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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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농정추진 시스템 구축으로 농정

성과 제고, 농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경쟁력 제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수급

시스템 확립, 삶의 질 향상을 통항 농촌지역 활성화, 농업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경쟁력 

제고 등 다섯 가지의 연구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요약집은 2015년에 발간한 190여 건의 보고서 중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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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발행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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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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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편의성과 간편화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 변화는 식품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더욱이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고령화, 주 5일제 근무와 주 5일제 수업 등과 같은 사회 구조

의 변화와 함께 편의성과 간편성이 갖춰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가속시켜 ‘HMR(Home Meal 

Replacement)’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함.

 ▶ 본 연구는 비교적 규격화와 개념화가 진행된 가공식품 HMR를 중심으로 HMR 산업을 생산, 유

통, 소비 분야로 나누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검토하여 HMR 산

업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함. 

연구 방법

 ▶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HMR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범위를 바탕으로 최근

의 식생활 형태를 반영하여 HMR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리함.

 ▶ 둘째, 각종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HMR 산업의 현황 및 생산·유통 측면의 실증 분석을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식약처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주된 통계이용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기존 데이

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서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관련 산업통계 

일부를 병행사용

연구자: 박성진, 최종우, 허성윤 

가정식 대체식품(HMR)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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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HMR 제조업체의 생산·유통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체 100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소비실태 분석을 위해 전국 소비자 68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넷째,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사례를 조사하여 각 나라별 HMR 산업의 특징을 살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HMR의 개념 및 범위

 ▶ HMR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각 나라의 식문화와 생활방식, 연구자의 시각,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공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특징이 있음.

   ● 식생활적 관점에서 섭취장소를 ‘가정’으로 한정하여 가정 내에서의 소비를 위해 가정 밖에서 생산된 먹거리

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식 스타일’, ‘편의성’, ‘영양’, ‘시간 및 비용’ 등의 선택속성이 HMR의 정의에 활용

 ▶ 본 연구에서는 HMR를 ‘가정 외에서 판매되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반조리 형태의 제품을 구

매하여 가정 내에서 바로 또는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하거나 구매 장소가 아닌 가정 외의 다른 장

소에서도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으로 정의

<섭취와 조리장소 기준 HMR의 범위>

가정 내

식사장소

조리
장소

가정 내

가정 외

가정 외

HMR

외식
동일 장소

비동일 장소

가정식

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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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가공식품 HMR를 대상으로 수행함. 구체적으로 인스턴트식품은 제외하고 가공식품 

중 일부, 냉동식품 중 냉동 전 가열제품과 레토르트식품 중에서 ‘즉석밥류 및 죽류’ 등 일부가 포

함됨.

<섭취와 조리장소 기준 HMR의 범위>

인스턴트 식품
(Instant Food)

냉동 식품
(Frozen Food)

HMR

레토르트 식품
(Retort Food)

가공 식품

HMR 산업의 현황 및 전망

 ▶ 2014년 국내 HMR 시장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으로 즉석섭취식품 1조 1,609억 원, 즉석조리식

품 5,851억 원 등 총 1조 7,460억 원으로 추정됨. HMR 생산액은 해당 품목분류가 신설된 2008

년부터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8년의 9,274억 원과 

비교하여 88.3% 증가

 ▶ 현재 우리나라 HMR 소매유통은 대형마트, 체인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유통

업체들은 저성장 국면을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HMR을 주목하고 있고, 다양한 소비계층의 니

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포장·소용량 간편 조리식품뿐만 아니라 맞춤형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

으며 취급품목 또한 확대하는 추세임.

HMR 생산·유통 및 소비실태 분석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의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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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고 20인 이상의 업체 비중과 100인 이상의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규모화가 진

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HMR 산업의 고용계수는 10억 원당 4.9명으로 식음료 전체 고용계수는 2.3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HMR 산업은 식품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적인 특징

 ▶ HMR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율은 2013년 42.4%로 2011년 이후 매년 1%p가량씩 상승하고 있으

며, 식음료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율 35.5%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영업이익률 또한 10.5% 수

준으로 우리나라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 8.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HMR 제조업체의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72.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HMR의 높은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전체의 50.6%을 점하는 쌀의 국내산 비중이 92.2%로 

높은 것이 주된 요인이며, HMR는 비교적 유통기한이 짧고 바로 또는 간단조리 후 섭취가 가능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품질이나 신선도를 우선시해야 하는 특징과 관련이 깊은 것

으로 판단됨.

 ▶ HMR 제조업체들의 판매처를 매출액 기준 비중으로 살펴보면 외식/급식업체 29.7%, 제조업체 

11.5% 등 B2B 방식의 도매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영영업소 15.2%, 대리점 7.5%

의 비중도 높은 편으로 조사됨. 한편, 대형할인점, 체인슈퍼 등과 같은 소매 유통채널은 주로 제

조 및 판매기업 본사에서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지만, 직영영업소나 대리점을 통하여 소매 유통

채널로 유입되는 경로도 존재함.

<HMR 주요 유통 경로>

제조 및 판매기업

HMR
제조업체
(본사)

직영영업소

도매 유통채널

제조업체

외식/
급식업체

대리점

소매 유통채널

대리점

대형마트

체인슈퍼

홈쇼핑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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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시장에서 HMR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동원F&B, 대상, 농심, 풀무원 등 종합식품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본아이에프, 강강술래, 놀부NBG 등의 외식업체, 현대그린푸

드, 신세계푸드 등 식자재업체들의 제품 출시도 활발함.

<HMR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

                                                                                                                                                                      단위: %

CJ 31.1

기타 11.3

오뚜기 36.4

동원 F&B 9.0

스토어브랜드 9.0

농심 3.6

대상 4.1

주: 닐슨 코리아 소매자료 기준임.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2015. 7. 1.)

 ▶ HMR 제품은 가공밥류가 전체 판매액의 50%에 육박하는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식

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공밥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음.

<가공밥 판매량과 1인당 쌀 소비량>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2011 2012

가공밥 판매량 1인당 쌀 소비량

2013 2014

75

71.2

29,261

34,329
37,673

41,087

69.8

67.2

65.1

70

65

60

자료: 링크아즈텍코리아,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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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조사 결과, HMR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번거로워서가 35.1%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 부족 22.6%, 다양한 메뉴 12.2%, 저렴한 가격 11.4%, 직접 만들 수 없

기 때문 9.3% 등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HMR의 특징인 편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됨.

 ▶ 소비자와 생산자 두 그룹 간의 HMR의 맛과 영양, 신선도, 위생에 대한 실제 가정식과의 비교평

가를 5점 척도로 수행하고 요소 간의 상대적인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좌표를 구성함.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소별 HMR 평가>

소비자 평가수준

영양

신선도

위생(안전성)

맛

생
산

자
 평

가
수

준

1.0

0.5

0.0

-0.5

-1.0

-1.5

-1.5 -1.0 -0.5 0.0 0.5 1.0 1.5

주: 실제 가정식 대비 만족도 문항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선명하게 제시하고자 z-score를 사용하였다.

   ● 1사 분면: ‘위생(안정성)’과 ‘맛’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평가가 모두 양호

   ● 2사 분면: ‘신선도’는 생산자의 평가수준은 양호, 소비자의 평가는 미흡

   ● 3사 분면: 소비자와 생산자 평가 모두 미흡한 영역으로 ‘영양’이 포함

선진국 관련 정책 사례 및 시사점

 ▶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HMR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을 고찰함. 일본의 경우, ‘중식’이라는 

용어로 HMR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IT기술의 활용과 가공·포장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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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소비자들의 니즈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건강지향형 제품들이 개발됨.

 ▶ 영국은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HMR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엄격한 원산지 및 안전

규제를 도입함.

 ▶ 이를 종합해 볼 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HMR를 육성하고 이를 위한 연

구 개발(R&D)을 지원함과 동시에 엄격한 안전 규제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SWOT 분석을 통한 HMR 산업의 발전전략>

                                    기회·위협요인

           강·약점 요인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식생활 외부화 가속

•간편 식문화 경향

•해외 수출 기회

•성장하는 산업

•국내산 원재료 제품 선호

•시장경쟁 격화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 및 거래

•원료수급 어려움

•전문인력 수급 어려움

•R&D 투자비 증가 요구

강점
(Strength)

•규모화 진전 및 고용창출

•높은 부가가치율/영업이익률

•높은 국내산 원재료 사용률

•위생/안정성, 맛 집중 관리

S-O 전략 S-T 전략 

≫ 국내산 원재료 사용률 제고

≫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 맞춤형 제품개발

≫ 안정적 원재료 확보

≫ 경쟁력 강화 지원

≫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약점
(Weak)

•낮은 포장 및 가공·저장기술수준

•적은 출하처 

•낮은 브랜드 인지도

•연구개발 역량 미흡

W-O 전략 W-T 전략 

≫ 연구개발 지원

≫ 유통채널의 다양화

≫ 품질경쟁력 제고 지원

≫ 위생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공정거래환경 조성 지원

≫ 중소기업 R&D 지원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 전문인력 육성

HMR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장기적 관점에서 HMR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형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

해야 하며 포장 및 저장, 가공기술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 영세 식품 가공업체가 자체적으로 포장 및 저장,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자금이나 인력, R&D 역량 측

면에서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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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HMR 산업은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 비교적 높은 국내산 원료 이용률을 보이므로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원료 농산물의 단기 구매자금 지원 및 품종개발, 가공용 생산단지 육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셋째, 대규모 소매업체로의 쏠림현상으로 소규모 HMR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들 제조업체들은 낮은 출하처(평균 1.47개소)와 낮은 상표 등록률

(37.0%)을 보이고 있어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정부의 공

정거래 확립을 위한 정책강화가 요구됨.

 ▶ 넷째, 소비자들은 HMR 구매 시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HMR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 식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보다 오염의 위

험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위생 및 안전성 관리 강화와 원산지표시제, 식품 표시 기준 등의 단계적 강화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박성진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5	 Email_seongjin20@krei.re.kr
최종우	 부연구위원	 TEL_061-820-2288	 Email_peacejchoi@krei.re.kr
허성윤	 연구원	 TEL_061-820-2379	 Email_heo0411@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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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박문호, 황의식, 허주녕

논농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 경영체 육성방안

연구의 배경

 ▶ 논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쌀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하여 들녘단위의 저비용·고

품질 생산시스템 확보와 논농업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화·다각화 등을 유도할 수 있

는 경영혁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현재 논농업 경영체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들녘단위의 조

직경영체인 들녘경영체의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육성모델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들녘경영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먼저, 들녘경영체 관련 선행연구 및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자료를 검토하였음. 

 ▶ 둘째, 들녘경영체 실태조사와 들녘경영체에서 활동하는 대표농가의 쌀 생산비 조사 자료(20개

소)를 활용한 경영효율성 분석이 이루어졌음. 

 ▶ 셋째, 들녘경영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들녘경영체 가운데 비교적 경영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경영특성을 고려하여 9개 사례를 유의 선정하여 경영특성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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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일본의 제도 및 정책동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음. 외부의 원고 위탁과 현지 출장조

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음. 

 ▶ 다섯째, 전문가 정책협의회가 이루어졌음. 현장 조사 시 들녘경영체 관련 전문가와 수시 연구협

의회를 운영하여 연구수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음.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방향

 ▶ 첫째, 경제·사회적 합리성을 갖춘 조직경영체로 지향되어야 함. 들녘경영체는 단순히 영농규모

화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최적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영·경제적 유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경영체가 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지역 및 경영주체별 다양한 경영모델이 육성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논농업 조직기반의 기

초단위는 쌀 작목반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쌀 작목반을 리모델링하여 들녘단위의 경영체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함. 들녘조직이 영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

의 특성에 대응한 경영모델의 구축과 경영자의 능력의 확보가 중요함. 이러한 점에서 들녘경영

체의 모델은 농업지대적 조건과 경영주체적 조건으로서 마을을 리드할 수 있는 경영주체의 존재

여부에 따라 들녘경영체의 모형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  셋째, 들녘 중심의 논농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쌀 단작 중심의 논농업을 복합·다각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단지적 이용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들녘단지를 중

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 들녘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홍보·사후관리 

체계 구축, 각종 정책지원사업의 들녘단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들녘경영체 모형

 ▶ 첫째, 마을공동체형임. 마을 구성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농가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

여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이 유형은 수익배분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고,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마을 구성원 다수가 경영에 참여함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

에서 합의도출이 어렵고, 마을주민의 사업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경영의 전문성 확보가 어

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가 철저하

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농협등과 연대를 통하여 경영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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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기업형임. 경영마인드를 갖춘 지역 내 리더그룹이 주도하는 유형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수익금의 적립을 통한 자본축적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성과 배분에서 일반참여농

가의 이해와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준 조합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업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작업수수료 책정, 지역공

동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여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사업의 확충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확보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인턴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셋째, 지역연합형임. 이 유형은 규모화 및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

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큼.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부문의 하

부조직과 유통·가공부문 계열주체 간의 경제적 이해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경영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넷째, 지역농협·RPC 주도형임. 이 유형은 지역농협이 지역농업의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리더십의 확보, 관련 경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경영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지역 내 다양한 농가의 이해를 조정하기 어렵고, 관리·운영비가 과다하

게 소요될 우려가 있음. 

   ● 농협이 지역농업의 경제주체로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지역농업 경영에 대한 주체적인 참

여를 제고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확보,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하며, 재배단지 조직과 농협조직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여야 할 것임.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및 사업추진 효율화방안

 ▶ 첫째, 들녘경영체에 대한 지원제도·정책의 정비가 필요함. 들녘경영체 육성의 제도적 기반으로

서 농업의 주체육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위상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음. 아울러, 들녘경

영체 중심의 농지 및 농기계 이용 효율화를 위한 우대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들녘경영체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농업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농지의 들녘단위 집단화, 농

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관련 사업지침에 들녘경영체의 우선권 부여가 필요함.

 ▶ 둘째, 들녘경영체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들녘경영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

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한 육성시스템과 역할 분담이 중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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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의 육성체계를 총괄·기획하면서, 들녘경영체 관련 각종 정책지원체계를 구

축하는 역할의 수행이 필요함.

 ▶ 셋째, 들녘경영체의 경영효율화 지원 측면에서 농업인턴제도의 확립을 통한 인재확보 지원, 지

방자치단체 중심의 육성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농업인의 들녘경영체 교육·홍보·

컨설팅체계 강화, 농협·민간 RPC의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기능 강화가 요구됨.

박문호	 연구위원	 TEL_061-820-2264	 Email_mhpark@krei.re.kr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4	 Email_eshwang@krei.re.kr
허주녕	 전문연구원	 TEL_061-820-2171	 Email_knuhj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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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농업부문은 자연재해와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측면의 위험뿐만 아니라 투입재 가격의 추세적 상

승, 시장개방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경영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농업경영위

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 영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원제도 개편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추진해 온 FTA의 본격적 이행으로 농산물 관세율의 추세적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으로 농업 투자의 위축과 재무위험 확대 우려가 있음.

 ▶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는 소득보전, 재해보험, 수급안정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제도 등이 있지

만 품목별, 농가 특성별 경영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며, 관

련 제도 간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첫째, 농가경제 실태와 품목별 경영위험을 분석하고, 둘째, 현행 지원제도 성과평가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셋째, 농업경영위험 대응방식별 개선과제와 제도 간 연계 강화 및 체계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연구 방법

 ▶ 농업경영위험 실태 분석은 첫째, 중견농가 개념을 도입하여 농가경제 단위의 소득실태 및 재무

연구자: 박준기, 오내원, 지성태, 이현근, 정호연 

농가경영안정지원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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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가격,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등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품

목별 경영위험 실태 파악

 ▶ 개방 영향과 전망을 위하여 KREI-KASMO 2015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입량 변화 전망, 농가교

역조건 변화 전망,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 농업구조 변화 전망 등을 실시하였음. FTA 체결에 따

른 관세율 인하 철폐로 인해 농산물 수입량, 농가 인구, 재배 면적 등 농업 구조 변화 전망 

 ▶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제도 및 자조금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시. 직접지불제의 형평성 제고와 경영비 상승 대응 방안 모색과 필요성 제시. 농업경영체 등록

제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재검토 및 수요자 의견 조사 

 ▶ 경영체 등록 사업 및 컨설팅 관련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수요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토대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목표 제시

<농업정책의 비전>

<농업·인간·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업>

■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신뢰받는 농업

■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 농업인의 합리적 삶 영위가 가능한 안정적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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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기본 방향>

농식품
안정적 공급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자원·환경
관리 및 보전

농촌경제
활성화

<경영안정지원제도의 목표>

<안정적 농업경영,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 삶 영위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가격급락, 경영비 상승, 시장개방의 직접피해 등 농업수익성 저하 가능성 대비

■ 안정적 농업경영으로 농업인의 합리적 수준 삶 영위 지원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화 및 개편 방안 제시

 ▶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득보전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나타는 간접피해로 

인한 소득 상실분 보전을 포함하는 지원제도로 자리매김

   ● 농업의 명확한 공공재 공급 역할과 그에 따른 실질적 소득보전 방안 마련

   ● 현행 직불제 간 역할 관계 재정립 및 단위 목적 사업 확충

   ● 품목 및 농가 간 형평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소득보전을 위한 관련 직불제 개편방안 제시

   ● 직불제에 따른 농가 이행조건 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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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정책조합(안)>

현  행 위험대응방식

위험완화

가격변동

수급안정사업 수급안정사업, 자조금

농기계임대, 면세유 지원 농기계임대, 면세유 지원

(소득보전/경영비 상승 대응)

(쌀 변동직불+관련 품목)

피해보전직불

농업재해보험

선물시장 활성화 한계
(여건조성 미흡)

고정직불, 변동직불

돈육선물시장

농업재해보험

수시변동

연간변동

쌀 정책 변동

시장개방 대응피해보전직불, 밭농업직불

경영비 상승

위험대응

제도적 위험 농지직불(논+밭)

가격변동 대응 직불

식량작물 수입안정화

경영회생지원제도 확충

대규모 재해 기초보험

수입안정화

위험외부화

선물시장

파생상품

재해위험

통상적 재해

대규모 재해

개 편(안)

 주: 점선(…)은 현행 지원제도, 실선 및 화살표(→)는 개편(안)을 의미한다.

 ▶ 농산물 특성상 기후, 재배면적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농업수입 하락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농업

수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수입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비 지수를 활용한 지원 단가 시산 방식을 제안

   ● 직불금의 면적기준 지급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둘레 기준 지급방식 개발 및 제안

   ● 재해보험 개편 방안으로 대규모 재해로 인한 생산위험 대응 보험제도 확충방안과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내

실화 방안 제시

   ●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확충방안으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회생지원체계 개편 방안 제시

 ▶ 시장조성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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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조금, 수급안정지원제도, 농업경영체지원제도 등에 대한 개편방안 제시 

   ● 수급안정지원제도와 경영안정제도 간 연계 강화

   ●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자조금제도의 개편

   ● 농업경영체 정보 관리 및 경영컨설팅 사업의 수요자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 체계 개편 방향>

소득보전

농지직불
(논+밭)

공익직불
(목적형직불)

피해보전직불

자조금 / 경영회생지원

농외소득원 발굴·지원

농지
연금

최저
생계
유지

농업금융지원 / 경영컨설팅

일
반
고
령
농

영
세
고
령
농

재해보험
(일반재해, 대규모재해)

수입안정 소득안전망

수입변동
완화지원

(가격하락, 경영비상승)

박준기	 연구위원	 TEL_061-820-2173	 Email_jkpark@krei.re.kr
오내원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46	 Email_naewonoh@krei.re.kr
지성태	 부연구위원	 TEL_042-825-9551	 Email_dongsimjst@krei.re.kr
이현근	 전문연구원	 TEL_042-825-9552	 Email_hklee@krei.re.kr
정호연	 연구원	 TEL_061-820-2395	 Email_jeonghy@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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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정부가 수출조직 육성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단위 혹은 품목별로 자생

력과 지속성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된 수출선도조직은 많지 않음. 따라서 현재 수출조직 운영실

태 및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수출조직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성과의 영향요인

에 대해 분석하여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진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함.

연구 방법

 ▶ 첫째, 수출선도조직을 비롯한 수출조직 육성 지원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발표자료와 기존 선

행연구를 검토함.

   ● 수출조직 육성 정책자료는 정부차원의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수출협의회,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을 검토

   ● 수출 영향요인 분석연구, DEA(Data Envelope Analysis) 분석 관련 연구 등을 검토

   ● 뉴질랜드와 호주의 수출조직 및 자조금 지원제도 등의 사례를 조사·정리

 ▶ 둘째,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육성방안 도출을 위해 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

문회의를 개최

연구자: 김경필, 한정훈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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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수출업체와 수출농가 조사를 수행하여 수출업체의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농가의 수출활동 실

태를 파악하였음. 한편 조사결과는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함.

수출조직 지원사업 동향

 ▶ 중앙정부의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 품목 

다수업체를 지원하고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함.

   ● 원예전문단지는 생산지역 규모화를 위해 물류비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2014년에 157개 단지를 지원

   ● 수출협의회는 수출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가입하고 결성한 조직

   ●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및 자조회는 품목별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급조절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경상북도의 수출진흥기

금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수출자조금 성격의 지원사업으로서 지자체 중에서 처

음으로 자조금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목됨.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 수출선도조직에 참여한 업체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토론한 내용 중심으로 정성적 

측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함. 수출선도조직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출조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선도조직의 유형은 수출단계

별 조직활동 수준, 수출조직 운영주체, 수출선도조직 운영단계 등 세 개 기준에 의해 구분함.

 ▶ 수출조직 유형 Ⅰ은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이행 비중이 높지 않아 물량확보에 애로를 가지고 있

으며 마케팅 능력이 약함. 사과, 배 수출조직이 이 유형에 해당됨.

 ▶ 수출조직 유형 Ⅱ는 계약물량 이행 비율이 높지만 품질 및 안전성관리 체계는 과채류에 비해서 약한 

편임. 생산자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수출마케팅 활동이 약한 단점이 있으며, 수출전문회사를 통해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유형 Ⅱ에 해당하는 품목은 단감과 버섯류임. 

 ▶ 수출조직 유형 Ⅲ은 수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수출농가를 계열화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물량 중 수출이행 비율은 낮은 특징을 가지며, 유형 Ⅲ에 해당하는 

품목은 겨울딸기와 멜론임.



27

 ▶ 수출조직 유형 Ⅳ는 개별 수출조직으로서는 수출물량확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출마케팅 전

문성과 교섭력을 보유하여 조직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수출조직 유형 Ⅳ에 해

당하는 품목은 파프리카와 화훼류(장미)임.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 수출조직의 운영효율성 분석결과는 수출조직 운영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해 DEA 분석의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 모형 두 가지를 분석함.

   ● 성과변수는 수출액으로, 투입변수는 수확후관리기술 도입수, 유통시설 보유개수, 수출농가교육횟수, 마케

팅 전담 인력수, 박람회 참가횟수, 정부지원 수혜사업 수로 설정

 ▶ 수출선도조직과 비선도조직의 운영효율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출선도조직과 비선도조

직 간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조직이 수혜를 받지 않은 비선도조직에 비해 조직운영 효율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선도조직 운영 효율성과 운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은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수출조직 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출활동 요인을 규명함.

   ● 수출조직 운영성과 지표로서 본 분석의 종속변수로 설정한 변수는 수출액과 수출단가임.

   ● 설명변수로 선정한 변수는 물량확보 측면에서는 공동정산 물량,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횟수와 품

질관리 전문 인력, 마케팅활동 측면에서는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와 마케팅 전담인력, 조직운영 측면에서

는 수출선도조직 여부와 품목별 더미변수 등임.

   ● 분석결과,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마케팅활동 측면에서는 마케팅 전담 인력 수

가 많을수록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해외 수출조직 운영사례

 ▶ 해외 수출조직 운영사례는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수출조직(VI.P), 프랑스 브레따뉴 원예농산물 

경제위원회(Cerafel), 뉴질랜드 원예 수출조직(원예 생산자조직과 원예수출공사, 키위 수출조직 

Zespri, 사과 수출조직 Turners & Growers), 호주 원예협회와 수출협회 사례 중심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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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수출조직 운영사례의 시사점 중 하나는 수출조직의 생산자는 수출조직에 가입할 때 의무자

조금을 납부함으로써 수출조직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수출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농가에 환

원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구조로 수출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임.

 ▶ 생산자는 생산량 전량을 지역농협의 산지유통센터로 출하하고 지역농협은 품질관리시스템 및 품

질관리 매뉴얼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출조직 운영주체는 생산자를 계열화

시킬 수 있는 수단(자금지원, 생산자재 등)을 확보함. 정부는 수출조직이 조성하는 자조금에 매

칭펀드를 지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함.

수출조직 육성 방안

 ▶ 수출조직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수출전문생산단지에서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생산

된 계약재배 물량을 산지유통센터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선별한 후 수출함으로써 마케팅활동의 

교섭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 첫째, 수출조직에 참여하는 주체별 역할을 설정한 후 각 주체들이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행

하며, 둘째, 조직의 유형별·품목별, 발전단계별 조직운영 실태와 조직육성 목표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서 육성전략 수립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셋째, 수출조직과 유통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넷째,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수출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함.

 ▶ 중앙정부의 수출조직 육성사업에서 조직운영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

업을 다섯 가지로 제시함.

   ● 가격안정기금과 자조금 운영은 수출조직 경영과 생산자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으며, 자조금 규모의 확대는 품목별 유통·수출기능 강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중요

하게 추진해야 함.

   ● 수출조직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출조직이 주체가 되어 전문생산단지와 산지유통센터가 연계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가능한 수출조직 관련 지원자금이 수출조직과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에

게 수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함.

   ● 품목별 수출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유통 대표조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정부의 수출조직 및 

수출자조금 지원사업은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자조금 조성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수출조직 운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함.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결

과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전문 인력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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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적으로 국제협상의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비하여 간접지원사업 비중을 늘려야 함. 수출조직 운영에 

수출물류비가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조직의 

독립적 운영능력을 높여야 함.

 ▶ 수출조직 유형별로 육성전략을 차별화하여 조직 여건에 맞게 지원해야 함. 유형 Ⅰ(사과, 배)의 

수출조직 운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이 참

여하는 방식보다는 산지유통 역량이 강한 핵심 조직 중심으로 선별하여 조직 활동의 기초역량을 

다진 후 참여 조합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함.

 ▶ 조직유형 Ⅱ(단감, 버섯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약한 마케팅능력을 어떻게 활

성화시킬 것인가’임. 민간 수출회사와 연계하여 마케팅 활동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생산자조직(

농협 지역본부)에 마케팅전문팀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수출조직 유형 Ⅲ(겨울딸기, 멜론)은 수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해외시

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 활동에 유리하지만 생산자로부터 수출물량 확보와 품질관

리 체계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채소류(양배추)의 경우 수출업체가 묘종, 비료, 식재 기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농가 계열화를 성공적

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Ⅲ유형의 품목류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열화를 추진할 수 있음.

 ▶ 수출조직 유형 Ⅳ(파프리카, 장미)는 개별 수출조직으로서는 강력하지만 수출업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연합조직(KOPA)의 활동은 미약한 특징을 가짐. 개별적으로 강력한 핵심 수출조직들을 

연계하여 연합조직의 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수출 및 유통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출조직의 생산자와 수출업

체, 수출물량을 공급한 전문생산단지가 연계되어 지역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 후 수출물량

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김경필	 연구위원	 TEL_061-820-2312	 Email_kkphil@krei.re.kr
한정훈	 연구원	 TEL_061-820-2109	 Email_madam4007@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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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농업·농촌 정책 및 연구 분야에는 정책 수요에 즉시적인 대응과 정책과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제공되는 공간정보 범위의 한계

와 정책담당자의 수용력 문제 등으로 인해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공간정보 시스템 기술은 최근 시스템 간의 통합을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형태로 발전

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선진국의 농업·농촌 관련 공간정보인프라 또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

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공간정보인프라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일반정보를 연계·융

합·활용·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통합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

립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검토를 통해 통합공간정보인프라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국내외 

연구자: 심재헌, 정도채, 유은영

농업·농촌 정책지원을 위한 통합 공간
정보인프라 구축 기초연구(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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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간정보 정책 및 공간정보 운영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공간정보 기술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검토함. 

 ▶ 둘째, 통합 가능한 자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 공간정보 유통체계 및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농식품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공간정보로 변환될 수 있는 비공간 자료의 현황을 

통계청 및 농업·농촌 유관 기관 조사를 통해 살펴봄. 

 ▶ 셋째, 향후 구축할 통합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

 ▶ 통합 공간정보인프라는 농업·농촌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와 분석 기능 등이 생성·공유되고 이용

자(정책수립가, 정책집행자, 정책연구자,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에 접속

하여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활용하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임. 

   ●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성의 자료 나열이나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즉, 공급자-수요자, 프로

슈머의 개념에서 수요자-수요자, 행정주체-정책 수혜자 간의 공유와 협업에 바탕을 둔 농업·농촌정책 지

원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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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자원 현황 조사 결과

 ▶ 국가 공간정보 유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1,615개의 최종 연계 가능한 공

간정보 자원을 선정함. 

 ▶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농업·농촌 분야 내부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DB를 조사하였고, 농

업·농촌 분야 외부의 정보시스템으로는, 국토교통부, 통계청,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

간정보 현황을 정리함. 

 ▶ 농업·농촌 분야에서 비공간 정보의 공간정보화 가능 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72개 관련 통

계정보의 데이터 내용, 통계자료명, 생산기관 및 생산주기 등의 기본적인 속성을 조사함. 

   ● 총 172개 자료 가운데 주소 단위로 세밀하게 조사되는 데이터는 55개, 시·군 39개, 읍·면 38개임. 또한 

공표단위를 살펴보면 시·군단위로 공표되는 자료가 4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읍·면단위 데이터도 46

개가량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자료들이 공간정보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농업·농촌 정책 관련 전문가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 농업·농촌 정책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공간정보를 비롯한 객관적 데이터

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정책지원 업무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할 의향이 있는 자

료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45%가 통계자료를 꼽음.

   ● 특히 지역이나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의 데이터 부재로 인해 정책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음.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단위의 세분화’가 5점 리커트 척도 평균 

점수 4.08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조사됨.

   ●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함.

 ▶ 농업·농촌 정책 현장에서 공간정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 담

당자들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연구자들의 경우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에 대한 정

보부족 등이 공간정보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됨. 

   ● 공간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44%가 ‘공간정보를 통해 어떠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몰라서’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36%가 ‘공간정보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를 그 이유로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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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공간정보인프라가 데이터의 제공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자 집단에 대응하여 정책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연구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 데이터의 취득 과정에서 폐쇄적인 데이터 관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간정보 취득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원시자료 접근 불가’가 5점 리커트 척도 평균 점수 3.37

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이 데이터의 개방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 생성·관리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제도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도

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목표 시스템 모형 및 구축 목표

 ▶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의 목표 시스템 모형으로, 농업·농촌 관련 공간정보시스템과 유관 국가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계 고리를 구축하고, 통합 공간정보인프라에서 사용

될 수 있는 각종 빅데이터 자료, SNS 분석 자료, 센서나 이미지 정보 등의 외부의 정보 자원들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상함.  

 ▶ 농업·농촌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농업·농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

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것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현을 위한 목표 시스템 모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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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과제

 ▶ 공간정보의 가치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농업·농촌 정책담당자, 연구자, 기타 이해당사자 등의 공간정보 이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

램 확대 필요

   ●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원하는 이용자 누구나 쉽게 모방하여 필요한 분석 결과를 생성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 농업·농촌 관련 공간정보 간 연계 및 공유를 위한 환경 조성

   ●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생성·관리되는 공간정보들의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자료, 시스템 간 표준화 필요

   ● 통합 공간정보인프라를 통해 활용·연계 가능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과

적으로 공간정보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농업·농촌 관련 공간정보 운영·관리 주체들 간 협력 

   ● 농업·농촌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정보 생성·관리 주체들 간의 협력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농업·농촌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들 간 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관

점에서 통합공간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

 ▶ 농업·농촌 관련 정보 간 연계·활용 활성화

   ● 농업·농촌 관련 비공간 속성데이터의 공간(위치) 정보 연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정책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 결과를 활발하게 생성하는 것이 필요

   ● 공간정보 및 통합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정책담당자와 일반 대중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결과

에 대한 다양한 활용 도구 개발이 필요

심재헌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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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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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행위교섭주체인 인간의 합리성에 근거한 인간행위이론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에 근거

한 개별 갈등사례 분석과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함.

 ▶ 연구대상은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이며, 이들 갈등사례의 실태 파악 및 대처방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농업·농촌 갈등사례의 특성

 ▶ 2003~2013년 기간에 발생한 대표적 농업·농촌분야의 갈등사례 90개에 대해 유형분류를 시도함.

<농업·농촌갈등의 분쟁유형별 분류>

연구자: 김수석, 허정회, 한혜성, 황연수

농업·농촌분야 사회갈등 관리실태와 
개선과제

환경: 자연, 주거, 소음 등 자연적 환경 및  인위
적으로 조성된 환경갈등(대부분 자연환경갈등)

노동: 민간간의 갈등이지만 정부가 개입한 갈등

지역: 시·군-시·군, 중앙정부-시·군 갈등

계층: 계층 간 갈등(재개발, 세대 간 갈등 등)

교육: 교육으로 인한 갈등

구분 빈도(명) 비율 (%)

환경 27 30.0

노동 4 4.4

지역 50 55.6

계층 8 8.9

교육 1 1.1

합계 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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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갈등의 분쟁성격별 구성>

가치-가치
5개, 6%

이익-이익
 66개, 73%

이익-가치
19개, 21%

         

 ▶ 최종분쟁해결 방법은 행정집행이 31.1%로 가장 많고,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 35개 갈등사례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결과는 갈등당사자 이외의 지역주민들이 갈등에 동

참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갈등문제와 관련된 협의체의 구성이 많아질수록 갈등지속기간이 길어

지는 것으로 나타남. 

개별 갈등사례 정밀분석

①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사업 갈등

   ● 이 갈등은 외견상 ㈜동부팜한농과 토마토생산자를 대변하는 전농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하지만, 실제

로는 기업농적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추진해왔던 농업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갈등임.

 

   ● 이 갈등사례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으로서 갈등당사자들 간의 상호불신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게 만든 사례에 해당함.

   ● 하버드 콘셉트처럼 잘 갖추어진 갈등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갈등조정전문가가 적절히 

개입되었다면, 갈등당사자 모두가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사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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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밀양 송전탑 설치 갈등

   ● 밀양 송전탑 갈등은 갈등해결의 제1원칙인 ‘문제와 사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당사자들 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된 사태에 해당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가치관과 생활관 

및 삶의 방식과 관련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호혜적 인간 개념과 팃포탯 전략에 따른 상호협력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고, 이해당사자들이 하버마스적 의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입각한 의사소통행위 단계까지 이어져

야 비로소 갈등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갈등사례에 해당함.

   ● 밀양 송전탑 갈등이 갈등관리이론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보편적인 갈등관리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

기적 차원에서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소통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갈등관리에서는 정의와 공정성 개념에 

입각한 매뉴얼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을 변화시켜 공감(empathy)을 형성하는 매뉴얼로까지 개

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독일의 갈등관리제도

 ▶ 독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중재와 조정 방식으로 나눠지고, 중재에는 중재심판과 중재소

(Schiedsamt)의 중재로 세분되며, 조정에는 법원조정과 민간 조정인의 조정으로 구분됨.

<독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체계>

구분 중재 조정 결정의 성격

중재결정/ 
조정안의 구속력

강
함

↑↓

약
함

중재심판
(Schiedsgericht)

-
중재결정

(Schiedsspruch)

중재소
(Schiedsamt)

법원조정
(Güterichter)

화해
(Vergleich)

-
조정인의 조정
(Mediator)

당사자 합의

 ▶ 중재심판은 민사소송방법 중 하나로서 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분쟁당사자 쌍방이 법원소송 대신

에 중재결정을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에 실시되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판관의 중재결정은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중재소 제도는 경미한 민사분쟁이나 청소년들의 과실과 관련된 사항을 중재소의 중재를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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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제도인데, 중재소의 중재인은 일반 민간인이 해당 교육 및 훈련을 받고 법원에 의해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중재인으로 임명됨. 중재소의 중재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그 중재를 수용하면 30

년 동안 집행효력을 갖는 화해가 됨. 

 ▶ 법원조정은 법원재판 과정에 담당법관이 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조정을 지정하는 

경우에 개시되는데, 법원조정 재판관은 법조인이어야 하고, 결정권한을 갖지 않는 재판관으로서 

분쟁당사자 쌍방에 대해 화해를 교섭함. 법원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면, 법원재판이 종결

되고,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재판이 속개됨. 

 ▶ 독일에서 갈등문제 해결의 주축은 민간 조정인에 의한 조정임. 민간 조정인은 조정인협회를 통

해 양성되는데, 이들 조정인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독일의 갈등관리제도가 작동하게끔 합의 도

출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담당함.

갈등관리 프로그램

 ▶ 갈등관리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갈등당사자들의 의사결정행위를 분석하는 인간행위이론에서 출

발하게 되는데, 갈등관리이론이 주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인간모형은 호혜적 인간이 됨. 그것

은 호혜적 인간이 항상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응해서 전략적 사고 및 전

략적 행위를 하는 사회적 인간이며, 공정성을 중시하고, 자기중심의 이익극대보다는 전체의 이

익 및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인간모형이기 때문임. 

 ▶ 개별 갈등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해결 모색은 인간행위에 대한 해석(또는 이해)만으로 부족

하고, 갈등의 관리와 해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가진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

는 하버드 콘셉트를 주된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하고, 팃포탯 전략은 하버드 콘셉트를 지원하

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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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콘셉트>

제1단계

사람과 문제 분리

[갈등해결 제1원칙 적용 : 사람과 문제의 분리]
① 인간적 신뢰 형성
② 갈등 당사자별 문제 파악

제2단계

실제 원하는 것 찾기

[갈등해결 제2원칙 적용 : 입장 아닌 실제 이해]
① 겉으로 주장하는 것(Position)과 실제 원하는 것(Interest) 구분
② 실제적 이해 세부 부류(공통, 조정 가능, 대립)

제3단계

해법을 찾기 위한
대안 및 원칙 마련

[갈등해결 제3원칙 적용 : 상생적·호혜적 대안 창출]
[갈등해결 제4원칙 적용 : 객관적 기준 발굴]
① 조정 가능한 이해의 대안틀(options) 마련
② 대립하는 이해의 객관적 기준 발굴
③ 대립하는 이해의 창의적 대안 모색

제4단계

합의 결정하기

[갈등해결 제5원칙 적용 : 합리적 선택]
① 합의안 작성
② 합의안 검토 및 평가
③ 합의안 선택 여부 결정

 ▶ 하버드 콘셉트는 갈등문제 해결에 있어서 갈등문제와 사람을 분리하여, 사람에 대해서는 “순한” 

협상을,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임. 이 프로그램은 전략적 합리성에 

따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지만, 갈등당사자들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의

사소통적 합리성을 부분적으로 응용하고 있음.

갈등관리 개선방향

① 하버드 콘셉트를 갈등해결의 기본원리로 확립하여 이를 개별 갈등사례 해결에 적용하도록 함.

② 갈등관리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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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갈등사례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구비하여 갈등에 상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함.

④ 갈등내용이 정책적 방향 설정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와 갈등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갈등관리 매뉴얼에 따른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갈등

해결 및 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함.

 ⑤ 갈등관리제도와 갈등관리 매뉴얼이 작동되게 할 수 있는 갈등해결주체 및 조정인을 양성하여 이

들이 갈등문제 해결에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함.

김수석	 연구위원	 TEL_061-820-6684	 Email_soosuk@krei.re.kr	
허정회  	 부연구위원	 TEL_061-820-2324	 Email_berliner@krei.re.kr
한혜성	 전문연구원	 	 	 	 Email_funny1978@krei.re.kr
황연수	 동아대학교	교수	 	 	 	 Email_hwangys@dau.ac.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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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농업현장문제 해결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있어 그 성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존재함. 

 ▶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선형모델을 뛰어넘어 기술

수요자인 농산업경영체가 다양한 주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용자 주도형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업기술혁신시스템 개념과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의 역

할과 혁신 역량, 네트워크, 강약점, 성과 제고를 위한 강화요소 등을 분석하여 거버넌스와 민간

투자 등을 포괄하는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함. 

연구 방법

 ▶ 혁신시스템 개념과 구성요소, 네덜란드 사례 등은 각종 국내외 문헌 연구와 전문가 위탁원고를 

통해 이루어짐.  

 ▶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을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농업기술혁신시스

템을 구성하는 각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연구자: 이명기, 김수석, 박지연, 윤성은, 김화영

농업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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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 농식품기업, 농협,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등 총 11개 

주체(553명)를 대상으로 각 주체별 혁신 역량, 혁신 활동, 네트워킹에 관해 조사함.

   ● 각 주체 간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연결망(SNA) 분석 방법을 활용함.

 ▶ 경기도 버섯 기술혁신시스템 조사를 위한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고창 복분자와 문

경 오미자 기술혁신시스템 사례조사는 외부 전문가 위탁원고로 수행되었음.

 ▶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분석하여 농

업기술혁신시스템 성과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도출하였음.   

농업기술혁신시스템 개념

 ▶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은 새로운 농식품, 새로운 생산공정,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형태의 조직 등

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 이것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식품 관련 기업, 컨설팅 기관 등 민간주체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농촌진흥

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 등의 네트워크이며, 그들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도와 정책을 포함함.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네트워크 분석

 ▶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과 농가가 핵심 주체로 역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관계행렬로부터 각 주체 간 네트워킹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효율적인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작동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행정부처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현재 우리나라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사업구조로 향후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농

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 전환이 요구됨.

   ● 셋째,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전환에 있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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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혁신시스템 네트워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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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구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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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농가

품목협회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국공립연구소

농업기술혁신시스템 강약점 및 성과 진단

 ▶ 현재 우리나라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강약점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역할들은 강점으로 나타나나 민간 중심의 역할은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강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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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성과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혁신사업 참여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강약점과 강화 우선순위 분석 결과 ‘민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및 역량’, ‘민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투

자’, ‘혁신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시 민간과의 협력’ 등이 최우선 개선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음.

<농업기술혁신시스템 IPA 포트폴리오>

농업인 혁신 역량 및 혁신행동과 성과 간의 관계

 ▶ 농가는 자기 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혁신역량이 높을수록, 외부 환경 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혁신 

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의 농업기술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첫째, 농가 간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신뢰감 형성, 다양한 혁신 활동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

가 필요함.

   ● 둘째, 연구회, 시험농장 참여, 주변 농가와의 사업화 경험 등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

련과 사업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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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농가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무관심/무대응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상시적 또는 비공식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경기도버섯, 문경오미자, 고창복분자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사례분석

 ▶ 농업부문에서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봄.

   ● 경기도 버섯 혁신시스템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산하 버섯연구소의 높은 연구개발능력, 버섯농가의 높은 기

술력 등을 바탕으로 버섯생산기술혁신을 이루고 있음.

   ● 문경 오미자 혁신시스템은 농업기술센터의 높은 지도 및 교육 역량,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임.

   ● 고창 복분자 혁신시스템은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의 혁신사업 추진 및 높은 지도·교육 역량으로 유기적

인 공공부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복분자의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음.

 ▶ 각 사례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나타난 공통적인 특성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간부문 혁신역량의 중요성임. 안정적인 혁신시스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를 포함한 민간부문

의 혁신역량 향상이 필요함.

   ● 둘째, 산업정책과 기술개발 간 연계의 중요성임. 시장의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고려한 혁신사업

전략이 필요하며, 산업정책과 기술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네덜란드의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및 시사점

 ▶ 네덜란드 농업기술혁신시스템 관련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상위부문정책’을 도입함. 이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공공연구개발의 활용성 제고, 혁신주체들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 둘째, 연구프로젝트 직접 지불, 세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농식품기업 참여 촉진 정책을 도입함. 이는 연구

결과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셋째, 정부는 기존의 혁신 주도적인 역할에서 황금삼각지대의 하나의 주체로 주체 간 네트워킹과 협력을 지

원하는 역할로 변화함. 또한 ‘농식품혁신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획기적인 혁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이를 종합해 볼 때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역할을 혁신주도형 역할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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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혁신시스템 각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함.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성과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

 ▶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함.

   ● 첫째,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주체들 간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농업기술혁신전략 수립

   ● 둘째,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내 모든 주체들의 혁신 필요성 인식 수준을 높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셋째, 지역단위의 기술혁신역량 및 자율성 강화

   ● 넷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민간 혁신사업 수행의 필요성 인식 및 민간 주체의 다양한 기술혁신 역

할 확대

   ● 다섯째, 농가의 농업기술혁신시스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상호작용의 학습과정 강화

이명기	 연구위원	 TEL_061-820-2166	 Email_mklee@krei.re.kr
김수석	 연구구원	 TEL_061-820-2284	 Email_soosuk@krei.re.kr
박지연	 부연구위원	 TEL_061-820-2330	 Email_jiyunpark@krei.re.kr
윤성은	 연구원	 TEL_061-820-2393	 Email_graceyoon@krei.re.kr
김화영	 연구원	 TEL_061-820-2335	 Email_khy0000@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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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적응수단 도입이 긴요

 ▶ 기후변화의 적응수단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농가는 미가입농가에 비해 132만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하고, 작목전환은 농업총이윤을 증가시키며, 기상·기후 정보 활용도가 높을수록 농가소득 증가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핵심과제로 농업재해보험제도 활성화,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작목전환 

유도,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농가보급 확대, 적응분야의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 교

육·훈련 강화 필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후변

화 적응수단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투입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적응수단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

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 이 연구는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인 농작물 재해보험과 작목전환, 기상·기후 

정보 활용 등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적응시스

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됨.

연구자: 김창길, 정학균, 박지연, 문동현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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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도가 높고 여러 가지 적응수단의 활용

 ▶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82.8%가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으며, 97.4%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농가가 83.8%에 달함. 

 ▶ 기후변화의 적응방안으로 작목전환(20.1%), 파종 및 수확 시기의 조절(14.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13.7%),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품종변경(13.6%)의 순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보험과 작목전환 적응수단을 도입한 우수사례 농장을 발굴함.

<기후변화 적응수단 도입 우수사례 농장>

<재해 보험> <작목 전환>

ㆍ농장위치: 경북 영양군(농장주 박○○)
ㆍ재배품목: 사과
ㆍ 적응수단:  2003년부터 기후변화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ㆍ 기후변화:  2012년 서리와 태풍으로 사과 농장 일부 피해 

발생
ㆍ 경제적 효과:  보험료는 330만원인데 반해 보험금은 약 

5.5배인 1,800만원 수령

ㆍ농장위치: 전남 강진군(농장주 김○○)
ㆍ재배품목: 아스파라거스
ㆍ 적응수단:  2007년부터 소득 증대와 온난화 고려하여 벼 

재배에서 작목전환
ㆍ기후변화: 남해안과 가까워 따뜻하고, 기후 온난화 진행
ㆍ 경제적 효과:  소득은 쌀보다 9.3배 높았고 소득률은 

11.0%p 높았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미가입 농가에 비해 132만 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

모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방안 중 하나임.

 ▶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고 가입률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과수농가

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보험가입 농가는 미가입 농가에 비해 평균 132만

원의 보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경제적 효과뿐

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소득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비경제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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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의 경제적 효과의 기본구조>

0 51 116

농작물수입-보험료

보험가입비용
(104만원)

보험가입농가

보험미가입농가

기상주의보
발령횟수

보험가입의
경제적 효과
(132만원)

 ▶ 하지만 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주위 농가의 보험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의 실질적인 효과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농가설문 주요결과>

매우 불충분

40.5%

40.8%

11.1%

1.0%

6.6%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 충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30.0%

40.7%

20.3%

3.7%

5.3%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정보 만족도 주위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인식

적응수단으로 작목전환은 농업 총이윤 증가

 ▶ 실증적 수리계획 기법을 이용한 재배작물의 최적화 분석 결과 열대·아열대 작목전환은 전라남도

의 경우 전체 식부면적의 1.2~1.9%, 제주도의 경우 6.6~12.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작

목전환의 적응수단을 도입한 경우의 농업 총이윤은 전라남도의 경우 -0.2~2.6%, 제주도의 경우 

16.3~30.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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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전환 이후 대체작목 비중과 농업총이윤 변화>

0-5 5 10 15 20 25 30 35 %

전남

면적

총이윤

제주

 ▶ 작목전환 의사결정 요인 분석 결과, 재배면적이 적을수록 농업 관련 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기상·기후정

보 활용도가 높을수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사가 높을수록 작목전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작목전환을 경험한 농가들은 작목전환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목 전환 초기의 소득감소, 재배기

술 적응, 판로 확보 등을 꼽음. 특히 소규모 농가들의 작목전환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의 위험을 

완화시켜 주고, 정확한 기상·기후정보, 재해보험 정보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기상·기후 정보 활용도와 농가소득은 양의 상관관계

 ▶ 기상·기후정보 활용의 농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기상정보, 기상특보, 기후변화 등 기

상·기후 정보 활용도가 높을수록 농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보다 정확한 기상 및 기후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농업소득별 기상·기후 정보 활용도>

1천만 원대

단기 기상예보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1.00

2.00

3.00

4.00

5.00

단기 기상특보 기후변화 정보활용 평균

 주: 1: 전혀 활용하지 않는 편, 2: 활용하지 않는 편, 3: 보통, 4: 활용하는 편, 5: 많이 활용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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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응수단의 경제적 효과와 농업인 수용력 분석을 기초로 한 적

응시스템을 구축함.

 ▶ 둘째, 적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여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반구축단계(2016~2020), 도약단계(2021~2025), 정착단계(2025~2030)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함.

 ▶ 셋째,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핵심 추진 과제

 ▶ 첫째, 위험관리 수단으로 농업부문 보험제도 활성화

   ● 농가위험관리를 위한 개인보험 개발 등 지역별·품목별 조건을 고려한 농업재해보험의 확대

   ● 보험금 지급기준 및 피해액 산정기준 개선과 농가의 보험부담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여 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농협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보완

 ▶ 둘째,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작목전환 유도

   ●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여건(주산지 변동과 생태계 변동)을 반영한 신품종 개발과 보급 확대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산지 변동에 따른 새로운 품종 도입이 필요한 경우 지역적 적응성과 소비자 기

호성, 국내외 경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작목을 선정

   ● 기후변화 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배적지 조정, 시비, 파종, 수확시기 조절 등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 셋째,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농가보급 확대

   ● 새로운 대체작목 전환으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을 대체작목 생산에 도입하여 스마트 팜(smart farm)을 구축

   ● 사전적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농업기상재해 발생위험지 상세구분, 농업기후 요소

별 상세기후도 구축(전자기후도 활용) 등 기후정보시스템 개발

   ● 기상 및 기후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함께 다양한 농업 기상 및 기후정보를 생산하고, 또, 특정 품목의 농작

업별 맞춤형 기상 및 기후정보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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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기후적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을 확대 추진

 ▶ 넷째,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 적응대책 전문 인력 육성과 기후변화 적응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용

   ●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농업인 교육이 요구

   ● 기후변화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작목전환, 농업 기상·기후정보 시스템 활용에 대한 농가 인식 제고를 위

한 교육 확대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이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 수단을 재해보험, 작목 전환, 정

보 활용 등에 한정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재배 시기 조절, 농업용수 관리, 농업시설 관리 등 

다양한 수단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경제를 연계한 통

합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65		 Email_changgil@krei.re.kr
정학균	 연구위원						 TEL_061-820-2248		 Email_hak8247@krei.re.kr
박지연	 부연구위원				 TEL_061-820-2330		 Email_jiyunpark@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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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목적

 ▶ 현 정부 들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6차 산업화가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의 단순 생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 등

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경영체 입장에서 보면 많은 품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나 선진국 사례를 보면 6차 산업화에 있어 인력의 전문성, 

전문인력의 확보는 6차 산업화 성공의 관건이라는 평가다. 아직 6차 산업화 인력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다양한 유관 기관들에 의해 수많은 관련 사

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6차 산업화 경영체 입장에서는 누가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

로 활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 이 연구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우리나라 농업의 6차 산업화 관련 정

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전문인력의 현황과 육성 실태

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 방향과 내용을 좀 더 정교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문인력 관련 이론으로 ‘저숙련·고숙련 균형’ 이론 그리고 6차 산업 및 전문

인력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 연구의 관점을 정리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자: 마상진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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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6차 산업화 전문인력 현황과 수급 전망을 위해 통계청의 2005년 이후 농업(총)조사와 농업

법인조사 자료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농업·농촌 6차 산업화 기초실태조사’를 재분석하여 농업 6

차 산업화 전문인력의 현 규모를 분석하고, 이후 2020년, 2025년 시점의 인력 공급과 수요를 전

망하였다. 

 ▶ 농업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 실태와 요구 분석을 위해 농업계 학교와 각종 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한 문헌 및 통계 재분석, 관련자(6차 산업화 경영체, 농업계 학생, 예비 귀

농·귀촌인 등) 설문조사 그리고 기존 관련 연구 설문 조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 정책 부족

 ▶ 저숙련·고숙련 균형 이론은 숙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산업부문에서 요구하는 숙련수준과 인력

시장에서 공급하는 숙련수준 간의 차이가 존재할 때, 기술혁신은 이뤄지지 않고 생산성은 떨어

진다는 진단을 한다. 6차 산업화 전문인력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의미한다. 

 ▶ 6차 산업화 관련 정책 분석 결과 농업의 6차 산업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전문

인력의 수요는 높지만 6차 산업화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공급 정책은 미흡하고, 

지역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 전략이 부족하였다. 

6차 산업화 전문인력 향후 부족 전망

 ▶ 농업 6차 산업화 전문인력 현황과 수급 전망 결과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수요는 농업법인을 중심

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전문인력 공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6차 산업화 전문인력 부족 상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컸다.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인력수급 전망 (2020~2025)>

단위: 천 명 

2020 2025

인력수요

      소 계 (A) 1,291 1,572

6차 산업화 경영체
농가경영체 1,059 1,217

농업법인체 232 355

인력공급 6차 산업 활동 최대 공급인력 (B) 1,709 1,447

수요 대비 최대 공급인력 (B/A) 132.4%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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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의 공감대 및 제반 기반 부족

 ▶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제반 역량이 부족하였다. 현재 공공 

기관 주도 또는 민간 위탁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6차 산업화 인력 육성 관련 활동이 진행

되지만, 육성 주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산업계 내부의 6차 산업화와 관련하여 어떤 역량을 어

떤 사람들이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였다. 또한 기존 농업인의 전문성 개

발 노력에 비해 신규 전문인력에 대한 육성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다. 농업인 대상 교육은 각 지

자체의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농업계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현

장과의 연계없이 원론적 수준의 내용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귀농·귀촌 대상 교육은 이들의 특성

을 제대로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기존 농업인 대상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 6차 산업화 경영체는 전형적인 저숙련 균형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를 스스로 타파할 여력이 부족

하였다. 대부분의 경영체가 시설 확충, 운영 자금 확보, 판로 개척 등의 사업 초반기에 나타나는 

문제에 애로를 겪고 있고, 전문인력 확보, 상품·기술 개발 등은 우선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농업

계 학교 졸업생이나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화 활동 참여가 더 활발한데, 이들을 위한 6차 산업

화 연착륙 제고 대책이 필요하였다.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의 방향

 ▶ 농업의 미래 성장화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농업 6차 산업화를 

계기로 저숙련 균형 상황의 농업인력 구조를 고숙련 균형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숙련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 확대로 고숙련 인력이 충분히 양성되고, 이들이 고품질·고가 제품과 서비

스를 생산하여 경쟁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개인은 많은 임금을, 조직은 많은 수익을 얻

고, 수익 일부는 새로운 숙련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다. 농업인력의 고질적인 저숙련 상황은 일부가 변화 노력을 하더라도 그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상호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거시적·구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저숙

련·고숙련 균형이론’에서 강조하듯 단기적으로 행동하는 개별 경영체의 기회주의 행동을 규제하

고, 산업계의 숙련 수요를 공급 시장과 체계적으로 매개해주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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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 관련 문제점과 세부 추진과제> 

전문인력 부족 전망

문제점 세부 추진 과제 추진 주체

전문인력 육성 정책 부재 

전문인력 육성 역량 부족

신규 인력 육성 노력 부족

경영체의 저숙련 균형 상황

지역 중심의 전략 부족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중앙정부 정책 기반 마련

NCS 신직업자격 개발

경력경로 설정과 자원 통합 연계

농업계 학교 역할 강화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지역 인력육성 펀드 조성·운영

지역 인력육성 거버넌스 계획

지역 인력육성 전담조직 통합운영

 ▶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전문인력 육성 계획과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수급 분석을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

의 분야별 인력육성 규모를 설정하고, 관련 공공 및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

적인 전문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직업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신직업자격체

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경력경로를 개발·제공하여 육성 주체들의 관련 인적·

물적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통합·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규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 농업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6차 산업화 분야로 유입되도록 농업계 학교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이 되는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별도의 펀드가 조성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관련 주체(지역 농협, 민간투자사, 농

업계 학교, 지역 6차 산업 경영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6차 산업화 전문인

력 육성계획 수립과 더불어, 계획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지역 필요에 맞는 6차 산업

화 전문인력 및 경영체 육성 활동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마상진	 연구위원	 TEL_061-820-2258	 Email_msj@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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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2001년 사과,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농업 부문 재해보험은 자연재

해에 대비하고자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보험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

였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의 역기능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농업부문에

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unintended effect)로 보험은 생산측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농업재해보험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서 농업재해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특정 품

목의 생산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구분하고, 지난 15

년 동안의 농업재해보험사업 성과 평가가 필요함.

연구 방법

 ▶ 재해보험의 소득안정효과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농가경제통계

(2008~2012년, 2013년)를 사용하였음. 이외에도 NH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

과, 재해보험협회의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였음. 

연구자: 김미복, 유찬희, 김윤진

농업재해보험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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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재해보험 관련 해외 사례조사는 위탁연구를 실시하고 특히 수혜자 및 비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의향 및 수요조사를 통해 자료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농업재해보험의 외연적 성장

 ▶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2001년 5개에서 2014년 59개로 급격히 많아졌음.1) 가입농가 수 역시 

2001년 12천 호에서 2014년 100천 호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음. 가입금액은 2001년 5천억 원

에서 2014년 7.4조 원으로 확대되었음. 

 ▶ 가축재해보험 가입금액은 2009~2013년 동안 147.4% 증가하였음. 특히 2012년과 2013년 가

입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36.2%, 35.0% 증가하였음.

<연도별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수, 가입면적 및 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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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 재해보험의 농정에서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예산이 166억 원이었던 2001년과 비교해 

2013년 2,384억 원으로 약 13.4배가 증가하였음. 

1)	2001년	5개	품목(농작물	2,	가축	3),	2014년	59개	품목(농작물	43,	가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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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뿐 아니라 농업총생산액 기준 가입금액에서도 보험가입금액이 농림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4.5%로 전년 대비 2.0%p 증가하였으며 2001년 1.5%에 비해 9.6배 확대

되었음.

   ● 2013년 재해보험 총 가입금액 약 10조 원 중 시설작물, 축사 보험가입금액을 제외하면 약 7조 원으로 

2001년 0.5조 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4년간 연평균 0.9조 원씩 성장한 금액임.

<농업재해보험 가입금액 및 농림업생산액 대비 비중 추이 (’01~’13년)>

60 16

50

40

30

20

1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

12

10

8

6

4

2

00.5 1.0 1.3 1.5 1.9 2.3 2.6 2.7 3.2 3.8 4.5 5.8
7.0

재해보험 가입금액 농림업생산액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각 연도. 김미복 외(2015). “농업재해보헙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 15 재인용.

농업재해보험의 소득안정효과

 ▶ 소득변동계수(농가5개년 평균소득과 절대편차, 소득변동계수)를 통한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

록, 영농규모가 커질수록 소득변동 정도가 컸으며 소득변동이 큰 농가들이 오히려 보험에 가입

하는 경향이 있었음. 

 ▶ 품목별로 과수, 축산 농가의 절대편차평균이 높아 소득변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전체 보험가입 농가수가 적었던 2008년에는 보험가입 농가의 소득변

동계수가 낮았지만, 가입농가수가 증가한 2012년에는 보험가입 농가의 소득변동계수가 비가입

농가보다 오히려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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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농가의 경우 보험가입농가 소득변동계수는 낮아졌는데,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과 손해율 추이

로 보아 가축재해보험 운용이 안정적이라고 전제할 때 보험의 목적인 소득변동의 완화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 소득변동계수 비교에서 더 나아가 정책도입에 의한 소득안정효과를 분석하였음. 

   ● 주요 대상품목이 2001년 초기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책의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효과 판단에 한계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2009년 논벼를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면서 2009년부터의 재해보험가입률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

문에 논벼농가를 처치집단으로 보고 정책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록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처치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할 때와는 달리 정책도입에 의한 소득안정효과를 암시하기도 하였음.

농업재해보험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생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

해 분석하였음. 일반적인 도덕적 해이, 역선택뿐 아니라 정책사업으로서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

에 보조금 효과가 예상됨. 

 ▶ 분석 결과 실제 영농규모의 변동은 있었지만, 보험가입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음. 즉, 

농가단위에서 재배면적 등을 결정할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생산을 확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과 생산의 연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음. 

 ▶ 하지만, ‘보합(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국단위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으로 보았을 때 면적이 축소되지는 않을 수 있음. 

   ● 기후변화, 고령화 등 자연적으로 특정 품목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보험대상 품목이라면 생산은 축소되

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보험가입률이 매우 높은 사과, 배 품목의 경우 FTA 품목별 보완대책 효과와 더불어 재해보험의 보조금 효

과가 나타난다면 자연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영농규모가 탄력적인 축산의 경우 보험가입 유무가 생산 변동에 유의하게 영

향을 미쳤음. 즉, 축산의 규모 확대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 보았을 때 재해보험은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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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한 바와는 달리 경종 부문에서는 보험가입으로 인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결과는 나

타나지 않았음. 

   ● 하지만, 사과, 배 등 품목으로 분석 대상을 좁힐 경우를 예상하면 향후 연구가 필요한 것이 분명함. 경종과 

축산이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경종 중에서도 품목별로 보험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정

부보조율 다양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김미복	 연구위원	 TEL_061-820-2323	 Email_mbkim@krei.re.kr
유찬희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2	 Email_chrhew@krei.re.kr
김윤진	 연구원	 TEL_061-820-2026	 Email_mindy33@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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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엄진영, 남승희, 김하경

연구의 배경

 ▶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은 개개인의 서비스 욕구

(needs) 측면과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발견됨. 개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는 서로 연

결되어, 이와 관련된 서비스 욕구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남. 특히 노인의 경우 보건서비스

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기존의 단절되고 분리된 서비

스 제공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서비스 제공 측면

에서는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또는 사업주체)들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성·파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의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함.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특

정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에 근거하여 효과를 평가한 경우가 대

부분이며, 서비스 연계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듦. 이

에 본 연구는 경제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의 효과 및 비

용효과성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먼저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

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연구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이고자 함. 

농촌주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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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는 보건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각각의 조직이 공간적으로, 그

리고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또는 과)이 되어 서비스 대상자에게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를 통합

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민간 부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는 제외하고 공공 부

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만을 고려함. 공공 부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라 함은, 중앙정부 또는 각 지방정

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보건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각각의 공공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공간적·조직적

으로 통합하여 서비스대상자에게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경제적 효과 분석’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비롯해 비용분석, 비용최소화 분석, 비용-

결과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용 분석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용자의 효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성 분석

을 실시함.

 ▶ 연구대상 지역은 농촌지역이며, 그중 특히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 양평군과 거

창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양평군과 거창군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양평군의 

경우 2013년 처음으로 ‘행복돌봄과’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활발히 하고 있

는 지역이며, 거창군의 경우,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행복나르미 센터’를 통해 공동방문과 전문화된 사례관리를 

시행 중인 곳이기 때문임. 둘째, 본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 협조를 얻은 유일한 곳임.   

 ▶ 주요 연구대상자는 노인으로 한정함. 농촌지역의 공공부문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받고 있

는 주요 수혜 집단은 크게 아동, 장애인, 노인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 노인을 주요 연구대

상자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잠재적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며, 둘째, 실제적으로 사례지역에서 연계서비스를 받는 대다수는 노인이며, 노

인의 경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요구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통계자료 및 설문자료 분석,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함.  

   ● 문헌연구를 통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 국내정책들을 살펴보았음. 특히 보건복지서비

스 연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보건복

지서비스 연계 실태를 알 수 있는 문항들도 함께 조사하였음.

   ●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와 관련 예

산자료를 이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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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보건복지서비스연계 사례지역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였음.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첫째, 서비스 연계 실시 전후의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

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모형 및 방법론을 설정함.

 ▶ 둘째,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그 효과를 추정함.

 ▶ 셋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단순한 만족도 지표가 아닌, 서비스이용

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을 포괄하는 지수를 이용함.  

주요 연구내용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관련 정책 및 사례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관련 정책은 1995년 7월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이후 

1999년 12월 사업이 종료되었고 200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그 노력을 이어나

갔음. 더불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중, 등급 외 판정자에 대

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도 추진됨.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광범위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양평군과 거창군에서는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과)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연

계를 실시하고 있음.

   ● 양평군에서는 2년 전부터 무한돌봄센터와 방문보건팀이 행복돌봄과로 합쳐져서 운영되고 있음. 조직개편 

이전에 무한돌봄센터는 군청 주민복지실 소속이었고, 방문보건팀은 보건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2013년 행복돌봄과를 신설하여 방문보건과 무한돌봄센터를 통합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보건과 복지 서

비스 욕구가 있을 경우 합동방문을 통해 초기 사정을 동시에 실시하며, 초기 사정 내용은 공동방문기록지

를 작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였음.

   ● 거창군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대상자 지원을 담당하는 대면서비스센터로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

루어졌던 의료(보건)서비스나 복지상담, 기타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민간자원과 효율적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월 13일에 행복나르미센터가 출범하였

음. 거창군의 행복나르미센터는 거점형 모델로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앙센터를 맡고, 권역별 담당 센터, 

즉 아림행복나르미센터, 동부행복나르미센터, 서부행복나르미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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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원이 중복적으로 제

공되는 것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일반적인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상태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 복지패널 분석과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즉, 보건서비스인 만성질환 관리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필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받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한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보

건복지서비스 연계가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정밀한 측정 위에서 논

의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효과 분석 및 비용효과성 분석 

   ● <표 1>의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삶의 질(만족도)을 향상시킴.

   ●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이 현재보다 10% 증가할 때, 수혜자들

이 지각하는 삶의 질 지수는 0.013포인트만큼 증가함.

<표 1. 도구적 회귀분석(IV Regression) I 결과>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 과거 ADL 

계수 강건(robust)표준오차

ln(연계서비스 시간) 0.1433*** 0.0836 

연령 -0.0026*** 0.0021 

성별 0.0508*** 0.0354 

가족동거 여부 0.0028*** 0.0858 

주관적 건강상태 -0.0143*** 0.0364 

만성질환 개수 0.0006*** 0.0142 

방 밖으로 나오기 -0.1113*** 0.1454 

옷 입고 벗기 -0.0431*** 0.0613 

목욕하기 0.0473*** 0.0549 

화장실 사용 -0.0057*** 0.1210 

식사 0.1881*** 0.1141 

IADL개수 -0.0424*** 0.0099 

소득 0.0006*** 0.0003 

_cons 0.3905*** 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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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표 1>의 결과에 근거하여 비용효과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비용효과성 한계점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의 최적시간 궤적을 보면 <그림1>과 같음. 이에 따르면,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현재 제공되

고 있는 서비스 시간(평균 5시간)과 최적의 시간(11시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비용효과성은 아직 달성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비용효과성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서비스 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그림 1. 비용효과성 한계점에 따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최적시간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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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해석 및 시사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는 이용자 측면만 고려했을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

에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급자 측면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효과적인가 하는 것인

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그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량

(시간)에 대한 기준점(benchmark)을 제시함. 즉, 효과적인 최적의 서비스 제공 양(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책을 확대 또는 축소할 때 기준점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정책이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책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접근해야 하며, 관련 서비스 이용자 및 

공급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지속적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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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국내의 상황에 맞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논의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수가 활용될 필요가 있음. 그래서 단순한 만족도 점수의 변화나 연계 건

수의 변화를 통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평가 토대 위에서 정책 평가에 

대한 논의가 담겨야 할 것임.

   ● 셋째, 본 연구가 공공부문의 연계 서비스로 한정지었음에도 특정 부문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원봉사자

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각 지역사회는 민간부문과 협조할 수 있는 부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자원의 중복문제와 공공자원으로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을 민간

자원과 활발히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임.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 본 연구는 국내에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

하여, 정량적으로 그 결과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짐. 하지만 본 연구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의 초기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첫째, EQ-5D지수처럼 사회적 삶의 질(SCRQOL)지수의 항목 및 가중치에 대한 국내판 버전의 연구가 필요함.

   ● 둘째, 두 사례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두 지역을 서로 비교분석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연

구에서는 충분한 설문자료 수를 획득하여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분석해 본다면 매우 흥미로운 연구

가 될 것임.

   ● 셋째, 비용효과성 분석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본 보고서에서 반영하

여 논의를 진행했지만, 향후 논의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연관된 예산 자료만 분리

하여 반영한다면, 보다 정확한 최적 서비스 시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엄진영	 부연구위원	 TEL_061-820-2255	 Email_jeom@krei.re.kr
남승희	 연구원	
김하경	 연구조원	 TEL_061-820-2032	 Email_dlxlspdy@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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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모든 국민은 그들이 사는 곳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농촌주민이 지

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

 ▶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사회 내 기본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

용하고,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기능복합

화가 필요함.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첫째,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다기능복합화의 필요성 및 개념, 관련법 검토

 ▶ 둘째, 실증분석에서는 농촌지역 복지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읍·면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셋째, 농촌지역 다기능복합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합복지관, 2010년 다기능화 시범사

업 수행 기관 등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실시

 ▶ 넷째, 지역사례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의 다기능복합화의 확산 가능성 분석 

연구자: 조미형, 권인혜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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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복지관 운영 실태

 ▶ 읍·면 소재 복지관 182개소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54개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직원은 정규직 평균 14.7명, 계약직 3.2명 등 총 17.9명이며, 장애인복지관은 23.6명, 노인복지관은 12.5

명으로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큼.

   ● 기관유형별 연간 총세입은 장애인복지관 평균 12.92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10.61억 원, 노인복지관 8.67

억 원이며, 이 중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평균 68.0%로 가장 낮고, 노인복지관

이 7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는 월평균 실인원 100명 미만에서 1,000명 이상까지 차이가 크고, 수급자 및 차상위 비율은 장애

인복지관(57.2%), 종합사회복지관(33.2%), 노인복지관(25.3%) 순이었음.

 ▶ 유형별로 대상이나 사업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지

역사회조직 등에 있어서는 동일함. 본예산 사업 이외에 별도시설이나 사회서비스바우처 등을 통

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주야간보호, 활동지원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돌봄 등,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돌봄기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복지관의 94.3%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기관

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동시간이 120분에서 150분까지 소요, 최소한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기

관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에게는 주로 가정방문을 통해 식사지원이나 건강관리, 이동목욕 등을 지원

하고, 노인 대상으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취미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농촌지역 복지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 현황

 ▶ 종합·노인, 종합·장애인, 노인·장애인 등의 두 개 이상의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복지관은 사업 수행 

상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행정적으로는 개별 시설로 관리·평가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

   ● 인사, 총무, 시설관리 등의 행정업무 통합, 관장 등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절감 등의 조직 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이 제고되고, 후원이나 이동지원 등을 공통 업무와 대상자를 달리하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기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측면과 서비스의 분절성과 비연속성 감소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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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용 공간,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시설 통합

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별 시설로서 행정적인 처리와 기관 평가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분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시·군 단위의 서비스 공백을 광역 시·도 본관에서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은 면 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심지 본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임.

   ● 장애인복지관 분관은 좁은 공간과 적은 인력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노인복지관 분관은 문화여가 및 평생교육, 식사서비스 등 프로그램 제공이 주목적임. 본관의 긴밀한 연계

를 통해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운영 가능

 ▶ 시설 유형의 통합이 아니라, 사업대상을 확장한 다기능화 시범사업(2010~2011년, 복지부)에서

는 짧은 시간이지만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음.

   ● 기관 차원에서 목적 사업 이외에 다기능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와 사업 전담 인력 배

치가 지원되어야 함.

 

농촌지역 복지관의 다기능복합화 확산 가능성

 ▶ 농촌지역 복지관에서 다기능복합화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적극적

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현재 기관 운영 및 평가체계하에서는 기관 차원의 다기능복합화

가 쉽지 않기 때문임.

   ● 기관의 목적사업 이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 지원, 기관 평

가 실적에 반영 필요

   ● 지자체 안에서 부서 간 칸막이 제거로 지도·감독 주체 일원화 필요

 ▶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서비스 분절성이나 비연속성 해소와 효율적인 서

비스 공급이 동시에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연계·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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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촌형 통합복지관 모델> 

광역
시·도

- 현재 장애인복지관 분관 기능 대폭 보강
- 광역 복지관과 기초지자체 복지관의 공식적 지원체계 마련
    (부족한 부분 광역에서 지원하는 형태)

- 분관 양적 확대
- 통합복지관을 거점으로 한 분관
    (현재, 노인복지관 분관 형태)

※지역특성에 따라 2-4개 정도 운영,
   분관의 기능은 지역의 욕구에 따름

장
애
인

종합
사회

노
인기초지자체

시·군

생활권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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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 분관 분관

통합 복지관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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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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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타
등등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다기능복합화 추진 방안

 ▶ 농촌지역에서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그림 1>과 같은 통합복지관으로서 역할

을 해야 함.

   ● 시·군 단위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을 둠.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재가복지센터, 푸

드뱅크, 주야간보호시설 등이 통합운영될 수 있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중심이 됨.

   ● 통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하여 읍·면 단위에 분관 설치, 식사지원이나 문화여가·평생학습 등의 프로그램 제

공을 주된 기능으로 함.

   ● 장애인복지서비스나 학대·폭력 등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서비스 중에서 시·군 차원에서 제공이 어려

울 경우, 광역 시·도나 인근 도시지역 소재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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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복지관 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 도시 빈민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사회복지관 모델이 농촌지역에서도 동일한 인력 및 예산 기준, 프로그

램 내용 등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소수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복지기관을 시·군 차

원에서 통합·운영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세부 추진 과제

 ▶ 읍·면 단위 복지관 분관 확대

   ● 시·군 단위 복지관을 본관으로 하여 읍·면 단위에 분관을 확대 운영

   ● 지역여건에 따라 2~4개 권역으로 소규모 복지관을 분산배치하는 형태

 ▶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공간을 사용하되 사회복지사 1명을 포함한 최소

한의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 및 협조 

 ▶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이양된 이후 지자체의 관리감독하에 있으므로, 부서별 담당자별로 분절적

인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여러 기관을 통합·운영할 때 인력 배치나 예산 사용 등에 있어서 지자

체의 협조가 필요함.

 ▶ 농촌형 통합복지관 모델 개발 연구 및 시범 운영

   ● 현재 복지관 모델로는 농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에 필요한 복지관 모델을 구상하는 연구를 사회복지현장과 함께 진행. 도출된 모델을 현장에 시

범 운영함으로써 실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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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지역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

   ● 농촌지역 복지관은 포괄해야 하는 지역 범위는 넓은 데 비해 이용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동

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 종사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지원

   ●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비 등을 책정할 때 법정 종사자 수, 이용자 규모, 관할 지역에 따른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함.

조미형	 연구위원	 TEL_061-820-2355	 Email_mihyoung@krei.re.kr
권인혜	 전문연구원	 TEL_061-820-2237	 Email_kinhye@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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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농촌지역의 인구 구성이 복잡해지고 구성원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배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

음. 상향식 접근방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경제 실천의 모습이 나

타나고 있으며, 법제 및 정책사업 가운데 사회적 경제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남.

 ▶ 그러나 구체적으로 농촌 정책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 및 정책 수단 사이에 논리적 혹은 보완적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실태와 관련 현황을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내용에 따라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음. 먼저,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과 논

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함.

 ▶ 또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의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를 분석함. 사회적 경제 연결망 분

석은 설문조사, 면담조사,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음. 

연구자: 김정섭, 김경덕, 임지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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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최근에 관심을 끌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인 자활기업, 사

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 공동체회사에 국한함.

사회적 경제와 개념과 농촌 지역 발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의하는 접근방법으로는 법적·제도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 접근이 가장 널리 원용됨.

 ▶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구성원이 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집

단적 이해를 도모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추구하며, 

잉여(또는 이익)를 처분함에 있어 자본 배당의 원리를 최소화한다는 점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

의 규범적 지향이라고 정리함.

 ▶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려는 주민들의 자조적 실천’이

라는 점에서 각별히 조명할 필요가 있는 현상임.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는 우선 수단은 ‘경제활동’임.

   ●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자조가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 등과 같

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관련 법제·정책과 조직 현황 

 ▶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대략 2,500~3,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은 최근 3년 내 생겨났음. 

   ● 오래 전부터 농촌에 있던 농협, 신협, 수협, 생협 등의 협동조합은 제외한 수치임.

   ● 신생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농림업 종사자를 포함한 농촌 지역의 취업자 수의 

1.1~1.4% 정도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개념이 법제에 반영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임. 인

증 받은 사회적 기업에게 컨설팅, 금융, 세제, 보조금(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알선, 판로 개척 등의 지원 정책 사업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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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에 제정될 때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급여 가운데 ‘자활급여’를 개념화하여 포함시켰음. 수급자 2인 이상이 상호 협력하여 자활을 위

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협력 조직을 ‘자활공동체’라고 개념화함.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

센터, 지역자활센터를 두도록 함.

 ▶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에 제정되고 시행됨.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원 기구가 협동

조합 설립 과정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며 여타 지원 사업은 몇몇 중앙행정기관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통해 이뤄짐. 

 ▶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여러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농촌에서 가

장 두드러지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임. 

 ▶ 농촌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160개(도농복합시 포함) 가운데 조례 등의 법제 정비를 통해 

사회적 경제 부문과의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곳은 10% 정도임. 조례에는 사

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 경제 관련 계획 제도 

및 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시책으로는 시설, 교육훈련, 홍보, 재정, 우선구매, 위탁사업, 기금 

조성 등이 있음.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탐색(사례연구)과 실태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5개 사례 조직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

시하였음. 대체로 지역사회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실천 전

략을 주도하는 주체는 사례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활동가 등으로 다

름. 중간지원조직은 초기 과정보다는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technical)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음. 

 ▶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조직 설립이 용이하도록 법률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역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에 강력한 유

인이 됨. 특히 사업을 위탁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

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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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견지하는 규범적 지향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그 조직들의 법률적 형식은 

미시적으로는 차이가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 수준이 대체로 초

기 단계이며 경영 지표들도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드러남. 

   ● 조사 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과반수는 농업 생산 및 농업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산과 매

출 규모가 작음. 공공 부문 보조금을 받는 경우, 재정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영업이익이나 잉여가 발생했을 때 대체로 차년도 사업에 재투자하여 이익이나 잉여를 지역사회나 참여자

에게 환원하기가 어려운 여건임.

   ● 경영상 어려움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음, 사회적 금융 등 사회적 경제 부문

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농촌 사회적 경제 연결망과 거버넌스

 ▶ 초기 단계에 있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경영 지표상으로도 리스크가 

크고 영세한 경우가 많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가 농

촌 지역 사회적 경제의 심화와 확장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 

   ● 사회적 경제 부문의 실천은 공공 부문이 수행해야 할 정책을 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촌 지역사회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됨.

   ●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결망 안에서의 협력 활동은 조직 간의 신뢰에 기초한 관계적 거래나 사회적 

금융 시스템 구축과 같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는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소도시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결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이 

연결망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하여 ‘아래로부터’ 조직한 단체의 성격을 지님. 

   ● 참여 조직의 법률적 지위가 주식회사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도 적지 않음.



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보고서 요약집
2015

<중소 도시 및 광역 지자체 수준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 조직>

명칭
설립 
연도

법률적 
형식

주요 활동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2003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조직 간 협력 활성화
＊교육·연구
＊기금

신협(2), 생협(4), 농업법인(4), 일반협동조합
(4), 사회적협동조합(1), 주식회사(3), 합자회사
(1), 사회복지단체(2), 지역자활센터(1), 교육운
동단체(2), 문화운동단체(3), 마을공동체(1) 

[계: 28개 중 사회적 기업 12개]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2013 사단법인

＊교육·연구
＊참여 조직 홍보
＊사회적 경제 홍보
＊참여조직 간 협력 활성화
  (자원공유)
＊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적 환경 

조성

생협(1), 지역자활센터(2), 농업법인(3), 유한회
사(1), 주식회사(3), 환경운동단체(1), 시민단체
(2), 일반사업자(2), 재단법인(1)

[계: 16개 중 사회적 기업 1개]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2008 임의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지원
＊교육·연구
＊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적 환경 

조성
＊ 참여조직 간 협력 활성화 (공동

마케팅, 관계적 거래)
＊소액 상호부조

주식회사(12), 협동조합(3), 농업법인(2), 사단
법인(6), 일반사업자(6), 지역자활센터(2), 생협
(3), 사회복지기관(2), 일자리지원단체(1), 민간
임의단체(4), 재단법인(1), 장애인근로사업장(2)

[계: 44개 중 예비사회적기업 14개, 사회적 기
업 9개, 마을기업 1개, 자활기업 2개, 시민사회
단체 9개] 

전북
협동사회
연대회의

2014 임의단체

＊교육·연구
＊ 참여조직 간 협력 활성화 (공동

마케팅)
＊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적 환경 

조성

협동조합(1), 생협(4), 신협(1), 광역 수준 중간
지원조직(3), 광역자활센터(1), 시민단체(5), 광
역 사회적기업협의회(1), 자활협회(1), 사회적협
동조합(1), 농민단체(2), 기초 수준 중간지원조
직(2), 기초 수준 사회적 경제 연결망조직(5), 지
역자활센터(1), 마을공동체(2), 사회복지기관(1)

[계: 31개 중 사회적 경제 연결망 조직 6개, 중
간지원조직 5개]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결망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연대 기구들이 수행하는 공통된 기능은 교육 활

동,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 연결망 조직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경제적 협력, 연구, 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임. 조직 간의 관계적 거래, 상호 출자 등 사회적 

금융, 공공 부문과 형성한 강력한 동반자 관계 등의 특징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음.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첫째,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해야 함. 

   ● 지역사회 구성원의 보다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 시장 기회를 넓히고, 보다 쉽게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동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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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결망을 심화하고 확장해야 함. 

   ●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을 주도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보다 더 하위의 수준에서 조력 활동 주체를 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함.

   ● 사회적 경제 조직 간 ‘관계적 거래’의 연결망을 확장하고 출자 연결망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셋째, 수직적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의 지방화와 현장화를 촉

진해야 함. 

   ● 사회적 경제 부문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농촌에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

록 세부 지침들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함.

 ▶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부문과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을 정립해야 함. 

   ● 공적 서비스 위탁, 우선 구매 등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하고 포괄적인 경상비(특히 인건비)

를 지원받는 조력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이 칸막이 구조 없이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함.

김정섭	 연구위원	 TEL_061-820-2252	 Email_jskkjs@krei.re.kr
김경덕	 연구위원
임지은	 전문연구원	 TEL_061-820-2133	 Email_jelim@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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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1990년대 중반 유통서비스시장 개방 이후 대형 할인마트가 급격히 늘어나 지역상권을 흡수하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에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를 제한(월 2일 휴무)하게 되었음.

 ▶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납품량이 줄

어들고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며, 대형마트 휴무일 전후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

부문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과 유통에 종사하는 산

지생산자조직과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농업부문에서 적절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였으며, Big3 대형마트 구매담당자와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 농산물 출하량 및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APC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및 방문 심층 면담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매시장의 경매사 및 중도매인 면담조사도 실시하였음.

연구자: 김병률, 김성우, 변승연

대형마트 휴무제에 따른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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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대형

마트 휴무 전, 후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분석(DID방법 적용)을 실시하였으며, 소매시장인 전통

시장과 슈퍼마켓의 매출액 등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패

널차분모형을 이용한 GEE모형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 2013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주요 품목별 주별 가격을 이용하여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였음. 

 ▶ 농업부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Chow Test를 실시하였고,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농업의 전

후방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음.

국내외 대형마트 규제 현황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준대규모점포(SSM 포함)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오전 10시 사

이에 제한함. 또한 매월 의무휴업일을 2일로 강제 지정하고, 의무 휴업일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야 하나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게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

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가능함.

   ●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포함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였음.

 ▶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1996년 WTO 유통시장 개방 이전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입 규제 정책

을 통해 중소유통업체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음. 

 ▶ 국내의 경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입지 및 영업규제를 실시하

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휴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음.

   ● 일본과 독일의 경우 입지규제는 한국과 비슷하였으며, 영국은 영업규제가 한국과 비슷하였음. 나머지 국

가들의 대형마트 규제는 한국과 성격이 다르거나 규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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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농산물 구매선 변화

 ▶ 대형마트의 농산물 구매방식(구매선)은 크게 산지 생산자조직 직구매, 전문납품벤더 납품구매와 

도매시장 중도매인 납품구매로 구분되는데, 2000년대 후반 거점 APC 등 산지유통센터가 대형

화되면서 농산물의 95% 이상을 산지 직거래로 공급받고 있으며, 도매시장을 이용한 구매는 거

의 사라지고 있음. 

 ▶ 대형마트 바이어 면담 결과, 월 2일 휴무제로 신선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여 산지로부터 농산물 

조달(공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의 구매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Big3 대형마트 중 C사는 영업규제로 신선농산물 조달규모가 10% 정도 감소하자 산지의 신선농산물(과

일, 채소) 납품협력사(농협군, 영농조합군)를 기존의 100개사에서 90여 개사로 축소하였음.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산물 소매업 및 소비자 파급영향

 ▶ Big3 대형마트 중 A사의 경우 농산물 매입 금액이 영업규제 의무화된 2013년이 2012년보다 

8.9%,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4.1%가 줄어들었고, 다른 B, C사의 경우도 A사와 유사한 패턴

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음. 

 ▶ 또한 Big3 대형마트의 월 2회, 연간 24일 의무휴업(주로 2, 4주 일요일)을 함으로써 농축산물의 

매출액이 연간 2,9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농산(채소, 과일, 양곡), 축산, 수산물

을 포함한 1차상품 전체로는 연간 약 3,500억 원의 판매기회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됨.

   ● 대형마트 중 Big3 마트 외에 영업규제를 받는 나머지 대형마트(이랜드리테일, 메가마트 등)와 SSM의 농

산물 매출감소액을 포함하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매출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대형마트 구매 및 영업담당자들과의 심층면담과 기존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 영업규

제로 인해 축소된 농산물 소비량과 매출액, 구매자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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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 소비 축소와 분산>

구매포기로 인한 
소비 증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감소
(대형마트, SSM)

판매, 매출 감소

소비 감소

대형마트 휴무일
전후로 소비 이동

(자체 흡수)

휴무일 없는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매출 증가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증가

전통시장 매출증가

규제영향 안받는
일반 대형슈퍼(개인경영) 

매출증가 1,255개

저가 수입농축산물취급 
대형마트 매출증가, 

소비자 이동

농산물 소비 
절대적 감소

구매포기로 인한
소비 증발

 ▶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또는 피해는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농업 생산농

민과 생산자조직, 농산물 가격,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침.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농산물 판매 감소 영향>

판로 위축에
따른 생산자조직,

농가 피해

납품업체 축소
납품업체 납품량

감소
휴무일 전일 구매량

축소
휴무일 소비자

구매감소

생산조직
매출감소,
경영압박

지역 고용인력
축소

계약 생산농민
판매축소

계약단가인하

농가소득 감소
생산규모축소,

폐작

출하자 도매시장
출하 증가

휴무일 전일 시장
가격 하락

소비자 소비포기
(소비증발)

농산물 소비량 
절대적 감소

농산물 소비위축,
가격하락

휴무일 구매량
축소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

농산물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농식품별 구매액 변화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농식품 소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2012년~2014년 소비자패널자료를 이용하여 DID분

석을 실시하였음.   

   ● 종속변수는 각 가구의 1회 농식품 구매액이고, 설명변수는 소비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소비행태 변

수로 영업규제 해당 여부, 규제 연도 포함 여부 등은 더미변수로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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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 소비자의 개인특성 및 소비행태 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다른 

구입처에 비해 대형마트에서의 과채류 구매액(1회 기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대형마트 규제 이후 수산물과 유제품을 제외한 품목의 1회 구매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구

입처에 비해 대형마트에서의 품목별 1회 구매액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산지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APC 대상으로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납품물량은 평균 약 33%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거래 대형

유통업체와 규제로 인한 타 경로 납품 단가의 차이는 약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농산물 도매유통(도매시장 유통인, 벤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형마트 휴

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 1. 1. ∼ 2015. 4. 30. 기간 동안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주

요 농산물 일별가격으로 대형마트 휴무주와 비휴무주의 토요일과 월요일 가격을 반입량으로 디

플레이트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저장성이 있는 품목과 없는 대부분 품목 가격이 ‘일요일 휴무 전후(토요일/월요일) 가격’이 ‘정

상 영업하는 일요일 전후(토요일/월요일) 가격’보다 낮게 나타남.

 ▶ 끝으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0. 5. 1.~2015. 4. 30. 기간 동안 가락동 

도매시장의 품목별 일별가격을 이용하여 chow test를 실시하였고,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농산업

과 소매유통부문의 연계구조 변화를 분석하였음.

   ● chow test 결과, 2012. 5. 1.~2013. 4. 30. 기간에 각 품목별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3

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휴무제에 의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구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공급지장으로부터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는 대형마트 휴무제 시행으로 인

한 농산물 유통의 감소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 시행 연도인 2012년보다 2013년에 

농산물 유통 물량 감소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 한편, 대형마트 휴무제로 인한 농식품 매출액 감소가 8,491억 원 수준일 때, 농산물의 공급지장효과는 약 

17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산업연관표에서 농산물은 소매부문의 중간투입재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

에 이러한 추정치는 대형마트 휴무에 따른 간접적 농림업의 생산감소 유발효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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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대응방안

 ▶ 농가들의 대체 출하처인 도매시장 출하가 용이하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

도록 휴무일 자유 지정 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부득이 반사

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생산자 유통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는 배려 정책이 필요함.

 ▶ 두 번째로, 영업규제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생산자 직거래장터 등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농산물 판촉 사업에 정부의 지원 등이 확

대될 필요가 있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컴을 이용한 우리 농산물 소비 홍보에 정부의 관

심과 지원도 필요함. 

 ▶ 세 번째로, 중도매인들의 판로 확대와 함께 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할 경우 시장격리처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도매시장 가격 하락에 의한 농가수취가격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끝으로 농가를 위한 출하처 다양화와 계약재배, 계약거래 확대로 인한 판매가격과 경영안정 도

모 및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산자와 상생체계 조성 지원이 있음.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7	 Email_brkim@krei.re.kr
김성우	 연구위원	 TEL_061-820-2115	 Email_swootamu@krei.re.kr
변승연	 연구원	 TEL_061-820-2221	 Email_seungyeo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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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인배, 김현중, 서강철

말산업 육성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지속되는 FTA 추진에 따라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말산업을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육성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말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지원의 부족, 승마수요 

확대의 한계, 각종 규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말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말산업을 농가소득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말산업과 말산업 육성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말산업의 발전 

방향과 세부 방안을 제시함. 

연구 방법

 ▶ 첫째, 말산업 관련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말산업 정책을 검토함. 

 ▶ 둘째, 말산업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29개 말 사육농가, 52개 승마시설, 

355명의 승마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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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유소년 승마활성화, 말산업 6차산업화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원고를 추진함. 

 ▶ 넷째, 외부의 말 관련 세미나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으며, 국내 전문가와 관련 정책담당자, 말 사

육농가, 승마장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함. 

말산업 및 말산업 육성정책의 개선 과제

 ▶ 경주마의 승용 이용과 전문승용마 부족

   ● 전문승용마 생산과 육성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가격이 싼 경주퇴역마를 순치하여 이용하고 있음.

 ▶ 승마시설 부족

   ● 국내 부동산 가격과 입지규모, 관련 법령 등이 승마시설 신규설치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하여, 승마시설의 

신규설치가 제약을 받고 있어 승마수요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함.

 ▶ 순치, 조련, 승마교육 수행 가능한 전문인력 부족 

 ▶ 승마장의 보험 문제

   ● 승용마의 안전문제로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보험료도 상승하고 있어 승마장 경영비용도 함께 증가

 ▶ 승마시설의 인허가와 농지전용 문제

   ● 국내 총 395개 승마시설 중 미신고 시설은 96개소임. 승마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승마시설 설치 

불가 지역이라는 응답이 15.6%로 나타남. 농지전용 문제로 승마시설 인허가에 규제를 받고 있음.

 ▶ 승용마 공급체계의 미비와 한계

   ● 승용마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외국산 승마전용마인 하프링거와 쿼터호스를 수입하여 말 사육농

가에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말 사양관리 기술이 낮은 일반 축산농가에 분양되어 말 사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한라마의 공급과잉 문제

   ● 2020년 제주에서 한라마 경마가 중단됨에 따라 현재 사육되고 있는 한라마의 가장 큰 수요처가 사라지게 

되어, 한라마 생산농가들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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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장의 전기요금 문제

   ● 말 관련 시설들 중 사육에 필요한 시설까지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승마장의 부담이 되고 있음. 

사육시설은 농업용으로 부과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말 사육농가와 승마시설 경영실태 분석의 시사점

 ▶ 국내 생산 전문승용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사료비 인하 등을 통한 전문승용마 공급가격 인하 

노력과, 전문조련을 통한 말의 부가가치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승마장 경영 개선을 위해 말 사양관리비 절감, 승마 회원 확보 노력,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초기 전문승용마 생산농가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 조련, 경영, 사양 관리 방법 등의 교육

컨설팅 제공이 필요함. 

 ▶ 승마장 인허가(농지 전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법」, 「축산법」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승마시설에 대한 보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승마인들의 개인 스포츠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승마수요 분석의 시사점

 ▶ 승마회원들이 선호하는 말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내에 도입되었거나 용도 전환이 필요한 말에 대

해서는 승용마 조련 과정을 거쳐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승마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인근에 승마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실내 승마와 외승에 대한 승마 회원들의 선호가 있는 만큼 승마시설 확

충 시 이러한 속성들도 고려해야 함. 

 ▶ 우수 승마장 인증제, 퇴역경주마의 승용마 조련시설 의무경유제, 기승능력인증제, 승용마 등급

제 등 승마활성화 위한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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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승마시설은 합법적인 승마장이나 승마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미신고로 운영하는 기

간에도 승마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함. 또한 승마 회원 스스로가 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고 개인적으로 보험(스포츠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 말 사육농가 및 승마시설의 초기투자비용과 말 사양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승마 이용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음.

말산업 육성 방향

 ▶ 말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집중

   ● 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말 개발, 순치, 조련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발전 

   ● 말의 수요층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승용마의 수요를 늘리고, 말 수요 예측과 전망을 통해 장기적인 승용마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경마와 승마의 분리 발전

   ● 현재는 승마산업이 경마산업의 폐기물이라 할 수 있는 퇴역경주마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경마와 승마

는 분리하여 발전해야 함.

 ▶ 유소년 승마활성화에 집중

   ●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승마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유소년의 승마를 활성

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 승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 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

어야 함.

 ▶ 실수요 중심의 선택과 집중 

   ● 지자체 대상의 말산업 정부지원사업 집행 시, 형평성 등에 의해 단순 분배가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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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의 대중화와 6차산업화

   ● 승마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외승과 승마대회 확대 등을 통해 승마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어촌

형 승마시설의 지원을 통해 승마가 농업과 농촌의 6차산업화로 연결되어야 함.

 ▶ 승마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 승마는 농가의 말 생산, 승마인구의 체육활동, 유소년 교육 활용,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등 매우 다양한 기

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승마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함.

말산업 육성 방안

 ▶ 제도적인 측면에서 승마장과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 확대, 승마장 전기요금의 농

업용 적용, 수요가 많은 곳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 

 ▶ 전문승용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수 전문승용마 수입 보급, 한라마의 승용마 이용, 

사육농가와 승마장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조련센터 설치 확대, 승용마 이력제와 경매제 

도입 등이 필요함. 

 ▶ 승마수요 확대를 위한 유소년 승마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소년 승마활성화 전담조직 설치, 승마산

업 육성협의체 구성, 지역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역승마대회 활성화, 승마의 학교체육 정규교

과 편입, 승마시설 인증제 도입, 기승능력인증제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이 외에 말 사육 및 승마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보험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함.

말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

 ▶ 제시한 세부 정책방안들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말산업 육성 방안 추진을 위한 중

장기 로드맵을 제시함.

 ▶ 말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제도개선, 전문승용마 공급체계 구축, 유소년 승마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승마활성화 등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단기(~2018), 중기(~2021), 

장기(~2025)로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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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 부문은 「농지법」의 개정과 전기요금 관련 개선 내용이 포함되며, 단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문승용마 생산체계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다만 초기 생산농가 정착지원과 한라마

의 전문승용마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단기과제로 추진 가능함. 전문 조련시스템 구축은 현재 경

주 퇴역마가 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말 이력제와 경매제는 기반이 성숙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소년 승마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활성화 전담조직 구성, 승마산업 협의체 구성·운영, 승마시설 인증제 실

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승마대회 활성화, 홍보 강화, 승마교재 개발, 유소년 기승능력 인증제 실시 등은 

단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양성과 승마보험 제도 개선은 시급히 추진할 과제이며, 재활승마 수요확대는 승마여건을 고려하

여 단계적인 활성화가 필요함.

<말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성과목표

제도개선

전문승용마
공급체계

구축

기타
승마

활성화

유소년 승마
활성화

전문승용마 생산체계 구축

전문 조련시스템 구축

농지법 개정 축산법 개정

전기세 보완

말 이력제 및 경매제 실시

전담조직 구성

승마산업 협의체

승마시설 인증제 실시

유소년 기승능력 인증제 실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승마대회 활성화 및 홍보 강화

승마교재 개발

승마의 교체육 정규교과 편입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승마보험 개선

재활승마 수요 확대

승마 가격 인하

승마관련 정보 공개 강화

추진전략

전문인력 양성

추진기간 2016 | | | | | |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단기 (~2018)

▶ 산업적 기반확충

▶ 각 부처협력 증대

▶ 질적성장 도모

▶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역사회 유소년 승마활성화

▶ 비즈니스 모델 확산

중기 (~2021) 장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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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전문인력 양성

추진기간 2016 | | | | | |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단기 (~2018)

▶ 산업적 기반확충

▶ 각 부처협력 증대

▶ 질적성장 도모

▶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역사회 유소년 승마활성화

▶ 비즈니스 모델 확산

중기 (~2021) 장기 (~2025)

성과목표

제도개선

전문승용마
공급체계

구축

기타
승마

활성화

유소년 승마
활성화

전문승용마 생산체계 구축

전문 조련시스템 구축

농지법 개정 축산법 개정

전기세 보완

말 이력제 및 경매제 실시

전담조직 구성

승마산업 협의체

승마시설 인증제 실시

유소년 기승능력 인증제 실시

유소년 승마단 창단

승마대회 활성화 및 홍보 강화

승마교재 개발

승마의 교체육 정규교과 편입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승마보험 개선

재활승마 수요 확대

승마 가격 인하

승마관련 정보 공개 강화

추진전략

전문인력 양성

추진기간 2016 | | | | | | |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단기 (~2018)

▶ 산업적 기반확충

▶ 각 부처협력 증대

▶ 질적성장 도모

▶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역사회 유소년 승마활성화

▶ 비즈니스 모델 확산

중기 (~2021) 장기 (~2025)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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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세계 주요국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대두로 화분매개, 천적곤충의 가치가 조명되고 있으며 

곤충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역시 친환경농업과 시설농업

의 성장으로 천적곤충과 화분매개 곤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큼. 신규로 부각되는 사료용, BT

와 연계된 의약용 곤충부문도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교육, 정서, 생태학습프로그램

까지 고려할 경우 그 스펙트럼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곤충산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곤충산업은 아직까지 산업으로서의 인식

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통계 및 곤충농가 등록 DB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곤충산업 육성을 위

해 시장전망과 함께 용도별 실태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첫째, 국내외 문헌 및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 곤충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또한 국내 곤충산업 동향 및 관

련 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곤충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살펴보았음.

 ▶ 둘째, 실제 곤충을 생산, 이용, 소비하는 주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곤충을 생산·판매하

는 농가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곤충산업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연구원 자

체적으로도 보완조사를 실시하였음.

연구자: 김연중, 한혜성, 박영구

미래농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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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곤충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곤충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하였음.

2020년 곤충 시장규모는 2015년 대비 1.7배 성장 추정

 ▶ 2015년 유용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약 3,039억~3,193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용도

별로는 학습용이 49.4억 원, 애완용 372억~496억 원, 화분매개 432억 원, 천적 30억~50억 원, 

식용 60억 원, 사료용 60억 원, 약용 20억~30억 원, 지역행사 소재용 1,816억 원 수준으로 추

정됨. 향후 2020년 유용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현재 수준보다 약 1.7배 성장한 약 5,363억

~5,582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곤충 생산분야, 시설투자비와 질병관리 기술 개선 필요

 ▶ 곤충 생산분야의 문제점은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부족(29.1%), 사육 및 질병관리기술의 어려움

(20.3%) 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천적 및 화분매개 곤충 이용자는 품질 및 효과 불확실(33.3%), 구입비용이 비싸다(22.2%)가 크

게 부각되었음. 한편 곤충을 사육하는 도시소비자는 학습·애완 곤충 사육·관리의 문제(81.8%)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음.

곤충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요

 ▶ 곤충 산업이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초기단계인 곤충산업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

속적인 정부정책 및 R&D가 이루어져야 하며, 곤충 관련 주체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설정되고 목

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 곤충 관련 국내 법, 제도를 살펴본 결과, 식용곤충의 식품등록이 시급함과 동시에 이미지 개선에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곤충생산농가, 이용농가, 도시소비자의 동시에 고려하는 곤충산업 발전 필요

 ▶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곤충 자체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와 곤충자원(천적, 화분매

개)을 이용하여 시설원예작물(채소,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이 동시에 향상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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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애완, 학습, 사료용, 식용 등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

도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 공익적 요소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 친환경 안정농산물 공급, 환경개

선, 지자체의 6차 산업 등과도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주체별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는 곤충 관련 정책 총괄, 곤충 수요확대 정책 수립, 곤충 생산법인(농가) 지원 사

업, 기술수요, 정책수요에 대한 피드백, 부처 간 정책 조율 및 개발, 곤충용도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및 신규곤충을 선발하고 효율적인 곤충생산 매뉴얼을 개발해야 함. 유용

곤충의 탐색을 꾸준히 수행하고 대량사육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수 곤

충종 및 위해곤충 수입관리, 곤충과 관련된 통합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해야 함.

 ▶ 곤충 관련 협회는 신시장 개척이나 곤충소비, 농가지원 등에 대한 현장 수요조사를 담당하며 진

흥청과 더불어 현장중심적인 대량사육기술을 개발하여야 함. 또한 개발된 대량사육기술에 대한 

농가 이전을 돕고, 구성원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체계를 강화해야 함. 자조금 구성을 통해 곤

충에 대한 홍보 강화의 노력도 강구되어야 함.

 ▶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곤충 관련 신소재 개발에 앞장서고, 탐색된 신규 유용곤충에 대해 

유효성 검정과 기능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함. 또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

육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위탁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는 지역축제 및 체험장 운영 홍보와 곤충박람회 개최와 이를 지역의 6

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연중	 연구위원	 TEL_061-820-2256	 Email_yjkim@krei.re.kr
박영구	 연구원	 TEL_061-820-2270	 Email_ygpark@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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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양자간·다자간 협상 등 세계시장에서 무역자율화가 확대되면서 대외 환경 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농업 부문의 개방 가속은 세계시장에서의 변화가 이전보

다 국내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음을 시사함.

 ▶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여건을 고려할 

때, 상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에서 활용되는 기존 농산물 수급·무역 모형들은 세계시장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농업 부문에 미

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내외에서 사용하던 기존 수급·무역모형들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농업 생산·교역 특

징을 반영하고, 나아가 대외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농업 부문에 미칠 수 있는 농산물 무역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대외무역 환경 변화 및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무역모형 개발을 위한 기

초 단계를 설계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음. 

연구자: 유찬희, 이상현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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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국가별로 수급방정식을 추정하여 초과공급·수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교역방정식에 반영한 

뒤, 주요 국가별 초과공급·수요량을 일치시키는 세계시장 균형가격을 산출하고, 이 균형가격 하

에서 국가별 가격·수급량·교역량 등을 도출하는 모형 구조를 설계하였음.

   ● 수급·교역 방정식 추정에 필요한 변수와 방법을 검토하고, 품목 부류별 특성을 반영

 ▶ 수급 및 교역 방정식이 반영하는 생산자·소비자 행태가 경제적 이론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이론을 개관하였음.

 ▶ 추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이론적 기대 효과를 규명하고 실제 모형 개발에 필요한 변수를 

구득하여 변수 DB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음.

 ▶ 제안한 모형 구조(안)을 이용해 품목 단위 실증 사례모형을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시사점과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음.

   ● 해당 실증 사례모형은 향후 모형 개발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고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예비적 시도

기존 모형 검토 및 평가 

 ▶ 주요 기존 모형(AGLINK-COSIMO, FAPRI, GTAP, SOYMOD)의 특성과 가정, 추정·운영 방

식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개발에 필요한 기준을 중심

으로 기존 모형들을 평가하였음. 

   ● 구체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1) 모형 개발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도, 3) 모

형 유형(구조 모형 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4) 분석 대상 국가·경제권 및 품목 범위, 5) 균형 가격·수

급량 도출 방식의 5가지를 선정

 ▶ 위의 기준별로 기존 모형을 비교·평가한 결과,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존 모형은 없으

나, FAPRI 모형이 가장 근사(近似)하다고 볼 수 있음.

 ▶ 기존 모형 형태를 향후 개발할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의 기본 골격으로 참고하더라도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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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생산이나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세계 교역 규모가 작은 품목이 기존 모형에서 누

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모형에 포함

   ● 기존 모형에 비해 주요 수출·수입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구조(안)

 ▶ 이 연구에서는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은 동태적·축차적·다수 시장 부분균형(dynamic, recursive, 

multi-market, partial equilibrium) 모형 형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기초 구조 모식도> 

수출국 i의 국내 시장

(1) 공급 (Si)

(2) 수요 (Di)

(3) 재고 (Ii)

초과공급(ES)

(4) ESi = Si - Di - △Ii

수입국 j의 국내 시장

(1) 공급 (Sj)

(2) 수요 (Dj)

(3) 재고 (Ij)

초과수요(ES)

(4) ESj = Sj - Dj - △Ij

국제가격 연결

(9) Si = Z1ij·Pj + Z2ij

국제무역 흐름 연결
(10) ∑ESi =∑EDj

(교역시장 청산)

주  1) 하첨자 i, j는 수출국과 수입국을 의미하고, △는 변화분을 의미함. 
2) 변수 Z는 환율, 종가(ad valorem) 보조, 운송비용, 관세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타 모든 변수를 포함함.

 ▶ 대외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국내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려면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과 국

내 수급모형을 연동시켜야 함. 국내 농업 부문과 연동하는 방식은 별도의 국내 수급모형을 개발

하기 보다는 기본의 국내 수급모형과 연동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

   ● 이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운영 중인 KREI-KASMO 모형과의 연계를 검토하였음. 세

계 농산물 무역모형에서 산출한 품목별 균형 가격을 KREI-KASMO 내 ‘국제가격’(외생변수)로 받아들이

는 방식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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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산물 무역모형과 KREI-KASMO 모형 연동 방식(안)>

주요 수출국 i2 주요 수입국 j2

주요 수입국 jm

수입국 ROW

거시변수

정책변수

KREI-KASMO

공급량

생산량
+

수입량
+

기초
재고량

수요량

소비량
+

수출량
+

기말
재고량

초과
공급량 i1

초과
공급량 i1

초과
수요량 j1

초과
수요량 j1

초과
공급량 i1

초과
수요량 j1

Σ초과
공급량 i

Σ초과
수요량 j

“국제가격, 관세율, TRQ”세계시장 균형가격(PW*)

주요 수출국 i1

공급량

생산량
+

수입량
+

기초
재고량

수요량

소비량
+

수출량
+

기말
재고량

주요 수입국 j1

주요 수출국 im

 ▶ 교역방정식 구축에 필요한 국내 수급방정식을 추정하고자 경종·축산·과일 및 채소 부류별 공급·

수요 방정식 체계를 설계하였음. 

   ● 경종·채소는 경작면적, 수확면적, 단위면적당 수확량, 기초재고량 등을 추정하여 당해연도 총 공급량을 추

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생산자 의사결정을 반영할 핵심 변수로 기대순수익(Expected 

Net Returns)을 고려하였음.

   ● 축산과 과일 부류는 자료 구득에 한계가 있어 축약형(reduced form)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 부류별 수요량 추정 시 각 품목 또는 부류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음.

 ▶ 교역방정식은 국가별 공급-수요 관계를 항등식이라고 가정하고 남거나(초과공급) 모자라는(초과

수요) 물량을 교역한다고 가정한 뒤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 가격 외에도 종량세, 종가세, TRQ 등의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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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DB 구축 가능성 타진

 ▶ 대표적인 거시변수인 인구, 실질 소비자 농식품·음료 지출액, 생산자가격지수(PPI), 소비자가격

지수(CPI),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원유 가격, 비료 등 투입재 가격, 환율 등은 대부분 

구득할 수 있었음. 

 ▶ 수급 및 교역방정식 추정에 필요한 변수 중 생산비용, 사육두수, 유목·성목 면적(과수) 등은 자료

를 구하기 어려워,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였음. 교역방정식 추정과 관련된 자료 중 비관세 장벽 등

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실증 사례모형 구축

 ▶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 구조(안)을 토대로 오렌지를 중심으로 단순화한 실증 사례모형을 구축

하였음. 

   ● 해당 모형을 즉시 활용할 수는 없고, 사전에 모형 형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

오를 발견·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1991~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본 전망(baseline)을 우선 도출

하였고, 2013년 미국 오렌지 생산량이 10% 감소하는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의 전망결과를 기본 

전망과 비교하여 외부 여건 변화 효과를 계측하였음.

   ● 평균제곱근편차(Root Mean Squared Error %; RMSE%), Theil 부등계수(Theil inequality coefficients), 

그리고 Theil 오차분해비율(Theil error decomposition proportions)1) 등의 동태적 시뮬레이션 통계 

값을 이용하여 검증

 ▶ 단순화한 모형이지만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기본 전망과 가상 시나리오 결과를 비교하면, 

외부 여건이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은 이론적 기대에 부합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개발을 위한 시사점

 ▶ 이 연구는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개발’을 위해 사전에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줄

1)	Theil	오차분해비율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본	보고서의	<부록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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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는 기초연구였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함. 

   ● 품목별 수급·교역방정식 구조를 세부 품목 단계까지 확대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품목은 우리나라 수급 변화가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interaction)을 반

영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변수 DB 구축 가능성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을 개발하면 국내 수급모형과 연동하여 실질적인 파급영향 계측을 실시할 필요

가 있음.

유찬희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2	 Email_chrhew@krei.re.kr
이상현	 부연구위원	 TEL_061-820-2037	 Email_shlee@krei.re.k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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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밭작물 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 쟁점인 한·중 FTA가 추진되고, 고추,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중국

산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이 제

기되었음.  

 ▶ 또한 밭작물 소비 구조 및 생산 여건 변화에 따라 주요 밭작물 생산 비중 변화 및 밭, 논, 시설재

배 등 재배지와 생산 방식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기반정비, 기계화, 산지 조직화 등 정책 지원 

체계의 변화가 요구됨.  

 ▶ 본 연구는 3차년 연구의 1년차 연구로 밭 농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의 실상 파악을 연구 목적

으로 두며, 더불어 추후 2, 3년차 연구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밭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첫째, 작부체계 및 농지 이용 변화, 영농형태별 생산소득 및 수익성 변화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면적조사, 농가경제조사, 표준소득 등 각종 통계자료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베

이스(DB) 원자료 등을 활용함. 

연구자: 김홍상, 채광석, 이용선, 윤성은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1/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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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밭 기반정비, 기계화 관련 주요 정책 자료 등 기존 문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양한 현지 

사례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함. 

 ▶ 셋째, 밭작물 재배농가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사업 수요조사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

통신원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함. 

 ▶ 그리고 상품·시장매트릭스기법을 활용하여 성장품목과 쇠퇴하는 품목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밭 농업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한 구조분해분석(IO-SDA)을 실시함. 또

한 자료포락분석(DEA) 및 토빗회귀모형(Tobit Model)을 사용하여 주산지 효율성 분석 및 효율

성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함.

밭작물의 논 재배 확대와 농지이용구조의 변화  

 ▶ 논에서 쌀보다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 재배가 확대되면서, 논의 밭으로의 전환이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밭작물 재배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논의 경우 경지정리, 관개·배수시설, 도로망정비 등 기반정비가 이루어져 농작업이나 시설원예가 용

이하기 때문임.

 ▶ 또한 전체 밭작물 재배면적에서 식량작물 등 노지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시설작물 비중이 증

가하고 있어 밭작물 시장 소비 변화에 따라 농지이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중국 대비 주요 밭작물 생산비 격차는 여전히 크고 고용노동 확보 문제 심각

 ▶ 중국의 경우 노동비 등 간접생산비 상승이 전체 생산비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중국 대비 우리나

라의 주요 밭작물의 생산비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비와 토지임차료 등의 차이로 

3~4배의 격차가 존재함.

 ▶ 1994~2014년 사이 주요 밭작물의 단위면적당 노동투입시간은 자가노동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

으로 감소해왔음. 전체 노동 중 고용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의 70~80%는 

여성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고용노동은 파종·이식, 수확 단계 등 농번기에 집중되어 있어 괴산군이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등과 같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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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 주산지 집중도 심화 및 주산지 정책 성과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고추, 마늘, 사과 등 주요 품목의 상위 5개 또는 10개 시·군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추세로 산지 

집중도가 강화되고 있음. 

   ● 하지만 마늘의 경우 해안도서지역에 위치한 주산지의 면적은 감소하고, 영남 내륙지역에 위치한 산지 재

배면적은 증가하는 등 기반정비, 기계화, 품종 등의 차이로 주산지별 점유 비중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 고추, 양파 농가의 주산지 생산효율성 분석 결과 모두 주산지와 비주산지 상관없이 순수기술효

율성이 규모효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 선도농가와 비선도농가 간 기술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농가의 원인을 살펴본 결과 순수기술효율성이 규모효율성보

다 크게 나타나, 과도한 경영비 및 노동 투입 시간 등의 절감이 시급함을 보여줌. 

 ▶ 요컨대 주산지 산지 집중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주산지 생산 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주산지 중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주산지 성과 제고 방

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밭작물 품목 유형 분석 결과 주요 밭작물의 성장 가능성 취약 문제 심각

 ▶ 밭 농업 관련 시장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소비자구성 및 선호도 변화 등에 따라 밭작물 수요 여

건이 달라져 밭작물 시장이 변화하고 있음.

   ● 평균 생산액 규모와 생산액 성장률을 사용하여 작물 유형을 구분한 결과 약용작물, 인삼, 서류, 두류는 고

성장하는 유형으로 구분되고, 시설과채, 노지근채, 과실류는 성장시장으로 분류됨. 반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노지과채, 맥류 등은 성장률이 낮은 저매력, 쇠퇴하는 품목유

형으로 분류되어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 비록 한·중 FTA 협상에서 주요 밭작물 개방이 양허제외되어 있지만, 중국 대비 큰 생산비 격차, 노동력 부

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는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하에

서 중장기 체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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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종류별 시장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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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 투자 활성화 및 전후방 관련 산업 연계 전략 필요

 ▶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구조분해분석 결과, 밭 농업 전체 생

산 증가에 있어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된 최종 수요의 성장기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농업 부문이 타 산업에 비해 투자수요 비중이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밭 농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수입중간재의 투입비율이 증가하여 밭 농업 생산 감소를 유발하고 있어 밭 농업 관련 수입중

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밭 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밭 농업과 전방연쇄효

과가 높은 제조업(특히, 음식료품업), 서비스업(특히, 음식점 및 숙박업)과의 연계 전략이 필요함.

농업인들 농산물 가격 안정과 노동력 확보에 관심 높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밭 농업 경영 실태 및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

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낮은 농산물 가격, 판로 확보 문제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됨.

   ● 이러한 애로사항과 맞물려 밭 농업 경쟁력 제고 과제로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 노동력 

공급 원활화, 고품질 농산물 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 밭 기반 정비사업 확대 등이 강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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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설문조사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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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 밭 농업 경쟁력 제고 과제를 정책 기조 전환 과제와 정책성과 제고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함. 

 ▶ 우선 정책 기조 전환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첫째, 논에서 밭작물 재배 확대 등 농지이용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밭 중심 밭 농업 대책 기조의 전환이 요

구됨. 논과 밭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에서 밭 농업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여전히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밭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이 핵심 과제이지만, 밭의 태생적 한계로 논처럼 기계화 기반을 갖출 수 

없으며, 노동력 확보 애로 등의 문제와 더불어 밭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둘째, 밭작물 소비 구조의 변화, 성장 요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 여건 및 제조업, 농자재산업 및 음

식료업 등 비농업 부문과 밭 농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함.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창출

과 거시경제 및 타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밭작물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함. 건강기능성, 안전농산물 

등 새로운 품목 개발과 품질 경쟁력 제고 노력이 중요함.

   ● 셋째, 밭작물의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하여 지역별·유별 차별화 전략 모색이 필요함. 모든 품목, 모든 지

역을 대상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함. 밭 농업 산지 집중도가 일부 상위 주산지 중심

으로 집중되는 현상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유별 차별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기존 밭에서의 농업, 밭작물산업 등 밭 농업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이해의 관점 차이와 경쟁력 제고 

대상과 목표의 불명확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밭 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목표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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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성과 제고 과제로 다음과 같은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첫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 및 밭 농업 기계화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밭 기반정비 

및 노동력 확보 대책 수립이 필요함. 다양한 밭 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업인 설문조

사와 경쟁력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밭 기반정비, 계절적 노동 집중 투입시기의 노동력 부족 문

제 해소,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둘째, 주산지 생산 집중 현상 및 정부의 주산지 중심 투융자 확대 경향 등에도 불구하고, 주산지 생산효율

성 분석에서 주산지 우월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산지 중심 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

한 조직화, 자원투입 효율성 제고, 유통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셋째, 지역별 품목 차이, 동일 작물이라도 지역별 생산비 차이 등 밭작물의 다양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

여 지역 중심 품목별 구체적인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농업인 참여 확대에 기초한 정책 추진 체계 개편, 장·단기 대책의 세분화, 시장 여건 변화에 대

한 대응 능력 제고 등이 필요함. 특히 농업인 중심 조직화 역량 강화, 밭 기반정비 관련 예산지원체계의 개

선, 외국인 노동 활용 방안 관련 제도 개선, 밭작물 시장 변화 전망과 신품목·품종 시장거래 정보 제공 등

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6	 Email_hskim@krei.re.kr
채광석	 부연구위원	 TEL_061-820-2377	 Email_gschae@krei.re.kr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20	 Email_yslee@krei.re.kr
윤성은	 연구원	 TEL_061-820-2393	 Email_graceyoo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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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을 농지집단화 및 토지생산성으로 

구분하며, 신규지정 및 주민희망편입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농지가격 저평가로 대부분의 농업인

은 자신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우대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농지보전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보전농지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금전보상뿐만 아니

라 다양한 형태의 보상지원이 필요함.

 ▶ 현행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또는 제도 관련 법·제도의 개편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우량농지 보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밭 농업 활성화, 농지이용 안정성 확보 등)를 최

소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통계자료분석, 계량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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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헌조사는 기존의 농지보전 관련 통계자료와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이 과

정에서 외국의 정책 프로그램도 같이 검토함.

 ▶ 설문조사는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1,566명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12명이 응답

하였음.

 ▶ 통계자료는 농업경영체DB 원자료를 활용하여 경지이용 및 휴경 실태를 파악하였음. 그리고 국

토교통부에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농지보전 정책

수단(농업진흥지역 지정, 생산기반 정비)이 농지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Hedonic모형을 통해 분

석하였음.

농지보전 정책 검토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유효 이용 도모 필요

   ● 전체 농지면적 중 논은 76.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이용의 안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밭

은 전체면적의 12.8%인 9.7만 ha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하지만, 우리 식습관이 미곡 중심

에서 과일·채소 등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도 농지보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되어

야 할 것임.

 ▶ 농지관리기금을 농지보전 정책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 필요

   ● 지금까지 농지규모화·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농지매입비축·농지연금 등의 농지은행사업은 모두 융자사

업으로서 농업구조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이들 사업은 개

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법인 등 조직경영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업구조개선사업으

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따라서 농지보전과 개별경영체가 아닌 지역단위 조직경영

체 육성 및 지원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을 연계하여 지원·활용하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의 안정적 이용 및 관리 필요성 증대

   ● 농지법이 도입되었지만, 전체 농지에서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2.2%에서 2014년 49.9%

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음. 또한, 다년생 작물 재배와 시설농업이 확대되면서, 농지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가 농지 관리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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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및 개념 설정

 ▶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보전 및 전용 억제의 유효한 정책수단

   ● 설문조사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농지전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실제로도 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도 지역의 시·군별 농지면적 감소율을 살펴본 결과,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인근의 평택, 

용인, 김포, 고양, 남양주, 파주 등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 감소율은 크게 나타났으나, 농업진흥

구역 내 농지면적 감소율은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규제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아, 농업진흥지역 면적 확대 어려움

   ●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순수 농업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가 자산가치 하락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생하는 소득 증대효과보다 자산가치 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

   ● 따라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어떤 정책적 우대지원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농지전용 수요를 억제하

기 어려움. 따라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의 농지를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권 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지보전 정책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은 특정품목에 대한 보호수준을 감축하고,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무게중

심이 이동되고 있음. EU는 2013년 CAP개혁에서 종전의 단일직불제를 개편하면서 녹색직불제(Green 

Payment)로 대폭적인 전환을 시도하였고, 미국도 2014년 농업법에서 직접지불제를 폐지하고, 일부 보

전 프로그램도 일부 통합하였지만 새로운 환경보전제도(ACEP, RCPP)를 신설하였음. 일본도 2014년 다

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공동활동이나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여 다원적 기능이 확산되고 후계자 육성 

등 구조개혁을 실현한다는 목적에서 다원적 기능 직불제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용으로 활용할 뿐, 다원적 역할에 대한 보전 기능

이 미흡함.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촌경관 유지나 환경보전 등의 행위

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해야 함.

 ▶ 지역단위의 우량농지 보전 개념 정립 필요

   ● 지금까지 주곡인 쌀 생산이 강조되고 논 개발이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면서 논 중심의 우량농지 개념이 설

정되었음. 하지만 전체 먹거리 체계에서 밭작물 재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산기반정비 패턴 변화와 

우량농지의 개념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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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정부도 우리나라의 우량농지 개념과 같이 ‘Prime farmland’를 식량, 사료, 섬유 및 지방종자 작

물 등을 생산하기 위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최적 조합이 가능한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우량농

지(Prime farmland)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개념 설정뿐만 아니라 고유농지(Unique farmland), 주 전

체의 중요한 농지(farmland of statewide importance), 지역의 중요 농지(farmland of local 

importance) 등 지역기준에 맞는 우량농지 개념을 설정하여 정의하고 지역조례에 의해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예,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 마을 등)과 같이 전통적인 우량개념에는 충

족하지 못하지만, 지역단위에서 매우 중요한 농업자원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음. 이런 지역은 지

역단위(시·군)의 지역조례 등을 통해 보전농지로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 수단

 ▶ 농지소유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지보전 유인

   ●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보상 측면에서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쌀 직불금을 차등 지

급하고 있지만, 농지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공동활동이나 영농활동 등의 의무조건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25% 정도 직불금 지급 차등을 두고 있고, 직불금을 농지소유자가 아

닌 경작자에게만 지급하다보니 농지소유자의 농지보전 유인이 적음.

   ●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농업생산이 집중되고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로 경작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 

일부 지급하여 농지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지진흥지역 농지소유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

가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안팎 구분없이 모든 농지에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만 해당

되는 조세 경감 지원이 아님.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만 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감면제도가 필요함.

   ● 현재 도입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대신 「소득세법」 제

95조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개념을 적용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일

본의 농지상속에 대한 납세 유예제도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해 5억 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예외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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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단위의 포괄적 지원제도 도입

   ● 지자체에서는 우량농지의 보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연계한 지역농업생산특구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는 보전해야 될 우량농지를 지역농업생산특구로 지정하고, 토지 이용 

관련 규제 완화(소유 및 임대차 허용하는 대신 전용규제 유지)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

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농지보전 정책프로그램 도입 방안

 ▶ 첫째, 농업진흥지역 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 확대함.

   ● 이를 위한 부재지주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불법적 농지임대차를 조장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

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많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참조) 제도를 도입함.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개념을 적용하여, 이용규제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일반공제나 1세대 1주택보다 높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상속·증여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인이 20년 동안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계속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세 납부를 유예되고 20년이 지난 이후는 상속 또

는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는 제도를 도입함.

 ▶ 둘째, 자경농가와 비자경농가(휴경 포함) 간의 재산세를 차등 부과함. 

   ● 현재 자경(임대 포함)과 휴경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재산세 차등 부과(안)을 자경(농지은행를 통한 임대차), 개

인간 임대차, 휴경으로 구분한 복수세율재산세 제도를 도입하여 자경 유도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

 ▶ 셋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농업진흥지역 안팎별로 차등 부과함.

   ●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도입목적 달성과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과율을 기존 30%에서 최소 50% 이상 높여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전용을 원하는 부작용 문제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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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농지보전직불제를 도입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중장기적으로 농지직불(안)로 통

합함.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여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최소 10년간 비농업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국가 또는 지자체와 체결한 농지에 한해 지급함.

 ▶ 다섯째, 장기적으로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함.

   ● 개발권 양도제는 손실보상이나 세제상의 혜택보다 개발이익이 큰 수도권 또는 대도시 인근 지역에 한정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

채광석	 부연구위원	 TEL_061-820-2377	 Email_gschae@krei.re.kr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36	 Email_hskim@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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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1인 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에서 2014년 489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중요한 소비주체

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자리 잡음. 1인 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식품소비행태를 검토

하고, 식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당국 및 식품업계의 대응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증대함.

 ▶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식품 구입, 식생활, 영양섭취 등 식품소비 전반을 분석하고 식품산업의 대

응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식품시장을 전망하고 식생활정책 및 식품산업정책의 대응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됨.

연구 방법

 ▶ 1인 가구의 식품소비와 식품시장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자료 분석, 계량모형 분석, 소비자와 

업체 설문조사, 주요국 시장 조사, 전문가 원고의뢰가 추진됨.

 ▶ 통계 분석에는 시계열 자료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식품소비 및 영양 섭취와 관련된 통계원시자

료가 활용됨. 1인 가구의 소득과 식품비 분석을 위해 2006~2014년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식품소비행태 파악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를, 영양 

섭취와 식생활의 불안정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하는 ‘국민건

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함. 

연구자: 이계임, 황윤재, 임승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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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설문조사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업체 설문조사는 식품제조업체 176개, 식품유통업 127개, 외식업 300개를 대

상으로 실시함. 

1인 가구 구성과 변화 추세

 ▶ 1인 가구는 청년 실업과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초혼 연령 상승,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

로 빠르게 증가함.

 ▶ 1인 가구는 2014년 기준 48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와 60

대 이상의 비중이 큼. 소득수준별로 100만 원 미만 1인 가구는 45.1%로 전체 가구(14.6%)의 3

배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함.

1인 가구의 식품 소비 분석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이 

높음. 소비 지출액 중에서 주거·수도·광열과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지출 비중이 높으나, 소득 및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 1인 가구의 월평균 식품비는 2014년 기준 28만 7천 원으로 2인 이상 가구(균등화)의 74.4%이

며, 엥겔계수는 29.2%로 2인 이상 가구의 27.1%에 비해 높음.

 ▶ 식품류비는 소득수준이 100만 원대 이하인 1인 가구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반면, 소득수준이 500만 원대인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보다 절반 이상 더 지출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신선식품 지출이 높고, 30대 이하 1인 가구는 즉석동결식품 

지출과 외식 지출이 높은 특징을 보임. 즉석동결식품의 경우 2013년 이후 소비가 뚜렷하게 증가

하였으며, 30대 이하 1인 가구에서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 1인 가구 증가의 식품소비지출 영향을 井田憲計(2013)의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6∼2014년간 식품소비지출 변화 중 인구 및 세대 구조변화가 28.6%를 점하며, 1인 가구 중

에서는 연령이나 인구수보다 세대인원 수 감소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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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AIDS 모형을 적용하여 식품소비의 가격 및 지출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

구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높았으며, 1인 가구의 경우 가공식품과 외식의 지출탄력성이 높게 추정됨.

1인 가구의 식품구입행태

 ▶ 1인 가구는 식료품을 전체 가구의 평균에 비해 자주 구입하지 않으며,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편

의점과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하는 비중이 높음. 1인 가구는 구입처 선택 시 거리나 교통의 편리

성을 고려하며, 신선 및 가공식품 구입 시는 가격을 중요시함.

 ▶ 1인 가구는 쌀을 2∼3개월에 1회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1년에 2∼3회 이하를 구입하

는 비중이 42.0%이고, 절반 이상이 즉석밥을 구입함.

 ▶ 채소 구입 시 1인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세척 또는 절단된 신선편이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함. 과일 구입 시는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거나 개당 구입’ 

또는 ‘비닐봉투 등 소포장형태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음.

 ▶ 1인 가구는 계란, 우유, 통조림류 등을 소용량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고, 김치와 장류는 직접 만

들어 먹기보다는 구입해서 조달하는 비중이 높음.

 ▶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 식품의 경우 주 2∼3회 이상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가정간

편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1인 가구는 ‘가격이 비싸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혼자서 외식하는 빈도가 잦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횟수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임. 1인 가구는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혼자서 외식하는 경우가 많고, 음식점을 

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중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높음.

1인 가구의 식생활행태 및 영양섭취수준 분석

 ▶ 1인 가구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2인 이상 가구의 두 배에 달하였으며, 특히 

30대 이하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가정간편식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소득수준이 500만 원대 이상인 1인 가구의 경우 외식, 완전조리/

반조리 식품, 배달/테이크아웃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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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는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였으며, 혼자 식사하는 비중도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의 1/3이 저작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를 준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의 두 배에 달함.

 ▶ 현재 식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인 이상 가구보다 1인 가구에서 낮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만

족도가 낮음. 국내산 식품, 지역산 식품,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도도 낮은 수준임.

 ▶ 1인 가구의 식생활 안정성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식생활 불안정단계 비중은 2인 이

상 가구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음. 1인 가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 불안

정단계의 비중이 증가함.

 ▶ 1인 가구의 권장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섭취비율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으며, 영

양섭취 부족자 비율도 2배 정도 높은 수준임. 연령대별로 60대 이상과 20∼30대의 경우 2인 이

상 가구에 비해 영양섭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권장섭취기준 대비 영

양소 섭취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1인 가구의 식품산업 영향 분석

 ▶ 식품제조업 전반에서 ① 소분·소용량 제품 수요증가(소형화) ② 조리식품 등 ‘간편식’ 수요 확대

(간편성) 등의 경향이 나타남. 식품제조업 중에서 특히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건강

식품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편임. 제조업체는 판매 제품의 기준 용량 또는 포장규격을 작게 한 

제품을 개발·출시하고 있음.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출시가 미흡한 편임.

 ▶ 1인 가구 증가는 유통시장에서 ① 편의점 수요 확대 ② 인터넷 슈퍼마켓 확대 등 온라인 채널 확

산 ③ 대형마트 판매대 구성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침. 편의점은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

며, 가공식품과 가정간편식 비중이 증가하고 소용량 패키지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임. 온라인 유

통 채널에서도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크게 증가함. 대형마트의 경우 가정간편식 제

품 취급 확대 및 별도 판매 코너 마련, 소량·소포장 제품 판매 코너 마련 등의 1인 가구 관련 마

케팅 전략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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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시장 매출에서 1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식, 패스트푸드, 치킨 등 간편한 식사가 가능

한 음식점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외식업체에서는 1인 좌석 마련, 1인 식사 메뉴 다양화 등

으로 1인 고객에 대응하고 있음.

외국의 1인 가구 대응 식품시장 현황과 시사점

 ▶ 일본은 1인 가구 비중이 32.4%(2010년)에 달하며, 특히 노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

가가 전망됨. 간편 가공식품 및 조리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외식업체는 1인 좌석 마련, 무인 식

권 발매기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함. 식품유통시장에서는 편의점의 시장규모 확대 추세

가 뚜렷하며, 업태 간 장벽이 모호해지고 있음(편의점의 슈퍼마켓화, 슈퍼마켓의 편의점화).

 

 ▶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은 개호(介護)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령자의 신체·섭

취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일본 개호식품협회는 자체기준 및 규격(UDF)을 

마련하여 운영함. 

 ▶ 미국은 가공식품의 경우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냉동식품 매출 중에서 간편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간편 가공식품에서 소포장 제품 확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외식시장에서는 패스

트푸드점이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형태로 소비자의 간편성 추구 경향에 대응하고 있음. 전

통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강세이던 식품유통시장에서 소형화·온라인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상당수의 국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0∼40%로 높은 수준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의성 추구 경향이 증가하면서 간편 가공식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가정간편식과 관련한 자체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

도 있음. 식품유통 시장에서는 ①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② 접근성을 강화

한 도심형 소형 슈퍼마켓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1인 가구 식품소비 전망과 정책과제

 ▶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0.4%에서 2024년 13.5%로 꾸준히 증가

하고, 특히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같은 기간 33.3%에서 42.3%로 확대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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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2024년간 전체 식품소비지출 변동 중에서 인구 및 세대구조 변화에 의한 변동은 59.0%

로 예측되어 2006~2014년의 28.6% 대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가구당 평균소비지출액

은 1인 가구의 경우 2014년을 기준 시 27.2%, 2인 이상 가구는 1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1인 가구에서의 영양소 부족 경향은 더욱 악화되고, 에너지 구성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식품업계에서는 1인 가구가 향후 3~5년 이내 주요한 타깃 대상층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어 식품제조, 유통, 외식시장에서는 향후 간편화와 소형화 추세 등이 뚜렷하게 진행될 것

으로 전망됨. 향후 소형화를 추진하거나 간편식 제품의 확대를 계획하는 업체의 비중은  21~25%, 

고령친화제품의 확대를 추진하는 업체는 19.9%로 조사됨.

 ▶ 식품유통업체에서는 통신판매와 편의점의 매출액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외

식시장에서는 배달/테이크아웃 시장이 확대되고, 음식점 유형 중에서는 패스트푸드와 분식점 및 

김밥전문점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외식업체에서는 1인 좌석 마련과 1인 고객을 

위한 메뉴 양 조절 등을 고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1인 가구의 식생활 특성을 감안하여 식생활정책과 식품산업정책의 4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함.

<1인 가구의 정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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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고령화에 따른 음식섭취 어려움 고령화 식품산업 활성화

가정간편식, 배달식품 수요 증가 가정간편식, 배달식품 시장 품질관리 강화

식생활정책

식품산업정책

 ▶ 첫째, 식생활정책의 일환으로 식생활이 불건전한 1인 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지역단위에서의 식

생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함. 직장 내 식생활교육 강화, 독신 남성 대상 요리교실 개최, 1인 가구 

이용비중이 높은 편의점 등을 통해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함. 



1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보고서 요약집
2015

 ▶ 둘째, 식품지원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1인 가구를 70대 이상 독거노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읍·

면지역 독거노인, 동지역 독거노인의 순으로 정책대상 우선순위를 둠. 식품지원은 영양소를 양

적으로 보충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므

로 올바른 식단 구성, 건강한 식습관 개선, 생활습관병 예방 등을 위한 식생활 교육과 홍보사업

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식품산업정책으로 가정간편식 및 배달식품 시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

시/인증제도 보완(가정간편식 표시방법 개선, 배달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식품 확대와 원산지 

표기방식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가정간편식 위생관리와 안전성조사 확대, 포장 및 배달과정 위

해요인 관리 강화), R&D 확대(전통식품 가정간편식의 개발과 품질강화), 한식/전통식 가정간편

식 수출증대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넷째,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일반식품을 포함하여 법적·정책적 범위를 보다 폭넓

게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식품 개발을 촉진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

원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식품으로서의 고령친화식품과 관

련한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간 연계를 통해 정책수요에 체계

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고령친화식품산업이 노인층 수요에 차별적으로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시 및 규격 기준 마련, 인증제도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함.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26	 Email_lkilki@krei.re.kr
황윤재	 연구위원	 TEL_061-820-2247	 Email_yjhwang@krei.re.kr
임승주	 연구조원	 TEL_061-820-2254	 Email_chsj7572@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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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

연구자: 이상민, 민경택, 구자춘, 이소영, 권지혜

요약 및 소개

 ▶ 이 연구는 그간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한국 임업의 산림

복구 경험과 강점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략안을 제시하고, 중점협력 국가별 전략서 마

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선진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관

련 내용 및 문제점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략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현황, 개발협력과 관련된 협약의 논의 동향에 대한 검토 결과

   ● 한국의 ODA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 과거에 비해 기후변화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 과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임업개발 비중은 최근 들어 크게 감소하였다.

   ● 실질적인 개발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SDGs 체계에서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모니터링 지표와 연계한 사업에 집중할 필

요가 있다.

   ● ODA를 REDD 도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이행 수단으로 임업 ODA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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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임업분야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

   ● 사업 시행기관이 국내공공기관이나 NGO 등 공여국의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임업분야 양자 간 ODA의 경우 극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한 편이다.

<한국 임업 ODA의 국가별 지원 현황(2005∼2013 누적)>한국 임업 ODA의 국가별 지원 현황 (2005-2013 누적)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카르키즈

솔로몬군도

우즈베키스탄

도미니카 공화국

캄보디아
5%

미얀마
4%

카르키즈
2%

솔로몬군도
1%

우즈베키스탄
1%

도미니카공화국
1%

르완다
0%

기타
19%

몽골
22%

중국
16%

인도네시아
16%

필리핀
13%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2015. 3. 12.), <www.edcfkorea.go.kr>.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임업분야에서는 전무하다.

   ●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다양한 부처와 정부기관들이 직접 ODA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협조 부재로 인한 

분절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 현 CPS 체계에서 산림부문의 참여는 산림면적 비율을 높이는 사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 ODA를 해외산림개발과 연계하여 설계함으로써 목재자원 조달의 돌파구를 찾고, 아울러 참여 기업의 적

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ODA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선진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은 국가 개발협력 전략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며, 국제적인 협약 사항과 일관

된 방향성을 가진다.

   ● 중점 협력 분야는 능력배양,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일자리 창출, 인권·민주 사회 형성, 보호와 생산의 

균형, 정책 개발 등이다.

   ● 국제개발협력의 범위는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관련 모든 자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여

기에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관련 문제, 산림 관련 자원 관리 및 보호, 농촌 개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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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SWOT 분석 결과

<한국의 임업분야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황폐한 산림복구 경험
- 법제도의 제정 및 정비
- 강력한 법집행
- 토착민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계지원

- 사업의 분절 및 중복
- 공여국 기관에 의한 사업 시행
- 동아시아 편중
- 임업개발 비중 높음.
- 유상원조 전무
- 열대림 관리 경험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en)

- 산림에 대한 관심 증가
- 지속적인 ODA 증액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수요 증가
- SDGs로 다양한 임업 사업 가능

- 개발 효과에 대한 회의
- 세계 경제의 불안정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
- 많은 기관의 사업 참여

한국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안

 ▶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안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안> 

원칙

- 임업개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와 임업연구 분야에 대한 비중 확대
-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
- 임업 이외의 분야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
- SDGs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 실질적인 개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상지원 비율 확대
-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

기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2013∼2017)

추진체계
-     KOICA가 산림사업 총괄하되, 산림사업의 사전 타당성, 계획수립 등에 대해 산림청에 자문. 산림사업의 

시행기관 또한 산림청에 기술자문 의뢰 
- 산림청은 자문 이외에 기술개발을 통한 정보 축적에 집중

목적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이용의 조화를 통한 범지구적 문제해결 및 빈곤 퇴치에 기여

전략과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

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  산림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생

계 향상

-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
성 등 인류 공통의 관심
사 우선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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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
분야

-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보
호 및 향상을 위한 관리 
지원

- REDD+ 도입을 위한 지원

- 산림 이용을 위한 법제도 강화 지원
- 소외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 지역민에 의한 산림관리 지원

-  범지구적 이슈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을 위한 정책협의 강화

-  국제협약 승인 국가에 대
해서는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 지원

개발협력
내용

-  산림관리계획 마련, 제도 
수립, 정책 수립 및 시행

-  불법 벌채 방지 및 불법 벌
채목 무역 금지제도 도입

-  산림법 집행 및 통치, 효
과적인 법집행체계 수
립, 인증제도 개발

-  REDD+ 사업을 위한 기
반구축 사업 전략, 행동
계획, 산림자원조사

-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토지 이용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도·법규 강화

-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관련자의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  농촌개발 전략과 통합을 통한 생계지원 방안 강구
-  생산물의 관리 및 유통 지원체계 구축
-  가치사슬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

넌스(Good governance) 확대 방안 구축 
-  소득창출 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의 역량 개발

과 기술 지원
-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장치 마련

-  조림 및 산림경영의 기본
적인 기술, 조림 및 산림
경영의 국가 정책 및 목
표, 산림사업 수행을 위
한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 
등의 필요조건을 만족하
기 위한 기술협력 및 인력
양성, 기술모델 수립 등을 
지원

중점  
협력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파라과이, 미얀마,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결론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개별국가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

고 통일된 방향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임업분야는 예산의 규모가 적고 사업의 규모도 매우 적다. 하지만 수원국의 개발이나 범지구적

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타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 또한 임업분야에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을 개발도상국의 

요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하

여 지속적인 탐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민	 연구위원	 TEL_061-820-2193	 Email_smlee@krei.re.kr
민경택	 연구위원	 TEL_061-820-2193	 Email_minkt@krei.kr.kr
구자춘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3	 Email_selenium78@krei.re.kr
이소영	 연구원
권지혜	 인턴연구원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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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UR 협상 이후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는 513%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 이외 추가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전연구결과 

나타났지만, 여전히 쌀 관세화가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

 ▶ 또한 국내 쌀의 과잉재고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증량된 의무수입물량은 

5% 관세로 계속 도입되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관세화 이행으로 국내외 쌀 시장이 연계됨에 따라 쌀 산업의 여건 변화와 관세화 이후 불확실 요

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화 이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안감이나 우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중장기 미곡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1차연도에는 쌀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세화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 실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의 도

입과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연구자: 김태훈, 박동규, 조남욱, 손미연

중장기 양곡정책방향(1/2차년도) 
-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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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첫째, 관세화 이후 수입동향, 의무수입쌀 도입 및 판매 관련 통계분석을 위해서 관

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쌀가공협회,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활용

 ▶ 둘째, 쌀 관세화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농가나 소비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관세화 이행이 

재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농가와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 셋째, 관세화 관련 중·장기 불확실 요인 중 중국의 쌀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위탁연구를 실시

 ▶ 넷째, 의무수입물량 외 중·장기 수입가능성 분석은 KREI-KASMO모형을 이용

 ▶ 다섯째, 그동안 수입되었던 의무수입쌀이 국내 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하였으며 밥쌀용 쌀 수입량이 국내산 가격에 미친 

영향은 탄성치를 활용한 부분균형모형으로 분석

관세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 쌀 관세화 이행 이후 TRQ 외 수입물량은 3.8톤이며, 이 중 513%의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수입

된 물량은 0.33톤으로 미미한 수준임. 

   ●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수입된 물량은 대부분 시험용, 특수목적용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부는 관세율 등에 대

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입된 것임.

 ▶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세화 전환여부와 513% 관세율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직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농가가 관세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고 중기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음.

   ● 소비자 조사에서도 관세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가 관세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음.

<농가와 소비자의 관세화에 대한 인지도>

관세화 전환 인지 513% 관세율 인지

농가 64.2% 40.2%

소비자 25.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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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농가, 소비자들이 관세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일반업체에서는 관세율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입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관세화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국제 쌀 시장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국제 쌀 가격 전망을 토대로 향후 10년 동안 TRQ 외 쌀 수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 산

지가격 대비 수입쌀 국내 판매가능가격이 1.7~2.1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수입가능성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5양곡연도 국내산지 쌀 가격은 13만 6,228원/80kg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율관세를 부담하

고 수입되는 쌀의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34만 8,861원/80kg으로 국내산보다 21만 2,633원/80kg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중·단립종 쌀 수출국은 물 부족 등 생산 확대 제약과 자국 내 수요 확대 등으로 쌀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외여건이나 중·단립종 쌀 수출입국의 수급여건, 정책변화에 따라 수입 가능성 전망결

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제 쌀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의무수입쌀 판매손실 감소 노력 필요

 ▶ 의무수입물량 중 가공용 쌀은 수입가격보다 낮은 kg당 600원대로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가 가공

용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공용 쌀 판매결손이 발생하고 재고량도 늘어나고 있음.

   ● 가공용 쌀 판매손실은 2011년 2천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2012년에는 461억 원의 판매결손이 발생한 반

면, 밥쌀용은 2009년을 비롯하여 국내산이 풍작이었던 시기에 수입가격보다 낮게 낙찰가격이 형성되었

으나 나머지 시기에는 판매이익이 발생

<의무수입쌀 도입·판매에 따른 손익>

단위: 억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공용 -1,296.3 -685.5 -2,071.4 -460.6 -823.9

밥쌀용 -437.8 -488.6 173.4 판매중 판매중

자료: 농민신문.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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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 재정적자를 부담하고 국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면 전량 가공용 쌀을 수입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의무수입쌀 일부를 밥쌀로 수

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

   ●  1만 톤의 밥쌀을 가공용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76억 원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밥쌀용으로 

도입하여 가공용으로 판매하면 88억 원의 손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

   ●  국내산 가격변화는 국내산 수급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산 쌀과의 대체관계가 존재할 것으

로 판단

   ●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은 국내 쌀 가격을 0.09% 하락시키고 국내 생산은 0.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의무수입물량 관리방식 개선 필요

 ▶ TRQ 관리는 수입쌀의 시장 유통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품

질의 쌀이 적정 가격으로 수입되어 적기에 공급되면서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가공용 쌀은 국내 공급가격이 도입원가보다 낮아야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적지 않은 판매결손

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

   ● 실수요자인 쌀가공식품업체 등으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운용방식 개선

   ● 가공용 쌀 수입량이 수요보다 많아 재고가 누적되므로 일부는 주정용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주정용 쌀은 

장립종이나 쇄미도 가능하므로 용도에 따라 저렴한 쌀을 수입하여 의무수입쌀 판매손실 최소화

 ▶ 밥쌀용 수입쌀은 SBS 방식과 수입권 공매 방식의 도입 검토 필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고 국영무역기관이 부담하는 쌀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김태훈	 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4	 Email_dgpark@krei.re.kr
조남욱	 연구원	 TEL_061-820-2390	 Email_ukjo@krei.re.kr
손미연	 연구원	 TEL_061-820-2114	 Email_sonmy@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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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임업 및 지역산림관리 활성화 
방안(2/2차년도)

연구자: 석현덕, 구자춘

연구의 배경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산림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이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착시키고, 국민에 의한 산림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 수

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지역기반 산림관리를 

유형화함.

 ▶ 둘째, 국내 지역기반 산림관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을 개발함.

   ● 국민의 숲, 국유림보호협약, 국유임산물양여제, 국유림대부, 공동산림사업, 공유림경영, 대리경영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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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심층면담,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모델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발굴, 국내 지역기반 산림관리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화

 ▶ 16개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중심전략’을 활용하여 유형화 시도

<해외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구분>

경제적 수익 창출

자체 공동 기금
+수익금

외부지원

목재 생산 임산물(비목재)
생산

혼농임업 휴양/관광
서비스

탄자니아
네팔

단순소득 창출형

브라질 캐나다

3차 산업형

서비스소득
창출형

외부지원금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가치 실현형 교육/여가형환경증진형

주요
이용 목적

Funding별
구분

주요 활동

주요 국가

특징

유형구분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산림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교육/여가
장소로 활용

일본
제안형

국민참가형
영국 
미국

영국
캐나다

자체 공동 기금

환경가치증진

부탄
네팔

필리핀
가나

에티오피아
브라질

탄자니아

산림의 다원적 기능
활용

자체 공동 기금

1차 · 2차 산업형

   ● 산림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단순 소득창출형, 서비스소득 창출형, 환경증진형, 가치실현형, 교육/여가형

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유형화

 ▶ 해외의 지역기반 산림관리 유형화의 결과를 활용하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지역기반 산

림관리의 유형을 크게 소득 창출형과 다원적 기능 활용형으로 구분하고, 소득 창출형은 임산물 

생산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으로, 다원적 기능 활용형은 교육/휴양형과 가치실현형으로 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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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유형>

구분 유형 정의

소   득
창출형

①  임산물 생산형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하여 임산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유형

②  산림서비스 제공형
외부 사람들에게 임산물 생산 기회 또는 휴양시설 등의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유형

다원적
기 능 
활용형

③ 교육/휴양형
산림이라는 공간적·물리적 자원을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산책, 등산 등의 행
위를 향유하는 유형

④ 가치실현형
산림을 조성·관리하는 행위를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공동
의 가치를 기념하고 공유하는 유형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추진절차 

 ▶ 대상지역 선정, 커뮤니티 형성, 산림관리계획 작성, 산림관리 이행, 산림관리 평가의 다섯 단계

로 추진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안) 시범사업 추진 절차>

① 대상지역 선정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 유형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② 커뮤니티 형성
시범사업 대상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델(안)별 목적 달성을 위한 커뮤
니티(주민의견 합의체) 형성

▼

③ 산림관리 계획 작성 커뮤니티 및 산림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지역산림 이용계획 수립

▼

④ 산림관리 이행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산림 이용계획의 이행

▼

⑤ 산림관리 평가 산림분야 전문가(생태, 경영 등)에 의한 지속가능성 및 목적 달성 여부 평가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는 커뮤니티 형성에 집중 필요

 ▶ 4개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마을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절차상으로 커뮤니티 형성 단계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었으며, 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및 경쟁으로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부족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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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이해관계자 도식화 결과>

▼ 임산물 생산형

마을경계

갈
등
관
계

계약관계

이주민

토착민

방문객

국유림
관리소

양여자

협약
참여자

갈
등
관
계

갈
등
관
계

협력관계

갈
등
관
계

▼ 산림서비스 제공형

마을경계커뮤니티 참여자

갈등관계

갈
등

관
계

이주민

산림소유자

토착민

▼ 교육/휴양형

공급자

수요자

계약관계

재정지원
협력관계

교육, 휴양기회 제공

갈등관계

참여산주

비참여산주

도시민

특수이용
집단

정부

시민
단체

 ▶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내실화를 다

지는 작업이 우선 필요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

 ▶ 모델별 시범사업 추진, 국유림을 대상으로 확대, 사유림을 포함한 전체 산림으로 확산이라는 3단

계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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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도입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1단계

모델별 시범사업 추진
2단계

국유림 대상 사업 추진
3단계

사유림으로 대상지 확대

내용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
델별 시범사업 실시

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
델별 대상지 확대

국가 주도의 산림관리를 지역
기반 산림관리로 전환

주요 목표
모델별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가능성 
제공

모델별로 차별화된 성공 사례
를 만들어 지역기반 산림관리
의 확산

부재산주에 의해 방치된 사유
림을 지역주민들이 관리

주요 특징
지역주민 차원에서 목표를 설
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립성
을 갖출 때까지 장기간 소요

개별 모델별 지역특색을 반영
한 차별화 전략 필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

 ▶ 지역주민, 산림전문가, 중간지원조직, 행정기관, 인증기관, 기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필요, 

구성원별 명확한 역할 분담 필요함.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과 커뮤니티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 기존 제도의 정비와 활용

   ● 산림경영계획의 개편, 상향식 사업물량 설정, 산림사업의 특수성 반영

   ● 포상 강화 및 감시권 부여, 소득과의 연계성 강화, 사업의 전문성 강화, 커뮤니티 리더의 육성, 대국민 정

보 제공

 ▶ 유형별 진행단계와 특이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도입

   ● ‘커뮤니티의 점진적 확대’는 모든 유형에 적용할 수 있으나, ‘단일 의사결정 기구의 형성’은 가치실현형에

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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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역기반 산림관리 모델의 유연한 적용

 ▶ 임산물 생산형과 교육/휴양형을 결합한 6차 산업의 형태로 추진

 ▶ 가치실현형과 산림서비스 제공형을 결합하여 산림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커뮤니티의 소득 증

진 수단으로 활용

<유형 간 결합 사례>

가치실현형

임산물
생산형

교육/휴양형

산림서비스

제공형

산림 탄소배출권 획득

보편적 산림복지 실현
6차 산업 추진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92	 Email_hdseok@krei.re.kr
구자춘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3	 Email_selenium78@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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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연구자: 이용선, 송성환, 이형용, 박지원

연구의 배경

 ▶ 계약재배는 사전 계약에 의해 채소의 안정적 판매·조달을 통해 재배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여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고 나아가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채소를 

원료로 하는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가 되며 이는 국제적으로 비가격 경쟁력 제고

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재배는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가 매우 적고, 

선행연구도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이 연구는 계약재배의 실태를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

연구 방법

 ▶ 계약재배에 관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접근방법을 취함.

 ▶ 먼저 농가의 계약재배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거래 경험 50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함.

 ▶ 또한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의 선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산자료를 이용하여 영과잉 포아송 회

귀모형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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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사업자의 계약재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협, 영농조합법인, 식품회사, 산지유통인 등 

16개소를 면접 조사하였으며 이 중 8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심층조사를 실시함. 

 ▶ 또한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사업자별 계약재배 방식을 비교하고 유형화함. 뿐만 아

니라 계약서 종류별 사본을 구해 상호 비교 분석함.

농가의 계약재배 실태

 ▶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는 전체 조사 농가의 22.1%에 불과함. 

 ▶ 농가는 계약거래 시 최저보장가격, 계약상대의 신뢰성, 높은 수취가격을 고려함. 

 ▶ 계약재배 사업자에 대한 선호는 농협이 현행 계약수준만큼 높고, 식품·유통업체에 대한 선호도

는 현행 계약수준보다 높은 반면, 산지유통인이나 식자재업체와 같은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선호

도는 낮게 나타남.  

 ▶ 계약재배 실태와 관련해서는 농가의 19.3%가 계약내용을 모르는 채 계약재배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농가도 계약재배 농가의 10% 정도를 차지함.

 ▶ 계약 선도금에 대한 농가의 선호수준은 현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

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계약파기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등록에 대해서는 농가의 62.5%가 긍정

적으로 응답함.

계약재배 사례를 통한 시사점

 ▶ 계약재배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범위가 광역화되려면 계약관리체계도 계열화하거나 타 조

직과의 제휴가 필요함. 

 ▶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체는 재배기술 개발·습득, 상품화 및 수급 판단 능력 등이 요구됨.

 ▶ 계약 쌍방 간에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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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위약에 대한 벌칙 등 상벌·유인 체계의 확보도 계약재배의 지속 및 확대

를 위한 중요한 요건임.

계약재배 활성화 방안

 ▶ 첫째, 계약단가의 변경·조정, 계약물의 최종 인도·처분, 재배관리의 책임소재 등 분쟁소지가 많

은 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토록 유도해야 함.

   ● 위약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금·벌금 성격을 가미하여 설정해야 함.

 ▶ 둘째, 생산자와 사업자가 계약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단순화해야 함. 

 ▶ 셋째, 계약재배 도입을 위한 지원과 관리 지침에 대한 계약재배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확산해

야 함.

   ● 계약재배 도입지원 매뉴얼에는 산지의 마케팅 방향과 계약재배의 필요성, 계약재배를 지속하기 위한 요

소, 생산자에 대한 설명·교육방법, 사업자의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재배 관리지침 매뉴얼에는 사업대상자, 계약체결, 계약관리, 계약물의 판매, 정산, 인센티브와 페널

티, 적립금 조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넷째,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계약재배 도우미는 공공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주관으로 하되, 법무, 금융, 현장기술, 조직지원 등에 대

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관련 분야 퇴직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계약재배에 관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표준화된 정보를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확산시켜야 함.

 ▶ 다섯째, 생산자조직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조직 간 협의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계약재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섯째,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이를 위해 계약재배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초기 진입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금융상의 지원, 정책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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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곱째, 도매시장에 예약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사업자의 판매 시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

할 수 있으며, 산지유통인과 실수요자·생산자가 함께하는 3자 계약을 통해 계약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개기구의 도입·활용 등이 검토되어야 함.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20	 Email_ysl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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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연구원	 TEL_061-820-2262	 Email_jione1105@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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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성주인, 민경찬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1/5차년도)

연구의 배경

 ▶ 한국 농어촌 마을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결과로 과소화, 공동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도시 

접근성, 어메니티 자원, 경제활동 기회 분포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별로 분화되고 있음.

 

 ▶ 최근에는 도시민 유입, 커뮤니티 사업, 6차산업화 영향 등이 활발해지면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은 더욱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을 실증 분석하고 향후 변화 방향을 전망

하여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농어촌 마을의 시기별 기능 변화와 선진국 농어촌의 변화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

 ▶ 둘째, 농어촌 관련 전국 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거시적 여건 변화와 최근 농어촌의 

지역 간 분화 현상을 분석함.

 ▶ 셋째, 사례 지역 조사는 마을 이장조사와 주민 의식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구 및 가구 변화, 

공동체 활동 변화, 경제 활동 변화 등의 전반적인 변화 실태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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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지역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근교농촌, 일반농촌, 원격농촌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양평군 서종면, 화

성시 장안면, 부여군 초촌면, 부안군 하서면, 함양군 휴천면, 함양군 서상면의 6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함.

   ● 지역적 특수성을 보이는 도서·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사례 조사는 위탁기관의 협동 연구를 통해 살펴봄.

 ▶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요인을 사례 마을별 심층연구를 통해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을 둘러싼 정책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특성과 인식 변화

 ▶ 우리나라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선진국과 달리 중산층보다 중하위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귀

농·귀촌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이주 의향이 40~50대 위주로 높게 나타나며, 60대 이상 연령층으로 갈수록 농어촌 이주 의

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아직까지 농촌의 흡인 요인보다 도시의 압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생활에 어

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농어촌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도시화(도시 회귀)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인구 이동 성향을 유추할 수 있음.

 ▶ 농어촌 이주 도시민 특성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여서 주거 여건이 좋은 대도시 근교 서종면에

서는 대졸 이상 학력의 중산층 이주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음.

<농어촌 이주 의향이 높은 응답자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연령

20대 10.8 4.5 14.6 7.5 7.8 4.9 8.4

30대 14.4 9.0 19.6 7.7 10.9 7.1 11.5

40대 15.0 10.1 27.6 17.7 18.0 9.1 16.3

50대 13.9 10.4 21.2 17.6 18.5 13.3 15.8

60대이상 11.6 11.7 17.7 11.5 23.4 9.1 14.2

월소득

150만 원 미만 18.0 18.3 15.2 16.1 23.6 10.5 17.0

150~249만 원 17.0 15.7 20.5 14.0 14.0 12.2 15.6

250~349만 원 11.0 8.9 22.2 12.5 12.1 7.7 12.4

350~449만 원 12.0 4.4 18.5 10.7 15.7 5.9 11.2

450만 원 이상 10.5 6.0 23.1 13.2 14.8 10.3 13.0

주: 2009~2014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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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유인 인구 특성>

단위: %

구 분 
근교농촌 일반농촌(평야부) 원격농촌(산간부) 전체

(n=324)서종면 장안면 초촌면 하서면 휴천면 서상면

학력

중졸 이하 30.5 52.5 70.4 82.3 36.0 52.4 49.7

고졸 28.9 26.2 11.1 12.9 24.0 9.5 22.2

전문대졸 2.3 4.9 0.0 0.0 4.0 14.3 3.1

대졸 이상 36.7 9.8 14.8 4.8 20.0 19.0 21.3

모름/무응답 1.6 6.6 3.7 0.0 16.0 4.8 3.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

100만원 이하 35.9 44.3 55.6 72.6 56.0 52.4 48.8

101~200 만원 22.7 9.8 14.8 11.3 24.0 14.3 17.0

201~300 만원 10.2 16.4 3.7 4.8 4.0 14.3 9.6

301~500 만원 14.1 9.8 3.7 1.6 12.0 9.5 9.6

500만원 초과 8.6 3.3 3.7 0.0 0.0 4.8 4.6

모름/ 무응답 8.6 16.4 18.5 9.7 4.0 4.8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사례지역 주민조사 결과

접근성 향상에 따른 원격지 및 배후마을의 가능성 증대

 ▶ 예전과 달리 농어촌 마을의 활성화 정도를 좌우하는 데 대도시 접근성 요인만이 결정적이지는 않

으며, 원격지역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활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

   ● 과거 접근성이 불리한 산간지역 마을이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농업지대에 

기반을 둔 지역 구분의 적실성이 약화되고 있음.

<사례 지역 마을 유형별 인구 변화 추이 및 전망>

단위: %

구   분　 소재지권마을 배후마을 전체

10년간
인구변화

추이

계속감소 53.5 41.0 44.6

변동없음 16.3 19.0 18.2

감소 후 증가 16.3 16.2 16.2

계속증가 11.6 23.8 20.3

기타 2.3 0.0 0.7

전 체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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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인구변화

전망

감소할 것 58.1 48.1 51.0

현재 유지 20.9 20.8 20.8

증가할 것 18.6 30.2 26.8

모름 2.3 0.9 1.3

전 체 100.0 100.0 100.0

귀농·귀촌 
가구 수

5호 미만 45.5 42.6 43.4

5호 이상 18.2 25.0 23.0

없음/무응답 36.4 32.4 33.6

전 체 100.0 100.0 100.0

주: 배후마을은 소재지로부터 5분 이상 차량거리에 있는 행정리를 의미함
자료: 사례 지역 이장 설문조사 결과

유입 인구가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커뮤니티 구성원이 농촌 지역별로 다변화되고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어떠한 주민들이 거주하느냐

가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귀농·귀촌인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이 그렇지 않은 마을에 비해 공동체 활동 수준과 경제 다각화 활동 수

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과 마을 활성화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귀농인들은 기존 주민보다 공동체 활동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이주 기간

이 짧은 귀촌인 및 일반이주민의 공동체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귀농·귀촌과 마을 활성화 수준>

단위: %

구분
귀농·귀촌 가구 수

전체
5호 미만 5호 이상 없음/무응답

공동체
활동
수준

높음 16.7 14.3 7.8 13.2

대체로 높음 50.0 54.3 37.3 46.7

보통/낮음 33.3 31.4 54.9 4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경제
다각화
수준

높음 6.1 42.9 3.9 13.8

보통 30.3 28.6 27.5 28.9

낮음 63.6 28.6 68.6 57.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공동체 활동수준은 높은 협력을 요하는 공동체 활동 3개 이상(높음), 1~2개(대체로 높음), 0개(보통/낮음)로 구분하였음. 
‘경제 다각화 활동 수준’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제활동 조직의 개수가 2개 이상(높음), 1개(보통), 없음(낮음)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사례 지역 이장 설문조사 결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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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이 마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사업이 경제활동 및 주민 공동체 활동 촉

진에 일정한 관련성을 가짐.

 ▶ 정책의 파급효과 면에서는 현행 사업 상당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함.

   ● 인구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이 사업 미시행 마을에서 오히려 높게 집계되는 등 정부 사

업 시행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마을 사업이 마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   분 
정부·지자체 사업 시행 여부

전 체
정부, 지자체 사업 시행 없음/무응답

공동체
활동 수준

높음 20.0 9.3 13.2

대체로 높음 52.7 43.3 46.7

보통/낮음 27.3 47.4 40.1

합  계 100.0 100.0 100.0

경제다각화  
활동 수준

높음 30.9 4.1 13.8

보통 32.7 26.8 28.9

낮음 36.4 69.1 57.2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사례 지역 이장 설문조사 결과 집계

<마을 사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   분 
정부·지자체 사업 시행 여부

전 체
정부, 지자체 사업 시행 없음/무응답

지난 10~20
년간 인구 변

화 추이

계속 감소 55.6 65.2 62.4

거의 변동 없음 25.9 12.1 16.1

감소했다가 증가 14.8 16.7 16.1

계속 증가 3.7 4.5 4.3

기타 0.0 1.5 1.1

합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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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년 
후 인구 변화 

예상

감소할 것 70.4 67.6 68.4

현재 유지 18.5 16.2 16.8

증가할 것 11.1 13.2 12.6

모름 0.0 2.9 2.1

합  계 100.0 100.0 100.0

주: 사례지역 중 양평군은 제외함
자료: 사례 지역 이장 설문조사 결과 집계

마을 변화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

 ▶ 도시 인구 유입과 같이 주로 대도시권 농촌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요인도 있지만, 여타 요인들은 

마을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마을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① 도시 인구 유입, ② 소득 기반, ③ 마을 접근성, ④ 마을 

리더 역량, ⑤ 마을 공동체 활동 역량, ⑥ 정부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내부적 요인으로는 소득 기반, 자연환경과 어메니티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으며, 마을 리더의 활

동이나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 전통 유지 등과 같은 마을 자체의 역량이 중요함.

   ● 아울러 구성원들이 외부 환경 변화를 읽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도 마을 발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정부 지원 사업, 외부의 인적 네트워크 등의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체 역량 등이 마을 활성화의 요인이 됨.

   ● 특히 차별적인 자원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농어촌일수록 지속적인 도농교류활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마을 발전의 관건이 됨.

   ●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만이 아닌 귀농·귀촌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은 

상이한 발전 경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됨.

 ▶ 대체로 귀농·귀촌인의 존재 여부가 마을 활성화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

   ● 인구 기반 유지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각종 공동체 활동이나 경제 다각화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주민이 아

닌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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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정책 시사점

 ▶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이 증가할 것

   ●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사회적인 가치관도 변화함에 따라 소득 기반이나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불리함에

도 농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가치를 찾아서 이주를 선택하는 도시민들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임.

 ▶ 근대화·산업화 이래 전통적 농촌 마을 공동체의 약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맞추

어 적합한 농어촌 마을 기능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됨.

   ● 일정 권역 내 마을들을 연계한 상향식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되, 기존 정책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소프트웨

어 방식의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상이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정주공간 육성 전략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중앙 정부 차

원에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성주인	 연구위원	 TEL_061-820-2199	 Email_jiseong@krei.re.kr
민경찬	 연구원	 TEL_061-820-2389	 Email_minkc@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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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농식품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한·중FTA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중FTA시대에 부응하여 다

각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 경제 및 국가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당면해 

있음. 

 ▶ 그간 한·중 간 농식품 교역 과정에서 식품안전문제는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음. 중국산 수입 농식

품 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왔고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련 문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였던 사례가 빈번했음. FTA 체결로 향후 한·중 간 농식품 교역의 급속 확대가 예상

되므로 수출입 농식품의 안전문제에 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중 FTA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

다고 판단됨. 

   ●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서 중국의 제도와 정책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

됨. 특히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한국 농식품의 대중 수출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발생 실태를 파악

하고,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음. 

연구자: 정정길, 황윤재, 임채환

한·중FTA시대 양국 농식품안전
분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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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중 수출 과정상 식품안전 관련 문제 발

생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정부의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음.

   ● 특히 식품안전 영역 중 대중 수출상의 통관(검사·검역)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문

제에 초점을 두었음.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 실제조사(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채용하였고 

중국농업대학과 공동(위탁)연구를 실시하였음. 

   ●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양국의 농식품 수급특징, 소비구조, 무역추세, 관리감독제도와 체계 등

을 분석하였음.

   ● 중국과 한국의 농식품 생산, 유통 및 무역업체와 단체, 농식품 검사·검역 업무담당자, 안전관리기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음. 농식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 관

련 문제점과 양국 간 협력 필요 과제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임.

   ● 중국농업대학과의 한·중 공동(위탁)연구를 실시하였음. 중국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절차를 직접적으

로 조사하기 어렵고,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국내외 유관기관 방문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중국의 농

식품 안전 관련법과 제도 분야 전문가, 정책전문가, 농식품 수출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자문회의를 개

최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음.

중국의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 중국의 식품안전 조직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두 부문으로 구성됨. 중앙정부에서 국무원 식

품안전위원회가 식품안전 관련 업무의 최고 심의·조정기구로 정부의 식품안전 업무를 통합·조정

함.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은 행정기구의 기능을 담당하며, 위생부, 농업부, 국가질량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5개 부처와 기타 위원회 등이 식품안전정책의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각자의 기능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를 분담함.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구역 내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

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 등을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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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 식품안전관리감독 체계>

의사조정기구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공작판공실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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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 중국의 농식품 주요 제도·정책은 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 농수산물우수관리규범(GAP),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HACCP), 원산지표시제도가 있음.

   ● 첫째, 친환경농식품인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식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중국은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등 품질인증 대상별로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둘째, China GAP는 “양호농업규범인증실시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China GAP 1급과 2급으로 구

분하여 인증하고 있음. 이 중에서 China GAP 1급 인증은 Europe GAP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음. 

GAP 국가표준이 있는 농산물 265개 품목이 인증대상 품목임.

   ● 셋째, HACCP 제도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리를 받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총괄하

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획득하고 국가인가기구의 자격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인증을 

담당함.

   ● 넷째, 중국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은 “식품표

시관리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식품관리규정” 제7조는 시급(市级) 지역을 기준으로 식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33조는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생산품품질법(产品质量

法)”에 의거하여 해당 농식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검사·검역 절차는 검사신청 접수, 현장조사 및 표본 추출, 검사·

검역, 허가증 발급 및 통관 허가 등으로 이루어짐. 

   ●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검역은 크게 현장조사와 실험실검사로 구분됨. 현장조사는 주로 저장운송,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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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및 포장, 운송수단 적재, 위생조건을 검사함. 실험실검사는 현장에서 표본 추출 후 실험실에서 식품 

영양, 화학 성분 등 각종 품질 특성과 안전, 위생요구 및 조건 등을 검사함.

 ▶ 중국 정부는 수입식품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수입식품 기업 등록 및 보고제도’(이하 수입

식품기업등록제도)를 실시함.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생산기업의 제품은 수입할 수 없음. 

   ● 등록제를 통해 검사검역부서는 수입식품의 수출상, 대리상 및 국내 수하인의 동태적 정보 파악이 용이하

여 수입식품의 후속 관리가 용이해짐. 또한 수입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식품의 즉시 회

수가 가능하게 되어 수입식품 생산유통 이력제도와 리콜시스템의 기초가 됨.

한·중 간 농식품 교역상의 통관 불합격 사례 분석

 ▶ 최근 1년간(2014년 6월 ~ 2015년 5월)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시 중국 통관 검사에서 불

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하였음. 

   ● 첫째, 우리나라 농식품의 통관 불합격 주요 사유는 지역마다 특정 사유의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음. 

산둥성에서는 포장 불합격이, 광둥성에서는 미생물·미량원소 함유량의 중국 표준 위반이, 상하이시에서

는 라벨 불합격이, 랴오닝성, 베이징시, 저장성, 푸젠성에서는 미생물 및 미량원소 기준 초과로 인한 불합

격 사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둘째, 제품별로 하나의 특정 사유로 인해 집중적으로 통관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음. 과자, 음료, 사탕·

초콜릿 제품, 식용소금 등의 제품은 포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였고 수산식품, 라면, 분유 등은 미생물 기

준 초과가 주요 사유였고 설탕·시럽류와 주류 제품은 라벨 불합격이 주요 사유였음.

   ● 셋째,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시 통관 지역(항구)별 차별화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통관 지역별로 특정 사유로 인한 불합격 판정 건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

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특정 지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 비율이 높을 경우, 그 원인을 해소시

키거나 수출 통관 지역(항구)을 타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업체가 양국 정부에 희망하는 협조·지원 사항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가 대중 농식품 교역에 있어 우리 정부에 바라는 지원 사항으로는 ‘수출 서

류의 간소화’, ‘수출검역기준 완화’,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 절차 완화’, ‘농식품 표준에 관하여 중

국 당국과의 협의 강화’, ‘대중수출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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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정부에 대해서는 ‘라벨링 등 식품표기 규정의 전국(세관) 통일 적용 및 일관성 유지’, ‘위생

검사검역 기준 완화 및 소요시간 단축’,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한 통보’ 등 이들이 과거 대중 수

출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음. 

 ▶ 한·중 양국 정부에 공통 요청 사항으로는 ‘각종 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양

국 정부의 상호인증’, ‘수출과 수입 행정 절차 간소화’, ‘FTA 조속 이행 및 상호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한ㆍ중 농식품 교역 증진을 위한 농식품 안전분야 협력 방안

 ▶ 한·중 농식품 교역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안전 분야 협력의 기본 방향으로 한·중 FTA 협정문 조

항에 근거한 협력 방안 마련, 정부 중심의 협력 사업 전개, 적극적인 협력 조치 강화, 수출 확대

를 위한 중장기 협력 로드맵 구축과 단계별 협력 사업 전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농식품 안전 분야 협력방안으로 ① 한·중 FTA 협정 결과를 

활용한 협력, ② 정부 공인기관의 업무협조를 통한 협력, ③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공조체계 구

축, ④ 해외공관의 농식품 업무 강화 및 담당관 파견 범위 확대, ⑤ 유관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 

상호 통보, ⑥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첫째, 한·중 FTA 협정 결과를 활용한 협력은 위원회(SPS위원회와 TBT위원회)의 설치·운영이 가장 효과

적일 것임. 한·중 FTA 협정문은 SPS와 TBT 관련 발생 사안에 대해서 양자 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

제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비관세조치 중개절차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한·중 FTA 이행 이후 

양국의 비관세조치에 의한 분규 발생 시 식물위생검역(SPS)위원회나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부 공인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협력은 중국검험인증그룹(CCIC)과의 협력 강화임.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중국

의 인증·검사전문기관인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 코리아컴퍼니)에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

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수출 농식품 중국통관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업무 영역

의 협소, 사업 규모 과소,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의 지원사업 취약,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주체 

분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기업의 사업 참여 적극성 미약 등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① 지원 사업의 규모 확대 및 수출 유망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수출 

전 단계의 준비지원 강화, ③ 대중 수출 농식품의 품목별 수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을 제안함.



151

   ● 셋째,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공조체계 구축임. 검사검역관을 상호파견하여 수출 농식품에 대한 사전검사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호 간 수출입 농식품에 대한 공동검사검역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해외공관의 농식품 업무 강화 및 담당관 파견 범위 확대임. 현행 대사관의 농무관 직급을 국장급으

로 상향 조정하여 참사관을 두고 하부에 과장급을 추가로 파견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강할 필

요가 있음. 또한 칭다오, 선양, 상하이, 광저우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모두 농무관을 파견하

여 우리나라 농식품업체의 대중 농식품 수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농식품 수출입 관련 제도 및 법규, 정책 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내용 상호 통보를 활성화하

는 것임. 시행 전에 상대국 유관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상호 간 농식품 교역상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임.

   ● 여섯째,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협력 방안으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협업 강화임.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식으로 수출기업은 공급 측면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수입업체(바이어)는 수입 절차와 국내 유통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함. 농식품 수입국의 수입

업체의 경우 수출국의 수출업체에 비해 자국의 농식품 통관 제도와 법규, 검사검역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가 높아 통관 업무 처리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이 용이함.

정정길	 연구위원	 TEL_061-820-2368	 Email_cgch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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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기존의 공여국과 차별화되는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에 입각하여 “한국형 ODA 모델”을 도입하였다. 개발협력 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고 우리의 개발협력 여건을 고려하며 개발협력국 실정

에 맞는 농림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은 

단기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사업을 추출한 백과사전식 인덱스로 실제 각 분야 개

별 프로그램 연구는 간략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사업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었다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3대 

전략은 개발협력 콘텐츠 구축,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 활동 참여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과 집중의 기조유지를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만의 ODA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협력프로

그램의 콘텐츠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개도국에 적용 시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는 배경 아래 수행되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범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협력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동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 경험의 개도국 적용 시 그 효과

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1) 프로그램별 우리나라의 농정경험을 기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2) 프로그램별 기존 개발협력 사업의 국내외 사례 및 성과를 분석하여 교훈

과 시사점을 도출하며, 3) 농림업 분야 “한국형 ODA 모델”의 협력대상국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
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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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등 착안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4) 1, 2차년도 연구를 통

해 수립된 심화 연구 결과물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를 심화하기 위하여 2

년간 시행한 연구사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 분야 20개 협력 프로그램 가운데 5가지 프로그램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반,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공)은 첫해인 2014년에 수행되었다. 2015년에는 “한국형 ODA 모델”의 나머지 14개

의 프로그램을 11개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이 중 5개의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외부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전문성 이외에도 개발협력 사례, 개도국에 대

한 함의, 적용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경험 혹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사로 선

정하였다. 

 ▶ 외부 위탁연구는 1차년도(2014) 2개 프로그램, 2차년도(2015) 5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 1차년도에 추진된 외부 위탁 연구 책임자들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에 한경대 이남호 교

수,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에 농진청 이성희 박사이다. 2차년도에 수행된 외부 위탁 연구 책임자

들은 농지제도 및 관리에 서울대 김관수 교수, 농업협동조합에 순천대 박성재 교수, 가축사육 및 

관리에 전북대 이학교 교수, 산림분야에 서울시립대 우수영 교수와 농식품 안전 위생관리에 영

남대 박재홍 교수이다.

 ▶ 이 연구는 농림업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의 전략서로서 대상국 개발협력에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농정경험뿐만 아니라 국내외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착안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11개 각 프로그램별로 한국의 시대별 농정변화, 한국의 국제협력사례, 국제기구의 협력사례가 

분석되었으며, 특히 개도국 적용을 위한 착안점은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량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절차

별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형성,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시행,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착안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의 종료 후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및 출

구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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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를 통해 11개의 세부 보고서와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각 프로그램별 보고서는 시대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적 변화를 기술하고 다양한 정책의 성패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국내외 개발협력 프로그램 사례를 제공하고 성패요인 분석 및 출구전략, 착안점을 제

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시 유관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5개의 프로그램 보

고서를 포함한 16개의 프로그램 보고서는 개발협력 대상국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세부사

업 선정 그리고 사업의 수행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게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사업 추진 시 정보 공유, 인적역량 개발, 사업 선정 시 고려

되어야 하는 형평성 문제, 사업 대상지 선정,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었

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며, 협력대상국 주재 관련 기

관 및 국제기구에 배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 한국 농업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적용할 때 개도국의 정부주도로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고 전국

적인 생산자조직을 구축하여 정책 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

상국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사업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한국형 ODA 모

델”에 포함된 자료나 정보는 개인별로 축적된 것일 뿐 이를 공유하거나 종합정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업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모니터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KSP 사업이나 KOICA가 수행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사업

과 관련된 자료는 KDI국제협력센터 및 KOICA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기타 기관

에서 추진한 관련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

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단일의 창구를 통해 모든 개발협력 사업

에 대한 의무적인 자료 제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한국형 ODA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주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

국의 관료주의가 사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정부 조직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ODA의 성패가 정치의 영역에 상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농지와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로 인한 소득에 영향

을 미치는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 및 수혜자 선정에 형평성 및 공정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이는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서, 왜 집행되는가에 대한 질

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주관기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적절한 부문

의 선택, 적절한 지역의 선택, 적정 수혜자의 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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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분야 협력 사업은 단기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개발협력 수요자인 개도국으로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뒤처질 수 있고, 공

급자인 공여국으로서도 개발협력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

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재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 기술전문가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 그 결과의 보급, 그리

고 농정 개발과 집행을 위한 농정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개

발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농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 여부는 대상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있다. 따라서 

소득 증가의 기본 요인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여 획득하는 수익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상지역 인근 활성화된 농산물 시장의 존재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ODA 모델”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은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용이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판매망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농업분야 “한국형 ODA 모델” 개발협력 사업은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원한 동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를 통해 파악된 점은 한국형 시설과 기

술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 종료 후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연도에는 시범사업 형태의 소규모 지원을 통해 적정 기술 및 현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파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사업 초기에는 시범단지 사업을 포함하여 공동기술개발 가능성, 경제작목 선정을 위한 시

장조사, 기후 조건, 관개 시설, 기자재 공급망, 판매 시장과의 인접성을 고려한 대상지역 후보군 

선정, 대상국 정부의 지원 정책 검토, 민간 기업 진출 시 요구되는 행정 사항 및 세제 혜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또한 기술 전수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과 대상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현지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상국의 국립 농과대학을 포함한 기술개발 기관과 공

동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대상국 공동 연구기관에 필요한 기

자재를 지원하고 질병관리, 육묘 및 육종, 관개 기술, 생산관리, 수확 후 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 지원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1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보고서 요약집
2015

 ▶ 기자재 공급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대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구매를 우선시하되 

진출기업이 없을 경우 현지에서 사후관리가 가능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

히, 농업 분야 기자재는 유지보수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국내에 소재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복잡한 통관 절차를 통해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단발성 조달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

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국에 진출한 민간 기업과의 PPP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 특히, 수확 후 관리 시스템, 즉 저장, 가공, 포장 등의 일련의 과정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

설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근접한 시장이나 인근 국가로의 수출을 고려하여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수확 후 관리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시설 및 기자재를 공급

할 수 없을 경우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제조업체를 발

굴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작물의 규모와 품질

에 맞게 생산 규모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

능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 본 연구의 프로그램별 보고서는 개도국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국별협력전략(CPS)에 따

른 세부사업 선정, 유사 분야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

품부를 비롯한 부처별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CPS가 개략

적인 중점협력분야만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 협력사업 선정 시 프로그램별 보고서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시행 시 현지인 컨설팅이나 주민대상 교

육에 활용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선행 사례로부터의 교훈 등을 통해 사업 참고자료로

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더불어 프로그램별 보고서는 개도국 인사 대상 각종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시 

교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농식품부 KAPEX 사업의 국내 초청연수 및 장기 연수, 기재부 KSP 사

업의 국내 워크숍, KOICA의 국별 초청연수(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CIAT) 등을 통해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 주요 인사의 국내 방문 시 분

야별 농정경험 소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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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문으로 작성된 프로그램별 보고서는 협력대상국 주재 공관 및 유관기관 현지 사무소에 배

포하여 사업 수행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시 현지어로 번역된 보고서를 발간하

여 대상국 현지 주재 국제기구(FAO) 및 개발은행(ADB, IDB, AfDB)에 배포,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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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2/2차년도)

연구의 배경

 ▶ FTA 타결 및 발효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FTA 체결국과의 농산물 교역도 증대되고 있는 가운

데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

되고 있음.

 ▶ 제조업 수출에 비해 농산물 수출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에서는 FTA활용에 관한 다양한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내 농산물 수출업체와 해외 수입업체의 FTA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농산물 수출제약요

인을 분석하고, FTA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본 과제는 주로 국내 농산물 수출업체와 해외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업체 면담을 중심으로 FTA활

용에 대한 농산물 수출입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국내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음.

 ▶ 첫째, 국내 실태조사는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FTA 특혜관

세 활용 여부와 수출제약요인, 제도적 요구사항 및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음.

연구자: 이상현, 어명근, 정대희, 안수정,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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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해외 실태조사는 FTA 체결국 중 분석대상국으로 선정된 미국, EU(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ASEAN(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내 주요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와의 면담을 통

해 FTA 활용 여부와 수입제약요인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음. 

 ▶ 셋째, ‘농산물 수출입 업체의 FTA 활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국내 한국산 농산물 수출

업체와 국외 한국산 농산물 수입업체 설문조사, FTA 기 체결국(미국, EU, ASEAN)의 농식품 세

부품목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는 국내 연구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였음.

FTA 활용을 통한 농산물 수출 제약 요인

 ▶ 국내 수출업체와 현지 수입업체와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분석대상국 별로 공통적인 요인과 국

가별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원산지 증명 거부의 주요원인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의 문제, 대기업들의 식품제조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

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 등이 있었음.

   ● 근본적으로는 국내 원산지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전문가 부재로 행정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FTA활용 제약요인으로는 검역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통관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양국 간의 HS Code의 불일치로 통관업무가 지연되는 문

제들이 있었음.

   ● ASEAN 국가들의 경우 세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도네

시아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항구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약도 있었음.

<주요 수출품목의 비관세장벽 주요 내용과 업체 대응방안>

대상
국가

품목 비관세장벽 주요 내용 대응 방안

미
국

연유, 김치, 장류, 탁주, 
간장, 아이스크림 등

미국 식품 규정 강화에 따른 라벨링, 
제조시설 등 식품 검역 강화 

강화된 미국 식품규정(FSMA) 인식, 수출농
산물 생산시설 관리 강화

감귤 일부 병해충으로 전체 폐기
선적 시 관리 강화(예: 나무팔레트
(Wooden pallet))

간장 유화제(폴리소르베이트80) 기준 강화 강화된 미국 식품규정 인식

아이스크림 라벨링 표시 강화
강화된 미국 식품규정 인식 강화, 멜라민 등 
유해성분 식품 첨가물 인식, 비율정보 명확화

인삼
(홍삼정, 홍삼조제품)

라벨링 표시 강화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 표시 등 미국 식품 규정 인식

홍삼정 식품 제조 규정 강화 식품 착색용 색소에 대한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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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식품 기준 강화
EU의 식품 규정(예: CE 마크)과 프랑스 표
시제(NF agro alimentaire) 등에 대한 인식

인삼 국별 현지 상이(예: 포루투갈)
수출 가능 시설에 대한 협의 필요, 방사선 처
리에 대한 EU 규정 인식

버섯 식품 규정 강화 수출기업의 식중독균에 대한 인식 강화

감귤 식품 위생 규정 강화
감귤 질병(예: 검은 반점, 잎 반점, 뿌리 혹병 
등)에 주의

간장
식품 규정 강화(예: 가수 분해된 식물
성 단백질 성분, 3-MCPD)

식품 성분(3-MCPD)에 대한 EU 규정 이해

유제품 식품 기준 강화, EU와 미국의 기준 상이 EU 식품 제도에 대한 이해

베
트
남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예: 세관 발급, 
직인 색깔, 포장단위 주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이해 필요

닭고기, 오리고기 최대 잔류 허용량에 대한 규정 존재
규정에 대한 이해 필요, 한국 규정과의 조화 
모색

버섯(팽이버섯),배
수입 제도 강화(예: 반입 전 병해충 위
험 조사 필수) 

조치에 대한 이해 필요

아이스크림 품질 및 안전 기준 강화 기준에 대한 이해 필요

말
레
이
시
아

농산물 할랄 인증 필요 할랄 인증 수출 체계 마련

딸기, 감, 쌀(맵쌀), 김치, 
고추장, 아이스크림

규정 강화(예: 각 원재료에 대한 GMO 
표시, 라벨의 최소 표기 규정 등)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기존 FTA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 분석

 ▶ FTA 특혜관세 활용과 관련하여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었음. 하지만, 제도에 대한 정보인식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제도의 인식제고를 통해 FTA 특혜관세 활용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구가 마

련되어야 함.

   ●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수출농가단지, 수출업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FTA 활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학연 연계를 통해 농산물 수출 특화 FTA 전문가 양성과 고용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수출역량강화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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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 기존 FTA활용 웹사이트는 기초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과정에서 각 단계별 

FTA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판매자(수출업체) 정보, 관세정보, 원산지증명발급방법, 통관정보, FTA활용 수출 지원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FTA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FTA활용 농산물 수출 통합 정보시스템>

대 메뉴 하위 메뉴 내용

판매자 품목별 판매자 목록

- 업체정보
- 인증보유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 현재수출 규모/지역
-  해당 품목의 한국/상대국 HS Code
   (가능성 있는 상대국 HS Code제시)
   해당품목의 상대국 수입 실행관세

질문게시판
품목별 구매자 Q&A 구매자의 질문 창구 

품목별 판매자 Q&A 판매자의 질문 창구

관세정보
HS Code별 관세정보 상대국의 실행관세 정보제공

원산지 결정기준 정보 FTA 체결국의 원산지증명 결정기준 정보제공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품목별/국가별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안내

FTA활용 수출 성공 사례 FTA활용을 통한 시장개척 및 수출 증대 사례

통관정보

국가별 통관정보 통관서류 및 라벨링 규정 

국가별 농약·첨가물 규정 국가별 허용/금지 농약 및 식품첨가물, 식품안전성정보

국가별 검역제도 국가별 농축수산물 검역제도

통관거부사례 통관서류, 라벨링, 농약, 식품첨가물 등 관련 통관거부사례  

TBT/SPS 통보문 국내외 농산물의 TBT/SPS 통보문 분석 및 대응사례  

FTA 활용 수출
지원제도

원산지증명 간소화

각종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수혜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인증수출자

사후검증지원

컨설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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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대상국별 수출제약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 이행작업반 및 분야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제안사항들을 정리함. 

   ● 정부 차원에서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통관제도 및 식품검역제도, 인증제도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비관세장벽 주요 내용 및 위원회 제안필요 사항>

대상
국가

품목 비관세장벽 주요 내용 대응 방안

미
국

버섯
(팽이버섯)

특정 살충제 성분(DDT/DDE/TDE)의 
기준치 상이

양국 간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상호협의

감귤
나무팔레트(Wooden pallet)에서 발견
된 병해충으로 선적물품 전체 폐기

나무파렛트와 같이 선적물품 외 환경적인 부분에
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한 기준 협의

기타 복잡하고 까다로운 FDA 승인절차 정부 간 협의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이 요구됨.

EU 기타 
EU 내 국가별 상이한 통관절차와 까다
로운 검역기준

EU 내 국가별 통관 절차에 대한 협의 필요

인
도
네
시
아

신선농산물 자카르타 인근 항구 제한 품목별 국가인증협정(CRA) 추진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 신청 1년에 2회로 
제한

수입추천서 신청 횟수 증가를 위해 정부 간 협의 

농산물 까다로운 수입허가제도(NPIK) 강제 수입허가제도의 간소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

농산물 과도한 선적 전 검사
선적 전 검사에 대한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협의

베
트
남

농산물 원산지 인증서 불인정
직인 색깔, 세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포장단위 
등 원산지 인증서 인정 기준에 대한 정부 간 협의

농산물 식품별 검역기준의 모호 명확한 검역기준에 대해 정부 간 협의 

농산물 세관의 모호한 해석 및 통관 지연
명확한 기준 마련과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

이상현	 부연구위원	 TEL_061-820-2037	 Email_shlee@krei.re.kr
어명근	 명예연구위원	 TEL_061-820-2364	 Email_myongeo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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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연구원	 TEL_061-820-2245	 Email_yys0126@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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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유라시아 대륙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거대시장이며 중앙아시아는 글로벌 경제 중 가장 역동적인 

유라시아 경제적 통합의 허브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성장성과 시장성을 지닌 신흥무역투자 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 인프라 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의 농식품 및 농자재 시장 여건 분석을 통

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모색하여 향후 양 국

가간 농업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첫째,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각 국가별 농산물 수급 및 가공, 농자재 산업, TCR 현

황 등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

 ▶ 둘째, 현지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 가공업체 및 수출 관련 협회 등을 방

문하여 가공 및 수출 관련 정책을 수집

 ▶ 셋째, 실증분석에서는 각종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농산물 가공의 집

적가능성 계수를 추계하고 추정된 값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 및 수출부문의 잠재력을 분석

연구자: 최지현, 박미성, 박한울

TCR대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사업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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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현지에 진출한 국내식품기업과 농자재 관련 업체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진출

계획, 애로사항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단·중·장기적 협력방안 제시

지역 특성과 시장수요를 감안한 농산물 가공 우선협력분야 선정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농산물 생산여건이 상이하고, 국민소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밀, 밀가루, 보리, 아마인, 면실유, 면실박 등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면실

유, 면실박, 밀기울, 해바라기유박 등은 RCA 지수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잠재력이 있는 품목으로 분석됨.

   ● 우즈베키스탄은 면화와 청과물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토마토, 복숭아, 살구, 자두 등의 과실류 

품목의 RCA 지수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유망 품목으로 분석됨.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두 국가 모두 닭고기나 청과물 등의 농식품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수입대체효과가 큰 분야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생산부터 수출에 이르는 Value Chain 효율성 제고

 ▶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여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국가임.

 ▶ 그러나 농업생산은 주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축산가공원료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공업체의 영세성과 낮은 기술 수준, 전문 인력 부족, 정부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수확후 관리 및 저장유통시설 등이 미흡하여 유통과정에서 손실이 많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

가 상존하고 있음.

 ▶ 농산물 가공 및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품종관리와 수확

후 관리 단계에서의 상품성 제고 등 효율적인 상품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기술지도와 생산·유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한국의 ODA 사업과 기업의 직접투

자가 요구됨.

   ● 특히, 육가공 및 유가공에서는 생산부터 수출에 이르는 value chain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직계열화가 

정착되어야 함.



165

TCR를 활용한 수출확대 모색

 ▶ 한국의 對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농산물 및 가공품 교역 물량은 매우 제한적임. 

   ● 물류비용 및 식생활구조의 차이 등의 이유로 단기에 상품 교역 물량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는 한류 열풍에 의해 한국 가공식품의 양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동식물위생검역협정을 체결하여 사전검사를 통한 신속한 

통관과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TCR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간의 연결통로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지나는 철로임.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TCR를 활용하여 중국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및 가공품을 수출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 있음.

농자재 수출 및 관련 기술 협력을 핵심분야로 선정

 ▶ 시장여건과 물류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향후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농기

계, 온실자재, 축산기자재 등 농자재분야 수출과 기술협력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역 및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농자재 분야 수출 및 투자협력, 기술지도·제도·교육 등을 중·장기적

으로 추진해야 함.

   ●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기술전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단기 및 중·장기 협력사업 구분

 ▶ 각국의 시장 및 농업여건에 따라 단기와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가공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양계업, 우즈베키스탄은 청과물 가공 사업이 유망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직접적인 투자유치가 시급함.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등의 역량강화사업

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함.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양

성해야 하며,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와의 학제적 협력

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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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체제 전환국가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있어 새로운 농업기술 및 운영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제약요인이 많음.

   ● 단기적으로는 농업연구 및 교원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개편 및 농업혁신체계 구축

이 필요함.

   ● 특히, 해외시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국의 시장정보 수집의 기회와 더불어 세계시장개척의 기

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됨.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세부 농업협력 분야>

구분
對카자흐스탄 對우즈베키스탄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민간
협력

가공분야 닭고기가공 육가공, 유가공 청과물가공 닭고기가공

교역분야 한약재
온실자재, 농기계, 
가공설비, 가공식품
(한국수출)

한약재, 
건조과실류,
신선과일
(체리,멜론류 딘야)

온실자재, 농기계, 
가공설비, 가공식품
(한국수출)

정부
협력

기술교육
훈련분야

ODA 가공기술 및 
인력 교육

ODA 가공기술 및 
인력 교육

동식물 위생검역 동식물 위생검역

대학 및 연구소 
학제적 협력

연구역량강화
교원역량강화

농업혁신체계구축,
교육과정개편

연구역량강화
교원역량강화

농업혁신체계구축,
교육과정개편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6	 Email_jihchoi@krei.re.kr
박미성	 부연구위원	 TEL_061-820-2362	 Email_mspark@krei.re.kr
박한울	 연구원	 TEL_061-820-2278	 Email_phu87@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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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생산자재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자: 서대석, 강창용

연구의 배경

 ▶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이며 설치면적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원예산업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한 핵심 후방산업인 시설원예 생산자재산업의 생산·유통 및 수요자 이용 실태 등 전반에 걸

친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과 주요 자재별 개선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별 산업의 구조와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용자의 이용실태와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요 자재별 추진과제와 생산자재 산

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첫째, 각종 문헌 및 자료 조사를 통해 시설원예 현황과 자재산업 기초자료를 분석 정리함.

 ▶ 둘째, 주요 자재인 농업용 필름, 농업용 강관과 보온자재의 생산 현황과 산업 구조 분석을 위해 

각 자재별 생산업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농협중앙회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셋째, 시설자재 사용자인 농가들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 분석을 위해 전문 조사기관

을 통해 시설원예 품목별 농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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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도출된 과제들의 개선과제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유관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

시설원예 산업의 발전과정과 주요 정책

 ▶ 우리나라 시설원예 산업은 70년대 양적확대기, 80년대 성장발전기, 1990년대 정부의 지원에 힘

입어 5만ha 이상으로 크게 성장함. 이러한 소위 백색혁명이라 불리는 급속한 성장은 후방산업인 

시설자재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

 ▶ 주요 정부 정책은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원예시설 현대

화 사업’ 중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임. 정책 사업 규모는 2013

년 약 7천억 원 규모에서 2015년 6천억 원대로 축소되었고, 자금의 재원별 구성비는 정부지원

과 자부담 비중이 최근 4:6 정도로 조정되어 농가들의 부담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정부 정책의 성과와 자재산업 발전 기여도에 대한 조사에서 주요 자재산업 업체들의 대부분이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의 기

여도는 ‘우수’ 이상으로 평가함.

 ▶ 농가들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농업용 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과 ‘첨단 온실 신축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여도는 ‘우수’ 이상으로 조사됨.   

시설원예 주요 생산자재산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 농업용 필름의 시장규모는 생산량은 연간 10만톤, 매출액은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됨. 매출액 상

위 5개 업체가 전체 생산의 8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상위 2개사는 50% 수준임. 경쟁 정도에 

따른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정한 HH 지수는 1,656으로 경쟁이 치열한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상 봄가을철에 집중되는 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

열하고 공장설비의 가동률을 30% 내외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매출순이익률도 1% 내외

로 매우 낮은 편임. 

 ▶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2000년대 초 이후 일본산 고기능성에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내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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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장기성 PO 필름이 수입되어 누적 시장점유율은 2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됨. 근래 이에 대

응하는 국내산 제품의 보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일본산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생산업체들이 보는 농업용 필름시장의 미래는 시장규모와 생산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

단하고 있으며,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R&D의 투자 및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업체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설비의 적정화 논의가 

필요하고, 국내산 기능성 내구성을 갖춘 고품질 제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신제품 및 기술 개

발을 위해서 산학연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요구됨.

 

 ▶ 보온자재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로 인해 설치면적이 매해 점증하고 있

음. 그러나 생산기업들이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들이 많아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상호 경쟁하는 

구도임.

 ▶ 생산업체들이 보는 보온커튼산업의 미래는 80% 이상이 현 수준과 비슷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R&D 및 경영전략 등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산학연 협력의 강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석유화학제

품들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등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용 강관산업은 연간 생산규모가 약 16만톤 내외이고 매출액은 약 1,700억 원 수준으로 추

정됨. 국내 제철 산업의 영향으로 원료공급은 수월한 편이고 강관 제조 설비와 기술이 어렵지 않

아 기업의 입출입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꾸준한 농가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업체 간 경

쟁이 매우 치열한 자재 중 하나임. 

 ▶ 농업용 강관은 온실의 골조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자재로 품질관리 등이 잘 이루

어져, 여타의 자재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은 편임. 앞서 살펴본 업체 간 과당경쟁과 

수익성 악화 및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내부의 구조조정과 적정 설비의 규

모 조정 등 논의가 필요하고, 제품 원가 대비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구입 비용을 줄이기 위

해 공동구매 협력 및 기금 조성 등의 여러 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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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 필름의 이용 분석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일본산 필름이 국내산보다 두 배 내외 비싼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수익성이 더욱 좋다는 점임. 또한 일본산 필름

을 사용해본 농가는 다음 필름교체 시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 고기능 장기성 필름을 선택할 것으

로 조사됨. 따라서 이에 필적하는 국내산 고기능성 및 이용 내구성을 갖춘 필름의 개발이 필요함. 

보급이 늦어질수록 일본산의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온자재는 한 번 구매로 5년 이상 사용하는 비중이 80% 이상이어서 많은 제품 중 농가의 초기 

구매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사용자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성 

및 습기 등 내구성 강화 요구가 가장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온커튼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경량화·생력화 제품 개발이 요구됨.

 ▶ 농업용 강관의 이용에는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으나, 하자 내용 중 녹 발

생, 뒤틀림 문제와 내구성 강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음. 특히 온실의 처짐과 뒤틀림에 대한 지적은 

강관 특성이라기보다는 온실을 시공하는 업체의 설계와 시공능력 등에 따른 문제점으로 판단됨. 

시설원예 및 자재산업의 환경변화 및 자재산업의 SWOT 분석

 ▶ 우리나라 시설원예 및 자재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여건이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변

화 양상은 농업농촌의 인구구조 변화, 무역자유화, 친환경 구조 및 고비용 생산 구조 지속 등으

로 정리할 수 있음. 

<시설원예 및 자재산업의 환경변화>

농촌구성변화

노령화, 여성화
귀농가구 증가

친환경
친환경생산
친환경자재

고비용생산 시설원예산업
시설자재산업자재비 상승

시설관리비 상승

무역 자유화
저가 농산물, 자재 경쟁

수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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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시설원예 자재산업은 농업인들의 국내산 선호, 지속적인 정부의 시설원예 지원정책, 공

동구매 등이 강점이나, 시설원예 산업의 정체, 자재별 생산업체의 과당경쟁, 수요의 계절성, 수

입의존도가 높은 원료 등이 약점임.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강화, 수출확대 정책 등의 기회

요인과 고품질 수입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무역자유화 등은 위협요인임. 

<시설원예 생산자재산업의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시설원예 농업인의 국내산 자재 선호

⊙ 선도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 지속적인 정부의 시설원예 지원정책

⊙ 농협중앙회 등을 통한 공동구매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

⊙ 수출확대 정책

⊙ 정부의 융·복합 지원 강화

⊙ 신선농산물 수급안정 요구 증대

⊙ 시설원예 농업인의 국내산 자재 선호

⊙ 선도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 지속적인 정부의 시설원예 지원정책

⊙ 농협중앙회 등을 통한 공동구매

⊙ 고품질 수입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 FTA 등으로 저가 자재 유입 가능성 

⊙ 친환경 및 재활용 관리비용 증가

S W
O T

시설원예 생산자재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과제

 ▶ 우리나라 시설농자재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

로써 원예산업 발전을 선도함. 이를 중·장기 산업발전의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

재산업의 목표를 내구성, 생력화, 고품질, 고부가가치, 저비용, 친환경 자재의 개발과 보급으로 

수립함.

 ▶ 정부는 시설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를 적극 유지·시행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설자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에 대한 점진적 노력이 필요함. 국내 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또한 미래 지향적 시설농자재산업 발전을 위해 

원예산업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종자, 농학기술 및 생명

산업 ICT 등 융복합 첨단산업과 친환경 미래산업으로서의 장기 목표구상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하여야 함. 한국형 온실의 표준화 설계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한 한국형 온실의 수출확대 방안

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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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자재산업의 발전전략과 비전>

내구성, 생력화 고품질, 고부가가치 저비용, 친환경

농업용필름

품질 경쟁력 증진
내수기반 확충
해외  시장 개척

보온자재

여건변화 선도
선제적 대응

농업용강관

내재해형 시공
확대 보급

미래의 기틀마련

● 국내산 경쟁력 강화
●  생산설비 투자
●  산학연 협력 강화
●  자재 최적활용
●  전문업체 선정
●  해외 시장 개척

위협요인 대응

● 원자재 구입비 절감
●  과잉설비 적정화
●  산업내 구조조정
●  유통합리화 대책
●  폐기물부담금 대책

안정적 내수 기반

● 노후시설 현대 / 첨단화
●  입증된 국산 자재이용
●  수요자 피드백
●  시공업체의 전문성

시설원예 선도산업 도약시설원예 선도산업 도약

공
통
전
략

자
재
산
업
별

서대석	 부연구위원	 TEL_061-820-2260	 Email_dssuh@krei.re.kr
강창용	 선임연구원	 TEL_061-820-2273	 Email_cykang@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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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연구자: 송우진, 이형우, 서강철

연구의 배경

 ▶ 축산부산물 시장이 변화하고 있음. 부산물의 가정 내 소비가 감소하고, 부산물 외식산업과 가공

산업이 성장하며,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런 변화 속에 소비자는 부산물의 위생안전에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음.

 ▶ 축산부산물은 국민의 먹거리인 동시에 생산농가 소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부산물 

시장이 악화되면 소비자의 위생안전이 위협받고 생산농가는 소득이 불안정해짐. 

 ▶ 변화하는 부산물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수입 부산물과 경쟁해야 함. 여기에 축산부산물 유통구

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연구 방법

 ▶ 축산부산물 시장 현황을 정리하고 부산물 유통 주체가 직면한 시장 환경과 행동을 중심으로 부

산물 유통구조를 파악함. 

 ▶ 축산부산물 유통주체별 설문 또는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부산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주체별 의

견을 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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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물 유통 현황을 중심으로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통구조 개선방안

을 제시함. 

축산부산물 공급 및 가격 동향

 ▶ 축산부산물 생산은 도축마릿수에 따라 결정됨. 그간 소와 돼지의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하여 도

축마릿수도 증가추세에 있고, 부산물 생산량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소 부산물 수입은 2010년 큰 폭으로 증가함. 특히, 소 위와 족의 2010년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각각 137%와 582%가 증가함. 돼지 부산물 수입은 2011년에 크게 증가함. 특히 2011년 돼지 머

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284% 증가하였고, 돼지 위도 100% 이상 증가하였음.   

 ▶ 소 부산물 가격은 최근 3년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족, 머리, 내장의 순으로 가격 하락폭이 

큼. 2014년 족 가격은 2012년 대비 36.7% 하락하였고, 머리 가격은 25.4% 하락함. 돼지 부산

물 가격은 2011년 가격이 가장 높았고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음. 두 내

장의 경우 전년 대비 2012년 하락폭은 35.9%, 2013년에는 62.5%에 달함. 

<주요 소 부산물의 가격 동향>

                                                                                                                                                                          단위: 원/kg단위: 원

1++ 등급 단가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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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족 사골꼬리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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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부산물 유통구조 현황

 ▶ 축주가 가축을 출하하면 도축장에 도축이 이루어지고, 도축과정에서 지육과 부산물이 분리되면 

부산물의 유통이 시작됨. 도축장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축주가 인수하거나 도축장 책임하에 유통

이 이루어짐. 

 ▶ 도축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부분 중 대부분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됨. 도매상은 1차와 2차 도매상

으로 구분되는데, 1차 도매상은 도축장과 거래관계에 있고, 2차 도매상은 1차 도매상과 거래관

계에 있음. 

 ▶ 2차 도매상은 부산물을 인수한 후 부위별 분할과 추가 세척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음식점, 대형

마트·정육점, 집단급식소 등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함. 

<유통 단계별 부산물 형태>

마리 단위 부산물

도축장 1차 도매상 2차 도매상 수요처

부위별 부산물

축산부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 축산부산물은 계절적 수급 불일치가 반복됨. 또한 부산물 부위별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부위별

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함. 도축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수급 불일치를 회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는 축주에 부산물 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임. 유통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매상과 장기계

약을 체결하고, 마리 단위의 부산물을 거래함. 

 ▶ 부산물 유통과정에 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확대가 필요함. 유통참여자

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것이 과소투자의 원인으로 판단됨. 투자가 부족하여 부산물 위생관리가 취

약하며, 대량공급의 기반도 부족한 상황임.  

 ▶ 축산부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식육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부산물 중 내장 

부위(특히 창자)는 다른 부산물 부위 또는 식육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음. 따라서 식육과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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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식육에 포함시켜 포괄

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또한 부산물에 관해서는 HACCP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우리나라 

식품 위생관리의 기본틀은 HACCP에 의한 위생관리에 의존하고 있음. 

 ▶ 축산부산물은 품질등급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부산물의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움. 다양한 품

질의 부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원하는 품질의 부산물을 선별하여 구매하기 어려운 유통구조임.  

 ▶ 축산부산물 시장은 신뢰성 있는 거래가격의 수집 및 공개 시스템이 부족함. 현재 실시되는 부산

물 가격조사는 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에 제약이 있음.  

축산부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

 ▶ 축산부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 안정

에 기여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유통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산물 시장 변

화에 대응하여 대량공급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함. 이런 구조개선은 시설투자 확대를 통

한 유통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함. 

 ▶ 이러한 구조개선 위에 시장 투명성 증대를 위한 부산물 가격조사와 품질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위생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부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제안함.

<부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

위생관리 강화

유통구조 효율화

유통규모화
시설투자 확대

위생수준 향상

소비자 불안 해소

대량공급체계 구축

수요 확대

농가소득 향상

시장 투명성 증대
- 품질기준 확립
- 가격조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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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가공시설 투자의 유도

 ▶ 시설 투자가 적당한 지점은 1차 부산물도매상 수준으로 판단됨. 이 경우는 도축장 외부 시설에 

대한 투자임. 복수의 도축장을 연계하여 가공시설의 규모를 확대할 여지가 있어 규모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음. 실제로 소규모 도축장은 일 도축량이 많지 않기 때

문에 도축장 내 부산물 가공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가능성도 있음. 또한, 도축장 입장에서는 현재 

맺고 있는 장기계약을 이용하여 수급불균형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 부산물 도매상이 주체가 되는 시설투자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음. 부산물 

인수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과 부산물 세척에 관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임. 

축산부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의 확립

 ▶ 위생관리 기준의 확립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 도축장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매뉴

얼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둘째, 부산물 유통업에 대한 HACCP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축산부산물 시장 투명성 확대

 ▶ 부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의 확립과 부산물 가격조사 및 공개를 통하여 시장의 폐쇄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부산물에도 품질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품질의 차이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음. 이런 이유로 객관적인 품질의 기준 확립이 요구됨. 

 ▶ 지육에 대한 가격조사 시스템에 비해 부산물의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음. 따라서 가격 조사와 공

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임. 또한 가격 조사는 시장의 왜곡도 초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구조개선 방안임. 현재 개별적·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부산물 가

격조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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