁력, 밭작물 소비 확대 및 시장 개척, 지역별 차별화 및 고부

가가치화 전략 등을 제시함.

연구 방법

 ▶ 밭작물 재배농가의 가구 특성에 따른 노동력 활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MDIS에서 제공

하는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함.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업총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한 주요 밭작물의 집적화 유형 분석과 사례조

사를 통한 밭농업 노동력 활용 및 기계화 성과 분석은 위탁연구를 실시함.

   ● Anselin Local Moran’s Ⅰ모델을 이용한 밭작물 집적효과 핫스팟 분석을 실시함.

 ▶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밭농업 고용노동력 및 기계동력 활용, 밭기반정비 수요, 조직활동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문헌검토 및 방문조사를 통해 국내 및 외국 선진지 사례조사를 실시함.

밭농업 노동·기계 투입구조 분석

 ▶ 농가경제조사 2015년도 노동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물재배업에서 고용노동이 차지하는 비

중은 18.2%로 가족노동시간의 1/4 수준이었음. 표본농가의 농가당 연평균 노동시간을 하루 8시

간으로 환산 시 가족노동력 101일, 고용노동력 22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노동력 투입 비중은 비교적 기계화가 진행된 미곡(7.3%)과 맥류/두류/잡곡류(7.0%)에 비해 화훼류

(20.6%), 채소류(20.1%), 과실류(18.3%)가 높은 수준임.

 ▶ 연중 고용노동에 대한 수요는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정식기(4~6월)와 수확기(9~11월)에 대체로 

집중되어 있음.

   ● 연중 노동투입 형태를 가족노동과 고용노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필요한 노동력을 우선 가족노동력으

로 최대한 해결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단기 고용으로 보충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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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유형별, 월별 가족노동/고용노동 투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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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화훼류

채소류

과실류

 ▶ 농산물생산비조사 고용임금 단가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평균 고용임금 단가는 시간당 4,905원

이었으나 2015년 1만 원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조직화

 ▶ 조직화는 농업경영체가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교섭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

제이지만, 생산 단계에서 농지, 농기계, 노동력 등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함.

 ▶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은 조직 활동을 통해 정보 습득, 판매처 확보, 생산기술 습득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농업경영체의 조직화를 논농업에서 밭농업으로 확대하고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된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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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품목별 맞춤형 조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품목별, 주산지별 특성에 따른 조직화 방안 모색

이 필요함.

기반정비

 ▶ 기존에 밭에서 생산되는 밭작물 유형, 주로 논에서 생산되는 밭작물 유형, 시설원예 집단화 지역 

등 다양한 주산지 유형을 고려한 기반정비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소규모 개발 및 시설 관리가 간단한 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자체 중심 지특회계 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되, 새로운 저비용의 광역 관개체계 도입 등은 주산지 중심의 광역 권역으로 확대 시행

할 필요가 있음.

 ▶ 생산·유통 분야에서 역량 있는 공동경영체와 연계하여 밭작물 중심의 맞춤형 기반정비를 고려하

되,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주산지 정비는 품목별 자

급률을 높이기 위한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동농업경영을 통한 자율적 수급 조절

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주산지의 동태성을 고려하여 시·군 단위 농발계획, 원예산업 발전계획 등과 기반정비를 연계하

고, 중점 육성 품목과 관련하여 공동경영체 육성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반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논에 관개·배수개선을 실시하여 밭작물 재배를 위한 범용성 확장이 가능함.

밭농업의 분포 특성

 ▶ 밭작물 재배지역을 주산지 중심으로 유형화하면 지역적 특성 및 품목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주산지를 정의할 수 있음. 148개 시군과 493개 품목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4개의 지역 유형과 5개의 품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4개의 주산지 유형 중에서 ‘유형 1’은 농업면적이 넓고 영농규모가 큰 농업

인이 가장 많이 분포함. 30년 동안 기후 변화가 크지 않았던 지역으로 밭기반정비사업 수혜 수준

이 낮음. ‘유형 2’는 귀농인 비중이 가장 높고 영농경험이 가장 적으며 밭기반정비사업 비중,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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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량, 농업소득, 산지조직화 점수가 모두 낮아 밭농업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임. 밭기반정비

와 더불어 농업인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업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한 지역임. ‘유형 3’은 4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농업규모가 크고 영농경험이 풍부한 전업농의 비중이 높음. 또한 기후변화도

가 가장 심하고 작물집중도가 높으며 밭기반정비 시행면적이 가장 넓음. ‘유형 4’는 농업규모가 

비교적 작으나 오랜 영농경험을 가진 전업농이 많은 지역임. 밭기반정비 정도와 조직화 점수는 

낮지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주산지 유형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반정비뿐 아니라 청

년층의 유입, 농업경영 규모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지원이 요구됨.

 ▶ 품목별 산지 특성에 따른 5개 주산지 유형 중에서 ‘유형 1’은 전국 재배면적이 비교적 크고 영농

규모가 작으며 품목별 지역집중도가 낮은 품목임. 즉, 전국 재배면적은 크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재배하는 품목임. ‘유형 2’는 재배규모, 농가분포, 영농규모가 모두 평균에 

가까운 유형으로 뚜렷한 특징은 없으나 비교적 지역집중도가 높은 유형임. ‘유형 3’은 전국 재배

규모는 매우 작지만 대규모 농가들이 모여 주산지를 형성하여 지역집중도가 매우 높은 품목임. 

1~3개 내외의 시·군·구에서 재배되고 있어 주산지가 매우 뚜렷한 품목임. ‘유형 4’는 재배규모

는 작은 편이지만 군집 중에서 지역집중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 상위 시·군 농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유형 5’는 재배규모가 크고 소규모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목으로 지역집중도가 

매우 낮은 유형임. 소규모 농가들이 여러 지역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주산지가 뚜렷

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해석됨.

 ▶ 밭작물 재배지역별/품목별 유형화 분석은 밭농업 정책 설계 시 정책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사

업을 시행할 지역과 품목을 선정하는 데 활용이 가능함.

<요약 및 시사점 1>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 노동력 부족 문제는 품목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자체 중심의 중장기 밭작물 발전계획(원예산

업 발전계획 등)의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함. 특히 고용노동 단기 확대뿐만 아니라 작부 전환 등 중

장기 대책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농기계 이용은 작업반 등 조직화를 통해 지역 단위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연중 활용 계획을 수

립하여 체계적인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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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치게 물리적 농지정비 중심의 일률적 기반정비를 지양하고, 현장의 구체적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조직경영체의 유통 역량 제고의 토대가 되는 종합정비 방식의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함.

 ▶ 기본적으로 가공·유통 분야에서의 조직적 역량을 제고시키되 이를 토대로 기반정비, 농기계 공

동이용 등 생산단계의 조직적 성과 제고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함.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력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의 조직경영체,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의 밭작물 품목별/월별/작업단계별 노동력 수요 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노동력 공급 기

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지정주산지 외에 로컬주산지 품목을 포함하여 시·군 단위 농발계획, 원예산업발전계획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중장기 기반정비 계획 및 정

비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주산지 중심의 관개개선 등 초기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타당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노동력 수급체계를 개별 농가 차원이 아니라 조직경영체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력 고용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기반정비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시설의 안정적 이용·관리 능력을 갖

춘 지역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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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농가소득원 뿐만 아니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사회의 유지·발전, 환경 및 경관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 

농업의 성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임. 그러나 한국농업은 시장개방의 확대,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인력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총생산이 정체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음. 정부는 농업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성장, 국

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실질 농업 성장률은 비농업분야보다 낮고 실질농업소득도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연구는 지속적인 농업의 성장을 위하여 농업 성장의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농업의 여건 변화

에 따른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농업 성장의 주요 요소인 농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목표로 함.

연구 배경

 ▶ 1995∼2014년 동안 실질농업생산 성장률은 1.2% 증가하여 비농업부문 성장보다 낮고 실질농

업소득은 2.3% 감소하는 등 농업의 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남.

 ▶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의 실질생산은 감소, 노지채소와 과수의 실질생산은 정체, 시설채소와 축산

의 실질생산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자분투자 비중이 높은 축산업과 시설채소가 농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식량 작물, 노

지 채소 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농업 성장은 자본 투입 증가 등에 의한 양적성장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질적 성장이 있음. 

이 연구에서는 농업 성장의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농업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원인을 찾고 

연구자: 황의식, 국승용, 김미복, 최예준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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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농업 성장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농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업 성장요인과 농업구조 변화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검토하며, 2차년도에는 

농업부문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성장회계방식으로 한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실시함. 미곡, 두류, 서류, 노지채소, 시설

채소, 과실, 가축, 축산물 등 생산, 자산, 노동투입 등을 추계하고 총요소생산성 추이를 분석함. 

총요소생산성을 기술변화 요인과 규모수익 요인으로 분해하여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을 분

석함.

 ▶ 농업 고정자본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고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함.

 ▶ 향후 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석 방법

에 의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함.

농업 생산과 총요소생산성 변화

 ▶ 2000년 이후 미곡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지채소와 과일은 성장이 정체한 반면, 축산 부

문과 시설채소는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가 확대됨.

<품목별 생산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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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입 요소별로는 토지와 노동의 투입은 감소하는 반면 고정자본과 중간재 투입은 증가함. 토지

와 노동의 투입 감소를 고정자본과 중간재 투입의 확대로 보충하면서 농업의 양적 성장이 이루

어지고 있음. 고정자본과 중간재 투입으로 생산 확대가 용이한 시설채소와 축산부문이 성장을 주

도하고 있음.

투입요소별 투입지수 추이

 

중간투입토지 고정자본노동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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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2014년 동안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연평균 2%임.

   ● 기간별로 80년대와 90년대는 각각 연평균 2.6%, 2.9%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으나 2000∼2010년 

1.4%, 2011년 이후 0.2%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급격하게 저하됨.

<총요소생산성(TFP) 지수 및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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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요소생산성을 분해한 결과 최근 규모수익성 효과보다 기술변화효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수익성 효과가 2000년까지는 현저히 컸고, 2000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컸으나 최근에는 증감을 반

복하면서 그 크기가 감소하는 반면 기술변화효과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함.

   ● 고정 투자 확대 등의 영향이 비교적 큰 규모수익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아지는 반면 기술개발 등

에 의한 기술변화효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농가유형별 생산점유도

 ▶ 농가유형별 농가비중과 농업조수입 점유비중을 보면,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조수입 비중이 더 크

게 증가하여 농업성장을 선도

   ● 농업고정자본 규모만을 고려한 규모화된 5ha 이상인 농가의 조수입 비중은 2003년에서 2015년 동안에 

3.7%에서 17.1%로 크게 증가하여 경지규모보다 고정자본이 큰 농가일수록 점유비중이 증가

 ▶ 농가 규모별로 그룹화하여 농가와 조수입 비중의 차이를 보면, 규모화된 4그룹의 농가그룹의 경

우, 농가 비중과 조수입 비중 간의 격차가 2003년에 8.0%이던 것이 2015년에는 11.6%로 조수

입 비중이 더 증가

<농가유형별 농가비중 및 농업조수입 비중>

단위: %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농가 조수입 농가 조수입 농가 조수입 농가 조수입 농가 조수입

2003
차이

65.7 41.0 19.0 27.1 9.4 14.6 5.0 13.0 0.9 4.4 

24.7 -8.1 -5.2 -8.0 -3.5 

2005
차이

62.3 39.4 19.2 24.8 10.9 17.2 5.6 12.1 2.0 6.5 

22.9 -5.6 -6.3 -6.5 -4.5 

2010
차이

68.1 37.4 16.6 22.6 8.6 19.7 4.7 12.7 1.7 7.5 

30.7 -6.0 -11.1 -8.0 -5.8 

2015
차이

66.3 33.3 18.5 25.2 7.4 15.8 5.5 17.1 2.3 8.7 

33.0 -6.7 -8.4 -11.6 -6.4 

주: 차이는 농가비중과 조수입 비중의 격차를 의미.

농업부문 고정자본 형성과 투자

 ▶ 농업부문의 고정자본은 농업용 시설이나 설비, 대동물 등의 비중이 높으며 2000년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고정자본이 형성됨.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모분을 제외한 순 투

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자본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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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을 전후로 순고정자본형성이 비교적 큰 규모의 (-) 값을 가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고정자본형성 규모에 비해 감가상각이나 가축질병 등에 의한 대동물 개체수의 감소 등 자본의 감

모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타남.

   ● VAR 모형의 충격반응 분석에서도 자본형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짧은 1기 동안 지속됨. 이는 농업부문 

고정자본 형성이 당기에 일어나는 감모분을 보충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농업부문 고정자본 형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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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 경제·경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한국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26개 요인이 향후 

농업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농업의 여건 변화를 전망함.

 ▶ 인구 사회 영역에서 향후 발생가능성과 그 영향력의 정도가 큰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농촌

인구의 감소,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임. 이들은 농산물의 수요 감소, 농업 생산 규모 및 생산성 감

소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안전성 추구의 식생활 문화, 생산성·품질 향상, 인증제도 강화 등이 향후 농업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라 인증제도 등의 제도

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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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술의 농업 접목, 기능성식품·바이오소재 등의 수요 증가가 기술 측면에서 향후 영향력이 

큰 요소로 전망됨. 스마트 팜 등 첨단기술의 농업 접목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소재 부문의 수

요 증가는 농산물의 신규 수요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한국농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

 ▶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증가 투입이 한국 농업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기술 진보 등에 의한 

질적 성장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양적 성장을 유지하되 질적 성장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효율적인 농업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한국농업은 시장 개방, 개방화에 대응한 차별화, 자본 투자에 기반한 고품질화 단계를 거쳐 발전

하고 있으나 지식 기반, 자본 집약적인 생산 고도화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연구 개발 

및 자본 투자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생산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효

율적으로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한국 농업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 감모

를 보충하는 소극적 투자가 아니라 기술 개발, 첨단 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농촌 인구 감소, 농업 인력 고령화는 농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투자 활성화

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농가 규모화, 후계농 육성, 은퇴농이 보유한 자산

의 효율적 이전 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이 자산의 승계나 

투자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업 또는 농산물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은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 중

국 경제의 성장 등 국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수출 확대, 기능성 식품·바이오 소재 등의 신규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신규 시장 개척 또는 신 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적절한 투자가 필요함.

연구 관련 문의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4 Email_eshwang@krei.re.kr 
국승용  연구위원 TEL_061-820-2275 Email_gouksy@krei.re.kr 
김미복  연구위원 TEL_061-820-2323 Email_mbkim@krei.re.kr 
최예준  연구원 TEL_061-820-2307 Email_sonmy@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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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영훈, 어명근, 이상현, 조성주, 정대희, 안수정, 오새라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

DDA 협상이 난항을 겪자 Mega-FTA 협상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음. 비록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Mega-

FTA 협상 또한 어려움이 있으나,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TPP, RCEP 등에 대한 협상전략과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본 연구는 Mega-FTA 협상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과 협상전략을 도출하고, 농업분야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Mega-FTA 가입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

소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SPS 규율 강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또한, Mega-FTA를 통해 

수입원재료 관세혜택뿐만 아니라, 역내국으로 원재료 수출을 증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연구 배경

 ▶ WTO 출범 이후 다자체제를 추구해오던 세계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으로 변화를 

보이다가 최근 TPP, RCEP 등 다자간 FTA로 국제통상 질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6년 7월까지 52개국과 15개의 FTA를 발효한 상태이며, 주요국과의 양자 FTA

는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에 따라, TPP 가입과 RCEP 협상에 대한 전략과 다자간 FTA시대의 통

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TPP, RCEP 협상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검토하고 협상전략을 도출함. 또한, 발

효 이후 농업분야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Mega-FTA를 활용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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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국제통상질서의 흐름과 Mega-FTA 관련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국제통

상질서가 도래한 배경에 대해 연구함. 

 ▶ TPP 협상의 주요 결과와 RCEP 논의 동향과 쟁점,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통상 현안에 대해 분석함.

 ▶ 정기적인 농업통상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업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에 반영함.

   ● 농업통상 포럼은 농업 및 비농업 분야의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로 활용됨.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농업부문 평가

 ▶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까지 

10여 년간 52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발효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과 수출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8%와 53.5%

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발효 중인 FTA의 양허안과 수입현황을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곡물류 중 밀과 옥수수, 축산

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 중 유장, 버터, 치즈의 수입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TA 협상 시 낮은 수준으로 양허한 쌀, 보리와 채소류, 검역으로 수입되지 않고 있는 신선과일, 민감 품목

으로 분류된 녹차는 개방도가 낮은 편임.

 ▶ FTA 체결국별 농산물의 수출입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발효 1년차 농산물 수출입비중 대비 2015

년의 농산물 수출입비중을 비교하고, FTA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수출입 증가율의 변화를 계측함.

   ● 분석결과, 한·ASEAN FTA가 농산물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이 외에도 수입측면에서 

EU, 싱가포르, 호주, EFTA, 수출 측면에서 EU,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관세개방도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수입대상국들과 FTA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세개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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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한·ASEAN과 한·중 FTA에서 대부분의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

로 인해 FTA 발효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Mega-FTA 협상 시 고

려해야할 점으로 보임.   

<관세개방도 구간별 품목>

관세개방도 100~81 80~61 60~41 40~21 20~0

품목
밀, 감자,  

쇠고기, 돼지
고기, 호두

낙농품,
오이,  
수박

옥수수, 대두, 
포도, 닭고기

쌀, 보리, 메밀, 녹두, 팥, 사과, 배, 복숭아, 
감, 감귤, 배추, 당근, 딸기, 양파, 마늘, 고추, 

생강, 꿀, 녹차, 인삼, 밤, 대추, 잣

TPP 관련 농업분야 현안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TPP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116억 4천만 달러와 25억 1

천만 달러로, 최근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음. 

   ● 2013~15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對TPP 수입액은 전체 농산물 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큰 편임. 우리나라의 對TPP 수출액은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으로의 수출비중이 큰 편임.

<우리나라의 對TPP 농산물 수입 및 수출 비중> 

TPP 역외
53.0%

미국
27.5%

호주
10.0%

캐나다
2.0%

뉴질랜드
1.9%

칠레
1.7%

베트남
1.5%일본

1.1%

싱가포르
0.4%페루

0.3%
멕시코
0.3%

브루나이
0.0%

미얀마
0.3%

                                                             <수입>                                                                            <수출>

TPP 역외
53.8%

미국
10.7%

호주
2.3%

캐나다
1.2%

뉴질랜드
0.7%

칠레
0.1%

베트남
5.9%

일본
22.8%

싱가포르
1.8%

페루
0.0%

멕시코
0.1%

브루나이
0.0%

미얀마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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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 회원국별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일본시장에서는 칠레, 미국시장

에서는 일본, 베트남시장에서는 일본, 미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PP 협정문 내 농업관련 내용분석 결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일본,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대

부분의 TPP 회원국들의 관세가 협정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것으로 분석됨. 

   ●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은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각

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상대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양허한 품목들이 존재함.

 ▶ 규범관련 분야에서는 기술장벽, 투자, 환경, 동식물 위생검역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

   ● 농업관련 규범에서는 수출보조금 철폐, TRQ와 SPS 관련 조치들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SPS의 경

우 WTO SPS 협정 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음.

TPP 대응 방안

 ▶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 시장개방에 민감한 일본의 농업분야 협상결과에서 축산물의 경우 한·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반면, 쌀, 밀, 보리, 과일 및 양념채소류의 경우, 한·미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이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공언하던 5대 민감 품목을 개방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민감 품목의 추가

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특히, 쌀의 개방조건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

이므로, 농업분야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참여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 규범분야에서는 농산물 수출경쟁, TRQ 관리방식, SPS 관련 투명성 및 규율 강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임. 

   ● WTO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SPS, 수출보조금, TRQ 관리방안 등 WTO보다 강화된 TPP 규

범분야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정이 요구됨. 특히, 우리나라는 TPP SPS 협정문을 바탕으로 국내에 

결핍되어 있는 규정, 제도, 시설 등을 갖추는 대비 작업을 이행해야 함.

RCEP 관련 농업분야 현안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RCEP 농산물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억 8천만 달러와 31억 5

천만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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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5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對RCEP 수입액은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하고 있

으며, 중국, ASEAN, 호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큰 편임. 우리나라의 對RCEP 수출액은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ASEAN,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큰 편임.

<우리나라의 對RCEP 농산물 수입 및 수출 비중>

RCEP 역외
61.9%

ASEAN
11.0%

중국
11.2%

호주
10.0%

뉴질랜드
1.9%인도

2.9%

일본
1.1%

                                                            <수입>                                                                             <수출>

 ▶ RCEP 회원국별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일본시장에서는 중국, 중국시

장에서는 일본, 베트남시장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시장에서는 일본, 싱가포르와의 수출경합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RCEP 대응 방안

 ▶ 관세개방도 분석을 통해 품목별로 RCEP의 영향을 분석하여 시장접근 분야의 대응 방안을 도출

함.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리, 율무, 고구마, 녹두, 팥 등의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

파, 마늘, 고추, 생강 등의 과채·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녹차, 인삼, 꿀, 밤, 잣, 대추 등의 품목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신선 과일의 경우 현재 검역으로 수

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 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우리나라는 RCEP 협상에 포함된 ASEAN, 중국과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하였음. RCEP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회원국별 양자 간 민감품목을 점검하고 

세번변경 등의 방식으로 민감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상에 주의가 필요함.

RCEP 역외
40.9%

ASEAN
17.1%

중국
16.1%

호주
2.3%

뉴질랜드
0.7%

인도
0.2%

일본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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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범분야에서는 RCEP 회원국 중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협정문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도출함. 

   ● RCEP 내 식물 및 동물성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의 완전생산기준은 한·ASEAN과 한·중의 생산 및 영역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임. 반면, 완전생산품에 대한 최종규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ASEAN과 중

국 이외의 국가가 만든 상품의 포함 여부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RCEP 회원국 중 기체결 FTA 협정문의 SPS 규정은 WTO의 SPS 규정을 따르고 있음. 하지만 TPP SPS가 

WTO plus적인 규정인 것을 고려하여 볼 때, RCEP의 SPS도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음.  

글로벌가치사슬(GVCs)과 Mega-FTA

 ▶ 우리나라는 타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후방참여 측면에서 Mega-FTA를 활용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Mega-FTA를 통해 수입하는 원재료들의 관세혜택을 받아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시킬 뿐만 아

니라, 역내 국가들로 농산물 원재료들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67 Email_kyho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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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부연구위원 TEL_061-820-2037 Email_shlee@krei.re.kr  
조성주    부연구위원 TEL_061-820-2376 Email_sungjucho@krei.re.kr
정대희 전문연구원 TEL_061-820-2297 Email_dhchung@krei.re.kr
안수정    연구원 TEL_061-820-2034 Email_crystalism14@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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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최지현, 허덕, 최종우, 이동소, 서강철

유라시아 시대의 해외 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 방안 연구(1/2차년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의  
 축산 및 곡물분야를 중심으로

정부는 세계 최대 단일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를 창출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을 추진해 왔음.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국가 중 비교적 곡물 생산기반이 잘 갖춰져 있거나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크라

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극동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료곡물과 축산분야의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직접 투자나 기술협력 등의 당면문제를 검토하고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 배경

 ▶ 국제곡물시장은 최근 엘리뇨와 같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인해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성이 항

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수입국은 글로벌 식량위기로 인한 식량공급의 불

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곡물의 생산, 유통, 수출 등 각 분야에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여건

이 형성되어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에서부터 수

출항까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시설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시설 투자 등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음. 

 ▶ 이중내륙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투자협력은 사료곡물의 국내 반입보다는 자체 

육류나 유가공품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축산업 분야의 양계업, 유가공 등의 투자 진출과 

ODA사업 등을 통한 기술 협력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관련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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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유라시아 국가 중 축산분야 투자 수요가 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유럽 최대 곡

물생산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축산 및 곡물분야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함.

   

연구 방법

 ▶ FAO, 세계은행, 각국의 통계청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통계자료가 제한

적이어서 일부 자료는 각국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집함.

 ▶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 계획,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투자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우크라이나는 1차(6월) 및 2차(9월)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포럼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정

책담당자 및 전문가와 투자협력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국가별 농업 및 투자환경 등을 분석하고, 장점, 단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등을 규명하는 SWOT

분석을 실시함.

투자협력·기본 방향: 지역특성, 시장여건 고려한 정부 및 민간 투자 협력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계 사육·도축·가공 등 인프라 여건이 취약해 국내기업의 양계 

계열화사업 등의 진출여건은 조성되어 있음.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사료곡물을 바탕으로 낙농을 

비롯한 축산 모든 분야에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사육 이후 단계에서의 가공시설 

등이 취약하고 관련기술 수준이 낮아 해당분야 투자 및 기술협력 등이 필요함. 

 

 ▶ 정부 ODA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구분하여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함.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

나는 농식품부나 농진청 ODA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협력, 종자보급 지원 등을 제시함. 

민간투자는 국내기업이 민간자금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직접투자(FDI), 민간수출사업 

등이 포함됨.

 ▶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관심 사업에 많은 정보를 사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 필

요성, 주요 사업내용, 입지 및 사업규모, 사업효과 등을 포함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함.



1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요약집
2016

 ▶ 투자협력사업은 사업성격과 각국의 시장 및 농업여건에 따라 단기와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국가별 장단기 투자협력사업>

구분
對 카자흐스탄 對 우즈베키스탄 對 우크라이나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정부
(ODA)

· 토종닭사업 (GSP
사업)

· 사료자원 개발

· KOPIA  
설립

· 산란계부문  
시설지원  
-PS, CC 농장 건설

· 낙농부문 콜드체인 
시스템구축

·산란계부문 
  시설지원
  -GP Center
  - 난가공 공장  

건설

·사료자원개발

· 축산분야 기술 협력 
  - 낙농부문 콜드 체인 
시스템 구축

  - 양돈부문  
Traceability  
System 구축

민간
·사료회사 설립

·유가공공장 설립
·사료공장건설 ·유가공공장 설립

· 곡물 수출  
물류기반구축

·관개사업

카자흐스탄: 사료공장 설립, 가금(토종닭)분야 진출, 유가공공장 설립 

 ▶ 사료공장 설립은 초기 사업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작투자형태가 바람직함. 사료원곡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해 협력농장이나 재배농가와의 계약재배가 필요함. 

   ● 배합사료 제조 시 필요한 사료첨가제, 부자재 한국으로부터 수입 검토

   ● 사료공장 입지는 축산단지가 밀집되고, 주소비처인 알마티시 인근이 적합

 ▶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가절감을 위해서 품종개량 등 사료자원 개발사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알마티 인근에 사료곡물 시험포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우즈베키스탄 KOPIA사무소와의 연계 협력 추진 

 ▶ 토종닭사업은 토종닭 PS농장(종계장), 부화장, CC농장(양계장), 도계장, 가금육가공공장을 포함

한 계열화 사업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키르키즈스탄에서 생산된 GP(원종계장) 병아리를 카자흐스탄 내에 조성하는 토종닭 PS농장에 공급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 

   ● 민간업체의 투자사업은 농식품부의 GSP 사업(Golden Seed Project)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PS 농장과 부화장 건설 투자는 국내 또는 현지 업체 중에서 담당, 운영주체는 관련 기술을 갖춘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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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문의 투자로 낙농농장을 비롯하여 집유장, 유가공공장까지 같은 단지 내에 건설하여 운영

하는 방식이 필요함.

   ● 낙농농장의 착유방식은 자동화된 헤링본 착유 시스템(Herring-Bone Milking System)을 설치하여 자동

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농장에서 냉각기에 원유를 수집한 이후 집유장과 유가공공장에 이르기까지 콜드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 도입

   ● 유제품 판매를 위해 현지 진출업체와 현지 유통업자와 합작투자 판매회사를 설립 추진

   ● 가축개량을 통한 낙농농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내 젖소 정액 수출사업도 추진

우즈베키스탄: 사료공장 설립, 산란계사업 진출, 유가공공장 건설

 ▶ 우즈베키스탄의 가축 사육 비용절감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국내 사료회사의 현지 진출이 필요함.

   ● 사료 주 원료인 옥수수와 밀 등을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하는 방식 검토 

   ● 사료공장 건설자재 등 수출 기자재에 대한 관세 등 비용 절감 등 지원 필요

   ●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 협력하에 협력농장과 옥수수, 밀, 대두 등 사료곡물을 계약 생산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종자를 현지 협력 재배농장 간 전량 납품협약

   ● 사료공장입지는 물류여건과 축산농가밀집지대인 타슈켄트시 인근이 바람직

 ▶ 산란계 PS농장, 부화장 및 CC농장의 투자 주체는 투자 희망업체 전액 투자 또는 현지 투자자와 

공동 투자 형태로 진행함.

   ● 운영주체는 관련 기술을 갖춘 관련 한국기업이 담당

   ● GP Center 및 난가공공장 건설은 ODA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장 건설 및 기술과 운영을 지원

   ● 산란계 PS농장과 CC농장 건설은 단기과제로 추진

   ● GP Center와 난가공공장 건설은 여건 조성이 필요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

   ● 산란계 관련 시설입지는 닭 사육수수가 많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주 인근

   ● 부화장 입지 역시 타슈켄트 시 인근 축산단지가 조성된 부지 내가 적절

 ▶ 사료자원개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KOPIA의 사료곡물 시험포를 타슈켄트 지역 외 타 지역으로 

확대 조성하고, 사료종자도 기존의 한국산 종자 외에 수입종자까지 현지 적용시험 실시 

   ● 사료자원 개발 추가 사업 입지로 사마르칸트, 안디잔, 페르가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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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사업으로 유가공공장을 건설하거나 기술협력 및 컨설팅 분야 지원이 필요함.

   ● 현대화된 위생시설을 갖춘 유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우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 또는 

인근 CIS 국가에 수출

   ● 낙농농장에 대한 축사 위생관리 관련 기술 및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시범 유가공공장 입지는 타슈켄트 인근 젖소사육 밀집 지역 우선 검토

   ● 사업 규모는 ODA 사업 예산과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터미널 및 내륙사일로 건설, 유가공공장 설립, 관개사업 투자 

 ▶ 우크라이나 흑해 인근 곡물 수출항에 수출터미널 건설 및 우크라이나 내륙 곡창지대와 수로를 연

결하는 거점지역에 곡물사일로를 확보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곡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함.

   ● 곡물의 매집 및 내륙운송을 위한 컨트리 엘리베이터(Country Elevator)와 서브터미널 엘리베이터(Sub-

terminal Elevator) 건설 추진

   ● 수출 항구의 터미널 엘리베이터(Terminal Elevator) 등과 같은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

   ● 국내기업의 취급 곡물은 국내 반입 또는 제 3국으로 수출

   ● 입지는 일리체브스크(Illichevsk), 니콜라에프(Nicolaev) 등 오데사항 인근 북쪽 지역이 적절

   ● 취급규모는 국내 공급물량 등을 고려 200∼300만 톤 규모 검토, 예상 투자금액은 1.5∼2억 달러 규모 

 ▶ 시유제조라인, 버터제조라인, 치즈제조라인 등 주요 유제품 제조라인을 갖춘 유가공공장을 합작 

투자하여 건설·운영함.

   ●  진출 희망기업이 유가공공장에 합작투자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

   ●  유가공장 경영 및 판매는 우크라이나 업체 담당, 한국 수입 유제품 등 품질관리 및 기술 지원은 한국 투자

업체 담당하는 형태

 ▶  노후화된 관개시설의 보수 및 관리, 기존 간선수로의 준설, 스프링클러 재정비 등 관개시설 현

대화를 위한 투자를 추진함.

   ●  관개시설 전문 인력과 전기요금 지원 

   ●  스프링클러 등의 관개용수 시설의 운영비용 지원



153

   ●  재원은 World Bank, EBRD,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  곡물(밀, 옥수수 등) 주 생산지역인 헤르손 주의 관개시설 투자 시급

 ▶  낙농부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및 컨설팅 지원 사업과 양돈분야 이력추적 시스템

(Traceability System) 구축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ODA를 통해서 지원함. 

   ● 최근 양돈 생산성 향상으로 유럽 등으로 돈육 수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 구축 필요성 대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6 Email_jihchoi@krei.re.kr 
허   덕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61 Email_huhduk@krei.re.kr 
최종우  부연구위원 TEL_061-820-2288 Email_peacejchoi@krei.re.kr 
이동소  연구원 TEL_061-820-2322 Email_petit211@krei.re.kr 
서강철  연구원 TEL_061-820-2257 Email_softvalue@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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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서대석, 강창용, 박영구, 최진용

농축산 폐자원의 효율적 자원화 
방안 연구(1/2차년도)

우리나라 환경 및 폐기물 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자원순환사회), 농업분야의 지속가능 농업, 농업 어메니티의 

보존, 농업환경 및 경관 정비, 깨끗한 농촌, 농촌관광 등을 핵심 가치로 영농폐기물 관리, 처리와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생산ㆍ유통ㆍ소비ㆍ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

물과 순환이 가능한 자원을 경제활동의 순환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

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연구 배경

 ▶ ‘자원순환’의 개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에너지화 포

함)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임.

 ▶ 현재 OECD회원국인 독일과 일본 등은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ㆍ공포되었으며, 2018년 본격 시행될 계획임. 이에 

따라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분야의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이며 

이에 따른 농업ㆍ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폐기물관리법’ 분류상 영농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 관리 및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주요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민간대행업체와 함께 전체적인 관리와 처리 업무를 담

당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수거보상비 지원을 통해 수거를 장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

농폐기물 배출, 관리 및 적정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상존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 폐자원의 발생부터 

처리와 자원화 및 재활용 등 전체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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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국내·외 영농폐기물 관련 현황과 제도 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환경공

단 및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의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폐기물 및 영

농폐기물에 대한 제도와 현황 등을 분석하였음.

 ▶ 영농폐기물의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시설원예, 노지채소, 식량작물 분야에서 영농자재를 활용

하고 있는 농가, 마을 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영농폐기물 자원화 관련 경제성 분석, 영농폐기물 재활용, 대체재 기술 현황 및 발전 방안, 해외

의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과 시사점 등을 위탁 연구로 실시함.

 ▶ 영농폐기물과 재활용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구체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정

책 담당자들과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음.

 ▶ 영농폐기물 재활용 업체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재활용 사업자, 한국농수산재활

용사업공제조합와의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영농폐기물 발생 및 관리 현황

 ▶ 2010년 이후 영농폐비닐의 발생량은 33만 톤 내외 규모임. 그 중 하우스 시설의 외피는 평균 7

만 톤 규모이고, 멀칭폐비닐은 25만 톤 수준임.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18만 톤 내외 규모로 발생 

대비 수거율은 약 70%임. 

 ▶ 2010년 이후 폐농약용기의 발생량은 7,200만 개 내외임. 플라스틱병으로 배출되는 것이 4,700

만 개 수준이며, 비닐봉지 등의 입제형태로 배출되는 것은 2,500만 개임. 폐농약용기의 수거량

은 5,400만 개 내외로 나타나 발생량 대비 수거율은 7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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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폐비닐 발생현황>

단위: 톤

구분 필름 성질별 2011 2014 평균

발생량

폐비닐 331,490 329,239 332,795 

피복 LDPE 63,734 60,994 70,499 

멀칭

LDPE 95,926 118,425 135,511 

HDPE 114,465 120,320 80,204 

기타 57,365 29,500 46,582 

 ▶ 영농폐비닐 배출 농가가 폐비닐을 공동집하장 등지에 모아놓으면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사업소

로 운반함. 농가는 배출(수거량)을 기준으로 지자체 및 정부로부터 수거보상금을 지급받음.

 ▶ 폐농약용기 배출 농가는 사용한 농약용기를 수거하여 마을별 수거함 또는 공동집하장까지 운반

하고 민간수거 사업자가 이를 공단사업소로 운반함. 폐농약용기 수거함은 2013년 기준 약 

12,000여 개 정도 설치되어 있음.

   ● 안전성 및 환경보존을 위한 수거보상금 제도가 운영 중이며, 수거보상금은 폐농약빈병인 50원/개, 폐농약

봉지는 60원/개임. 폐농약봉지는 2010년도부터 수거단가가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되었음. 수거보상금

의 재원은 주체(국가(한국환경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별로 분담함.

<폐농약용기 기관부담금 현황(2016)>

단위: 백만 원

계 정부 지자체 협회

3,387백만 원(100%) 1,016(30%) 1,016(30%) 1,355(40%)

영농폐기물 재활용현황과 배출 및 관리의 문제점

 ▶ 주요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은 예산과 수거량과 재고량을 합친 총 공급량에 따라 재활용되므

로 수거량기준 재활용률은 100% 수준이고, 발생량 대비 재활용률은 종류별 차이가 있으나 55%

를 상회하였음. 주요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의 재활용 실적은 연간 18만 톤 수준으로 발생량 대비 

55%, 수거량 대비 10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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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별 사회적 비용과 재활용 정도 분류>

재활용

포트류

종이류

곤포

외피,철골
비료포대

사회비용 시장가치

소각/매립

농약플라스틱병 멀칭폐비닐

부직포류

고무호스

농약봉지류 반사판,봉지류

 ▶ 농가 및 지자체 담당자 조사결과, 농가들이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을 소각하거나 방치(투기)하는 원

인은 마을 집하장 부족과 폐비닐, 농약용기 모두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임.

 ▶ 폐비닐은 수거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이 거리가 멀거나, 밭의 입지가 좋지 않아 불편하기 때문이라

는 의견이 31%, 관행상 15%, 노동력 부족과 다른 처리 방법이 없음이 각각 10%로 나타났음.

 ▶ 폐비닐의 특성상 수거 후 부피와 무게 등 운반과 이동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또한 농촌 노

동력의 고령화와 여성화 등 사회경제적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영농폐기물의 관리가 취약한 것은 보관장소 부재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것이 원인임.

영농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

 ▶ 플라스틱 농약 빈병의 경제성 분석 결과,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은 569,799원/톤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수치로서 만일 사적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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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은 77,561원/톤에 불과함. 플라스틱 농약 빈병의 재활용량 평균 수치인 2,552톤(발생 개수

를 무게로 환산)을 기준으로 할 때 플라스틱 농약 빈병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약 14.5

억 원이며 현재와 유사한 재활용 실적과 기술수준이 30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연간 5.5% 할

인율을 적용하면 총 사회적 편익의 가치(NPV)는 211억 원임.

 ▶ 폐비닐(LDPE)의 경제성 분석 결과 재활용으로 인한 순편익은 579,748원/톤으로 사회적인 비용

과 편익을 고려한 수치이며 사적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할 경우 편익은 84,543원/톤임. 최근 

HDPE에 대한 평균 재활용량은 88,466톤이므로 이를 기준한 LDPE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순

편익은 연간 약 510억 원임. 또한 향후 30년간 사회적 편익의 현재가치는(NPV)는 7,400억 원 

수준임.

<영농폐기물 재활용의 비용과 편익>

항목 세부항목
비용/편익(원/톤)

폐비닐(LDPE) 농약용기

사적 비용
재활용 수집비용(A) 52,000 52,000

재활용 공정비용(B) 258,457 270,439

사회적 비용 환경비용(C) 21,208 36,284

총 비용(D=A+B+C) 331,665 358,723

사적 편익 재활용품 판매수입(E) 395,000 400,000

사회적 편익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액(F) 184,136 184,136

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G)

수집비용 52,000 52,000

매립비용 180,000 180,000

수집과정 환경비용 21,208 36,284

매립과정 환경비용 79,069 76,069

총 편익(H=E+F+G) 911,413 928,489

순 편익(H-D) 579,748 569,766

<요약 및 시사점 1> 영농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개선 방안

 ▶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 보관하며 수거하기가 용이하도록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대하고, 그 위치

와 보관 및 처리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수거장려금 및 영농

폐기물 관리 및 수거 체계 등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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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와 여성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철거와 회수 등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여 이

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환경공단 관리와 처리업무를 강화하고 대 농

업인과 수거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활용품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등 실질적 혜택을 마련하고 재활용 완제품의 

가치와 효용성 등을 수요자들에게 홍보해야 함.

<요약 및 시사점 2>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 영농폐기물의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각 단체별 여건과 환경에 맞는 영농폐기

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생활폐기물 관리 및 시행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명문화하여야함. 각 지차제별 지

리적 여건과 농업환경 및 주작물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므로 여러 환경과 여건을 감안한 지역 

특색에 맞는 영농폐기물 관리와 처리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조례안 마련이 요구됨.

 ▶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영농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농업 

농촌의 주요한 과제이며, 자원순환사회와 지속가능 농업의 가치는 병행 확대될 개념이기 때문임.

서대석  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강창용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73 Email_cykang@krei.re.kr 
박영구  전문연구원 TEL_061-820-2270 Email_ygpark@krei.re.kr 
최진용  연구원 TEL_061-820-2065 Email_cjin8052@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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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박지연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년도)

이 연구에서는 직불제 실태를 살피고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주요 개편 방향은 ‘다원적 

기능’ 수행과 소득보전 중심 운영 근거 전환, 직불제 성격과 위상 명확화,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단위에서 재

생산 활동 촉진, 쌀변동직불제 개편, ‘다원적 기능’ 중심 직불제 운영 및 예산 규모 확대,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 등임.

연구 배경 및 목적

 ▶ 직접지불제(직불제)는 2016년 농식품부 예산 중 14.7%를 차지할 만큼 핵심 농정 수단으로 자리

매김했음. 

 ▶ 도입 근거는 가격지지 폐지·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 보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였음. 

여건 변화 속에서 근거·목적의 타당성과 정합성,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 연구의 목적은 1) 직불제 실태 분석과 농정 속에서의 위치 조망, 2) 직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과제 도출, 3) 향후 개편 방향 제시임. 

주요 쟁점

 ▶ 기존 쟁점을 1) ‘소득보전형’ 직불제의 유효성, 2) 생산중립성, 3) 구조조정 저해 효과, 4) ‘다원

적 기능’과 ‘공익형’ 직불제의 유효성, 5) 제도 설계, 6) 운영 방식의 효율성과 제약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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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가 농업·비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공급

수요

다원적
기능

소득
보전형
직불제

‘
’

공익형
직불제

‘
’

농가 의사결정

‘사회적 기대’

영농 활동 비상품(NCO)

공공재
(Public goods)

순수(Pure)
공공재

국지적(local)
공공재

positive

negative

외부효과
(externalities)

*결합성(jointness)

*약한 처분성
(weak disposability)

*약한 분리성
(weak separability)

상품(CO)

시장
실패

시장
존재

상품수요

P*

q*

‘소득보전형’ 직불제 효과 분석 (쟁점 1)

 ▶ 직불제의 소득보전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2003~2015년 동안 농가소득을 연평균 1.3%(전체 농

가)~4.2%(논벼 농가) 증가시켰음. 

 ▶ 자산 대비 수익(ROA), 운영 수익 마진(OPM)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직불제는 경영안정에 기여

하였으나, 10.0ha 이상 농가 경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 

 ▶ 1.5ha 미만 농가에 소득안전망 기능을 제공한 반면, 전반적으로 소득형평성을 저하시켰음. 

생산중립성 (쟁점 2)

 ▶ KREI-KASMO 모형을 이용하여 쌀변동직불제가 쌀 생산에 미친 영향을 사후평가 하였음. 분석 

결과, 생산연계성이 있으나 연도별 재배면적 증가분은 베이스라인 대비 1.9% 이내여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 목표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방식대로 운영했다면 목표가격 안정, 재정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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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2014/15 양곡연도 동안 목표가격은 139,225~163,121원/80kg으로 전망됨. 같은 기간 직불

제 발동 횟수도 실제 6회에서 0, 3회까지 줄어들고, 누적 재정지출은 2.52~3.1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였음.

 ▶ 농가수취가격과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쌀변동직불제 개

편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구조조정 저해 효과 (쟁점 3)

 ▶ 직불금 지급은 토지 임차료 인상에 일정 정도(할인율 적용하지 않을 때 임차료 대비 17.1~36.4%) 

영향을 미쳤으나, 이로 인한 지가 상승 영향은 미미함. 

 ▶ 직불제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함. 극단적으로 1ha 미만 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농활동을 제한하여도, 당초 기대한 규모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함. 

‘다원적 기능’과 ‘공익형’ 직불제의 유효성 (쟁점 4)

 ▶ 우리나라 여건상 ‘다원적 기능’을 규범적(수요 측면) 관점에서, 외부효과, 공공재, 시장실패 속성

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다원적 기능’의 지역 공공재(local public goods) 속성을 

고려하고 거버넌스와 연계하여야 함.

 ▶ 직불제는 ‘다원적 기능’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공공 부문 개입 방식(의무적 규제, 재정적·경제적 

유인 제공, 공공재·외부효과의 내부화)의 하나임. 농업·농촌이 사회 수요에 맞추어 기능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제적 유인을 주는 ‘사회적 계약’ 형태임. 

 ▶ 위의 논의를 토대로 친환경농업직불제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음.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005~2014년 동안 친환경농업 고정 자본(39.7~49.3%), 농가소득(5.4~16.3%), 친

환경농산물 생산량(5.5~16.8%)이 모두 감소하고, 농약·비료 사용량은 각각 5.8%, 0.5% 증가하

였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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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계 (쟁점 5, 6)

 ▶ 국민의식조사 분석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전통적 생산 기능에서 ‘소비가 이루어

지는 공간’ 또는 ‘다원적 기능’ 확대로 점차 이동하고 있음. 

 ▶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나, 공공 부문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낮음. 

 ▶ 개별 직불제 목적은 대부분 도입 당시에는 적절했으나, 여건 변화 속에서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

했다고 판단함. 

 ▶ 제도 설계 역시 여러 차례 개편을 하였지만 여전히 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 

 ▶ 사업 관리 단계에서는 주체 간 역할 분산에 따른 효율성 저하, 의무이행사항 준수 모니터링 미흡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성과지표는 직불제별 목적과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개편 방향

 ▶ (방향 1) 직불제 운영 근거 중 개방 피해 보상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원적 기능’ 

수행과 소득보전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함. 

<직불제 개편 방향과 비중 모식도>

 
개편

농업·농촌정책

직접지불제 외
정책

생산중립성 강화
소득효과 증대

운영 근거 전환
정책 수단 조정

거버넌스

재정적 유인 제공
‘다원적 기능’강화

직접지불제

소득
보전형

(생산연계)

‘
’

‘공익형’

공익형+
소득보전형
(생산중립)

‘
’

현행
농업·농촌정책

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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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 2) 직불제 성격과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함. 

   ● ‘다원적 기능’ 제공 유인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소득보전을 실시함. 동시에 의무이행사항을 강화하여 

영농방식 등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함(정책수단 조정 + 재정적 유인 제공).

   ● 넓은 의미의 직불제뿐만 아니라 현행 직불제를 대상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적절

한 부분은 조정해야 함. 

 ▶ (방향 3) 소득보전을 수단(방향 2)이자 목적으로 삼고, 효과를 강화하여, 농가 단위에서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방향 4) 쌀변동직불제 개편은 불가피함. 

   ● 쌀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제로 통합, 생산 비연계와 품목 비연계 방식 검토, 목표가격 산정 방식 현실화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방향 5)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직불제를 운영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함. 

   ● 사회적 기대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나, 거버넌스 체계 정비, 의무이행사항 구체화 등이 필요하므로 중장

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 (방향 6) 개편 방향을 수립한 뒤 세부 제도 설계를 실시함. 소득보전 효과 강화 및 형평성 개선, 

의무이행사항 실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춤. 

   ● 세부 방안은 2년차 연구에서 수행할 예정임. 

 ▶ (방향 7) 소득보전 효과를 유지하면서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재편하고자 

한다면 예산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개편 방안에 따른 재정 소요 추정은 2년차 연구에서 수행할 예정임. 

 ▶ (방향 8) 직불제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

성해야 함. 

   ● 생산자, 전문가, 비농업 부문 관계자, 정책 결정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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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 

 

주요 쟁점

소득보전 효과 미흡

공익형 직불제 낮은 비중

직불제 간 역할 관계 불분명

생산중립성 저해

낮은 운영 효율성

개편 방향

이해집단 의견 수렴 및 조율, 공감대 형성

개편
방안
제시

소요
예산
추정

직불제의 당위성 - 다원적 기능(목적) + 소득보전(목적&수단)

- 시행절차 개선 및 간소화

- 소득효과 증대
- 형평성 개선(면적비례 방식 개편)

- ‘공익형’직불제 중심으로 운영
- 거버넌스 체계 정비, 프로그램화 검토

- ‘소득보전형’,‘공익형’분류 재편
- 새로운 기준에 따라 통합, 재편

- 대안검토(고정직불제화, 생산비연계 vs.
품목비연계, 목표가격 현실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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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심재헌, 정도채, 유은영, 이정해

농업·농촌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기초 연구
(2/2차년도)

농업·농촌 정책 분야의 공간정보의 활용성 증대 및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파트너십,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

업·농촌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였음. 국가공간정보기반 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농

촌 분야 특성을 지닌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농업농촌 공간정보 표준체

계 구축', '활용 유통체계 구축 및 강화', '조직체계 정비 및 파트너십 확대·강화', '법제도 기반 강화' 측면에서 세

부적인 전략을 제시함.

연구 배경

 ▶ 경제적·사회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되어 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는 농

업·농촌 정책 과정에서 과학적·합리적 농정 추진은 중요한 정책 목표임. 

 ▶ 공간정보는 기존 통계자료보다 효율적으로 다변화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다양한 공간정보가 생산되었음.

 ▶ 하지만 현재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의 경우 정책 현장과의 연계성이 떨

어지고, 유사 자료 간 일관성이 낮아 자료의 신뢰도와 실용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1차년도 연구 결과에서는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지만 제한적인 데이터 제공, 활용 역량 부

족, 공간자료 구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에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167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중

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문헌 및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체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

업·농촌 통합 공간정보인프라(ASDI)의 위상과 역할을 설정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파악된 공간정보 분야의 문제점을 농업·농촌 분야 공간정보 현황과 비교

하여 공간정보 활용의 제약요인 및 개선 요인 등을 파악함. 

   ● 농업·농촌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자료를 협조 받아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시스템 담당자

와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농업·농촌 분야 공간정보 활용의 문제점을 파악함.

 ▶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농업·농촌 분야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공간정보를 도출하고 이들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추진체계에 대한 방안을 전문 GIS 컨설팅 업체와 연계하

여 협동 연구를 수행함.

농업·농촌 공간정보 실태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범정부적 공간정보기반인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구축, 운영 중임.

   ● 그러나 NSDI는 그 체계와 위상 설정이 모호하고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으로부터 자료의 수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어 공간정보의 중복 생산, 불일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농업·농촌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다각도로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공간정보서

비스, 정보의 공동 활용, 법제도 및 정책 등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나타나 공간정보

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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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간정보 실태>

▶ 국가기본공간정보(지형, 지적 등)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경로와 버전의 자료가 존재

▶ 서비스 배경지도(Background)의 통일성 결여→서비스 기본도의 통일 필요
(1st:국토부 오픈플랫폼 V-world, 2nd: 민간서비스 지도-네이버, 다음, 구글 등)

▶ 다양한 Map Projection존재-지리적 참조의 문제, 2차원 좌표계와 3차원 좌표계(WGS84/GRS80)의 혼용

▶ 개별적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별 UI/UX가 혼재되어 사용자 혼란과 불편 초래→농림부 공간정보 기반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필요(별첨, 산림청 사례)

▶ 정보시스템별로 구축시점이 상이하여 낮은 버전의 웹 서비스로 구현된 사례가 존치되고 있음

▶ 공간정보의 공유 및 개방에 대한 대응 미진→공간정보서비스 엔진의 표준(OGC)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

▶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이 웹서비스 연계(API)를 통한 자료공유 및 연계가 불가능한 구조로 구현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WEB을 통한 자료공개 수준은 미흡

▶ 구축시기가 오래되거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현업에서 활용수준이 낮음

▶ 기구축한 공간정보 생산의 기준이 축적별로 상이하여 자료의 중첩 등의 어려움

▶ 농림부 차원에서의 농업농촌 공간정보기반의 구축에 관한 근거 등 관련 법규 개선이 필요

▶ 개별 업무 및 시스템별 정보의 구축근거와 체계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보완 필요

▶ 공간정보 공통 활용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기반 마련을 통해 농장 선진화 지원체계 준비

▶ 타부처 및 기관간 정보교류를 위한 총괄조정기능 미진

▶ 예산절감 및 자료 중복구축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간 자료 공동활용체계 마련

공간정보
서비스 관점

정보의
공동활용 관점

법제도 및
정책 관점

농업·농촌 정책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가능성

 ▶ 농업·농촌 분야에서 운용되고 있는 스마트팜맵,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토

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지정보시스템,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

템, 산림정보시스템(FGIS) 등의 공간정보시스템의 DB 내용과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

행지침서』 상 사업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정책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공간정보

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함.

   ● 농업 정책 관련 다양한 직무에서 공간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 다만 농촌관련 공간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

악되었음.

농업·농촌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정보화 과제

 ▶ 농업·농촌 공간정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정보화 과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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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간정보 관련 이슈 및 정보화 과제>

농업농촌 공간정보의 현안 이슈 점검 정보화 과제

▶ 농업농촌 공간정보의 공유 및 개방에 대한 대응
▶ 표준체계 미비로 유관기관간 자료 공유 및 연계
▶ 국가적 공간정보 융합 및 통합 정책에 따른 대응
▶ 기구축자료의 고도화 및 서비스표준화 정비

▶ 농업농촌 통합공간정보인프라 및 구축 근거 보완
▶ 공간정보의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서비스 표준 및 호환성을 고려한 정보관리 필요
▶ 타부처 및 기관간 정보교류를 위한 총괄조정기능

▶ 국가기본공간정보 활용에 있어 다양한 중복자료 존재
▶ 개별적 서비스 구축으로 통일된 UI/UX정비 필요
▶ 정보시스템별 구축시점 및 서비스 수준 저하

정보의
공동활용 관점

법제도 및
정책 관점

공간정보
서비스 관점

농업농촌 공간정보기반(ASDI)구축

공간정보 통합인프라 구축

농업농촌 공간정보 표준체계 구축

활용 유통체계 구축 및 강화

조직체계 정비 및 파트너십 확대 강화

법제도 기반 강화

농업·농촌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목표 모델

 ▶ ASDI는 수직적으로는 글로벌-국가-지역의 체계를 지니되 수평적으로는 농업·농촌 주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체계로 구성

   ●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대국민 소통 체계, 스마트농정 기반의 의사결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ASDI의 목표임.

<NSDI와 ASDI의 관계 설정>

 ▶  ASDI는 산재되어 있던 농업·농촌 공간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별시스템과의 유기적

인 자료 연동이 가능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체계가 구현되는 모

습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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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활용을 위해 농업·농촌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가 연계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

축하도록 하며, 국가공간정보체계와의 일관된 연동체계를 마련하도록 목표 모델을 설정함. 

<ASDI의 목표 모델>

 

추진 전략별 세부 과제

 ▶ 추진 전략 1: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공간정보 플랫폼 개념을 적용한 농업·농촌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patial Data Warehouse) 구축을 위

하여 공간정보 DB설계, 기본공간정보 설정, 농정기초통계 구역의 설정 방안 등을 제시

 

 ▶ 추진 전략 2: 농업·농촌 공간정보 표준체계 구축

   ● 농업·농촌 공간정보 표준체계의 기반표준 및 적용표준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공간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표준 지침을 제시

 ▶ 추진 전략 3: 활용·유통체계 구축 및 강화

   ●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국가농림지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유통과 활용성 강화를 위해 ASDI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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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방안을 제안함. 또한 ASDI에 표준프레임워크 도입을 제시하여 활용 및 유통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

안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NSDI와 연계 방안을 제안

 ▶  추진 전략 4: 조직체계 정비 및 파트너십 확대·강화

   ● 공간정보 통합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함. 또한 농

업·농촌 분야 공간정보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체계를 제시

 ▶ 추진 전략 5: 법제도 개선

   ● ASDI의 구축, 활용, 관리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농

지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의 개선 사항을 제시

ASDI 구축 로드맵

 ▶ ASDI 구축 단계를 농업·농촌 공간정보기반의 기획 및 기초조사 단계, 농업·농촌 공간정보시스

템 간 순차적 연계, 농업·농촌 통합공간정보 기반 구축, 통합공간정보 인프라 중심의 지식생태계 

구축으로 나누고 5대 추진 전략별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 단계별 주체 역할을 제시함.

<ASDI의 구축 로드맵> 

농업·농촌 공간정보기반
기획 및 기초 조사

농업·농촌 정보시스템
순차적 연계·통합

농업농촌
공간정보기반 구축

통합공간정보인프라
지식 생태계 활성화

농업농촌 공간정보
기반 모델 도출

ASDI
추진체계 구축

ASDI 운영 및
정책 활용도 제고

ASDI 중심의 지식
네트워크 활성화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반연구 추진

●  국가공간정보 기반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표준체계 구상

●  농업·농촌 공간정보
구축·활용 가이드 작성

●  농업·농촌 공간정보
메타데이터 구축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기관
간 협력 정례화
(협의체 운영 등)

●  농업·농촌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근거 마련(법 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  농업·농촌 통합 DB구축
및 기본공간정보 설정

●  농업·농촌 통합 공간
정보인프라 연계활용을
위한 지침 개발

●  농업·농촌 공간정보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  농업,농촌 공간정보
전담조직 설립 기획

●  유관기관 및 관련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공간정보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농업·농촌 공간정보
기반의 서비스 R&D

●  농업·농촌 공간정보활용
서비스 모델 표준 개발

●  농업·농촌 공간정의
대국민 서비스 체계
효율화

●  공간정보 이용자 커뮤니티
활성화

●  농업·농촌 공간정보의
민간 부문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농정기초통계구 설정

●  농업·농촌 공간정보
표준체계 적용

●  농업·농촌 공간정보
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농업농촌공간정보센터
설립

●  농업·농촌 공간정보
기반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유통 관련 지침
개발·적용

농업농촌
통합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표준체계 구축

유통체계
구축·강화

파트너쉽
확대·강화

법제도
기반 강화

단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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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 공간정보 정책 수립

 ▶ 공간정보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나 이를 구축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

서 기 구축된 공간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맥

락에서 ASDI의 구축은 공간정보의 활용성 및 효용성 증대와 농업·농촌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효용성을 지닌 ASDI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는 공간

정보 정책에 대한 비전 및 추진 방향을 정립하여야 하고,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정

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연구 관련 문의

심재헌  연구위원 TEL_061-820-2196 Email_jhsim@krei.re.kr 
정도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7 Email_dcchung@krei.re.kr 
유은영  연구원 TEL_061-820-2290 Email_wordtime84@krei.re.kr 
이정해  연구원 TEL_061-820-2078 Email_junghae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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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분야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자: 김경필, 구자춘, 안현진, 한정훈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모델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내 농

림업분야도 정책부문과 산업현장, 연구과제 수행에 빅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타 산업분야 및 외국 활

용사례에 비해서는 초기 단계임. 본 연구는 농림업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실태 파악, 국내외 활용사례 분석,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빅데이터 분석의 성공가능성 제고, 빅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활용도 제고 방안은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함.

연구 배경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

용한 사업모델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농림업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장

기적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단계까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 농림업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임. 활용

할 수 있는 빅데이터도 거의 없는 실정임. 반면, 타 산업분야에서는 교통, 의료, 마케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토양 및 기후 데이터를 활용

한 생산량 예측, 일본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해예측 시스템 구축, 식물공장 운영 등의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타 산업분야와 외국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농림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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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도 이에 견주어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 농림업분야의 빅데

이터 활용 현황 및 실태 파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 방법

 ▶ 관련문헌 및 자료조사, 온라인 검색, 전문가자문, 전문가원고위탁을 통해 국내 농림업 및 타 산

업분야, 해외(미국, 일본)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함. 

 ▶ 지표별 평가를 통해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유형화하고, 외국사례 대비 국내 빅데이터 활

용 수준을 진단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

 ▶ 농림업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 농업정보전문가, 산업체, 정책

담당자 등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수요부문 및 전망부문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Ordered Logit 모형 추정을 통해 빅데이터 잠재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

 ▶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농림업분야 빅데이터 분석의 제약 및 개선사항, 빅데이터 수요 및 전망 

내용, 활용사례 심층분석,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을 도출함.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실태

 ▶ 우리나라는 기후, 생산량, 가격 등의 정형데이터와 SNS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하고 있

지만, 센서, 드론, 위성 등을 활용하여 수집한 이미지데이터의 생성 및 구축은 미미한 수준임.

 ▶ 농업정보 담당자들에게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빅데이터 분석

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38.0%에 불과함.

 ▶ 빅데이터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자

료수집 측면에서 가장 많았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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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자료(수집/분석/활용성과) 만족도>

 

8.1

6.8

4.1

24.3

32.4

44.6

24.3

17.6

12.2

32.4

36.5

31.1

6.8

2.7

2.7

4.1

4.1

5.4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다소 불만족스러웠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모름 무응답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활용 성과

2.8점

5점 평균

3.0점

3.1점

 ▶ 빅데이터 활용의 주요 제약요인은 1) 데이터 품질의 신뢰도가 낮은 점, 2) 데이터가 부족하고 수

집이 어렵다는 점, 3)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임. 

 ▶ 국내 농림업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목표를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활용시스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농컨설팅, 수확량정보, 생산이력, 환경관리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충분햔 양의 데이터 축적이 요구됨.

   ● 생성되는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축적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함.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사례 분석

 ▶ 빅데이터 활용사례 내용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만한 사례는 한국이 가장 많은 반면, 미국과 일본

은 사업체(비즈니스) 측면에서 활용할 만한 사례가 많았음.

 ▶ 한국의 농림업분야 활용사례는 소비(안전성)부문이 많은 반면 생산부문 사례는 적었고, 미국과 

일본은 생산부문 활용사례가 많았음. 국내 농림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사례 중 마케팅 성과제고를 

위한 사례는 적은 편임.

 ▶ 분석자료의 형태 측면에서는 정형데이터를 활용한 비율이 국가별로 차별성 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타 산업분야의 활용사례들이 국내 농림업분야에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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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 전망

 ▶ 설문조사 결과 농림업분야에서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생산분야

(47.0%)이며, 향후 농림업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도 생산

분야(43.6%)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빅데이터 분석 시 획득하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는 ‘생산량 예측정보(32.1%)’, ‘국내 소비동향 정보

(14.5%)’, ‘병충해 징후 정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가장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분야는 예측

분야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고, 현황분야(25.6%), 진단분야(21.7%)의 순으로 나타남.

<빅데이터 활용수요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석 분야>

 

예측 분야
52.7

현황 분야
25.6

진단 분야
21.7

 ▶ 농림업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 유형은 ‘데이터 용량

이 큰 데이터(40.3%)’, ‘공공데이터+기초통계데이터+웹데이터 등 결합분석용 데이터(35.8%)’, 

‘공공데이터+기초통계데이터(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 자료수집 결합, 분석 서비스에 대한 유료이용 의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음.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자료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이 각각 26.5%로 나타남.

 ▶ 빅데이터 활용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빅데이터 분야 업무경력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아직까지 농림업분야에서 빅데이터 이용은 보편적인 방

식이라기보다는 일부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활용

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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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업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빅데이터 활용이 미래 농림업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

로 전망함.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급예측 정확도 제고’와 ‘생산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품목류는 생산과 유통부문에서는 ‘과채류’, 소비부문에

서는 ‘축산물’로 나타남.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은 1)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2) 빅데이터 분

석의 성공가능성 제고, 3)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지원의 전문성 강화, 4)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

제 구분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빅데이터 활용제약 유형 및 개선사항>

유형 활용 제약 개선사항

유형 Ⅰ

■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자료수집이 어려움

■  정부가 주도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개인별  
 일련번호 부여 후 제공

■  시·군·구 등 일정 범위의 행정단위별 정보 제공
■  자료가 있지만 활용에 필요한 형태로 수집하기  
 어려움

■  데이터 사용자과 공급자 간에 정부조정 역할 필요 

유형 Ⅱ
■  빅데이터 분석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잘 모름 

■  빅데이터 자료수집 및 분석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운영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은 빅데이터 활용교육 및 홍보 확대, 빅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 제공,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사례 벤치마킹 필요로 구분하여 제시함. 빅데

이터 분석의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 공개 및 공유확대,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활

용제약 유형별 개선을, 빅데이터 활용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빅데이터 활용 관련기

관별 역할을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함.

요약 및 시사점

 ▶ 빅데이터 분석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개 및 공유 확대, 데이터 품질개선, 

데이터 활용제약 사항을 해결해야 함. 자료수집은 정부의 협조하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여 제

공·활용하거나 개별적 접근보다는 협회나 생산자 단체와 연계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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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들은 빅데이터 분석의 특성상 정부 등 특정 주체만으로 개선하기는 매

우 힘든 일임.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민관기관이 협력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성과를 높여야 함.

   ● 정부의 역할은 빅데이터 활용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데이터 공개 및 공유범위 확대를 위한 제

도개선, 빅데이터 표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관리, 빅데이터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전반

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농림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해야 함. 농림업분야의 데이터는 타 산업분야와 달리 품질속성과 균일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농림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은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구축과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지침마련,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보

유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역할이 요구됨. 

 ▶ 농림업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과 외국의 빅데이터 활용동향을 면밀

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활용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

는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2 Email_kkphil@krei.re.kr 
구자춘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3 Email_selenium78@krei.re.kr
안현진  부연구위원 TEL_061-820-2375 Email_hjan713@krei.re.kr 
한정훈  연구원 TEL_061-820-2109 Email_madam4007@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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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청년 실업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농산업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고용 흡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

년 인력의 유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증대는 농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농산업분야의 일자리 현황, 청

년 고용 실태, 요구 분석 등을 바탕으로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배경

 ▶ 2016년 초 발표된 ‘2015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0년대 말 통

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음. 

 ▶ 농산업분야는 고용 흡수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

산성은 낮지만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음.

 ▶ 또한 농산업분야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필요로 함.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의 인력육성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농산업분야의 일자리 현황과 청년 고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농산업분야 청

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업 생산 부문 외 후방산업, 전방산업, 서비스 산업의 실태(고용 현황과 전망, 수요와 공급)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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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관련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 관련 이론(전통적 이론과 이행노동시장 이론), 청년 고용 정책 

및 법 등에 대해 검토함.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농산업분야별(농업 생산, 전방산업, 후방산업, 서비스산업 등) 

고용 현황을 추산함.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5)를 활용하여 청년 고용의 질을 분석함. 한

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4)자료 등을 활용하여 향후 5년 및 10년 후 고용 구조 

변화를 전망함.

 ▶ 농산업분야 청년 인력 수요 및 공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산업체 경영주(인사담당자) 및 근

로자 설문조사, 농업계 학교(농고 및 농대) 및 대학생 설문조사, 농산업체 사례 조사 및 면담, 농

산업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고용 관련 이론

 ▶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개인의 생애과정에 걸친 결정적 이행을 교육훈련과 고용 간 이행, 고용관

계 간의 이행, 고용과 가사활동 간 이행, 고용과 실업 간 이행, 고용과 은퇴 간 이행으로 구분함. 

<이행노동시장 이론>

소득지원

교육
·
훈련

은퇴
·
장애

실업

소득안정

소득지원

소득유지

노동시장

소득
대체

소득
역량

 ▶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과 달리 실업을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으로 보기보

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봄. 청년 고용의 구조적 완충장치를 제안하고, 이에 국가가 주도적

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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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 개인 위주의 고용 정책들이 주가 되고, 사회통합 및 거버넌스와 같은 사회·구조적 정책이 미비

함. 또한 부처 간, 부처 내, 부서간 협의체 역할이 미흡함.

 ▶ 상당수 정책이 기존 투자 중심의 산업 정책에 고용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

책의 재조합 수준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미비함.

 ▶ 영농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이행 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예: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현장의 호응도는 높지만, 정책 지원 대상이 적

고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함.

농산업 고용 현황과 전망

 ▶ 농산업 종사인구는 4백만 명 수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17% 수준임.

   ● 생산성 증가에 따라 취업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대비 2배 가량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 인력변화 전망과 기존 종사자의 은퇴를 고려하여 볼 때, 농산업분야에 향후 필요인력(고용

창출가능인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까지 61만 명, 2023년까지 116만 명 수준임.

<농산업분야 고용 창출 규모 추정> 

   단위: 천 명

산업 부문
은퇴 예상 인력 고용 창출 규모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농림 생산(A) 419 626 303 611 

농림 서비스(B) 11 25 14 29 

농림 투입재(C) 2 6 -1 5 

농림식품 가공(D) 38 77 55 98 

외식(E) 129 304 160 336 

농림 유통(F) 38 68 76 80 

농산업 전체 636 1,106 607 1,159 

주: 은퇴 예상인력은 종사자 은퇴연령을 65세(단 농림 생산 부문은 75세)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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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청년 인력 수요

 ▶ 농산업분야 고용의 질: 고용 안정성, 임금과 근로시간, 직무 적절성 및 자기 개발, 복리후생 등을 

분석함.

   ● 농산업 근로자 다수는 정규직 형태로 일함. 근무연수가 길지 않고 이직이 잦음. 낮은 임금, 긴 근무시간, 

학교 전공과의 낮은 관련성, 학력-기술 미스매치, 적은 자기개발 기회, 미흡한 제반 복지여건 등에 기인함. 

 ▶ 농산업분야 신규 인력 수요: 신규 인력 채용의 필요성, 채용 분야, 채용 방식과 애로사항 등에 대

해 농산업체 경영주(인사담당자) 조사결과를 분석함.

   ● 최근 3년간 농산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8.6명이고 이들 대다수가 30대 이하 청년 세대임. 신규 인

력은 현재 전공에 구애를 받지 않는 고졸 수준의 생산직을 요구함. 신규 채용은 대부분 공채나 개인 네트

워크을 이용함. 인턴 후 채용, 교육기관과의 연계 채용 비중은 매우 낮음.

 ▶ 농산업분야별 인력 수요 특성: 농업생산, 투입재산업, 식품산업, 농림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관련 

통계, 사례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분석함. 

   ● 농기계, 농약 분야 등은 인력 수요가 꾸준하지만, 학교의 관련 전공들이 없어지거나 통합되면서 산업 현장

과의 인적 연계가 매우 느슨한 상황이어서 저숙련 채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음.

   ● 창업이 활발한 외식산업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나 컨설팅 없이 취·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폐업률이 높아짐.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실태

 ▶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계 학교를 분석함.

<졸업생 취업현황(2015)> 

단위: 명(%)

구분 졸업생 진학자
취업자

영농·창업 동일계열 기타분야 소계

농고 7,559 2,666 (35.3) 104 (1.4) 1,324 (17.5) 1,495 (19.8) 2,923 (38.7)

농대 6,195 765 (12.3) 467 (7.5) 1,471 (23.7) 1,147 (18.5) 3,085 (49.8)

 ▶ 농산업 진로의향과 관련 요인

   ●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산업분야 진출 의향은 농고생 42.2%, 농대생 73.8%, 일반계 대학생도 30.4%

임. 관련 요인은 농산업분야 능동적 경험, 부모님의 농산업에 대한 인식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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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농산업분야 진로 의향> 

 

비농산업분야 영농분야 후방산업 식품가공 외식 식품유통 농림서비스 기타 농관련

69.6%

57.8%

26.2

2.8%4.0%

10.0%

3.4%

24.5%

14.0%

3.6%

12.6%
13.4%

7.6%

0.2%
4.2% 3.4%

0.0%
2.4

9.6%

0.0%

30.2%

0.0%
0.1%

0.04%

일반대학 농고 농대

 ▶ 농산업 청년 공급 실태에 대한 요구로 농업계 학교에서는 분야별 학교를 통한 신규 인력의 체계

적 육성, 전문인력 정보 알선 체계화, 지역별 거버넌스 활성화, 산학협력 강화, 인력채용 경영지

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농산업 취·창업자 인터뷰를 통해 진로 경로를 분석함. 농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농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경험이 중요함. 

 ▶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우수 사례를 제시함.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맞춤형 교육 운영 및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률 100%에 가까움), 한국치즈과학고(지자체

의 협력 및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채용 확대), 원광대학교(농식품인력 육성을 위한 단과대학 특성화)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 농산업 고용 정책 추진체계 구축

   ● 현재 부재한 농림부 내 농산업 인력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함.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고용 관련 업무를 

농산업인력과(안)로 합칠 필요가 있으며, 조직 구성 후에 타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함. 

   ● 농산업분야에 특화된 고용 관련 통계와 장기 추적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축해야 함. 또한 일자리 정보제공

체계(일자리 정보포털 확대·개편)를 마련해야 함. 

   ● 지역별 농산업 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함. 관련 행정기관과 중간지원기구(고용센터, 중소기업청, 상

공회의소, TP 등)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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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농산업분야별 협회 활성화를 통해 고용 촉진활동을 전개함. 또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사

업을 참조하여 관련 협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산업 고용의 질 개선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마련을 위해 적절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함. 

   ● 여가시간,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 등 제반 복지여건을 제대로 확충해야 함.

 ▶ 학교와 농산업체 간 산학협력 활성화

   ● 농산업체가 주도하여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학생을 지원, 선발, 교육·훈련시키며 

고용과 직접 연계됨.

   ● 농고에 취업지원관, 산업체 우수강사 등의 산학협력 전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농대에 농산업 전 영역에 대한 농학교육 혁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산업분야로의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비 청년 인력들에게 보급하여 농산업분야로의 진입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산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학생, 요즘 늘어나고 있는 40대 이하 청년 귀농자를 위해 농산업 교육패키

지사업과 농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안함.

마상진  연구위원 TEL_061-820-2258 Email_msj@krei.re.kr 
허주녕  전문연구원 TEL_061-820-2171 Email_knuhjn@krei.re.kr 
김경인  연구원 TEL_061-820-2032 Email_kikim@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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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 방향(1/2차년도)

연구자: 김병률, 전창곤, 박성진, 채상현

농산물 유통은 각 나라·지역의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 추진 수준 등 성립 조건에 따라 현상적인 동향

이나 실태가 다르게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을 비교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1차년도에는 농산

물 산지유통을 중점적으로 생산자 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을 비교·분석

하여 한국의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일본의 정교하고 발전된 공동계산제 방

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고, 가급적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체제에 농민들을 적극 유

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세한 지역농협 단위의 공동판매를 지양하고 전문화되고 규모화된 연합판매방식의 기업적 

마케팅을 추구해야 함. 출하 집중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발휘해야 하며, 생산자조직에 유리한 예약거래, 예약출하 

등 거래가격과 거래물량이 안정적인 거래방식을 추구해야 함. 유럽 협동조합의 기업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규모 

있고 전문화된 기업적 상품화와 브랜드화, 마케팅전략 수립을 강구해야 함. 농산물 직거래는 가격, 품질 측면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증진 이외에도 도농상생, 지역농업 발전,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촉진, 고령·영세 소농의 판

로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 배경

 ▶ 한국의 농산물 유통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현대화된 산지 유통센터(APC)

와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도매물류센터, 직거래 시설 등 획기적인 하드웨어 기반을 갖추

고,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수집·분산 체계 구축과 산지·대형유통업체 간 직거래 등 경로를 다

양화하며 발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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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 문제의 핵심으로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

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농산물 유통은 각 나라·지역의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 추진 수준 등 성립 조건에 따

라 현상적인 동향이나 실태가 동일하다 할 수 없음. 따라서 농산물 산지·도매·소매유통, 협동조

합유통, 직거래, 거래제도 등에 대하여 비교국가 유통의 현상 및 성립조건 등 비교를 통해 분석

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농산물 유통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 1차년도 연구로, 본 보고서에서는 

산지유통주체인 생산자 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 및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을 

비교하였음. 

 ▶ 또한 생산자 조직과 소비지 도매시장, 소매유통기구와의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등을 비교 분석하

였음.

 ▶ 비교 대상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이며, 

비교 품목은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청과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각국의 산지유통체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

사하였으며,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음. 

 ▶ 주요 품목의 유통마진, 거래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국가별 연

구 자료 및 방법론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일·중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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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경로구조와 산지유통체계 비교

 ▶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산지의 협동조합, 산지유통인 출하, 도매시장 중심 도매유통, 대형유

통업체 중심의 유통경로 구조임.

<한국의 농산물 유통 체계>

 
산 지

생산자조직
(농협,영농법인)

농-소 직거래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일반소매점
(슈퍼, 식료품점)

대형할인점
(농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역할인점)

소매업체·물류센터
(농협, 대형유통업체)

급식·요식업체

생협

재래시장

생
산
자

소
비
자

도매단계 소매단계

가공업체

 ▶ 일본의 협동조합과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제국시대부터 도시의 농산물 수요에 계

획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산지의 출하 조직화와 소비지 대량 수집·분산기구인 도매시장을 중심

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농산물, 특히 채소의 생산 증대와 신속하게 전국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생산부문에서 ‘채림자공정(채소 장바구니 프로젝트)’에 의한 증산, 유통부문에서 영세농의 생산

물을 효과적으로 수집·분산할 수 있는 용두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농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단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유럽의 농산물 유통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이 기저에 깔려 있고, 중간상들의 횡포에 대항해 

거래교섭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협동조합으로 출하 일원화가 추진되어 현재에 이름.

 ▶ 미국의 청과물 유통은 한국,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대규모 기업

농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통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민간유통기업에서 산지유

통을 담당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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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농산물 유통단계, 유통주체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시사점>

주요 유통단계 유통주체 변화 역사적 배경 시사점

일
본

3단계 
협동조합
→도매시장
→소매점

-농협 중심 산지유통
- 도매시장 중심 도매유통
(도매법인-중도매회사)

* 최근 법인체, 대농유통 증가

- 제국시대 도시수요 대응 생
산, 출하체계 조성

-’55년부터 위탁 추진
- 야채가격안정제도의 농협-
도매시장 유통 연계 공고화

-수요대응 공급체계
- 생산자조직 중심 출하 
의무화

- 출하와 농가 지원제도
의 연계효과

중
국

4~5단계 
용두기업, 수집상
→산지도매시장
→반출상
→도시도매시장
→소매점

- 상인(수집, 반출) 중심 
산지유통

- 90년대 후반 용두기업 
비중 증가

- 도매시장 중심 유통 정착

- 1978년 개혁개방 후 ’90년
대 후반 이후 용두기업 중심 
산지개혁

- ’80년대 이후 도매시장 중
심 대량유통체계 확립

- 영세농과 산지기업의 
수직적 통합 유통

유
럽

3단계 
협동조합
→ 도매시장, 도매물류센터
→소매점

-농협중심 산지유통 장악
-협동조합의 기업화

- 중간상 횡포에 대응한 농가
의 협동조합 중심 공동판매
제도화(채소 산지경매)

- 협동조합 마케팅 기업화(과일)

- 거래교섭력 강화 위한 
출하일원화 제도화

- 협동조합 판매 기업적 
경영

미
국

2~3단계 
산지민간유통기업, 협동
조합
→도매상, 소매업체

-산지 민간패커 중심 유통
- 산지와 도매주체 기업 
간 거래

- 대규모농업에 의한 기업적 
생산, 출하, 거래

- 거래교섭력 대응거래 
규모화, 기업화

한
국

2~3단계 
협동조합, 수집상, 영농법인
→도매시장
→소매

- 수집상의 법인화, 법인
유통 증가

-시장도매인 출현

- 협동조합 판매 취약성 지속
- 개별 수집상 감소와 법인 
거래 요구

- 위탁도매상 관행 잠재

-협동조합 산지유통
-거래교섭력
-유통 기업화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 및 공동계산시스템 비교

 ▶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가 50% 정도 수준이나, 농민 명의의 농산물을 단순히 수

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많고, 공동계산제가 아닌 개별농가 단위로 정산하는 등 진

정한 공동출하체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이미 1950~60년대 이후 철저히 공동선별과 공동계산제를 추진하는 형태이며, 농가의 

80~90% 이상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출하함으로써 소비지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에서 거래교섭력이 강함. 

 ▶ 유럽의 경우 채소 품목은 산지 협동조합에서 출하창구 일원화로 경매를 통해 중간상인들에게 판

매하고, 과일은 협동조합 기업을 통해 대형화, 규모화, 전문화된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어 거래

교섭력과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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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조직의 소비지시장 출하체계와 거래방식 비교

 ▶ 일본은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공동판매를 주로 도매시장 중심으로 계통출하하고 있음. 

   ● 도매시장 중심의 소비지 출하는 출하 집중을 통한 거래교섭력 강화 측면도 있으며,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안전성, 사무절차 용이함과 희망물량 전량 출하, 과잉 생산 시 판로확보 등 유리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대형소매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전략에 따라 산지의 생산자조직들이 대형소매점 바

이어의 개별적인 벤더로 납품하고 있어 거래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짐.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유통 비교

 ▶ 일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산지소, 로

컬푸드, 관광농업 활성화 등 다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경우도 농산물 유통의 관점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취약계층의 식품지원 관점에서 법령과 

정책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 직거래는 주류 유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농의 판로확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농교류 증진,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발

전해 왔음.



19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요약집
2016

<요약 및 시사점>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국제비교와 시사점

 ▶ 우리나라의 공동판매 비율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농가들이 공

동판매에 제도적 또는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임.

 ▶ 일본의 정교하고 발전된 공동계산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

고, 가급적 생산자조직의 공동판매체제에 농민들을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영세한 지역농협 단위의 공동판매를 지양하고, 전문화·규모화된 연합판매방식의 기업적 마케팅

을 추구해야 함.

 ▶ 산지출하조직의 소비지시장 출하는 출하 집중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발휘해야 하며, 생산자조

직에 유리한 예약거래, 예약출하 등 거래가격과 거래물량이 안정적인 거래방식을 추구해야 함.

 ▶ 유럽 협동조합의 기업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규모 있고, 전문화된 기업적 상품화와 브랜드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농산물 직거래는 가격, 품질 측면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 증진 이외에도 도농상생, 지역농

업 발전,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촉진, 고령·영세 소농의 판로확보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바람직함.

연구 관련 문의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011 Email_brkim@krei.re.kr 
전창곤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8 Email_cgjeon@krei.re.kr 
박성진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5 Email_seongjin20@krei.re.kr 
채상현  연구원 TEL_061-820-2177 Email_csh033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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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은미, 김용렬, 허주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로컬푸드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지역 먹거리의 이윤이 지역 생산자에게 돌아가며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본 연구는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는 경제주체에게 로컬푸드의 구체적인 모습과 파급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로컬’의 범위는 물리적 거리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임. 로컬푸드 지원은 지역 정체성을 발현하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관계형성과 소통을 통해 상품에 지역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함.

연구 배경

 ▶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꾸

준히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 

   ● 로컬푸드는 지역경제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지자체가 직접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로컬푸드는 소량 다품목 농산물 유통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전체 농산물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먹거리와 지역 사회적·물리적 인프라를 접목하여 새로운 6차 산업을 발

굴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푸드는 의미가 있음. 

 ▶ 로컬푸드는 단순히 소득증대, 유통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업인에게 복

지기능, 일자리 창출, 토종씨앗 및 전통의 맛 복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자신감 증대, 식량자급률 

향상, 농업·농촌 활력 증진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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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푸드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유통 측면에서만 부각되는 실정임.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는 경제

주체에게 로컬푸드의 실체와 파급효과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에서 로컬푸드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및 생산·소비 실태조사를 통해 지

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규명하고 로컬푸드가 단순한 농산물 유통 차원을 넘는 지역개발사업임을 밝히고자 함.

연구 방법

 ▶ 관련 문헌과 통계를 활용하여 로컬푸드의 배경과 형성과정을 검토함.

 ▶ 로컬푸드 현황 파악을 위해 직매장 24개소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면접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

함. 꾸러미 사업체 언니네텃밭과 학교급식을 직영하는 3개 지자체의 학교급식센터를 면접조사함.

 ▶ 로컬푸드 운영실태는 직매장을 중심으로 조사함. 직매장 117개소 중 운영주체 61개소를 온라인 

조사함. 직매장 3개 유형(지자체 개설, 생산자단체, 지역농협)별 2개소씩 출하 생산자와 이용 소

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직매장별 생산자의 경영규모별 비율과 생산자 조사의 연간 농

산물 판매액, 로컬푸드 출하율, 출하처 변화, 소득 증가율 등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직간접 효

과를 산출하고 지역농업에 파급효과를 분석함.

로컬푸드의 배경 및 형성과정

 ▶ 우리나라 농산물 직거래는 중소규모 생산자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는 ‘농산물 제값받기’ 차원에

서 추진됨. 그러나 생산자 주도 직거래는 상품구색 갖춤이 부족하여 소매업에서는 대부분 실패함. 

 ▶ 1980년대 이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교육하며 조직한 생협이 농산물 직거래를 주도하면

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관계 구축을 전제로 지속적인 거래로 정착함.

   ● 로컬푸드는 생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량생산, 대량유통이 주도하는 유통구조를 지역 내 유통 구조로 복

원하는 운동으로 실천되고 있음. 

 ▶ 1998년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과 최근의 로컬푸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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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음. 로컬푸드는 1)소량다품목 생산의 

판로, 2)비규격화 상품 판매, 3)농가 소규모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임.

   ● 둘째,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고려하며 생산-소비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

서 홍보나 각종 조례제정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1998년 농협 직거래와 로컬푸드의 비교>

 농협 직거래 로컬푸드

거래주체 ■  농협 등 생산자단체 ■  생산자 개인 또는 그룹

판매상품 ■  농특산물(주로 주잡곡, 채소류) ■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그 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

사업목적
■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 수취 
 가격 증대(=농가소득 향상)

■  농가소득 향상
①소량다품목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
②비규격화 상품 판매 가능
③농가가 직접 가공한 식품 판매 가능

거래장소 ■  생산자단체 상설판매장 ■  직매장 또는 지자체가 개설한 공유 부지(공원, 하천부지 등)

거래시간 ■  주 1회, 8시간/일 ■  매일, 12시간 이내/일

가격결정 ■  생산자단체 ■  생산자가 직접 결정

지자체 
역할

■  거의 없음

■  각종 조례 제정 
 (소규모 가공제조, 로컬푸드 육성 위한 지원센터 운영 등)

■  생산자 조직화 및 소프트웨어 지원 
 (중간지원조직 육성, 교육 프로그램 등)

로컬푸드의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고, 2016년 11월 말 현재 직매장 148개소 지원함.

   ● 지자체는 ‘로컬푸드 지원조례’ 등 제도적 정비와 꾸러미, 직매장, 학교급식 등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

면서 직매장 개설을 지원하고 있음.

 ▶ 택배형 꾸러미 사업은 개별 농가에서부터 협업적 생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

회적기업, 소비자생협, 시민사회단체, 지역농협에서 참여하지만 소비자 회원수가 감소하거나 정

체 상태임.

 ▶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은 생산자단체, 시민단체가 지역의 여론을 조성하고 지자체 장의 의지로 학

교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실현됨. 학교급식과 지역 유통 인프라 구축은 지역 공공급식 시장으로 

확대 가능하여 지역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이용 기회를 넓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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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생산·소비 실태

 ▶ 로컬푸드 직매장 사례조사 결과, 가공상품의 구색이 현저히 낮고, 생산자는 출자나 약정서를 작

성하지만 소비자는 대다수 고객 수준임.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은 도시형 직매장을 중심으로 운

영됨. 생산자가 가격과 수급 결정에 자기결정권을 갖고 가격을 생산자의 가치와 동일시하여 할

인판매를 하지 않음. 도시지역 직매장일수록 안정성 규정이 강함.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방식과 특징>

유형
상품구색 타지역

농산물
제휴

전반적인  
상품구색

관계성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

할인
판매

안전성 
규제신선 가공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개설

도시형 ◎ ○ ○ ◎ ◎ △ △ × ○

농촌형 ○ △ ○ ○ ◎ × × ○ ×

무인판매 △ × × △ ○ × × × ×

생산자
단체

도시형 △ △ ○ △ ◎ × × × ○

농촌형 △ × × △ ◎ × × ○ ×

지역
농협

도시형 ◎ △ ○ ○ ○ △ △ × ×

농촌형 △ × ○ △ ○ × × × ×

 ▶ 직매장의 경제성은 상품구색 갖춤이 미비한 생산자단체와 농촌지역을 제외하면 매출이 지속적

으로 증가함.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있음을 반증함.

   ● 직매장별 차이가 있지만 출하 생산자의 경영규모는 소농 50%, 중농 35%, 대농 15% 전후임. 소농은 상품 

다양성, 중대농은 공급량 확보에 유리함.

   ● 이용 소비자는 지역 주민 60%, 인근 지역 30%, 관광객 10%로 구성됨. 

 ▶ 로컬푸드 출하 생산자는 현재 출하량보다 많은 양을 출하하기 희망함. 생산자가 직접 가격 결정

하고, 소량·비규격 농산물도 출하하므로 농업소득이 높아짐.

   ● 생산자 소득 증가로 지역에서 소비가 늘고 출하 상품 탐색이 늘어남. 마을 사업이나 6차 산업에 관심이 높아지

고 지역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함. 특히 20~30대의 취미문화 활동, 70대 이상은 손자녀 용돈 지출이 증가함.

 ▶ 로컬푸드 이용 소비자는 신선한 상품, 맛있는 고품질, 생산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로컬푸드를 이

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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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푸드 이용 후 식품구매가 늘었다는 소비자가 39.5%로 로컬푸드의 고품질, 신뢰가 소비자의 식품 구매를 자

극함. 다만, 소비자의 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하기에는 직매장 상품구색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함.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로컬푸드의 직접적인 효과는 생산자와 지역경제의 환산가능한 효과로 규정함. 

   ● 생산자는 출하처를 변경하면서 경비 절감, 소량, 비규격품의 판매도 가능하면서 상품화율이 높아져 발생

하는 농업소득이 증가한 효과임. 직매장 입지에 따라 생산자 소득 증가액은, 대도시 인근 직매장 6억 8천

만 원, 중소도시 인근 직매장 4억 7천만 원, 농촌지역 직매장 2억 8천만 원임.

   ● 생산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증가, 로컬푸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함. 생산

자 조사에서 지역 내 소비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금액은 연간 6천만 원~1억 6천만  

원, 직매장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고용 효과는 1억 2천만 원~1억 8천만 원 수준임. 

   ● 이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는 대도시 인근 직매장은 지역경제에 

연간 10억 3천만 원, 중소도시 인근 직매장은 7억 4천만 원, 농촌지역 직매장은 4억 7천만 원임.

 ▶ 로컬푸드의 간접효과는 생산자·소비자, 지자체가 만남과 교류, 이해와 관심 등 지역사회의 관계

성에 기반한 효과임.

   ● 생산자가 직접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농업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소비자는 

최소비용으로 신선한 지역 먹거리 구입이 가능함.

   ● 지자체의 농업과 식품으로 이분화된 먹거리 정책이 지자체 직영 학교급식의 사례와 같이 로컬푸드를 통해 

서로 보완·협력하며 연계성이 높아짐. 

 ▶ 로컬푸드는 지역민 교류의 장으로 역할하며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역동성과 유연성을 발

휘함으로써 지역농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음. 

<요약 및 시사점 1> 로컬푸드 추진전략

 ▶ 로컬푸드 추진은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관계형성과 소통을 통해 로컬푸드 상품에 지역성이 발휘

되도록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이 필요함. 

   ● 로컬푸드는 지역농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소비가 연쇄적으로 연결된 지역농업의 결정체이므로 지

역 먹거리 관련 인프라, 즉 로컬푸드 구축에 공공재 투자(지자체 예산)로 대처함으로써 농촌지역 개발 사

업과 연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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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에서 차지하는 로컬푸드의 위치>

지역 내 생산 기획
(생산적 복지 실현, 마을기업 활성화)

중소, 고령, 여성농업인의 자원활용력 제고

소비자와 교류
(판매, 레스토랑, 체험, 관광)

가공 및 물류 인프라 상품화(수송,포장,디자인)

지역농업 생산 다양성

지역 고유의 먹거리 문화

<요약 및 시사점 2> 로컬푸드 정책과제

 ▶ 로컬푸드가 내포하는 성격은 지역 먹거리 문화, 생산의 다양성, 가공 및 물류 인프라 등 농촌개발을 

총망라하지만 지역 내 유통채널 구축과 지역농업을 재편한다는 내용에 국한하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의 조직화와 실무 역량 강화. 조직화나 상품화의 경험이 없는 중소농, 고령농에 품목과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생산 기획과 실무 지원이 필요함.

   ● 최소 비용으로 안전성 확보. 친환경 인증까지는 불필요하더라도 사용 가능 농약 목록, 제초제 금지 조항, 

자율 검사 시스템 확립 등이 필요함.

   ● 소규모 농산가공 활성화. 농업인이 소규모 식품가공을 실시하려고 할 때 지자체 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는 식품위생법의 특례조항을 이용함.

   ● 로컬푸드를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고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함. 지역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농업의 생

산과 소비의 결합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정은미  연구위원 TEL_061-820-2311 Email_jeongem@krei.re.kr 
김용렬  연구위원 TEL_061-820-2363 Email_kimyl@krei.re.kr 
허주녕  전문연구원 TEL_061-820-2171 Email_knuhj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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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최용호, 김영훈, 임채환, 김윤정, 고갑석, 윤영석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1/2차년도)

본 연구(1차년도)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별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

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 향후 북한체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북한 정

치·경제의 현주소 평가와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 고찰로부터 북한의 현실적인 개혁·개방 시나리오

를 전망함.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농업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의 결정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북한 농업부문의 대외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논의함.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

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가

지고 있음. 무엇보다도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장경영에 있어 자율권을 부

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또한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본 축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업기자재 확보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외부자본 유치는 불가피함.

 ▶ 북한의 관점에서 대외농업투자 유치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며 식

량자급 및 영양상태 개선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보전과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임.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외농업투자 유치에 기여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및 교역 강화, 막대

한 통일비용과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 동북아 평화 유지 및 긴장감 해소, 북한에 대한 정보 입수 

등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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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 20여년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를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체제

는 개혁·개방으로의 문턱은 넘어섰으나 큰 진전은 보이지 않아왔음. 그러나 최근 제7차 당대회

에서 나타난 경제정책의 변화와 시장 활성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북한이 본격적인 개

혁·개방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임. 한편 향후 북한이 추구하게 될 개혁·개방의 모습과 그것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으나, 통일로 나아가는 과

정에 있어서 상황별 대응책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북한경제에서 농업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에 따른 농업부문 대북정책의 모색은 시의적

절한 과제로 인식됨.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었음. 동독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은 독일의 중동부유럽농업개발연구소(IAMO)가,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체제전환국

에 대한 분석은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가, 체제전환국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은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자료를 보완하고 전문가 인터뷰

를 수행하였음.

 ▶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각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대한 국

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독일과 루마니아로의 해외조사출장을 통하여 보완적

인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음. 

 ▶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전망을 위해서 국내외 북한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회의를 

활용하였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국내에서 개최된 여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및 의

견을 청취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 참고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농업기구(FAO),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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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성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

모형 설정

선행연구 검토

농업 해외직접투자

정치 경제

농업

북한의 개혁·개방 현주소

체제전환국 분석

농업 해외직접투자 유치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전망

북한의 농업 해외직접투자
유치 시 중요 결정요인 도출

개혁·개방 과정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 변화

 ▶ 현재까지 북한경제는 공식·외형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또한 북한은 사

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도 자력갱생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라는 북한만의 독특한 경

제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음. 하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 20여년의 북한 경제체제 변

화를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점진적으

로 접목시키려 하고 있음.

 ▶ 김정은 정권은 이전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기

존의 경제특구가 아닌 ‘경제개발구’ 중심의 새로운 형태로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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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의 흐름 속에서 농업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그 일련의 변화는 첫

째, 집단농업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분조를 축소하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

화되고 있고, 둘째, 농업생산물에 대한 농민의 몫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

며, 셋째, 협동농장에 대한 자율경영권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경영구조가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부문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데, 그 이유는 국가의 과도한 수탈로 농장구성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 하였으며, 

북한경제 내에서 농업생산요소의 공급을 확대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 하였음. 따라서 북

한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외부의 자

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요구로 인해 개혁·개방을 맞이하였음. 주목할 점

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자원의 불균형 분배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 소련의 개혁·개방

에 따른 지원 축소, 정치권력의 세대교체 등이 공통적으로 개혁·개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 

이후 개혁·개방과정은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데, 루마니아 등 동구권은 급진

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구분됨.

 ▶ 구사회주의국가 대부분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개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들 국가

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서 농

업부문이 개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도 농업

부문이 경제개혁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체제전환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미래에 농업부문의 개혁, 특히 제도적 개혁이 선

행될 것으로 보임. 경제적 인센티브의 강화,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 확립, 시장메커

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가격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도

입이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의 종잣돈(seed-money)이 될 수 있음. 특히 공적개발재원은 거버넌

스 등의 정치적 요구가 선행적으로 달성되어야 구체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북한의 본격적인 개

방단계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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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현재까지 북한체제에서는 경제가 정치의 강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음. 체제유지라는 목표 때문

에 보수적 정치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경제개혁적 조치와 개방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제사

회 및 남한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현재 북한은 체제내부의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와 이원적 경

제구조를 잘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북한 내부적 차

원, 한국 내부적 차원, 국제적 차원의 변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두 가지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북한체제 내 보수적 정치의 영역이 경제·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내부갈등이 폭발한다면 급변사태에 의한 급진적인 개혁·개방이 전망되며, 중국의 태도 변화나 조

용한 정권 교체 등에 의하여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됨.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 일반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수준을 나타내는 요소와 농업부문에서 체제전환의 진

전을 평가하는 요소로 나누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먼저 농업분야에

서 농업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농업공공기관이 잘 정비될수록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높아

지며, 지배구조와 구조조정의 진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농업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식품제조업분야에서 투자유치의 가능성에는 농업경

제의 규모, 소규모기업의 민영화, 농업공공기관의 정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투자규모에는 가격자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유치의 가능성과 투자규모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농업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업진흥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을 보유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높

이는 반면, 효율적 기업구조, 농업금융시스템, 가격에 의한 시장조절기능 등은 투자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농업부문 가운데 순수 농업생산분야와 식품제조업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의 결정요인은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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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

< 점진적 개혁·개방하에서의 한국 정부의 과제 >

 ▶ 점진적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는 북한농업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후속단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완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점진적 개혁·

개방 시나리오에서는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이 실험적이면

서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북한에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함. 따라서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 하에서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①  한국정부는 북한을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정부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농업투자유치로 인한 성과 즉 경제적 이득이 실현될 수 있도

록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야 함. 이를 위해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북한이 지

정한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 추진하여 성공사례로 이끈 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함.

③  한국정부는 북한으로의 기업진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해야 함. 북한의 농업환경변화

와 특수성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진출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이 필요함.

④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남북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한국정부는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

며,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측면 지원해야 함.

⑤  한국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 북한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서 농업투자유치를 확대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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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진적 개혁·개방하에서의 한국 정부의 과제 >

 ▶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진적 개혁·개방은 지배세력 간 권력투쟁으로 인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거

나 열악한 민생경제가 더욱 심화되어 내부갈등이 폭발하는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현 체제가 붕

괴하고 대안적 세력이 정권을 잡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 급변사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농업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

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 

하에서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①  농산물 시장자유화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식품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유치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존의 국가통제에 의한 농업생산요소 및 농산물의 유통

체계를 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국가가 정한 가격을 시장

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가격결정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함. 다만 급

진적 개혁·개방과정 초기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격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②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

인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동유럽국가들

의 체제전환 직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였

고,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사회주의 농업개혁에 있어 농지 사

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핵심적인 요소임. 동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급진적으로 농

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민이 충분한 정보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었음. 이 점은 남북한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③  농업금융시스템은 체제전환국 대상 순수 농업분야 해외직접투자 유치규모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급진적으로 개인영농제가 추진됨에 따라 영농자금의 수

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금융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금융비용 상승, 이자율 변동 등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④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는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이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부문 민영화 역시 신속히 추진하였고, 국가 간 차이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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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임. 농업에서의 민영화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

조 개편과 함께 기본적인 탈사회주의 개혁정책에 속하며, 후속적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

록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한편 농지 사유화와 농업부문 민영화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규모가 규모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함.

⑤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 가능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급격한 변혁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적 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한국의 농업부문 공공기관

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북한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신속히 수립하여 정책 추진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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