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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봄철 저온, 기록적인 여름철 폭염과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야기되었습니다. 여기에 쌀 목표가격 설정과 

PLS 도입, 직불제 개편 논의 등 농업을 둘러싼 내부 환경의 변화가 어느 해보다 

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 분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세계적 확산, 국제유가의 

변동 등 외적인 불안감도 증폭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농업계 

관계자, 정부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22번째 개최되는 ｢농업전망 2019｣ 대회는 국민들의 

일터ㆍ쉼터ㆍ삶터로서의 농업ㆍ농촌이 제공하는 가치와 기회를 재발견하여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자 “농업ㆍ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대주제를 

설정하고, 세부 발표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건강한 먹거리 해법’, ‘농산업, 새로운 기회’, ‘평화와 세계화, 우리의 

과제’ 등의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를 선정하였고, 산업별 중장기 미래에서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주요 품목별 장단기 수급 상황을 전망하였습니다.

｢농업전망 2019｣ 보고서가 새해 농정당국의 중장기 농업ㆍ농촌정책 수립과 

농업인들의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필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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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전망 및 대외여건변화1

1.1.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1)

1.1.1.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

갔지만,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0.2%p 낮은 3.1%로 추정된다.

∙ 2019년 세계경제는 신흥개도국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강화 및 통화긴축 기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개도국의 경제위기 가능성, 

정치ㆍ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하방압력 리스크로 인해 2018년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3.1%보다 0.2%p 낮은 2.9% 성장할 전망이다.

- (선진국) 미국은 세제개편 효과의 점진적 감소, 기준금리 인상 기조, 미ㆍ중 통상 분쟁 

장기화 등으로 전년 대비 0.4%p 낮은 2.5%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브렉시트에 의한 불확실성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다소 둔화된 1.5%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 (신흥국) 브라질 및 아세안 5개국은 완만한 소비 증가세와 정부지출 등으로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나,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일부 금융 불안 

취약국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2019년 미국경제는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와 이로 인한 활발한 기업활동이 기대

되나, 미ㆍ중 통상 분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세제 혜택의 기저효과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정부가 미ㆍ중 통상 분쟁으로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제조 원가는 

상승하고, 대체 협력업체 물색 등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19년 미국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 2018년 미 정부의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법인세 축소 등의 세제 개편과 지출 확대로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세계경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장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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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7% 증가한 7,79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019년 성장모멘텀을 축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로존) 2019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고용상황 개선과 민간소비 중심의 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글로벌 무역 분쟁에 따른 기업투자 및 수출 둔

화, 브렉시트 협상 결과와 EUㆍ미국 간 보호무역조치 갈등 심화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2018년(1.9%)보다 0.4%p 감소한 1.5%로 전망된다.

- 프랑스와 국의 경제성장률은 파업과 기상악화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장이 부진하

던 전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세계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단위: %, 실질GDP 기준

구 분
2016
(GI)

2017
(GI)

2018(추정) 2019(전망)

WB GI 평균 WB GI 평균

전 세계  2.6 3.3 3.0 3.2 3.1 2.9 2.9 2.9

 선진국  1.7 2.3 2.2 2.2 2.2 2.0 1.9 2.0

   미국  1.6 2.2 2.9 2.9 2.9 2.5 2.5 2.5

   일본  0.6 1.9 0.8 0.8 0.8 0.9 0.8 0.9

   유로지역  1.9 2.5 1.9 1.9 1.9 1.6 1.4 1.5

 개도국  3.8 3.9 4.2 4.2 4.2 4.2

   아프리카1)  1.3 2.8 2.7 2.8 2.8 3.4 3.3 3.4

   아시아2)  4.8 5.3 6.6 5.0 5.8 6.6 4.8 5.7

    중국  6.7 6.9 6.5 6.6 6.6 6.2 6.3 6.3

   중동&북아프리카  3.7 2.2 1.7 2.7 2.2 1.9 2.2 2.1

   중남미 -0.2 1.9 0.6 1.5 1.1 1.7 1.9 1.8

주 1) Sub－Saharan Africa(사하라 이남 지역)
2) WB(World Bank)의 아시아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평균임.

자료: World Bank(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19), Global Insight(World Overview, 
January 2019)

∙ (중국) 2019년 중국경제는 미ㆍ중 통상 분쟁 향이 실물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높으나, 

개인소득세 개편 추진과 수입관세 인하,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제도 

시행이 하방압력 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여 2018년(6.6%)보다 소폭 둔화된 6.3%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요소투입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생산성 향상 등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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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019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엔저 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와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 기업수익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2018년(0.8%)보다 소폭 높은 

0.9%로 전망된다.

- 개인소비는 초과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하락과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둔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 현 금융완화정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의 수정 

및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1.1.2. 국제유가 및 환율

가. 국제유가

∙ 2018년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합의와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구, 베네

수엘라의 생산 차질 등의 공급불안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로 전년

보다 31.8% 상승한 배럴당 약 71달러(Brent 기준)로 추정된다.

∙ 2019년 국제유가는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와 베네수엘라의 생산 차질 등 지정학적 

공급불안 요소가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미국의 셰일오일 등 비전통 원유 생산 증가세와 

세계경기 둔화로 2018년 대비 15.0% 낮은 배럴당 약 61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 (상방 요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국가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수요 증가로 원유의 초과공급이 해소되면서 

원유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표 1－2.  국제 원유 가격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 관 구 분 2018
2019(전망)

1/4 2/4 3/4 4/4 평균

KEEI Dubai 70 64 66 68 70 67

CERA Dubai 70 74 74 71 73 73

EIA Brent 71 58 60 61 63 61

주: 2019년(전망)은 KEEI 2018. 12월 전망치, CERA 2018. 11월 전망치, EIA 2019. 1월 전망치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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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 요인)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세계 원유 수요 증가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금리 인상 및 달러화 가치 상승 등 금융 요인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의 유가 오름세로 채산성 확보가 가능해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셰일오일 공급 확대 가능성이 있다.

나. 환율

∙ 2018년 미국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이에 따른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미ㆍ중 통상 분쟁 심화와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로 나타났다.

∙ 2019년에는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간 차별성 완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으로 인해 달러화는 약세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 달러/유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유로화의 강세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통화완화 축소 정책으로 

엔화의 소폭 강세가 예상된다.

- 위안/달러 환율은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는 소폭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표 1－3.  환율 동향과 전망

구 분 2016 2017 2018 2019(전망)

환율

엔/달러 108.80 112.14 110.45 107.29

달러/유로 1.11 1.13 1.18 1.19

위안/달러 6.64 6.76 6.62 6.87

주: 2019년(전망)은 KIEP 2019년 세계경제 전망 2018. 11월 전망치, Global Insight 2019. 1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Global Insight(World Overview, January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8   2019년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1.2.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2)

1.2.1. 2018년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2018년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

으나, 민간소비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투자가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년(3.1%, 한국은행) 

보다 0.4%p 낮은 2.7%로 추정된다.

∙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자 심리지수의 하락과 고용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하 다.

∙ (투자) 설비투자는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 및 반도체 관련 투자 둔화 등으로 전년 

14.6% 성장에서 –0.3% 성장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모두 부진하여 전년 7.6%에서 –2.3%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4.  주요 경제 지표 동향
단위: %(전년 대비 증감률)

연 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2018 2.7 2.7 -2.3 -0.3 3.5 2.1

주: 주요 경제 지표 동향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8. 10월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물가)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제품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폭염 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강세로 전년 대비 1.5% 상승하 다.

- 2018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4.0% 상승하 다.

표 1－5.  물가 변동 추이
단위: %(전기 대비 증감률)

구 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소비자  1.0 2.0 1.3 1.5 1.5 1.8 1.5

농축수산물  3.8 5.7 2.2 2.2 4.1 7.5 4.0

생산자 -1.8 3.4 1.3 2.2 3.0 2.0 2.1

주: 생산자물가지수 2018년 4/4분기는 2018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 추이를 분석함.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생산자물가조사｣
2) ｢KDI 2018 하반기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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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도 크게 위축됨에 따라 

2018년 실업률은 3.8%로 나타났다.

표 1－6.  고용지표(계절조정) 동향
단위: 천 명

구 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실업자  1,009  1,023  1,181  1,105  1,065   942  1,073

실업률(%) 3.7 3.7 4.3 3.9 3.8 3.4 3.8

취업자 26,409 26,725 26,283 27,019 27,015 26,971 26,8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총괄｣

∙ (환율) 2018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경제지표 호조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ㆍ중 

통상 분쟁 심화, 한ㆍ미 금리차 확대 등이 상승에 향을 주었으나, 북한 관련 리스크 

완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원화 약세 경계 등으로 전년 대비 2.7% 하락하 다.

표 1－7.  환율 동향
단위: 원/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구 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원/달러 1,161 1,131 1,072 1,079 1,122 1,128 1,100

(증감률) 2.6 -2.6 -7.1 -4.5 -0.9 2.2 -2.7

원/위안 174 167 169 169 165 163 166

(증감률) - -4.0 0.3 2.8 -2.8 -2.5 -0.6

자료: 한국은행

∙ (무역수지) 무역수지 흑자는 2017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 으나, 2018년 들어서면서 

기저효과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전년 대비 26.5% 

감소한 700억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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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구 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수출액(A) 4,954.3 5,736.9 1,450.6 1,516.2 1,536.5 1,548.4 6,051.7 

증감률 -5.9 15.8 9.8 3.1 1.7 7.9 5.5

수입액(B) 4,061.9 4,784.8 1,323.9 1,331.4 1,303.2 1,393.2 5,351.7 

증감률 -6.9 17.8 13.8 13.0 7.9 12.9 11.8

무역수지(A-B) 892.3 952.1 1,267.3 1,848.2 2,332.4 1,551.7 700.0

자료: 관세청

1.2.2. 2019년 경제 전망3)

∙ (경제성장률) 2019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및 세계교역 둔화, 통상 마찰 등의 향

으로 수출 성장세가 약화되겠으나, 재정조기집행과 EITC 개편 등의 정책효과가 긍정적

으로 작용하여 전년과 동일한 2.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간소비)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소득기반 강화 

정책은 실질구매력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된 임금상승률의 기저 향, 높은 가계부채 부담, 시중

금리 상승,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하락이 예상되어 2019년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소폭 둔화된 2.6% 성장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 경제 불안 등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으나,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기계 수주액 증가, 기업 업 

이익률 상승, 제조업 가동률 개선, 투자활성화 정책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9년 설비투자는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투자) 2019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과 SOC 예산 감축 등

으로 작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상품수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미ㆍ중 상호

관세 부과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심화와 주요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 수출

단가 하락 압력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여 2019년 상품수출은 전년보다 낮은 

3.3%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3)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 2018년 10월｣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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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요 압력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교통ㆍ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반면, 국제유가 하락 및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가격은 하락하는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

하여 전년과 비슷한 1.6%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시장) 2019년 실업률은 3.8%로 전망된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건설투자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건설ㆍ제조업의 인력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와 현장 중심 공무원 증원,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은 노동 수요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경상수지) 글로벌 해운업 부진과 국내 해운사 구조조정으로 운송수지의 적자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축소 등으로 2019년 경상수지는 658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1－9.  2019년 한국경제 전망
단위: %

구 분 2018(추정)1)
2019(전망)

한국은행2) 한국개발연구원3) 기획재정부4) 평균5)

경제성장  2.7  2.7  2.6 2.6~2.7  2.7

민간소비  2.7  2.7  2.4  2.7  2.6

설비투자 -0.3  2.5  1.3  1.0  1.6

건설투자 -2.3 -2.5 -3.4 -2.0 -2.6

상품수출  3.5  3.2  3.5  3.1  3.3

고용(실업률)  3.8  3.8  3.9  3.8  3.8

소비자 물가  1.6  1.7  1.6  1.6  1.6

경상수지(억 달러) 700 620 713 640 658

주 1) 한국은행 2018.10월 추정치임.
2) 한국은행 2018.10월 전망치임.
3) 한국개발연구원 2018.11월 전망치임.
4) 기획재정부 2018.12월 전망치임.
5)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2019년 전망치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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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TA 체결 현황

∙ 우리나라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8년 2월에 정식 서명된 

한ㆍ중미 FTA에 이르기까지 총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 다. 이행 중에 있는 

15건의 FTA 체결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기준 전체 교역액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8년에 319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90.6%를 차지하며, 최근 10년(2009~2018년)간 연평균 6.9% 증가하 다.

- FTA 체결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8년 46억 1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66.2%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7.2% 증가하 다.

표 1-10.  FTA별 농축산물 수입관세 철폐율 및 교역 동향 
단위 : %, 백만 달러

체결국
(체결일)

수입관세
철폐율

교역규모(2018) 체결국
(체결일)

수입관세
철폐율

교역규모(2018)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칠  레
(’04.4.1)

71.2
 826

 (2.3)
  13

 (0.2)
터  키

(’13.5.1)
49.4

   76
 (0.2)

  18
 (0.3)

싱가포르
(’06.3.2)

66.6
 153

 (0.4)
 115

 (1.7)
호  주

(’14.12.12)
88.2

 2,552
 (7.2)

 148
 (2.1)

EFTA
(’06.9.1)

19.6
 112

 (0.3)
  11

 (0.2)
캐나다

(’15.1.1)
85.2

 1,045
 (3.0)

  87
 (1.3)

ASEAN
(’07.6.1)

63.2
5,435
(15.4)

1,328
(19.1)

뉴질랜드
(’15.12.20)

85.3
 1,016
 (2.9)

  37
 (0.5)

인  도
(’10.1.1)

32.4
 463

 (1.3)
  48

 (0.7)
중  국

(’15.12.20)
63.9

 4,601
(13.0)

1,113
(16.0)

E  U
(’11.7.1)

96.2
4,578
(13.0)

 414
 (6.0)

베트남
(’15.12.20)

75.0
 1,464
 (4.1)

 465
 (6.7)

페  루
(’11.8.1)

92.8
 179

 (0.5)

   3
  

(0.05)

콜롬비아
(’16.7.15)

89.6
  116
 (0.3)

   5
 (0.1)

미  국
(’12.3.15)

97.9
9,373
(26.6)

 803
(11.5)

F T A 
전  체

72.3
31,989
(90.6)

4,606
(66.2)

주: 2018년 농축산물 교역규모는 1~11월까지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통계를 사용하 고, 12월은 통관실적을 
집계하여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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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에 의한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화 정도는 수입관세 철폐율4)을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의 수입관세 철폐율은 72.3% 수준이다. 국가별

로는 미국과 EU의 수입관세 철폐율이 각각 97.9%와 96.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 그 외에도 한ㆍ페루, 한ㆍ콜롬비아, 한ㆍ호주, 한ㆍ뉴질랜드 FTA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철폐율은 각각 92.8%, 89.6%, 88.2%, 85.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반면, 한ㆍ중 

및 한ㆍASEAN FTA는 63.9%와 63.2%로 낮다.

∙ 부류별 수입관세 철폐율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가공식품이 60.7%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축산물(45.8%), 곡물(44.3%), 채소(37.6%), 가공과일(28.9%), 신선과일

(18.0%)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 2019년의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관세 철폐율은 FTA 이행 완료시점의 개방화 수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행 연차가 지남에 따라 개방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수입이 증가할 여지는 여전히 크다.

표 1-11.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개방화 추세
단위: %

연도 농산물 곡물 과일(신선) 과일(가공) 채소 축산물 가공식품

2004  1.3  1.3  0.0  0.0  0.0  1.1  1.8

2006  2.4  3.5  0.0  0.0  0.1  3.1  3.8

2008  7.7  8.5  1.6  1.4  7.7  8.7 12.5

2010 10.6 10.8  2.8  4.5 10.5 11.3 17.4

2012 17.2 18.8  8.1  8.1 17.4 20.2 27.9

2014 20.3 23.2 11.1 10.8 20.3 25.3 32.5

2016 31.3 37.4 16.2 21.4 33.0 37.3 49.0

2017 33.9 39.2 16.6 24.3 34.9 41.4 53.8

2018 35.7 41.9 17.6 26.9 36.2 43.2 56.6

2019 38.0 44.3 18.0 28.9 37.6 45.8 60.7

주: 2004년 한․칠레 FTA부터 2016년 한․콜롬비아 FTA 발효까지 FTA 15건의 각 부류별 HSK코드 중 해당 
연도에 관세가 철폐된 품목 수의 비중으로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4) 수입관세 철폐율은 FTA별 협정문의 임산물을 제외한 농축산물 전체 품목(HSK 기준) 중 계절관세, 현행관세 유지, TRQ, 미양허, 
부분감축 등을 제외한 품목 수의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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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의 기 체결 FTA는 관세율 인하폭 및 저율관세 할당량(TRQ)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향이 커지는 동시에, 최근에는 한ㆍ중미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FTA 체결 모색 등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 (축산물)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 상위 1~3위(쌀 제외) 품목인 돼지, 한육우, 닭 등은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철폐되어 2028년 이후에는 모든 FTA 체결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 (과일류) 수입 비중이 높은 미국산 오렌지(계절관세, 3~8월), 칠레산 포도(계절관세, 

11~4월)와 미국산 체리는 2018년부터 모두 무관세로 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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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동향 및 전망2

2.1. 농업교역조건 동향 및 전망

2.1.1. 농업구입가격

∙ (동향) 2018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OPEC 감산 합의 및 베네수엘라 생산 차질 등 공급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17년보다 2.0% 상승한 98.2로 추정된다.

- (투입재) 2018년 투입재비는 전년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경상재) 2018년 경상재비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94.4로 추정된다. 비료비, 

농약비, 농자재비는 전년보다 각각 3.5%, 1.7%, 2.5% 하락하는 반면, 국제유가 상승 

향으로 농광열비는 전년보다 13.6%, 종자비는 7.1%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 경상재비가 상승한 가운데 농기구비 또한 전년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투입재비 이외 노임 및 임차료는 전년 대비 각각 5.7%, 1.8% 상승하겠으나, 사료비와 

가축구입비는 각각 1.0% 하락한 것으로 예측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 국제유가는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광열비는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나, 노임과 원료비 상승으로 2019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5% 상승한 98.7로 전망된다.

- (투입재) 국제유가 하락으로 농광열비는 전년보다 7.2% 하락하겠으나, 비료비와 

농약비, 농자재비는 각각 2.1%, 0.9%, 1.9% 상승하여 2019년 투입재비는 전년 

대비 0.4% 상승한 97.5로 전망된다.

- (노임ㆍ임차) 노임은 전년 대비 4.8%, 임차료는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료가격) 사료가격은 2018/19년산 국제곡물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3% 낮아질 

전망이다.

- (가축) 국내 육류 공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8.1% 하락이 예상된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2028년 투입재비는 

연평균 2.2% 상승한 120.9로 전망된다. 노임과 임차료, 가축구입비는 각각 연평균 

3.2%, 1.0%,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사료비는 국제곡물가격의 완만한 

상승 전망에 따라 연평균 1.1% 상승한 105.3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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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의 전망치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에는 

2014년 수준(배럴당 93.2달러)으로 회복되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12.  농업구입가격지수 추이 및 전망 (2015=100)

구 분 1998 2017
20182)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농업구입가격지수1) 62.6  96.3  98.2  98.7 109.9 120.1 2.3  2.0  0.5 2.0

투입재 67.2  94.5  97.1  97.5 110.9 120.9 1.8  2.7  0.4 2.2

경상재 69.2  92.0  94.4  93.9 109.9 119.5 1.5  2.6 -0.5 2.4

종자 69.2 100.6 107.7 108.8 112.3 115.5 2.0  7.1  1.0 0.7

비료 45.9  75.2  72.6  74.1  89.2  99.5 2.6 -3.5  2.1 3.2

농약 73.4  96.9  95.3  96.2 100.5 103.8 1.5 -1.7  0.9 0.9

농광열 65.4  94.1 106.9  99.3 141.2 163.0 1.9 13.6 -7.2 4.3

농자재 72.7  98.3  95.8  97.7 109.8 117.2 1.6 -2.5  1.9 2.0

농기구 65.6 101.3 104.4 107.2 113.7 124.9 2.3  3.1  2.7 1.8

노  임 37.6 108.8 115.0 120.5 137.3 157.3 5.8  5.7  4.8 3.2

임차료 67.4  97.5  99.2  99.8 103.8 109.9 2.0  1.8  0.6 1.0

사  료 -  95.4  94.4  93.1  98.3 105.3 - -1.0 -1.3 1.1

가  축 - 124.4 123.2 113.2 122.4 132.3 - -1.0 -8.1 0.7

주 1)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실제 농업관련 비용(농업용품, 농촌임료금)만 고려함.
2) 2018년은 1~3분기의 값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1.2. 농가판매가격

∙ (동향) 2018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축산물과 과실류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곡물류 가격의 상승폭이 커 전년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 곡물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쌀 원료곡 부족 등으로 쌀 가격이 상승한데다, 

생산량 감소로 감자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전년보다 23.3% 상승한 116.5로 추정된다.

- 2017년산 저장과일과 감귤의 상반기 가격 하락폭이 2018년산 과일 가격 상승폭을 

훨씬 상회하여 2018년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0.1% 하락한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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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폭염과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생육 부진 

향으로 가격이 올라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8.8% 하락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돼지와 육계 등의 육류 공급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년 대비 2.3% 하락할 전망이다.

- (곡물) 곡물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쌀 초과공급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고, 감자 공급도 

원활해지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어 전년 대비 5.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과) 청과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8년산 과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과실류가 전년 대비 1.3% 상승하는 반면, 채소류가 2.4% 낮아져 전년보다 0.7% 

하락할 전망이다.

- (축산물)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오리를 제외한 육류와 계란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5.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 전망) 전체 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과류와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모두 연평균 1.2%씩 상승하나, 

곡물류는 0.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3.  농가판매가격지수 추이 및 전망(2015＝100)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전체 농산물 67.8 107.6 107.9 105.4 110.1 118.2 2.5   0.3 -2.3  0.9

곡물류 92.5  94.5 116.5 110.0 108.1 106.8 0.1  23.3 -5.6 -0.9

청과류 77.1 121.8 117.9 117.0 122.6 133.4 2.4  -3.2 -0.7  1.2

 채소류 79.9 107.6 110.1 107.5 114.7 122.0 1.6   2.3 -2.4  1.0

 과실류 79.0 145.4 130.7 132.4 135.7 151.8 3.3 -10.1  1.3  1.5

축산물 44.3 105.8  96.5  91.7  98.4 109.1 4.7  -8.8 -5.0  1.2

기타 농산물 58.3  96.7 102.5 109.6 117.2 125.5 2.7   6.0  6.9  2.0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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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농업교역조건

∙ (동향) 2018년 농업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보다 0.3%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구입가격지수의 상승폭(2.0%)이 더욱 커 전년보다 1.7%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 농업교역조건지수는 전년보다 2.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업구입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0.5% 상승하는데다, 농가판매가격지수가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중장기 전망)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구입가격지수 상승폭(연평균 2.0%)이 

이를 상회하여 농업교역조건지수는 연평균 1.1%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4.  농업교역조건(패리티지수) 추이 및 전망 (2015=100)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농가판매가격지수(A)  67.8 107.6 107.9 105.4 110.1 118.2 2.5  0.3 -2.3  0.9

농업구입가격지수1)(B)  62.6  96.3  98.2  98.7 109.9 120.1 2.3  2.0  0.5  2.0

농업교역조건지수2)

(A/B×100)
108.2 111.7 109.9 106.8 100.2  98.4 0.2 -1.7 -2.8 -1.1

주 1)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을 제외한 실제 농업관련 비용으로 투입재, 노임, 임차료, 가축구입비, 사
료비를 가중평균한 지수임.

2) 농업교역조건지수는 농업구입가격지수 대비 농가판매가격지수로 산출되는 농업부문 패리티지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2. 경지면적ㆍ사육 마릿수 및 자급률 추이와 전망

2.2.1. 경지이용과 재배면적

가. 경지면적과 이용률

∙ (동향) 2018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60.4만 ha 수준으로 추정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 경지면적도 전년 대비 0.8% 줄어든 159.1만 ha 수준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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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1.57ha로 예상되며,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8% 증가한 67.9a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경지면적은 농업부문의 위축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되어 2023년에는 154.4만 ha, 2028년 150.9만 ha 내외로 전망된다.

- 경지면적은 연평균 0.6% 감소하는데 비해 농가 고령화로 인한 은퇴농 증가 등의 향

으로 농가인구 감소폭이 더 커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2018년 67.3a에서 2023년 

72.1a, 2028년 78.9a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지이용률은 2018년 104.4%에서 2028년 101.2%로 연평균 0.3%p씩 하락할 

전망이다.

표 1－15.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경지면적(천 ha) 1,910 1,621 1,604 1,591 1,544 1,509 -0.9 -1.0 -0.8 -0.6

농가호당 경지면적(ha) 1.35 1.56 1.56 1.57 1.58 1.59  0.7  0.4  0.5  0.2

농가인구당 경지면적(a) 43.4 66.9 67.3 67.9 72.1 78.9  2.3  0.6  0.8  1.6

경작가능면적(천 ha) 1,924 1,580 1,564 1,551 1,505 1,471 -1.0 -1.0 -0.8 -0.6

재배면적(천 ha) 2,118 1,641 1,633 1,618 1,530 1,488 -1.3 -0.5 -0.9 -0.9

경지이용률(%) 110.1 103.9 104.4 104.3 101.6 101.2 -0.3%p 0.5%p -0.1%p -0.3%p

주: 경지이용률은 재배면적/경작가능면적 × 100으로 산출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나. 부류별 재배면적

∙ (동향) 2018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163.3만 ha 정도로 추정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에는 특용ㆍ약용 작물을 제외한 여타 부류의 재배면적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쌀을 포함한 곡물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91.6만 ha로 전망된다.

- 2019년 채소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6% 감소할 전망이다. 조미채소류의 경우 

2018년산 양파와 마늘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향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1% 감소하겠으며, 엽채류와 근채류, 과채류도 각각 3.5%, 2.0%, 0.6%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   2019년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 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16.4만 ha로 전망된다. 

- 2019년 특용ㆍ약용 작물 재배면적은 2018년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향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겠으나, 기타작물은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일부 부류를 제외하고는 곡물류, 채소류, 과수의 재배

면적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28년 곡물류, 채소류, 과수 재배면적은 2018년 대비 각각 연평균 1.4%, 1.1%, 

0.4% 감소하나, 특용ㆍ약용 및 기타작물 재배면적은 각각 연평균 0.6%, 0.4%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6.  부류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 ha, %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전체 재배면적 2,118 1,641 1,633 1,618 1,530 1,488 -1.3  -0.5 -0.9 -0.9

곡물류 1,331 920 924 916 838 803 -1.9   0.5 -0.9 -1.4

채소류 350 272 282 275 262 254 -1.3   3.7 -2.6 -1.1

엽채류 68 47 48 46 44 42 -1.9   1.2 -3.5 -1.4

근채류 43 25 26 25 24 23 -2.8   2.6 -2.0 -1.2

조미채소류 147 98 109 104 94 90 -2.1  11.6 -5.1 -1.9

과채류 71 42 42 42 42 41 -2.7   0.3 -0.6 -0.2

과수 173 167 165 164 163 158 -0.2  -1.3 -0.3 -0.4

특용ㆍ약용 115 96 81 83 84 86 -0.9 -16.2  2.6  0.6

기타작물 149 186 181 180 183 188  1.2  -2.8 -0.7  0.4

사료작물 33 74 69 67 68 70  4.3  -6.7 -1.9  0.1

  주: 부류별 재배면적은 통계청 농산물 재배면적 조사 통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2.2. 가축 사육 마릿수

∙ (동향) 2018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AI 여파로 크게 감소했던 산란계 및 오리 사육 

마릿수가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9.5% 증가한 187.4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 (우제류) 2018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6% 감소하나, 소와 돼지 사육 마릿수는 

각각 2.4%, 0.4% 증가함에 따라 우제류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14.9백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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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류) 2018년 산란계와 오리 사육 마릿수는 AI 여파가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각각 

14.7%, 27.7% 증가함에 따라 가금류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72.5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 전체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91.9백만 

마리로 전망된다.

- (우제류) 소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생산 증가폭(2.3%)이 도축 마릿수 증가폭(1.0%)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사육 마릿수도 

모돈이 늘어 전년보다 1.4% 증가하겠으나, 젖소는 원유 감산 기조 유지로 0.6% 감소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제류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15.1백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가금류) 육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증가로 전년 대비 3.5% 많겠으며,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병아리 입식 증가로 1.3% 늘어날 전망이다. 오리는 종오리 사육 마릿수가 

늘어 전년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체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7.  사육 마릿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마릿수, %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전체 95.0 171.1 187.4 191.9 202.5 211.5  3.1  9.5  2.4  1.2

우제류 10.5  14.7  14.9  15.1  15.2  15.4  1.8  0.8  1.4  0.4

소  2.4   3.0   3.1   3.1   3.3   3.4  1.3  2.4  1.8  1.0

젖소  0.5   0.4   0.4   0.4   0.4   0.4 -1.4 -0.6 -0.6 -0.6

돼지  7.6  11.4  11.4  11.5  11.5  11.6  2.1  0.4  1.4  0.2

가금류 84.5 156.4 172.5 176.9 187.3 196.1  3.3 10.3  2.5  1.3

육계 35.5  87.4  92.5  95.7 101.9 108.1  4.9  5.8  3.5  1.6

오리  3.2   6.6   8.5   8.7   9.0   9.4  4.0 27.7  2.1  1.1

산란계 45.8  62.4  71.6  72.5  76.4  78.5  1.6 14.7  1.3  0.9

 

주: 가축통계 공표를 위한 조사방식이 변경되어 사육 마릿수 통계자료는 이력제 자료로 대체됨.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농협(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중장기 전망) 가축 사육 마릿수는 중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축종에서 증가 경향을 보여 

2028년에는 211.5백만 마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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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 사육 마릿수는 원유 감산 기조 유지와 시유 소비 부진으로 연평균 0.6% 감소하는 

반면, 소와 돼지는 각각 연평균 1.0%, 0.2% 증가함에 따라 향후 10년 후인 2028년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연평균 0.4% 증가한 15.4백만 마리에 이를 전망이다.

- 육계, 오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계란 및 가금육류 소비 증가로 각각 연평균 1.6%, 

1.1%, 0.9%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2028년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연평균 

1.3% 증가한 196.1백 만 마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3. 자급률

∙ (동향) FTA 체결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자급률은 

하락하고 있다. 곡물류 자급률(사료용 제외)은 1998년 57.6%에서 2018년 48.2%로 

연평균 0.9%p 하락하 고, 육류 자급률 또한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89.2%에서 65.7%로 연평균 1.5%p 하락하 다.

∙ (2019년 전망) 2019년 전체 자급률은 72.5%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곡물류 자급률은 2019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감소하나, 콩과 감자 생산량이 

각각 3.5%, 9.4% 증가하여 전년 대비 0.3%p 상승한 48.5%로 예상된다.

- 육류 자급률은 수입량이 전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 돼지고기 

국내 공급 증가에 따른 재고 누적량이 소비되면서 전년보다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8. 자급률 동향 및 전망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p)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전체 자급률(%) 83.5 72.3 72.5 72.5 70.8 70.0 -0.6  0.2  0.0 -0.2

곡물류 자급률(%) 57.6 48.9 48.2 48.5 45.3 44.5 -0.5 -0.7  0.3 -0.4

육류 자급률(%) 89.2 66.7 65.7 65.3 64.4 62.5 -1.2 -1.0 -0.4 -0.3

주: 자급률은(국내 생산량/소비량 × 100)으로 산출되며, 곡물류 및 전체 자급률은 사료용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중장기 전망) 전체 자급률은 중장기적으로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폭 확대와 농지면적 

감소 향으로 연평균 0.2%p 하락하여 2028년에는 70.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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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류 자급률은 연평균 0.4%p 하락하여 2028년 44.5% 수준으로 전망된다. 육류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나, 국제 육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증가폭이 

더 크게 확대되어 2028년 자급률은 62.5%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농축산물 자급률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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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3. 무역수지 동향 및 전망

∙ (동향) 농축산물 총 수입액은 27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고, 총 수출액은 

6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11.7% 확대된 210.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입) 5대 채소 수입량은 2018년산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수입이 줄어 

전년 대비 32.5% 감소한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국내 수입육 수요 확대와 국제 육류 

가격 하락의 향으로 5대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보다 19.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출) 농식품 수출액은 신선농산물과 김치, 유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규모가 큰 품목의 수입액이 0.6% 늘어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과 비슷한 210.3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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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축산물 수입량은 2018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보다 2.7% 감소

하겠으나, 곡물과 열대과일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총 수입액은 전년보다 0.6% 

증가한 275.8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 (수출) 농식품 수출액은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향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65.5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수입은 시장 개방폭 확대와 국내 농업 위축 등으로 계속 늘어 2028년 

수입액은 연평균 1.9% 증가한 33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액도 

연평균 2.1% 증가하여 2028년에는 79.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는 2028년 

253.1억 달러로 연평균 2.8% 증가할 전망이다.

표 1－19.  농축산물 무역 동향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천 톤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총 수입액(A) 54.2 252.0 274.2 275.8 299.7 332.0  8.4   8.8  0.6 1.9

수입량 21,191 34,624 35,972 36,540 38,479 41,358  2.6   3.9  1.6 1.4

7대 곡물1) 13,969 15,909 15,960 16,069 16,511 17,013  0.7   0.3  0.7 0.6

5대 채소2) 90 324 219 217 233 248  7.0 -32.5 -0.9 1.3

과일 148 865 882 906 1,012 1,120  9.7   1.9  2.7 2.4

6대 과일3) 5.1 48.5 55.7 56.5 60.9 69.3 12.6  14.7  1.5 2.2

오렌지ㆍ열대과일 143 817 827 850 951 1,051  9.6   1.2  2.8 2.4

5대 축산물4) 88 1,021 1,215 1,182 1,286 1,442 13.8  19.0 -2.7 1.7

총 수출액(B) 13.9 63.9 64.1 65.5 71.9 79.0  8.4   0.3  2.2 2.1

수출량 1,217 3,124 3,203 3,241 3,534 3,815  5.1   2.5  1.2 1.8

무역수지적자(A－B) 40.3 188.1 210.1 210.3 227.7 253.1  8.4  11.7  0.1 2.8

주 1) 7대 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2) 5대 채소: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3) 6대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4) 5대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

자료: GTI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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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류별 소비 동향 및 전망

∙ (동향)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육류와 수입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7대 곡물, 5대 채소, 6대 과일과 같은 국산 농산물의 소비량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곡물 및 채소)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곡물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1.6% 줄었

으며, 김치 주재료인 5대 채소의 1인당 소비량도 연평균 0.5% 감소하 다.

- (과일) 전체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1998년 45.6kg에서 2017년 53.4kg으로 연평균 

0.8% 증가하 다. 이는 전통적인 6대 과일의 소비량은 연평균 0.6% 감소한 것에 비해 

오렌지 및 열대 수입과일 소비량이 연평균 9.0%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육류)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1998년 28.2kg에서 2017년 49.1kg으로 연평균 

3.0% 증가하 다. 축종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이 각각 연평균 

2.2%, 2.6%,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육류와 수입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중장기적으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곡물과 채소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0.  부류별 소비 동향 및 전망1)

단위: kg/인, %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7대 곡물2) 183.9 136.6 137.0 136.8 132.5 127.2 -1.6  0.3 -0.2 -0.7

5대 채소3) 126.8 116.1 122.0 117.5 112.5 111.1 -0.5  5.0 -3.7 -0.9

6대 과일4)  42.5  37.6  33.9  37.1  37.2  36.2 -0.6 -9.8  9.3  0.6

오렌지 및 
열대 수입과일

  3.1  15.8  16.0  16.4  18.1  19.9  9.0  0.8  2.5  2.2

3대 육류5)  28.2  49.1  51.8  53.2  55.5  59.1  3.0  5.4  2.7  1.3

주 1) 곡물, 채소, 과일 소비량은 유통연도 기준으로 육류, 수입과일 소비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함. 
1인당 소비량은 총 국내 소비량(국내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재고 변화량)과 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2) 7대 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3) 5대 채소: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4) 6대 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 3대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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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곡물) 1인당 곡물 소비량은 2018년 국내 곡물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하 으나, 2019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8년에는 연평균 0.7% 감소한 

127.2kg 수준으로 전망된다.

- (5대 채소) 5대 채소의 1인당 소비량은 2018년 국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0.9% 감소하여 

2028년 소비량은 111.1kg 내외로 예상된다.

- (과일) 2028년 6대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36.2kg으로 연평균 0.6% 증가세로 전환

되겠으며, 특히 오렌지 및 열대 수입과일의 소비량이 연평균 2.2% 증가함에 따라 전체 

과일 소비량은 연평균 1.2% 증가한 56.1kg으로 전망된다.

- (육류) 육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2028년 3대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연평균 1.3% 증가한 59.1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5. 농업 총량 동향 및 전망

2.5.1. 농업 생산액

∙ (동향) 2018년 농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0조 1,8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30조 4,810억 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한 반면에 축잠업은 

2.3% 감소한 19조 7,080억 원으로 추정된다.

- (재배업) 2018년 곡물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28.5%나 증가한 10조 7,620억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산지쌀 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현상과 쌀 농가의 가격

상승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 고, 기상악화로 감자 생산량이 

줄어 감자 가격도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채소류 생산액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한 11조 7,760억 원으로 예측된다. 과실류는 상반기 저장과일과 

감귤의 가격이 하락한데다, 생육기간 동안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2018년산 생산량이 

크게 줄어 전년보다 12.2% 감소한 4조 1,570억 원으로 추정된다.

- (축잠업) 2018년 한육우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커 전년 대비 

5.0% 증가한 4조 8,970억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돼지 및 닭 생산액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인한 국내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대비 각각 3.5%, 4.9% 감소한 

7조 800억 원, 2조 2,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계란 생산액은 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하락세 지속과 AI회복에 의한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격이 



2019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27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보다 32.3%나 감소한 1조 4,21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우유 생산액은 지속적인 원유 감산 대책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조 1,050억 원으로 추산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 농업 생산액은 기상이변이나 가축질병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년 대비 1.5% 감소한 49조 4,42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2019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0조 4,840억 원으로 예상

된다. 곡물류 생산액은 초과공급에 따른 2019년 쌀 가격 하락과 콩 및 감자 가격도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소류 생산액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과실류와 특용ㆍ약용작물 생산액은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보다 각각 

13.0%,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1.  농업부문 생산액(명목) 전망
단위: 십억 원, %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농업 29,760 48,170 50,189 49,442 51,617 55,269  2.6   4.2 -1.5  1.0

재배업 22,245 27,993 30,481 30,484 30,396 31,301  1.2   8.9  0.0  0.3

곡물류 10,171 8,378 10,762 10,261 9,298 8,840 -1.0  28.5 -4.7 -1.9

채소류 6,721 11,032 11,776 11,612 12,167 12,797  2.6    6.7 -1.4  0.8

과실류 2,698 4,736 4,157 4,698 4,782 5,190  3.0 -12.2 13.0  2.2

특용ㆍ약용 553 1,716 1,640 1,780 1,967 2,239  6.1  -4.4  8.6  3.2

축잠업 7,515 20,178 19,708 18,958 21,221 23,968  5.3  -2.3 -3.8  2.0

한육우 1,836 4,664 4,897 4,827 5,624 6,579  5.0   5.0 -1.4  3.0

돼지 2,390 7,338 7,080 6,518 7,148 7,676  6.1  -3.5 -7.9  0.8

닭 858 2,377 2,260 2,270 2,562 3,030  5.5  -4.9  0.5  3.0

계란 778 2,100 1,421 1,395 1,668 2,106  5.4 -32.3 -1.8  4.0

우유 1,091 2,128 2,105 2,100 2,157 2,282  3.6  -1.1 -0.2  0.8

오리 305 875 1,220 1,136 1,276 1,442  5.7  39.5 -6.9  1.7

  주: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2년 책자부터 축산업에 양잠업을 합친 축잠업 생산액을 발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축잠업) 축잠업 생산액은 대부분 축종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 

하락폭이 커 전년 대비 3.8% 감소한 18조 9,580억 원으로 전망된다. 한육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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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계란 생산액은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폭이 생산량 증가폭보다 커 

전년 대비 각각 1.4%, 7.9%, 6.9%,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닭 생산액은 

생산량 증가폭이 가격 하락폭보다 커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전망) 농업 생산액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곡물류 생산액은 재배면적 감소와 가격 하락 향으로 연평균 1.9% 감소하

겠으나, 채소류와 과실류, 특용ㆍ약용작물의 생산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28년 

재배업 생산액은 연평균 0.3% 증가한 31조 3,010억 원으로 예상된다.

- (축잠업) 2028년 축잠업 생산액은 국내 육류 소비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2.0% 증가한 23조 9,68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상위 품목 변화 전망) 2016년부터 생산액 1순위 던 돼지는 2018년 쌀 가격 상승에 

힘입은 미곡(쌀) 생산액 증가로 2018년부터 2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쌀 초과공급의 구조 지속으로 향후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23년에는 다시 

돼지가 생산액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 후인 2028년에는 미곡

(쌀) 생산액은 한육우 생산액보다도 작아 3순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22. 생산액(명목) 상위 10개 품목 변화
단위: 억 원, %

순위
2016 2017 2018(추정) 2019(전망)

품목 생산액 비중 품목 생산액 비중 품목 생산액 비중 품목 생산액 비중

총생산액 472,757 481,704 501,891 494,420

 1 돼지  67,565 14.3 돼지  73,380 15.2 미곡  84,616 16.9 미곡  80,297 16.2

 2 미곡  63,919 13.5 미곡  66,196 13.7 돼지  70,796 14.1 돼지  65,178 13.2

 3 한육우  50,570 10.7 한육우  46,637  9.7 한육우  48,972  9.8 한육우  48,270  9.8

 4 우유  21,751  4.6 닭  23,767  4.9 닭  22,597  4.5 닭  22,700  4.6

 5 닭  19,986  4.2 우유  21,280  4.4 우유  21,048  4.2 우유  21,004  4.2

누계 223,791 47.3 231,260 48.0 248,030 49.4 237,449 48.0

 6 계란  17,072  3.6 계란  21,004  4.4 딸기  15,196  3.0 딸기  15,555  3.1

 7 딸기  13,057  2.8 딸기  13,964  2.9 계란  14,214  2.8 계란  13,955  2.8

 8 마늘  11,810  2.5 양파  11,193  2.3 오리  12,205  2.4 사과  12,157  2.5

 9 사과  11,366  2.4 마늘  11,169  2.3 고추  11,449  2.3 고추  11,851  2.4

10 약용  11,055  2.3 사과  11,103  2.3 마늘  10,294  2.1 오리  11,359  2.3

누계 288,151 61.0 299,693 62.2 311,387 62.0 302,326 6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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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농업 부가가치

∙ (동향) 2018년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27조 9,080억 원으로 추정

된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8조 1,510억 원인 반면, 축산업 

부가가치는 7.1% 감소한 9조 7,570억 원으로 예상된다.

- (재배업) 국제유가 상승 향으로 재배업의 투입재 비용은 증가하 으나, 쌀 가격 

상승의 주도로 곡물류 생산액 증가폭이 커 2018년 재배업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축산업) 사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돼지, 육계, 계란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액 감소로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예측된다.

∙ (2019년 전망) 2019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투입재 비용이 전년 대비 0.6% 감소함

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액이 1.5% 줄어 전년보다 2.3% 감소한 27조 2,62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재배업 부가가치는 재배업 생산액이 전년과 비슷하나, 투입재 가격 상승에도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총 투입재 비용이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0.2% 증가한 18조 1,83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축산업) 축산업 부가가치는 사료비와 가축비가 전년보다 하락하나, 사육 마릿수 증가 

향으로 총 투입재 비용이 전년보다 0.5% 증가하고, 생산액이 3.8%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7.0% 줄어든 9조 790억 원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전망)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0.7% 증가하여 2028년에는 

29조 8,440억 원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부가가치는 2019년 이후 곡물류 생산액의 감소세에 따른 재배업 생산액 

증가세 둔화와 투입재비 상승 향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축산업 부가가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액 증가폭이 총 투입재 비용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2018년 농업부문 부가가치율은 전년보다 낮은 55.6%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농업교역조건 악화 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에는 54.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업 부가가치율은 2028년 55.9%로 연평균 0.4%p 낮아지겠으나, 축산업 부가

가치율은 2028년 51.5%로 연평균 0.2%p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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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농업부문 부가가치1) 전망
단위: 십 억, %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농업
18,671 26,708 27,908 27,262 27,780 29,844  1.9  4.5 -2.3  0.7

(62.7)2) (55.4) (55.6) (55.1) (53.8) (54.0) -0.4%p 0.2%p -0.5%p -0.2%p

재배업
17,363 16,200 18,151 18,183 17,319 17,511 -0.4 12.0  0.2 -0.4

(78.1) (57.9) (59.5) (59.6) (57.0) (55.9) -1.1%p 1.7%p 0.1%p -0.4%p

축산업
 1,308 10,507  9,757  9,079 10,461 12,333 11.6 -7.1 -7.0  2.4

(17.4) (52.1) (49.5) (47.9) (49.3) (51.5) 1.8%p -2.6%p -1.6%p 0.2%p

주 1) 부가가치는 명목 기준이며, 부대서비스는 제외됨.
2) (  )는 부가가치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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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 동향 및 전망3

3.1. 농업경영비 동향과 전망

3.1.1. 영농 형태별 농업경영비 및 농가부채 추이

∙ 농 형태별 경 비 비중은 2014년의 경우 국제유가가 2011년에 비해 큰 폭(19.5%)

으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과수 

농가를 제외한 논벼, 채소, 축산농가의 2017년 경 비 비중은 2014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체로 논벼 농가, 채소 농가, 축산 농가의 농업경 비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7년 논벼 농가의 경 비는 비료비, 농약비, 감가상각비 등의 상승으로 2014년에 

비해 6.3% 증가하 으나, 조수입이 큰 폭(12.3%)으로 증가함으로써 2017년 경 비 

비중은 2014년 대비 3.9%p 줄어든 65.2%로 파악되었다.

- 2017년 과수 농가의 경 비 비중은 2014년에 비해 2.5%p 높아졌는데, 이는 경 비가 

3.3% 감소하 으나, 조수입 감소폭이 7.5%로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림 1－2.  영농 형태별 농업경영비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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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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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농가의 2017년 경 비 비중은 조수입이 2014년에 비해 6.6% 감소했음에도 

경 비 감소폭(17.1%)이 더 커 2014년 대비 7.3%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7년 축산 농가 경 비의 경우 국제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사료비 하락 향으로 

감소한 반면, 조수입은 증가하여 경 비 비중은 2014년 대비 0.9%p 낮아진 66.1%로 

나타났다.

∙ 농가 총부채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농업용 부채는 

2013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가 2017년 감소하 다.

- 농가 부채상환능력은 지속적인 농가자산 증가에 따라 개선되는 추세이며, 2017년 

역시 전년 대비 농가자산 증가와 총부채 감소로 0.4%p 개선되었다.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서 발표한 농가 총부채는 2011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

이다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7년 총부채는 2,6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 다.

표 1－24.  농가부채 및 자산 동향
단위: 천 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부채(a)  27,363  27,878  27,215  26,730  26,375

농업용 부채  11,715  11,778  11,917  11,924  10,618

가계용 및 기타 부채  15,648  16,100  15,298  14,806  15,757

농가자산(b) 400,580 431,823 453,580 474,309 505,881

부채 비율(a/b×100) 6.8 6.5 6.0 5.6 5.2

주: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 / 자산 × 100)이 하락할수록 장기상환능력이 향상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분포를 살펴보면,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농 형태별로는 온실이나 축사 등의 농업자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자본 집약적 

품목인 화훼와 축산농가의 경우 2017년 부채는 2016년보다 감소하 지만, 여타 농

형태별 농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모든 농 형태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부채 장기상환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 형태별로는 일반 밭작물의 경우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반면, 화훼 농가는 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단기상환능력이 떨어지나, 전년 대비 

부채 비율 감소로 재무건전성은 다소 개선되었다.



2019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33

표 1－25.  경지 규모별 농가부채 분포
단위: 천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0.5ha 미만 21,315 20,467 18,717  16,854

0.5~1.0ha 21,681 21,325 27,945  23,770

1.0~1.5ha 27,425 25,127 21,825  24,190

1.5~2.0ha 28,380 22,971 20,274  22,162

2.0~3.0ha 24,742 27,141 25,297  26,388

3.0~5.0ha 46,644 44,975 47,575  45,699

5.0~7.0ha 59,751 68,968 54,820  41,354

7.0~10.0ha 63,603 90,770 87,803 103,914

10.0ha 이상 83,220 78,961 73,981 127,505

평균 27,878 27,215 26,730  26,37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표 1－26.  영농 형태별 농가부채 상황(2016년, 2017년)
단위: 천 원, %

구 분 년도 농가소득(A) 자산(B) 부채(C)
농가소득 대비 

부채(C/A)
농가자산 대비 

부채(C/B)

논벼
2016 22,117 403,908 16,554  74.8  4.1

2017 27,314 435,957 17,352  63.5  4.0

과수
2016 34,434 547,044 30,268  87.9  5.5

2017 34,167 600,489 28,852  84.4  4.8

채소
2016 29,280 406,367 20,900  71.4  5.1

2017 29,924 442,636 18,924  63.2  4.3

특용작물
2016 22,049 388,076 11,963  54.3  3.1

2017 24,235 334,872  9,784  40.4  2.9

화훼
2016 32,025 593,179 69,340 216.5 11.7

2017 28,771 678,611 55,340 192.3  8.2

일반밭작물
2016 26,882 426,701 24,544  91.3  5.8

2017 23,484 390,862 13,679  58.2  3.5

축산
2016 77,434 782,568 71,536  92.4  9.1

2017 71,517 824,710 64,934  90.8  7.9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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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농업경영비 전망

∙ (동향) 2018년 농업경 비 비중은 전년 대비 0.3%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제유가와 노임, 임차료 등의 상승으로 농업경 비가 전년보다 5.1% 증가하 으나, 

농업총수입이 5.7% 증가하 기 때문이다.

∙ (2019년 전망) 2019년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광열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임 

및 임차료 등의 상승으로 농업경 비가 전년보다 0.8% 증가하는데다, 농업총수입이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경 비 비중은 전년 대비 0.6%p 상승할 전망이다.

∙ (중장기 전망) 농업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투입재 비용( 농자재비, 농광열비 등)이 상승하고, 위탁 농 비중도 커져 

농업경 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농업경 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농업총수입 증가율(1.8%)을 상회한 

2.1%로 예상되어 농업경 비 비중은 2018년 66.8%에서 2028년 69.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비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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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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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호당 농업경영비 전망
단위: 천 원, %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농업총수입 16,630 30,580 32,310 32,276 34,934 38,582 3.3 5.7 -0.1 1.8

농업경 비 7,675 20,533 21,585 21,754 24,123 26,699 5.3 5.1 0.8 2.1

농업경 비
비중(%)

(46.2) (67.1) (66.8) (67.4) (69.1) (69.3) 1.1%p -0.3%p 0.6%p 0.2%p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2. 농가소득 동향 및 전망

3.2.1. 농가소득

∙ (호당 농가소득) 2009년 이후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감소로 농가소득은 2012년

까지 감소하 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농가소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2018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이 전년보다 각각 6.7%, 3.5%, 

1.5% 증가하여 전년 대비 3.6% 증가한 3,961만 원으로 추정된다.

- (2019년 전망)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전년보다 각각 1.9%, 1.3% 감소하나, 농외

소득의 증가(4.4%)에 힘입어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006만 원

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2018년(27.1%)보다 0.8%p 하락한 

26.3%로 예상된다.

- (중장기전망) 농규모 확대로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여 2028년 명목 농가소득은 연평균 2.0% 증가하여 약 4,837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당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2012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073만 원으로 추정된다.

- (2018년) 농업소득은 쌀 가격 및 과채류 가격 상승의 주도로 농업총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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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망)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가구입가격의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농가판매가격 하락으로 총수입이 줄어 2019년 호당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약 1,052만 원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전망) 중장기적으로는 호당 농업소득이 연평균 1.0% 증가하여 2028년에는 

약 1,18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8.  호당 농가소득 동향(명목)
단위: 천 원, %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농가소득 20,494 38,240 39,614 40,063 42,868 48,373  3.3  3.6  1.1  2.0

 (실질)1) 26,454 34,386 35,366 35,330 35,034 35,802  1.4  2.9 -0.1  0.1

농업소득  8,955 10,047 10,725 10,521 10,811 11,883  0.6  6.7 -1.9  1.0

(실질)1) 11,560  9,034  9,575  9,278  8,836  8,795 -1.3  6.0 -3.1 -0.8

농외소득  6,975 16,269 16,840 17,582 19,881 22,611  4.6  3.5  4.4  3.0

이전소득  4,563  8,902  9,035  8,919  8,885 10,175  3.6  1.5 -1.3  1.2

비경상소득2) -  3,022  3,014  3,040  3,291  3,704 　 -0.2  0.9  2.1

주 1) (  )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로 변환한 값임.
2) 비경상소득은 통계청에서 2003년부터 조사를 시작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2.2. 도ㆍ농 간 소득격차

∙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7년(63.7%) 대비 1.7%p 

상승한 64.8%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도시근로자 소득은 전년보다 1.9% 증가하

나, 농가소득은 이보다 더 높은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2019년 전망) 2019년에는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도시

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4.2%로 전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중장기 전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8년 64.8%에서 2028년 

62.5%로 도ㆍ농간 소득격차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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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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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17년부터 연간 월평균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2017년은 분기 단위 월평균 자
료를 이용하여 연평균 소득을 추산하 고, 2018년부터는 KREI-KASMO의 추정치임. 도시근로자 가구 표
본과 농가 표본의 연령별 구성비율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3. 농가인구 동향 및 전망

∙ (농가인구) 청년층 유출과 농촌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농가인구는 1998년 

440만 명에서 2017년 242만 명으로 연간 3.1%씩 감소하 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238.2만 명으로 추정된다.

- 2019년 농가인구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전년보다 1.7% 감소한 234.2만 명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연평균 2.2% 감소하여 2028년 농가인구는 191.2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총 인구는 증가하나,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3.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고령화)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2%p 상승하 으며, 1998년부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42.9%, 2019년 43.3%, 2028년 52.3%로 농가 고령화 현상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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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호수) 농가호수는 1998년 141.3만 호에서 2017년 104.2만 호로 연간 1.6%씩 

감소하 다. 2018년 농가호수는 2017년 대비 1.4% 감소한 102.8만 호로 추정되며, 

2019년에도 2018년보다 1.4% 감소한 101.3만 호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농가호수는 연평균 0.8% 감소하여 2028년은 94.8만 호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 (농림업취업자수) 농림업취업자수는 1998년 248만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27.9만 명

으로 20년간 연평균 3.4% 감소하 다. 2017년 하반기부터 농업ㆍ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ㆍ귀촌 등으로 인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18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1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 다.

- 2019년에도 증가 요인이 작용하여 전년보다 1.5% 증가한 136만 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되어 2023년 138.4만 명으로 증가하고, 이후 점차 감소

하여 2028년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136.2만 명 수준일 것

으로 전망된다.

표 1－29.  농가호수ㆍ농가인구ㆍ농림어업취업자 동향 및 전망

구 분 1998 2017
2018
(추정)

전망 연평균 변화율(%)

2019 2023 2028 17/98 18/17 19/18 28/18

농가호수(만 호) 141.3 104.2 102.8 101.3 97.7 94.8 -1.6 -1.4 -1.4 -0.8

농가인구(만 명) 440.0 242.2 238.2 234.2 214.2 191.2 -3.1 -1.6 -1.7 -2.2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19.6 42.5 42.9 43.3 46.9 52.3 1.2%p 0.4%p 0.4%p 0.9%p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9.5 4.7 4.6 4.5 4.1 3.6 -0.3%p -0.1%p -0.1%p -0.1%p

농림어업취업자
(만 명)

248.0 127.9 134.0 136.0 138.4 136.2 -3.4  4.8  1.5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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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농업부문 전망을 위한 전제

∙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2008년 개발하고, 현실 

설명력과 전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한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 다. KASMO는 

농업부문 전망 및 정책분석 모형으로 재배업 63개, 축산업 11개 등 총 74개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품목 기준으로 총 115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품목 중 

감자는 봄, 여름, 가을, 배추와 무는 봄, 여름, 가을, 시설로 구분하 으며, 파는 대파와 

쪽파, 낙농품은 치즈, 버터, 발효유, 연유, 분유(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의 5개로 

세분하 다. 이들 품목들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2017년 생산액 기준으로 

재배업의 98.1%, 축산업의 98.9% 등 전체 농업의 98.5%를 포함한다.

∙ 2019~2028년 농업부문 전망을 위해 거시경제지표로 이용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결과｣(2016.12)를 이용하 다.

-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CPI), GDP 디플레이터의 2018년과 2019년 전망치는 

한국은행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이용하 고, 중장기 전망치는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하여 각각 연평균 2.2%, 2.4%, 2.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 원/달러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준용하여 2019년 1,132.6원/달러, 2023년 

1,161.1원/달러, 2028년 1,161.1원/달러로 연평균 0.3%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하 다. 국제유가는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Energy Outlook 2018｣ 자료를 준용하여 2018년 65.2달러/배럴에서 2028년 

109.5달러/배럴로 연평균 5.3%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반 하 다. 쌀소득보전직접

지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목표가격은 2013년산 이후 5년간은 18만 8,000원/80kg이 지속되고, 2018년 이후의 

목표가격은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설정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 직접지불금 총액 =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산지쌀값 전국평균) × 85%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고정직불금 단가는 현재 ha당 100만 원이며, 향후에도 현재 

지급단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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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연도: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

기준연도: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

절단평균: 직전 5개 연도 수확기 쌀값에서 최고치ㆍ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변경목표가격  기준연도수확기쌀값의절단평균값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절단평균값

×
변경목표가격산출직전목표가격

∙ 2015년부터 시행된 밭고정직불제를 반 하 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밭직불 등록토지5)에 한해 2016년 1ha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밭고정직불금 단가를 매년 1ha당 5만 원씩 인상하여 2020년에는 

1ha당 60만 원까지 인상되고 이후에는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6).

∙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기 발효된 FTA를 상품양허(관세율 및 TRQ)에 집중하여 

반 하 다. 쌀은 2015년에 관세화를 이행하 으나,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량을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된 수입쌀은 소량이며 수급에 미치는 수준의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물량은 향후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현재 과실류 

일부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식물검역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참고 2] 농가소득 및 부가가치 산출방법

∙ (총량 통계) 농업부문 총량인 생산액, 부가가치, 소득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각기 다르다. 생산액은 농림축산식품부,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호당 농업소득은 통계청

에서 발표한 자료가 공식 통계로 사용되고 있다.

∙ (KREI-KASMO)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총량모형인 KREI-KASMO에서는 

한국은행 생산액을 기준으로 경상재비ㆍ기타비를 포함한 중간재비, 중간재비와 

임차료ㆍ노임을 포함한 경 비를 산출한 후에 농업부문 부가가치와 호당 농업소득을 

산출한다.

- 한국은행 기준 품목별 경 비는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

자료집｣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2018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액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한국은행 기준의 품목별 생산액을 재산출한다. 재산출된 생산액

에서 재배업/축산업 부문의 중간재비를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5) 밭고정직불제 대상토지로 2015년에 처음 지정됨.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
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가 대상임.

6)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이 2015년 11월 30일 가결되며 여야정협의체는 2017년 이후 밭직불제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하였음(산업통상자원부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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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당 농업소득) 통계청에서 농업 총소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으며, 발표되는 

호당 농업소득과 농가호수를 이용하여 통계청 기준의 농업 총소득을 임의로 산출한다. 

한국은행 기준 재배업과 축산업의 생산액에서 각 부문의 경 비를 차감하여 한국은행 

기준의 농업부문 총소득을 산출한 후, 전망치 증감률을 이용하여 통계청 기준 농업 

총소득을 전망한다. 전망된 농업 총소득을 농가호수 전망치로 나누어 호당 농업소득 

전망치를 산출한다.

∙ (호당 농업경 비) 호당 농업조수입에서 호당 농업소득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 (호당 농가소득) 호당 농가소득은 호당 농업소득, 호당 이전소득, 호당 비경상소득, 

호당 겸업소득, 호당 사업외소득을 합하여 산출된다.

- (호당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에서 

경 비를 제한 값으로 전망치는 위에 설명된 방법에 의해 산출된다.

- (호당 이전소득)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친인척 보조금과 가족출타 

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사적보조금은 최근 3년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평균 증감률과 

사적보조금의 평균 증감률을 이용하여 전망된다. 공적보조금 중 기타공적보조금은 

사적보조금의 전망치 산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망된다.

- (농업보조금) 정부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보조금과 기타정부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농업보조금은 쌀 고정지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포함한다. 

통계청은 논농업 변동직불금을 농업잡수입 항목으로 농업소득 계정에 포함하고 

있으나, 편의상 농업보조금으로 추산하 다. 2018년 이후 기타정부보조금은 2017년도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2017년 기타정부보조금은 총 농업보조금에서 

정부의 농업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출하 다.

- (호당 비경상소득) 호당 비경상소득은 최근 3년간의 증감률을 이용하여 기타공적

보조금 산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망된다.

- 호당 겸업소득과 호당 사업외소득은 추정식을 통하여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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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도입 배경과 성과1

1.1. 도입 배경1)

∙ 1990년대에 농업부문에 도입된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는 농가지원제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가지원제도로서 직불제가 도입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및 WTO 체제 출범 등 대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 당초 농업부문은 추곡수매제로 대표되는 가격지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국제수지보호조항(Balance of Payments Article)2)에

( 근거한 국제수지 방어를 이유로 농산물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 그러나 1990년 1월 1일부터 개도국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제한 허용(GATT 

협약 18조 B항) 대상국에서 졸업하는 대신 1997년까지 8년간의 수입자유화 유예

기간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었다. 또한 UR 협상 

타결과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해 국제통상질서에서 기존 가격지지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농업부문의 상대적 소득감소와 식량 자급률 하락 우려가 제기되었다. 

∙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에 따른 파급 향을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UR 농업협정문에서 허용하는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994년 12월 WTO 가입 비준안이 국회

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직불제를 강구한다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법」이 제정

되었다. 

∙ 직불제 도입 당시, 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농업부문에 직불제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가 경제적 정의 추구 측면, 국내 농업정책의 한계, 국제동향에 따른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 첫째, 경제적 정의 측면에서 직불제 도입의 세가지 근거가 제시되었다. 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쌀 수매 축소 또는 폐지, 최소의무수입물량(MMA) 수입 등으로 인한 쌀 

1) 서종혁 외(1996),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22를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2) 국제수지 보호조항(Balance of Payments Article (BOP Article))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다(자료: www.customs.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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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 보상 필요성, ② 농업부문의 다원적 기능(환경보호, 국토보전, 

고용창출 등)에 대한 보상 필요성, ③ 경쟁력 강화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배제된 농가

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보상 필요성 등이었다. 

- 둘째, 국내 농업정책의 한계에 대한 보완 측면의 도입근거가 제시되었다. 1994년 

확정된 「농어촌발전 대책과 농정개혁방안」에 근거하여 경쟁력 강화를 핵심 농정 목표로 

설정하여 시행하 음에도3) ① 쌀 의무수입과 수매가격 동결 등에 따라 쌀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늘어 쌀 식부면적(생산량)과 재고량이 급격이 감소하여 식량안보 문제 

제기된 점, ②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농가소득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가 필요하게 된 점, ③ 농업의 다원적 기능(환경 및 국토보전 

등) 향상 정책 부족, ④ 농지속이 어려운 노령농가 및 겸엄농가들이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농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농규모화사업이 부진한 점 등이었다. 

- 셋째, WTO 체제 출범에 따라 가격정책을 지속할 수 없어진 주요 선진국들이 대안으로 

직불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개혁을 실시하 다. EU, 캐나다, 스위스, 미국, 

일본 등은 UR 협정 내용에 따라 농산물 수출입국 구분 없는 시장개방, 국내농업보조금 

감축, 수출보조금 감축 등을 수용하고, 각국의 여건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직불제를 

도입 혹은 확대했다. 

∙ 농업부문에 직불제가 도입된 배경과 이유를 요약해보면, 국제적으로 기존 농업보조 

방식이 지나치게 시장왜곡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장왜곡을 최소화

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수단 마련을 목적으로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직불제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보조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방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과 직불제의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직불제를 

생산 중립적으로 운용하라는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다. 

∙ 이에 대한 당시 우리나라의 입장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농산물 수입국이므로 어느 정도 

생산과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점,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선진 농업국과는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부문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직불제를 도입하 다.

3) 10대 핵심시책: ① 가족전업농 15만호 육성, ②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영농발전과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2ㆍ3차산업 유치, ③ 농업
회사법인 제도 도입, ④ 농지제도 개혁, ⑤ 생산ㆍ유통ㆍ가공의 계열화 및 농어업의 복합산업화, ⑥ 기계화ㆍ자동화 영농체계 구축
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지원제도, ⑦ 기술농업, 환경농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 ⑧ 품질 위주의 농어업 경영 촉진과 수출전략
품목 육성, ⑨ 환경보전형 축산업 육성, ⑩ 기르는 어업과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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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성과와 과제

1.2.1. 성과

∙ 직불제는 국제 통상여건 변화와 국내 농업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전환에 대한 보상 

측면, 당시에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었던 농업의 공익적 역할(시장실패)에 대한 소득

보전,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 필요성,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생산과 연계의 

불가피성 등 복합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 직불제는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경 이양직불제(1997)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총 9가지 

직불제4)가 운용되고 있다. 

표 2－1.  최근 직불제 예산 내역(2016-2018)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년 예산(안) 2017년 예산(안) 2018년 예산

비중 비중 비중

 직불제 예산 2,112,406 100.0 2,854,266 100.0 2,439,020 100.0

  ∙ 쌀 고정직불 824,000 39.0 816,000 28.6 809,000 33.2

  ∙ 쌀 변동직불 719,291 34.1 1,490,000 52.2 1,080,000 44.6

  ∙ 경 이양직불 57,339 2.7 54,517 1.9 49,662 2.0

  ∙ 친환경농업직불 43,650 2.1 41,096 1.4 43,545 1.8

  ∙ 조건불리지역직불 39,511 1.9 47,220 1.7 50,560 2.1

  ∙ 경관보전직불 13,591 0.6 11,592 0.4 9,320 0.4

  ∙ FTA피해보전직불 100,478 4.8 100,478 3.5 100,478 4.1

  ∙ FTA폐업지원제 102,717 4.9 102,717 3.6 102,717 4.2

  ∙ 밭농업직불 211,829 10.0 190,646 6.7 193,738 7.9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4,368,100 - 14,488,700 - 14,499,600 -

주: FTA폐업지원제를 직불제 예산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음.
원자료: e-나라지표(http://index.go.kr);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개요

자료: 김태훈 외(2018). p.11에서 인용

∙ 직불제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직불제 예산규모 확대에서 나타나듯이 농업정책

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농가 지원제도의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 다. 

4) FTA 폐업지원제, FTA 피해보전직불은 한시적 무역조치이므로 이를 제외한 7가지 직불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도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므로 직불제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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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불제 예산규모는 2016년에 2조 1,124억 원에서 2018년 2조 4,390억 원으로 

증가하 다. 전체 농림축산식품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7.7%에서 2010년 

11.5%, 2015년 11.2%, 2018년 16.8%로 확대되었다. 

∙ 둘째, 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 안정 기여를 들 수 있다. 2005년 양정개혁으로 현행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쌀소득보전직불제(이하 쌀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쌀 직불(쌀 

고정직불, 쌀 변동직불)을 포함한 농가수취액은 목표가격 대비 평균 99.4% 수준에 

달한다.5) 또한 쌀 소득 대비 쌀 직불금 기여도 분석 결과,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쌀 경

소득6)을 26.4%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쌀 가격이 하락할수록 쌀 직불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가격 하락 정도가 클수록 소득 증대 효과가 더 컸다.7) 

그림 2－1.  목표가격 대비 쌀 농가 수취액 비중 추이

  자료: 양정자료 각 연도

5) 역계절진폭으로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2016년산이 목표가격 대비 95.3%였던 것을 제외하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
되었던 모든 해에 목표가격 대비 농가수취액이 97%를 상회하였고, 2008ㆍ2011ㆍ2012년산은 목표가격을 초과하였다. 

6) 쌀 경영소득은 쌀을 생산하여 올린 순소득으로 직불금을 제외한 개념이다.

7) 2016년산의 경우 쌀 직불금 수령규모는 쌀 소득의 72.4%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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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80kg당 쌀 경영소득과 쌀 직불금 추이

  자료: 양정자료 각 연도

∙ 셋째,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전망 기능도 부분적으로 수행하 다. 2003~2015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이 없었을 경우,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농가 비중은 0.3%

(실제)에서 6.8%(추정)로 확대되고, 농가소득이 가계 소비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가 

비중도 같은 기간에 0.6%(실제)에서 4.3%(추정)로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찬희 외, 2016).

∙ 넷째, 밭농업직불제 도입(2012)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밭작물 손실에 대한 직접 소득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논농업 중심의 직불금 지원으로부터 논밭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다만, 논ㆍ밭직불제가 모두 시장개방 혹은 수매제 폐지 

등 정책전환에 따른 피해보상 목적으로 도입되어 농규모에 비례한 지원을 하는 탓에 

대농과 소농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다섯째, 직불제 도입 당시에는 지원정책이 거의 없었던 조건불리지역 지원, 경관보전 

노력,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재

인식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예산 측면에서는 비중이 낮지만 향후 직불제의 역할 재정립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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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과제

∙ 직불제는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 지원으로 시장개방과 수매제 폐지 등 정책 전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농가 경 안정 도모, 농업부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직불제 도입 

이후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내외 농정여건이 변화하면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 첫째, 쌀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쌀은 정부수매제 

폐지와 수입확대(MMA 도입, 관세화)라는 정책전환의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쌀에 대한 

우선 지원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쌀 농업에 편중된 지원으로 

농업부문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쌀의 생산과잉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둘째, 면적 단위 직불제의 소득재분배 역진성 문제이다. 직불금은 경지면적에 비례한 

지원으로 대농이 많은 지원을 받아 빈익빈 부익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피해 

및 농정개혁에 따른 보상이란 측면에서 면적단위 직불의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농가의 

경 안정과 소득재분배(기득권화 문제) 측면에서 농업인 또는 경 체 기준으로 지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셋째, 공익적 기능 및 농가의 교차준수조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직불제 도입 배경이 

정책전환에 따른 소득보전 중심이어서 교차준수조건 이행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 

정부의 관리ㆍ감독 미흡,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관계 불명확 등의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그 결과, 납세자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이 

아닌 일반적 농업보조금의 하나로 인식하여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넷째, 지방지차단체의 역할 한계이다. 지자체의 역할 부족으로 지역별 특성과 현실을 

제대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책 범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 

경관보전 직불, 친환경농업 직불은 정책시행이 미흡하고, 실제로 농촌개발정책 차원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하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52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최근 직불제 논의 동향과 쟁점2

2.1. 최근 논의 동향

2.1.1. 정부

□ 대선공약

∙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불제 개편 논의는 지금까지 직불제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쌀 공급과잉 유발,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미흡, 특정 품목 지원 편중, 

형평성 약화 등)을 해소 혹은 완화하고, 농업에 대한 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직불제 관련 대선공약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 포함되었다. 세부 

공약 중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의 

주요 내용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 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과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농 

정착 지원’을 제시하 다. 

∙ 또한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 농업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공약에 물가상승

률을 반 한 쌀 목표가격 인상,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생산비 보장 

등을 제시하 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정책기획위원회

∙ 국정기획위원회8)는 100대 국정 과제 중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 다.  

∙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안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ㆍ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하 고, 

20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공약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8)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5월 16일 설립되어 2017년 7월 15
일까지 활동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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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산물 수급 안정 차원에서 쌀을 대상으로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 

생산조정제 한시적 도입 등을 제시하 다. 

∙ 정책기획위원회9)는 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고, 쌀 생산농가 수취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자원 배분 왜곡, 목표가격 재

설정 과정에서 갈등 유발, 형평성 약화, 공익적 목적 직불제 미흡,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약화 우려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1)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2) 재정 배분 효율성 

제고, 3) 농산업 혁신 촉진 등의 차원에서 직불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불제 개편 방향으로 1) 다양한 공익 창출 목적의 가산형 지불을 확대하여 공익 창출을 

강화하고, 2) 농업예산 및 재정 투융자 구조를 개편하여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 

효율성을 높이며, 3) 쌀변동직불제를 기본형 지불로 통합하여 시장 혁신 역량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의 직불제 확대ㆍ개편은 농업 예산

구조와 농정 전반을 개혁하는 핵심 과제이자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6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직불제 개편을 선정하 다. 

쌀 중심인 현행 직불 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하는 기본 방향 속에서 1) 쌀 위주 

지원에서 모든 작물 동일 지원으로 전환하고, 2) 면적 비례 방식 대신 중소농을 배려

하는 단가 체계를 설정하여 형평성을 개선하며, 3) 공익 의무 수행과 직불금 수급을 

연계하여 공익적 기능을 적극 창출하겠다는 세부 방향을 적시하 다. 

∙ 직불금 수령 자격 및 지급 수준, 단가 체계, 준수의무 설계 등을 개편하는 과정에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또한 쌀 이외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수확기 시장 안정 장치를 제도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하여 새로운 직불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1.2. 농업인단체

∙ 2018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소개하자 

농업인 단체는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차원에서 농지직불금과 농민수당 신설이 필요

9)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총괄 기획하는 위원회로, 국정운영과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분야별 정책 현안 과제 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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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요구하 다. 같은 달 전국농민대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 2018년 10월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농업인 단체는 

농업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 필요성 및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방향

에는 긍정적이었으나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대규모 농가의 경 불안정 및 식량

작물에 대한 추가 정책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 (사)한국농업경 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2018.12)를 발표하여 직불제 예산을 3조 원 

이상 확보하고,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값 및 쌀 수급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개편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018년 12월 국회에서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민중심 직불제 개혁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직불제 

개편은 농정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개편 초기부터 농업인의 여론이 충분하게 반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변동직불제 폐지 시 쌀값 보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농업인단체는 성명서와 청와대 ‘농업인 초청 간담회(2018.12.27.)’ 등을 통해 직불제 

개편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농가소득 보전장치 강화, 대규모 농가의 피해 

최소화 등을 주문하 다. 

∙ 직불제 예산 측면에서도 농가소득보전법개정안10)을 기초로 1조 8천억원 이상이 

논의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쌀전업농은 3조 2천억원 이상, 한농연은 3조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전농도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직불제 개편의 성공 

여부는 예산 확보에 달려있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2.1.3. 전문가 및 학계

∙ 직불제 개편에 대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살펴보면,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

하지만 변동직불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보완대책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10) 박완주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18.11.17.)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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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경제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2018.11.20)에서 직불제 개편 방향과 

추진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발표에서는 쌀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생산과 연계된 방식으로부터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업경 체에 

대한 지원방식을 직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쌀직불제 개선으로 예상

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자동 가격안정장치 마련, 직불금의 자본화에 대한 

대응으로 농업인에게 수급권 분배, 공익적 역할 지원 및 교차준수조건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 다. 

∙ 변동직불제 폐지와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농업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쌀산업을 지탱하는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조와 

내용이 변하면 그 충격은 쌀을 포함한 농업 전체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효과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 과정의 선결조건으로 미래농업과 통일농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설정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 다.11) 

∙ 한편, GS&J(2019.1.8)는 2019년 농정이슈 중 하나로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란을 제시하여 올해 직불제 개편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 이 대통령 공약사항과 여야합의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할 경우 목표가격은 

무의미해진다. 한편, 공익형직불제로 전환될 경우 쌀 가격 하락에 대한 보완대책 문제, 

직불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대응 등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 다. 

2.2. 주요 쟁점

∙ 첫째, 쌀 문제와 관련한 쟁점이다. 직불제 예산의 80% 이상이 쌀에 집중되어 있다. 직

불제 도입 당시 목적은 수매제 폐지와 쌀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 손실분을 보전할 목적

이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쌀 공급과잉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원예작물의 피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직불제 개편 

논의와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변동직불제 

폐지 또는 전환 시 경 안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완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 양승룡 칼럼(2018.12.14.). 「쌀 직불제 개편, 신중해야」.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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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농업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직불제 도입 관련 쟁점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상당히 이루어

졌지만, 공익적 기능의 정의, 범주, 적합한 정책 수단, 실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정책 수단으로 공익 의무 수행과 직불금 수령을 

연계하는 방안, 교차준수조건 도입 등이 거론되어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설계와 

시행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12) 

∙ 셋째, 농지면적 단위 지원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문제, 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직불금 

지원, 농촌지역 유지 직불, 지역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특정목적 직불제 등 직불제의 

역할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EU의 사례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과 미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원하고 있다.

∙ 넷째, 직불제 개편의 층위(層位)와 예산 관련 쟁점이다. 직불제 자체를 개편하는데 중

점을 둘 것인지, 직불제를 중심으로 농정 구조 전반을 개편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직

불제의 구조와 성격은 물론 타 정책과의 관계나 예산 편성 방향 및 방안까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예산 측면에서도 공익형직불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 안정수단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정수단 자체를 직불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직불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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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여건 변화와 직불제3

3.1. 농정여건 변화

∙ 직불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의 근본적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담당하고 있는 

핵심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고, 직불제가 합리적인 방식과 지원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첫째, 농업부문 위험관리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도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인간 생존의 필수 재화인 식량을 생산ㆍ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식량 생산과정에서 생산량 변동 위험과 시장교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식량공급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도 악 향을 미치게 된다. 

∙ 둘째,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 농업의 핵심 역할은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즉, 값싼 농산물으로 충분

하게 공급하는 것이 자체가 국민이 요구하는 공익적 역할이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

수록 농산물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품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환경보전, 경관유지, 수질 및 토양 관리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농업부문의 활동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셋째,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 역할이 농업 관련 이슈로부터 환경 및 기후대응을 

넘어서 지역사회 유지, 젊은 후계농 확보, 형평성 확보와 같은 사회ㆍ경제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직불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격지지 철회ㆍ국제통상질서 변화 등 

정책전환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보전에 목적을 뒀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농업을 건강

하게 유지하면서 미래의 자연환경 및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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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국 직불제 개편과 시사점

3.2.1. 일본

∙ 일본의 경우 직불제를 포함한 경 안정대책은 2007년과 2011년, 201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개편되었다. 2007년 이후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에는 개별 품목별로 

가격을 지지하던 정책방향이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한 농가단위 소득정책(품목횡단적 

경 안정대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 일본의 직불제 및 경 안정대책은 공익형과 경 안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 성격인 ‘중산간지역 등 직불’이 2000년 먼저 도입되었고, 경 안정형은 당초 

쌀 중심 지원이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주요 밭작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

하 다.

∙ 일본에서 농업직불제 관련 중요한 고려 요소는 쌀 과잉으로 인한 쌀 소득 감소 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개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농업생산액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2013년 기준 21.0%로서 여전히 단일 

품목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13)  

∙ 일본 정부는 이러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1971년 이후 생산조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1978년 이후부터는 대두ㆍ밀 등으로의 전작을 중심으로 하는 전작형 생산조

정제로 변경되었다. 2004년 이후 전작 보조금의 규모가 증액되는 등 전작 유도정책

이 강화되었고, 2014년 이후에는 사료용 쌀ㆍ쌀가루용 쌀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

는 방향으로 전환하 다. 

∙ 2014년 농정개혁에서 직불제 및 경 안정대책이 크게 개편되었다. 특히 쌀직불제는 

2018년까지 폐지하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사료용 쌀 등의 전략작물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 다. 쌀직불제(고정직불, 변동직불)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

지하여 논농업 작물 중 쌀로 생산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 다.14) 

∙ 쌀직불제 폐지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촉

진하기 위해 2014년을 기점으로 농지유지직불을 신설하는 등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

13) 일본의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 비중은 1980년 30.1%였던 것이 점차 하락하여 2000년에 25.4%, 2013년에는 21.0%까지 
하락하였다. 

14) 사료용 쌀ㆍ쌀가루용 쌀의 직불금을 기존의 80,000엔/10a에서 105,000엔/10a으로 인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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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는 ‘중산간지역 등 직불’이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농지ㆍ물ㆍ보전관리직불, 환경보전형 농업직불이 신설되었고 2014년에 농지

유지직불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3.2.2. EU

∙ EU는 공동농업정책 개혁(2014)을 실시하여 기존 단일지불(Single Payment Scheme, 

SPS)을 기초지불(Basic Payment Scheme, BPS)로 대체하 다. 두 가지 지불방식 

모두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 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지불(Greening Payment)

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국 직불금 예산의 30%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 다. 고

령화에 따른 후계농 확보를 위하여 청년농가지불도 2% 수준의 예산배정을 의무화하

여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을 마련하 다. 

∙ 첫째, 기초지불(BPS)은 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한 기초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데 수령 조건으로 ‘법적관리조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15)과 

‘우수농업ㆍ환경유지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등 교차준수조건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 다. 직불금 수급을 위해서는 교차준수조건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축되거나 지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 둘째, 녹색조치(greening measure)를 강화하 다. 회원국별 직불금 예산 중 30%를 

녹색조치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녹색조치는 작물다양성 확보(crop 

diversification), 구초지 유지(maintenance of permanent grassland), 생태

초점지역(ecological focus areas, EFA) 관리 등이다.16)

15) 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은 환경, 식품안전, 동식물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18가지 법적 기준준을 의미하며, 
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은 바람직한 농업ㆍ환경 조건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토양보호, 토양의 유기ㆍ
생물 유지, 생물서식 훼손 금지, 수질관리 등이다.

16) 녹색조치(greenign measure)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작물다양성 확보(crop diversification)는 토양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
며, 최소한 2-3가지 품목의 재배해야 하는 조건, 영구초지 유지(maintenance of permanent grassland)는 전체 농지 중 5% 
이상을 영구초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생태초점지역(ecological focus areas, EFA) 관리는 15ha 이상 농가의 경지면적 중 
적어도 5%는 생태초점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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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U 직불제의 구조(2015-2020)

교 
차 
준 
수
조
건

<생산연계지불(선택)>
∙ 예산 10-15% 이내

<조건불리지불(선택)>
∙ 5% 이내

<소농지불(선택)>
∙ 예산 10% 이내
∙ 최대 1,250유로
∙ 행정효율화

<재분배지불(선택)>
∙ 예산 30% 이내
∙ 평균 직불금의 65%까지(처음 1ha 대상)

<청년농가지불(의무)>
∙ 예산의 2% 이내
∙ 기초지불에 +25% 가산(5년 범위)

<녹색지불(의무)>
∙ 예산 30% 의무 배분
∙ 녹색조치 실행 혹은 상응하는 조건

<기초지불(의무)>
∙ 예산 비중 제약 없음.
∙ 상한 15만 유로(5%씩 차감)

자료: Beata Kowalczyk(2016). CHANGES TO THE SYSTEM OF DIRECT PAYMENTS IN THE FRAMEWORK 
OF THE CAP REFORM FOR THE YEARS 2014–2020. Annals of Marketing Management & Economics 
Vol. 2, No 1, 2016, 39–51

∙ 셋째,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함께 농후계인력 확보를 위하여 청년농가지불 

예산을 의무적으로 배정(직불금 예산의 2%)하여 시행하도록 하 다. 청년농가지불

은 농활동에 진입한 때로부터 최대 5년간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신규 농가의 소득

을 제고시켜 농업 부문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 넷째, 농업 외 활용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문제의 해소를 위해 ‘활동적 농가(active 

farmer)’ 개념17)을 도입하 다. 기존 지원방식에서는 농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지 

혹은 신재생에너지나 휴양시설 등 농업 외 목적으로 활용되는 농지에도 직불금이 지

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급기준을 농지로 하되 활동적 농

가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 외 목적의 농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 다.

∙ 다섯째, 기초지불(BPS) 외에 국가 특성별로 소농지불, 재분배직불, 자연제약지원지

불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직불제 운용이 가능

하도록 하 다. 소농지불은 농가가 이 직불제 참여를 선택한 경우 다른 직불금 수령

17) 활동적 농가(active farmer)의 제약 요건이란 개인 혹은 회사가 보유한 농지를 공항부지, 부동산임대사업, 스포츠센터 등 비농업 
활동에 활용하고, 농업에 활용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농업에 활용하는 경우 CAP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제
약요건의 세부사항은 회원국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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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하며, 교차준수조건 이행은 면제되는 방식으로 일시불(상한 1,250유로)로 

지급되는 직불제이다.18) 재분배지불은 중소농들에게 보다 많은 직불금을 분배하기 

위해 직불예산의 30% 범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PANCs) 자연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제약으로 인해 농업활동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3.3. 농정비전과 직불제 재정립 방향

3.3.1. 농정비전

∙ 전면 개방시대의 불확실성 증가, 농업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 수익성 저하 가능

성,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한계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정책 목

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농정에서 직접지불제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농정비전은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과 농업ㆍ농촌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보전과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에 대응한 소득보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은 농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관행농법과의 차이에 대한 직접지불제 방식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셋째, 농업내부의 농가 간 양극화의 완화와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접지불제의 지원방식도 정책전환에 따른 피해보전과 함께 

농업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자원 

관리, 농업자원 보전 및 지역유지 차원에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직접지불제 지원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경 체가 안정적으로 농에 종사하며, 새로운 인력이 농업부

문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경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접지불제와 보험방식

의 연계 등 체계적인 경 위험 관리 수단을 마련하여 우수경 체가 안정적으로 농

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8) EU 회원국 농가의 3/4 이상이 10ha이하의 소농이며, 이 중에서 5ha이하 농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소농직불은 소농을 
배려하기 위한 직불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상한은 1,250유로)을 지급한다. 또한 소
농직불을 수령하는 농민들은 일반 직불과 달리 교차준수조건 관리 대상에 제외된다. 소농지불은 소규모 농가 관리에 수반되는 행
정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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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정비전과 직불제의 역할

농 정 비 전 직불제 역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 시장개방에 대응
 ∙ 농업ㆍ농촌의 가치 제고

개방 피해 보전
다원적 기능 제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식품 안전성 제고
 ∙ 유통 혁신

친환경농업
농산물 안정적 생산ㆍ공급

계층ㆍ지역 간 격차 완화
 ∙ 저소득층 복지 확대
 ∙ 도농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 

중소농 소득안전망 확충
조건불리지역 지원(농촌지역 유지)

우수 경 체 확보
 ∙ 인적자본 제고(교육과 컨설팅, 재정지원)
 ∙ 경 안정 수단 확충 신규인력 확보(초기정착 지원)

3.3.2. 재정립 방향

∙ 첫째, 농업부문에 직불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재점토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와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농가들은 시장개방 확대와 

정부수매제 폐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소득보전 성격이 강하 으며, 그 기저에

는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의 경험과 맞물리면서 식량생산 자체가 곧 농업의 공익

적 역할이라는 인식이 자리하 다. 그러나 쌀 공급과잉 현상이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 농업에서 공익

적 역할이 식량 생산 위주 다면, 앞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역할은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안전성 확보, 환경ㆍ자원 보전, 지역사회 유지, 소비자가 찾고 싶은 농

촌경관 유지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역할과 그에 따른 소득보전에 중점을 두

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전환해야 한다. 농가에 직불금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을 실시하

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

격변동성 등 위험관리를 위한 경 안정 목적의 정책수단은 보험, 자조금 등 별도의 

정책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직불제는 농가의 공익적 역할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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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농가가 실천 가능하고, 정책당국이 모니터링 가능한 교차준수조건을 명확히 제

시하여 농업의 공익적 역할과 그에 합당한 직불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쌀 편중지원 완화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되

어야 한다. 즉, 쌀 중심의 수급안정 정책으로부터 곡물자급률 차원의 수급안정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쌀의 수급안정은 물론, 품목 간 형평성 확보, 곡물

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이루어낼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다섯째, 조건불리지역, 후계인력부족, 농가 간 형평성 확보 필요성 등 현안으로 제기

되고 있는 문제들 중 직불제 개편을 통해 해소 가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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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재정립 방안과 검토과제4

4.1. 공익형직불제

4.1.1. 개편안

∙ 공익형직불제의 확대ㆍ개편은 농정의 방향을 생산 중심(생산성과 소득보전, 농가지

원 중심)에서 환경, 생태, 식품안전 등 공익성 확보의 병행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

서 공익형 직불제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확대ㆍ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책전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던 현행 직불제의 지원 근거

를 공익성 확보 방향으로 전환하고, 현재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농가가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도

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불제 지원의 근거를 근본적으

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본공익직불(이하 기본직불)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한 농업 유지를 목적으로 하

며,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교차준수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직불

제이다. 반면, 부가공익직불(이하 부가직불)는 환경보전,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확보 

등 선도적 역할을 위한 추가 활동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이행 정도에 따라 기

본직불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직불제를 의미한다. 

∙ 기본직불 추진방향으로는 

- 첫째, 품목 중심의 소득보전보다는 농업 자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의무(교차준수조건)의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 둘째, 농업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나 규제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농업진흥지역 등)을 

고려한다.19) 

- 셋째, 대상농지와 대상자는 개편 시점에서는 현행 쌀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지

급 대상으로 하되, 미래 공익적 역할 제고 방안 마련과 연계하여 대상농지를 전체 농

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9)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 단가 차등은 농업 자원 관리 측면에서 강한 규제와 약한 규제의 규제 정도를 공익의 차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 침해 여부로 의무준수 기준의 최대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공익
과 부가공익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유권 침해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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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지급 대상과 방식은 우선 현행 방식과 같이 농지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급상한 설정 및 소농 배려 등 지급방식을 조정한다. 

∙ 부가직불은 농지면적 기준으로 지원되는 기본직불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농업ㆍ농

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지원(지원 방식, 지

원 대상 선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부가직불 추진방향으로는 

- 첫째, 부가직불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부가직불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현행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전체 직불예산의 4.2%(2018년 기준)에 불과하 다.

- 셋째, 환경 및 자원관리 차원을 넘어서 미래 농업의 발전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프로

그램을 활발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후계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직불, 직불금 

지원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소득재분배 방식의 직불방안, 농촌지역 유지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가산형 지불방식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림 2－4.  농정방향과 공익형직불제 도입(안)

 자료: 김태훈 외(2018),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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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검토과제

∙ 현행 직불제를 공익적 역할에 근거한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지 제도의 

개편 수준을 넘어서 농업의 역할이 식량생산 역할로부터 환경 및 자원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미래 국토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도 갖는다. 공익형직불제로의 확대 개편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검토과

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농정의 기본 방향이 생산성 제고 지원 위주에서 공익적 역할 제고 지원 방향으

로 옮겨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량수입국 입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

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재 위치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구와 국제적 농정의 흐름은 

공익적 역할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둘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식

량공급, 환경자원 보전 등 이미 충분한 공공재(공익적 역할)를 생산하고 있다고 인식

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축질병 및 가축분뇨 문제, 농산물 안전성 문제 제기 등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 셋째,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천 가능한 교차준수조건 마

련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연

계하여 소비자가 납득하고, 농가가 실천 가능하며, 정책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교차준수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 넷째, 공익적 역할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

다. 지역 농업ㆍ농촌의 특성에 맞는 공익적 역할을 발굴하고,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교차준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 다섯째,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익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안전성, 품질 제고, 환경자원 보전 등은 농업부문의 

역할이지만 지역사회 유지, 경관보전 등은 농촌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일 것이다. EU는 자연조건제약지역에 대한 직불을 실시하지만 농촌개발 정책부문

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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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동직불제

4.2.1. 개편 필요성

∙ 쌀 변동직불제의 개편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이 제도가 어떤 배경 하에서 도입되었

고, 현재는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 변동직불제 도

입으로 쌀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의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

적도 갖고 있었다. 

∙ <그림 2-5>의 (a)도입배경에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시장가격은 국제가격(Pf) 하에서 

쌀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공급곡선은 S→Sf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유무역 하에서는 쌀 

수입량은 Q1Q3가 된다. 이때 국내 쌀 농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공급곡선은 S→S’로 

이동하게 되고, 국내 생산량은 0Q1→0Q2로 Q1Q2만큼 늘어나며, 이 물량(Q1Q2)만

큼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 2－5.  쌀 변동직불제 도입 배경 vs. 현행 지원 방식

∙ 도입 당시의 예상과 달리 쌀 관세화가 수년 동안 유예되었고, 관세화 이후에도 높은 

관세율(513%)을 유지함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이외의 쌀 수입량은 국내 

시장가격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목표가격(Pt)은 

<그림 2-5>의 (b)현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시장균형가격(Pe)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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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보다 많은 QeQ1만큼의 초과 공급량이 발생하고 있다. 즉,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가격(Pt) 하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로서 쌀은 수요량보다 공급

량이 많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쌀 변동직불제 운용상의 특성과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가격은 고

정직불금과 연계되어 있으며, 수확기 가격 하락 시 목표가격 수준만큼 쌀 농가 소득

을 확보(97-98%)하여 준다. 이러한 방식은 쌀 농가 입장에서는 경 안정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쌀 수요가 감소함에도 농가가 시장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갖고 있다. 

∙ 둘째,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목표가격 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장가격

(명목)과 연계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일정부문의 소득 감소는 농가의 경 비 절

감, 규모화 등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도입 취지 으나 국회동의제 등 시장외적 요

인에 의해 목표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 셋째, 목표가격 방식의 변동직불제에 의한 생산유인 효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

이 하락할 경우에도 가격하락분에 대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넷째, 변동직불제는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방

식(가격보험 성격)이다. 따라서 어떤 해에 흉작으로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농가 입장에서는 풍년(가격하락)이 든 해보다 수입액이 감소하여 경 상 

어려움이 클 수 있음에도 현행 변동직불제의 특성상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4.2.2. 개편안

∙ 변동직불제 개편 방안으로는 크게 고정직불제화 방안, 생산조절형, 가격변동대응직

불 등 세 가지 방식이 검토되어 왔다.20)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익형직불제의 확대 개

편에 따라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ㆍ변동)와 밭고정직불제와 통합하여 품목ㆍ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방식으로의 개편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

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농업부문 공익적 역할도 식량생산으로부터 안전성, 품질, 

20) 첫째, 고정직불제화는 쌀 변동직불제 폐지하고 (가칭)농지관리직불 혹은 공익형직불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둘째, 생산조절형은 
일정 비율 논을 휴경ㆍ전작 의무화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방안, 셋째, 가격변동대응직불은 타작물로 변동직불제 확대하여 
쌀 수급안정 도모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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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환경보전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방식을 가능한 범위에서 

생산비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화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쌀 가격하락 시 농가의 소득보전 요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쌀 편중현상 완화 

차원에서 논 직불단가는 유지하고,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밭 직불단가만 인상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발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동시에 인상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고정직불로 전환한다고 해서 쌀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4.2.3. 검토과제

∙ 쌀 농가입장에서 변동직불제는 수매제 폐지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제도이면서 쌀가격 

변동에 따른 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경 안정장치이다. 이러한 제도를 폐

지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첫째, 제도를 전환하려는 목적 달성 가능성, 둘째, 

제도 개혁에 따른 기존 수혜농가의 피해 최소화, 셋째, 정책 개편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성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첫째, 쌀변동직불제를 생산비연계 방식의 공익형직불제의 한 부분으로 전환할 경우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공익적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조절과 전작보상 방식을 병행하여 쌀 생산량을 감

축해야 한다. 특히 쌀 가격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곡물정책 차원에서 접

근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 둘째, 쌀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시장격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에 따른 경 위험에 대하여 농가 책임 하에서 정부가 일정부문만을 지원하는 방식의 

수입보장보험과 같은 경 안정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 셋째, 기존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를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역할을 강화

하는 것이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정

책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 없이 새로

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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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불제 예산

4.3.1. 쟁점

∙ 직불제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농업민단체 등은 정부가 시장개방 확

대와 가격정책 축소라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친화적 농정 전환의 일환

으로 직불제 확대를 약속하 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 2004년부터 집행된 농업ㆍ농촌종합대책(119조 사업 계획)은 2013년 직불제 실시 

목표를 투융자예산의 22.9%, 농가소득의 10%로 제시하 으나 실제 집행은 투융자

예산의 11.4%, 농가소득의 4%로 목표치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 다. 

-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농정 내부에서도 미래산업 육성, 경쟁력 제고 등이 우위를 점

하고 소득안정정책은 복지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직불제 예산규모 확대 여부와 관련하여 직불제 실시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과 직불제 확대를 요구하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직불제 예산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방피해 지원은 필요하지만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피해 발생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 둘째, 집약적 농축산업이 수질 오염, 토양 침식 등 환경 부하문제가 발생하며, 직불제

의 대가로 다원적 기능을 함양하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셋째, 직불금은 소액으로 분산하여 소비되므로 농업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확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3.2. 예산 확충 및 운용 합리성 확보

∙ 최근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과 변동직불제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 등은 예산의 실질적 확대 없는 직불제 개편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

하 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개편 이후에도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직불제 예산과 관련하여 첫째, 직불제 예산 규모는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둘째, 

직불제 예산 운용의 합리성 확보의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불제를 다시 생각한다   71

∙ 첫째, 직불제 예산규모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직불제 도입 

이후 직불제 예산규모와 비중이 높아졌다(2007년 7.3%→2018년 16.8%). 그러나 

농가당 직불금 지원규모를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쌀 직불금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을 보면 쌀 농가는 최근 5% 

정도이지만 전체 농가는 1.4% 수준에 머물렀다. 공익형직불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농가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차준수조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직불제 예산의 확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직불제는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직불제의 운용 방식을 소득보전과 

경 안정을 병행하는 방식에서 소득보전으로 단일화하여 농가에 합당한 보조금이 전

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식량공급, 국토관리 및 농업

자원 보전)의 명확화와 그에 따른 소득보전,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에 대한 소득

보전 확충, 품목 형평성 확보 등을 고려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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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증가하고 있는가?1

1.1. 취업자수 변화 동향

∙ 1970년대 중반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1976년 

551.4만 명이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3.6%씩 감소하여 2017년 

127.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 1980년대 초반 탈농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30세 이하 청년들을 농촌에 묶어두기 위

해 실시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향과 1990년대 후반 IMF구제금융 여파로 

인한 귀농ㆍ귀촌 붐이 일어났던 향으로 두 차례의 반짝 증가도 있었다.

∙ 최근 1998년 이후 약 20년 만에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그림 3-1). 

- 2017년 3분기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3분기 전년 

동기대비 2.1만 명 증가, 4분기 2.8만 명, 2018년 1분기 5.3만 명, 2분기 5.2만 명, 

3분기 6.2만 명, 4분기 7.9만 명이 증가하 다. 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34.0만 명으로 전년대비 6.2만 명이 증가하 다.

그림 3－1.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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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 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하 다1)

(그림 3-2). 2016년 하반기부터 상용근로자, 2017년 부터는 자 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증가하 다. 작년대비 2018년 상용근로자는 4.8천명, 자 업자는 24.1천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35.7천명이 증가하 다.

그림 3－2.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많이 증가하 다(그림 3-3). 60대 이상의 

경우 2016년 4분기부터, 30대 이하는 2017년 3분기부터 증가하 다. 작년대비 2018년 

30대 이하는 11.6천명, 60대 이상은 58.8천명 증가, 하지만 40~50대는 8.8천명 감

소하 다.

1) 종사상의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지위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
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
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무급가족종사자(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
람으로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상용근로자(1년이상 고용된 근로자), 임시근로자(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된 근
로자),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는 근로자) 등 크게 6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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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령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ㆍ연령대별 종사자 증감

∙ 전년 대비 2018년 종사상지위ㆍ연령대별 농림어업 종사자수 변화를 보면 30대 이하 

고용있는 자 업자, 상용ㆍ임시 근로자, 60대 이상 자 업자와ㆍ무급가족종사자

에서 증가가 두드러진다.

- 60대 이상 자 업자ㆍ무급가족종사가 6.2만 명이 증가하여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분의 대부분을 차지함. 30대 이하 고용있는 자 업자(3.2천 명 증가), 상용근로자

(6.4천 명 증가), 임시근로자(4.1천명 증가)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표 3－1.  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 및 종사상 지위별 증감(전년 대비)
(단위: 천 명)

연령

종사상 지위

합고용있는 
자영자

고용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30대 이하 1.9 -1.8 0.0 6.4 4.1 0.9 11.6 

40대 1.3 -4.7 -0.6 -2.0 1.1 -2.2 -7.1 

50대 0.6 -2.6 4.1 0.2 -3.2 -0.8 -1.8 

60대 이상 6.9 22.6 32.4 0.1 0.8 -4.0 58.8 

전체 10.7 13.5 35.8 4.8 2.8 -6.1 6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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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 종사자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 다(그림 3-4). 2017년 

3분기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크게 늘어났다. 작년대비 

2018년도 농어촌지역 농림어업 취업자는 70.5천명 증가하 고, 도시지역은 8.9천명 

감소하 다. 

그림 3－4.  지역별(도시/농어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2. 주요 관련 쟁점과 원인 분석

∙ 최근의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와 관련하여 1990년대말 IMF 구제 금융시기 도시 실

직자들이 대거 귀농한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조선업ㆍ제조업 등이 힘들어

진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 아니냐, 곧 다시 수그러들 단기적 반등 아니냐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후에 고용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최근 통계 자료가 확

보되면 좀 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용한 통계 및 연구 자료를 토대로 최

근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 다. 

∙ 최근의 도시민의 귀농은 실직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 2008년 말 부터 우리나라에서 제2의 귀농 붐이 일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른

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대량 은퇴가 맞물려, 정부의 귀농ㆍ귀촌지원정

책이 2009년 처음 추진되고 귀농ㆍ귀촌이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2010년부터 농 목적으로 농촌으로 전입한 귀농가구는 매년 1만 호를 넘어서

고 있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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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귀농 가구와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귀농어ㆍ귀촌 통계

- 기본적으로 도시민의 농촌 이주는 도시 고용의 악화와 관련성이 깊지만, 최근 발생하

는 귀농은 다른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

(일work과 삶life의 균형) 지향 흐름과 더불어 반농반X(半農半X) 삶에 대한 선호 등 

대안적 삶에 대한 요구가 전 세대에 걸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6). 시골 생활 

관련 TV프로그램(나는 자연인이다, 삼시세끼, 섬총사 등), 화(리틀포레스트, 파밍

보이즈), 유투브(버라이어티파머, 농사직방) 증가하는 현상에서 귀농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림 3－6.  50대 이하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 

 자료: 엠브레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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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진(2018)2)이 귀농ㆍ귀촌 동기를 4가지(은퇴ㆍ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3)로 유형화하 는데, 2009년 이후 귀농ㆍ귀촌한 이들의 동기를 보면 40대 

미만에서는 대안가치형 귀농ㆍ귀촌이, 40대 이상에서는 은퇴ㆍ전원형이 가장 많았다 

(그림 3-7).

그림 3－7.  2009년 이후 귀농ㆍ귀촌자의 연령대별 귀농동기

주: 귀농ㆍ귀촌 동기 조사 문항 10개를 요인 분석한 결과 4개 동기로 요인화하고,각 요인별 총점을 
5점 만점으로 제시한 것임.

자료: 마상진(2019). 귀농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 도시민의 귀농은 경제적으로도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 농가의 평균 가구 소득은 근로자 가구의 60%대 수준으로 차이가 나지만,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왕성한 65세 미만 가구로 한정한 경우,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와 비교할 경우 농가의 가계수지가 더 양호하다(표 3-2).

- 65세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농가의 소득과 가계잉여(소득-지출)가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는 적지만, 도시 비근로자 가구4)에 비해 많다. 

2) 마상진. 2018. 귀농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51-70. 

3) 은퇴전원형: 도시에서 성공한 은퇴자 계층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여가 생활을 위해서 귀농ㆍ귀촌
대안가치형: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ㆍ귀촌
경제형: 부모 농업 승계 또는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귀농ㆍ귀촌
생계형: 실직이나 높은 생활비로 귀농ㆍ귀촌

4)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가 정부ㆍ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가구, 비근로자가구는 가구주가 자영업자거나 
은퇴ㆍ실직 등으로 무직이 된 가구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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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65세 미만 도시 가구와 농가의 가계수지 비교(2016년)
단위: 천 원

구 분
도시 근로자 가구 도시 비근로자 가구 농가

가구소득 가계잉여 가구소득 가계잉여 가구소득 가계잉여 

2인 가구 이상 57,423 13,733 43,798 8,953 55,171 11,289 

1인 가구 포함시 56,045 13,675 43,449 8,459 53,070 10,479 

*가계잉여=가구소득-가구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농림어업 취업자와 GDP의 관계

∙ 농림어업 부문은 지난해 3분기 취업자수 증가(+4.4%, 63,000명)에도 불구하고 

GDP는 오히려 줄어들었다(-1.8%).5) 일반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면 GDP도 

증가하는데, 최근 농림어업의 경우는 왜 그럴까?

∙ GDP와 고용은 바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 농림어업 GDP는 지난 50년간 종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과거 GDP 감소의 시기는 대부분 기후(이상 고온 및 저온, 폭풍우, 태풍, 황사)나 

대규모 가축 전염병 등과 같은 생육환경 요인에 더 많은 향을 받았다. 그림 8에

서 보듯이 주요 농림어업 GDP 감소시기는 1980년 1993년 이상저온, 1998년 이

상고온, 2002~3년 구제역, 2010~11년 구제역 등의 시기와 일치한다. 작년의 경

우 기상 변동이 심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GDP 감소의 핵

심이다. 일부 품목(건고추, 오리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특히 과일, 곡물 등)

이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 다.

그림 3－8.  농림어업 GDP 변화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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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다(표 3-3). 

-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결과 2017년 상반기부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

도, 경상북도가 증가하기 시작하 고, 이후 충청남도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상남

도와 제주도는 2018년 상반기부터 증가하 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2017년 하반기

부터 감소세를 보 다. 

표 3－3.  지역별(9개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비) 
 단위: 천 명

행정구역(시도)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A)

2018 
상반기(B)

경기도 -8 18 1 -4 -2

강원도 -17 -5 4 7 5

충청북도 -8 -10 5 10 0

충청남도 -9 -19 -13 15 23

전라북도 5 -10 9 5 4

전라남도 -17 7 -17 -22 1

경상북도 -24 -22 1 2 4

경상남도 4 2 -2 -1 17

제주도 4 6 -4 -6 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농가의 농업종사자는 감소하는 반면,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 농업부문의 법인경 체수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고용 증가도 최근 농림어업 취

5) 분기별 GDP는 특정 시점의 기준 가격에 해당 분기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값으로 농산물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승한 가격이 아닌 감소한 생산량에 기준 시점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 농업 생산에 있어 노동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농업 부문의 노동의존도는 

25% 수준 정도로 감소하고, 중간재, 토지, 고정자본 등의 노동 이외 요소들의 비중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 체의 경  다각화로 농외활동(농업가공ㆍ유통ㆍ체

험)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비중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2종 

겸업농가(기존농보다 신규농일수록 많음)와 농업생산보다는 농산물 가공ㆍ유통ㆍ

체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법인체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경우 고

용 증가가 바로 GDP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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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3,366개이던 법인 수는 2016년 

1만 8,088개로 증가하 고, 종사자수도 4만 7,996명에서 12만 2,265명으로 증가

하 다. 2000년 이후 지난 16년간 농가 중심의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법인종사자(외국인 제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3-9).

그림 3－9.  농가인구(3개월 이상 농업종사), 농업법인 종사자수 변화 비교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ㆍ농어업법인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 중심의 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농업법인 취업 및 농업경

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의 직ㆍ간접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표 3-4). 

표 3－4.  농식품부 농업법인 고용 관련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 농업

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농업경 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농업경 체의 경 역량 향상 
및 농고ㆍ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경 체 육성 및 지역단위 발전체계 고도화

농촌관광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농촌여행 기반 구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신활력 플러스 추진
지역 특화자원 및 인적역량을 활용해 산업고도화 및 생활문화기반을 통합
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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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6) 전체 업체 중에 지난 1년간 고용이 증가한 경우가 

60.4%, 감소한 경우가 11.0%(변화없음 28.6%)로 증가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업체 평균 2.1명 증가). 고용이 증가한 이유로는 매출증가(49.5%), 사업 역확대

(43.9%), 신상품개발(16.8%), 세재혜택이나 인건비 지원(16.8%), 신규시장개척

(16.8%), 일용직을 상용임시직으로 전환(12.1%) 순이었다(그림 3-10).

그림 3－10.  농업법인의 고용 증가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내부자료

∙ 청년 창업농 농정착지원사업(40세 미만 청년에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기

초생활비 지급) 추진은 청년층 자 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청년직불제’로 공론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세부적 제도설계를 통해 대대적 홍보가 되어 창농을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 2018년 청년 창업농 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자는 5,164명으로 선정자(1,600명)

의 3배가 넘었다(표 3-5). 현재 농 종사 청년들도 모집했지만, 대다수(3/4)는 1년

차 미만 또는 예정자 다. 특히 30대 청년들의 농가 가업승계와 신규 창농을 촉진하

는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도 전국의 농업법인 (201개 )의 고용실태를 2018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웹기반 
설문으로 조사하였다(사업분야: 농산물생산 26.4%, 농산물가공 37.3%, 농산물유통 31.8%, 기타(체험관광, 농기계 등)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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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 현황(2018)

구 분 예정자
영농경력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농경력 단계 2,219 1,605 832 508 5,164 

연령대
30세∼39세 1,327 1,082 635 409 3,453 

18세∼29세 892 523 197 99 1,711 

부모 
농

유 1,523 1,044 519 327 3,413 

무 696 561 313 181 1,7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변화 요인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는 도시 고용상황의 

악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와 더불어 전 연령대에서 농업ㆍ농촌 생활에 대한 높아

진 선호도, 농업법인 중심 인력구조 개편, 농업법인 취업지원 및 청년 창업농 농정

착지원 사업,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사업7) 등의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그림 3-11).

그림 3－11.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 요인 종합

∙ 최근 농림어업 고용 변화와 관련한 여러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작년과 같은 높은 증가

세는 아닐지라도 꾸준히 농업 분야로의 유입이 예상된다.

7) 2018년에 신규로 추진된 고용노동부사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기존ㆍ신규, 일용ㆍ임시ㆍ상용, 
합법 취업 내ㆍ외국인 모두)에게 지급되며, 법인뿐만 아니라 5인 미만 농가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업부문에서도 활
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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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분석한 학자들은 그 

원인을 도시의 압출(Push) 요인(경기침체, 고용불안, 높은 생활비용 등)과 농촌의 흡

입(Pull) 요인(쾌적한 환경, 대안적 보람있는 삶) 증가에서 찾고 있다. 

- 도시 또는 비농업분야의 경제상황이나 불안한 고용 여건이 당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

되지 않는다. KDI(2018)의 2019년 국내경제전망을 보면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

운데 수출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면서, 2018년(2.7%)보다 소폭 낮은 2.6%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하 다.

-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계속되고, 이들 다수고 은퇴후 귀농을 생각

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국민의식조사 결과 베이비부머의 42.1%가 

귀농ㆍ귀촌할 의사가 있었다.

- 일자리 증감에 있어 정책 요인도 중요한데 범 정부차원의 일자리 우선정책과 더불어, 

농업 분야의 일자리 관련 사업(예비 창농자를 위한 경 실습 임대농장 확대,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확대, 지역푸드플랜확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유휴시설 활용한 

창업지원 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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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례는 무엇을 말하는가?2

2.1. 완주 로컬푸드

∙ 전북 완주군은 2008년 전국 처음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하여, 5년간 연차적으로 

500억 원을 투입 생산혁신, 유통혁신, 부채대책, 농촌활력증진, 노인복지증진 (약속)

프로젝트 시작하 다. 초기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과 이동식 판매장을 운 해오다 

2012년 첫 직매장을 연 이후, 현재 12개 매장을 관리하며 공공 급식 사업 등을 벌이

고 있고, 이를 통해 연간 600억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이 소비하고, 2000여 가족농가

는 매달 1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2010∼2017년 기간 동안 총 3,200 

여개(임금 근로 350여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 다(표 3-6).

- 농업 생산 부문에서 고용 100명, 취업 2,200명, 농산물 가공 부문에서 고용 62명, 취

업 807명, 유통ㆍ외식 등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18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

다. 농업 생산 부문은 로컬푸드 등에 출하하는 농민의 수로 기존 농업인, 은퇴 후 

복귀한 농업인, 귀농인 등이 포함되며, 농산물 가공 부문은 로컬푸드 등의 판로가 확

보되면서 마을이나 농가단위의 식품 가공을 포함하여 확대된 식품 가공업에 종사하

는 인력으로 농업인의 겸업이 다수 포함되었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푸드플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유급 고용으로 외식 부문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포함된다.

표 3－6.  완주 푸드플랜의 일자리 창출 효과(2017)

부문
매출

(억원)
고용
(명)

취업
(명)

고용
계수

취업
계수

비고

생산

두레농장 1.3 100 100 769.2 769.2
고령 농민 대상, 로컬푸드 
협동조합사업에 포함

로컬푸드 출하농 81.0 - 2,000 - 246.9 소농, 귀농, 고령농

청년 창업농 13.0 - 100 - 76.9 39세 미만, 귀농

소계 95.3 100 2,200

가공

로컬푸드 가공센터 10.9 5 200 5.5 181.8 고산, 구이

로컬푸드 가공 기업 
및 조합

60.0 - 550 - 91.7
가공 마을기업, 농조합,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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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2. 구례 자연드림파크8)

∙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은 2011년 구례군과 MOU를 맺고 군 농공단지터를 매

입하여 자연드림파크9) 조성을 시작하여 2014년 개장 이래 14개 생산법인이 17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1,286억 원에 520명의 지역 고용을 창출하

고, 15개 지역농산물을 연간 107억 원 규모로 구매를 하여 지역 농업발전에도 기여

하 다. 

- 직원들 평균 연령이 38세로 2014년 250명으로 시작해 3년 만에 채용인원이 92% 

증가하 다. 직원 중에 85%를 구례 지역에서 직접 채용을 하 고, 나머지는 서울 등 

외지에서 거주지를 옮겨 구례에 새로운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다. 

-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젊은이가 돌아오는 지역’을 모토로 하여 법정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임금을 지급해주고, 보육(어린이집), 문화( 화관, 커피숍, 스포츠센

터 구비), 주거(사원아파트), 의료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가 지원 가능하

도록 복지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 전남자연과학고(옛 구례농고)와 연계하여 아이쿱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강사 

8) ‘마상진 외(2016). 농산업분야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의 63~64페이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9) 스페인 몬드라곤을 모델로 하여 먹거리 중심의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가능한 타운을 설계함.

부문
매출

(억원)
고용
(명)

취업
(명)

고용
계수

취업
계수

비고

가공

학교급식 관련 공급처 7.0 50 50 71.4 71.4

기타: 두유공장 4.0 7 7 17.5 17.5
로컬푸드 협동조합사업에 
포함

소계 81.9 62 807

서비스
(유통,
판매 
등)

(공공)학교급식센터 55.0 27 27 4.9 4.9 공공형 일자리

로컬푸드 직매장 292.0 54 54 1.8 1.8
로컬푸드 협동조합사업에 
포함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13.0 39 39 1.8 1.8

꾸러미 사업 8.0 10 10 12.5 12.5

로컬푸드 카페 및 
레스토랑

12.0 54 54 45.0 45.0
로컬푸드 협동조합사업에 
포함

소계 580 18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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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현장실습 지원,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 실습생 전원 채

용 등의 산학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10). 또한 전남자연과학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

제연구센터와 농식품 생물소재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협의체

를 마련하여 식품교육 프로그램

을 운 하고 있다.11) 직원들에

게 정기적인 보상 성격으로 농산업분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분야별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쿱은 장기적으로 사원(신입, 경력) 교육을 위한 직업

학교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까지 제2자연드림파크 조성을 하여 6개 

법인에 250명을 추가로 고용할 전망이다.  

2.3. 만나씨이에이(MANNA CEA)

∙ 만나씨이에이는 카이스트 출신 청년 둘이 2013년 설립한 수경재배 방식(아쿠아포닉스)

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하여 농장 자동화 기술로 혁신에 성공한 농업벤처으로, 매출 

200억원에 직원 120명을 고용하고 있다.

- 친환경 농장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과 제어 설비를 직접 개발ㆍ생산하는 벤처

인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자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도 적극 나

서고 있다.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은 농장설치 비용을 해외 경쟁사 대비 20% 수준

으로 낮추어 기존 노지재배 방식보다 최대 15배 높은 생산성을 거둔다. 

- 크라우드펀딩을 재원으로 하는 팜잇(Farm IT)을 신규설립하여, 농업인과 일반투자

자가 모두 투자하여 공동으로 농장을 운 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

조합 상생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팜잇을 통해 기술 없이도 누구나 적은 자본으로 공

유농장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일반

10) 전에는 전남자연과학고 졸업생은 지역 내에 취직 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젊은 인재가 유출되곤 했는데 자연드림파크가 생긴 이
후 여기에 매년 10여 명이 취업하고 있고 현재 3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농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
되었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출향 자녀들이 도시에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이곳으로 취
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11) 전남 일자리정책실 주도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이뤄졌다.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발굴해 구직자와 기업과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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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는 농업 진출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채소뿐 아니라 협력 농가 및 업체에서 선별한 과일, 

채소, 육류, 수산 등 다양한 신선식품을 소비자에게 정기 배송해주는 ‘만나박스’를 운

하고 있으며 회원 약 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 2018년에는 카자흐스탄에 연간 300톤 이상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4,628㎡

(1,400평) 규모의 스마트팜 및 운 에 필요한 일체의 솔루션을 수출하기도 했다.

2.4. (주)푸마시

∙ ㈜푸마시는 농업 경 체와 일자리를 구하는 도시민 사이의 일자리 중개 서비스 제공

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중개수수료 없이, 농업 경 체와 구직자가 원하는 구체

적인 농작업에 대하여 일자리 중개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80개의 농장과 

1800명의 온오프라인 구직자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총 2,500명(연인원)의 일자

리를 중개하 다. 

- 2015년 설립된 푸마시는 역량 있는 경 체와 동기부여가 된 구직자를 회원으로 둠

으로써 일자리 중개 효과를 높이고 있다.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장의 기본 현황 등

을 파악하며, 청년농업인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등을 선별하여 회원으로 두

고 있다.

- 농작업 현장 지원 전문인력으로 ‘농장 코디네이터’라는 신직업을 만들어, 중개서비

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농장 코디네이터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푸마시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농장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함께 농작업에 참여하여 농장주와 농작업자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농장 및 농작업자에 대한 평가와 정보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8년 

11월 기준 총 80명의 ‘농장 코디네이터’ 수료생 배출, 서울산업진흥원 제공). 

- 2018년 8월엔 지역특화작업에 초점을 맞춘 농업회사법인 ㈜푸마시여주를 설립하고 

4:1의 공채 경쟁률을 기록하며, 현재 25명의 여주지역 농작업자(다문화 결혼이주 4

명포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 다. 근로조건은 시간당 1만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지

급, 하루 오전 4시간 근로, 오후는 여가 또는 다른 아르바이트 가능, 4대보험 적용(주 

3일~6일 근로, 본인선택)이다12). 

12) 푸마시여주가 3개월간 1273품(man day)을 발생시키며, 여주내 농산업분야 일손부족 문제와 지역내 청장년 일자리 문제해결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2018년 12월 1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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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엔 농업회사법인㈜푸마시제주를 설립하고,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으로 3년대 30개의 독립법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내 생산-소

비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 우수 농산물 유통지원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 최근 ㈜푸마시는 농산업특화 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으로 서울 가락동에 연구

소를 설립하고, 농작업 대행서비스, 농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서비스, 농작업 견적 서비스를 개발하며 설비위주의 스마트팜 기술에서 놓치지 쉬운 

현장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2.5. 해뜨는농장13)

∙ 귀농 부부가 설립하여 2001년부터 운  중인 ‘해뜨는농장’에서는 2018년부터 농림

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

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농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승계농과는 달리 농촌에 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주거나 생산기반, 농업 교육ㆍ

실습 등의 지원이 부족한 까닭에 창농이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해뜨는농장에서는 사회적농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슬기로운 농장생활’이라는 장

기(1년) 농 교육ㆍ실습 프로그램을 운 하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

상으로 500평의 상상농장을 제공하여 쳥년들이 자유롭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

록 지원하 으며, 청년들이 거주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장 내에 

별도의 청년 숙소를 완공하 다. 농 실습 외에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관련

한 마케팅, 농촌 관광 등의 다각화 활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 다. 2018년 3명의 청

년이 농장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슬기로운 농장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 으며, 8명

의 대학생이 그 외 단기 실습(주1회)에 참여하 다. 이 중 2명의 청년이 경북 청송군

에 전입신고를 하여 지역에 정착하 다.

- 농 교육ㆍ실습 외에도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 다. 지

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생활 기술 교육의 일환으로 목공 기술 교육을 실시하 으며, 

주민들 가구 수리나 제작 등을 통해 마을 주민과 교류하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 다. 아울러 지역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사과상

자’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농촌에서의 활동을 기획,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

하 다. 그 결과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청춘상상랩’이라는 청년 협동조합을 결성

하여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 중에 있다.

13) 송미령 외(2018),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등 연구’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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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수초록누리협동조합

∙ 생태와 환경, 바른 먹거리, 농업, 다양한 문화 등의 체험과 교육, 문화행사 활동을 통

해 지역에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농촌 자원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민의 자존감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하에서 전북 장수군 제1호 협동조합이자, 전북 최초의 교육문화 협

동조합인 초록누리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6년째 활동 중이다.

- 장수군에서 진행한 ‘여성 프리랜서 전문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6명의 강사모임과 

귀농공동체 마을인 하늘소마을 교육프로젝트팀이 연합하여 2013년 시작하 다. 

- 초록장수지킴이학교 출발점으로 하여 청소년대상 사회적경제 창업스쿨, 여성 사회

적경제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장수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학교도 맡았다. 전북도

교육청의 ‘방과후 마을학교’ 사업주체로 선정돼 매주 2개 면의 초등학생들에게 다도ㆍ

요리ㆍ생태환경ㆍ바느질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농어촌희망재단이 추진하는 ‘농어촌

마을 희망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을 운 중이다.

- 강사가 된 조합원이 수업에 따른 수익으로 생계 보장까진 아니어도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받는다. 조합원들은 논학교ㆍ농장 탐방ㆍ바느질ㆍ전래놀이ㆍ미술심리ㆍ요리ㆍ

제과제빵ㆍ떡 만들기ㆍ다도ㆍ목공ㆍ진로 탐방 등 다양한 강사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나 생태공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단 등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11명에서 출발한 조합원은 현재 16명까지 늘었다.

2.7. 시사점

∙ 농업ㆍ농촌 분야 일자리는 타 산업분야 일자리들 보다 부의 외부 유출이 작아, 증가된 

부가가치와 사회적가치가 참여자와 지역에 돌아가는 지역순환형 일자리이다. 완주 

로컬푸드와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지역 농산물 소비량이 각각 600억, 100억에 이를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내 고용규모도 350명, 520명에 이르고 있다. 만나CEA

의 경우 팜잇을 통해 수익을 농가와 공유하고, 푸마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도시 

유휴인력을 연결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해뜨는농장은 크지 않지만 농기반

의 없는 청년들의 농촌정책을 돕고 있었다. 

∙ 농업ㆍ농촌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 정책이 중요하다. 완주 로컬푸드, 구례 

자연드림파크와 같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례의 농촌 지자체가 농업 정책을 어떤 방

향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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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그들의 창의적 역량 발휘, 특히 청년들의 역량이 활용이 중요

하다. 제시된 사례 모두 기존의 농업ㆍ농촌 분야에서는 없었던 혁신적 아이디어(지역

푸드플랜, 유휴 농공단지활용 식품단지 개발, 아쿠아포닉스+클라우드펀딩, 신개념 

일자리중개 플랫폼, 사회적농업)를 활용한 것들이다. 장수초록누리협동조합은 마을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하는 교육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 농업ㆍ농촌 일자리도 결국은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경우 최

저임금보다 20~30% 높은 임금과 더불어, 보육, 문화, 주거, 의료 등의 제반 여건을 

동시에 높여줌으로써 도시에서도 찾아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푸마시는 4대 

보험 적용하고 개인의 여유시간을 확보해주면서도 시간당 1만원을 보장해주는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해뜨는농장은 농지나 주거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초기 정

착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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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3

3.1. 일자리 창출 효과 높은 농업관련정책 추진

∙ 푸드플랜 수립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푸드플랜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플랜 수립과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

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마을 가공, 지역 특화 외식 등의 부문에서 지역 내 신

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 푸드플랜 확대 사업이 추진되어 완주군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2021년 약 35,000개, 2024년 약 92,000개의 유급 고용 창출

이 전망된다14)(표 3-7). 

표 3－7.  푸드플랜의 유급 고용 창출 효과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9,225.0 22,101.5 35,320.1 51,722.4 70,412.6 92,129.4 

생산 217.4  849.5  2,420.3  4,690.4  7,101.2  9,333.5  

가공 379.6  1,469.9  3,529.7  6,290.9  9,193.0  12,008.2  

서
비
스

(공공)학교급식센터 146.5  1,453.3  3,489.8  5,850.6  8,256.0  10,475.2  

로컬푸드 직매장 155.0 800.8 1,801.6 2,857.3 3,814.4 4,722.3 

꾸러미 사업 172.5  950.0  1,443.8  1,586.3  1,507.5  1,468.8  

카페 및 레스토랑 8,154.0  16,578.0  22,635.0  30,447.0  40,540.5  54,121.5  

소계 8,628.0 19,782.1 29,370.2 40,741.2 54,118.4 70,787.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품ㆍ서비스 개발을 통한 농산물 가공ㆍ유통 중심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저변을 확대한다. 간편식, 펫푸드 

등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 경 체 창업 및 다각화 지원하고, 

14) 2021년 전국 100개 시군에서 푸드플랜을 도입하고, 2023년 전국 모든 시군에서 푸드플랜을 도입하고, 각 시군마다 푸드플랜 도
입 이후 단계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도입 5년 후 전북 완주군 수준으로 푸드플랜 활성화 가정한 것임.



94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농촌 경관, 문화, 생태, 역사 자원 활용한 휴양, 교육, 치유, 농촌형 MICE 등 지역자

원 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으로 취약계층 등 지역 밀착형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세, 

고령농, 여성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 농가 및 주민 협업형으로 농촌융복

합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 발굴ㆍ확산이 필요하다.

∙ 청년 창업농 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 현행 1600명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순수 신규 유입자 규모는 

41% 수준으로,15)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정책 효과(‘22년까지 연간 1천 명 이상 신규

유입)를 위해서는 3천 명 수준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신규 유입자 1.2천 명으로 추정)

가 필요하다.

- 40세 미만 농경력 3년 이하인 현재 정책 대상을 기준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45세 미만 농경력 5년 이하자에게 농업차세계인재투자자금을,16) 유

럽은 40세 미만 농경력 5년 이하자에 청년농업인직불금을 지원한다.

- 창농 준비단계 인력육성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광역 지자체단위로 매년 150명 

내외로 청년 창업농이 선정되는데, 100명 내외는 준비단계 교육을 이수하여 차년도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을 받도록 미리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처럼 준비기

간에 관련 교육을 받을시 창업농에 준하는 기본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 농업법인 고용 관련 사업 확대

- 현재 추진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18~)17) 및 농업경 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07~)18) 등은 농업법인과 취업자간 매칭 전문성 취약, 보수ㆍ근무여건(직장 위치) 

취약 등의 문제가 있다.

- 최근의 농업법인 인력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중에 

우수 경 체를 선정하여 농업계 학교교육 및 귀농ㆍ귀촌 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생과 

농업법인의 상호 교류를 촉진, 상호 충분히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 후 

인력 매칭이 일어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15) 농촌 신규유입 희망 청년들이 가장 애로로 응답하는 사항은 농지, 주택, 자금, 멘토링농장임. 특히 청년들이 현장실습을 겸할 수 
있는 멘토링농장 육성도 더욱 중요한 과제임(예: 충남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16) 일본은 1.5만 명(예비자 2,342명, 개시자 12,672명) 연간 150만 엔 지원(매년 2천 명 규모의 신규 지정))을 지원한다.

17) 영농취업 희망 청년 대상,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이내,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115개 사업체, 180명 인
턴 지원.

18) 경영체당 1인 고용시 월 80~180만원씩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농고농대생, 농업법인 취업지원 인턴수료자, 귀농·귀촌자 채용시 
추가 1명 가능(최대 2명), 79개 사업체, 96명 지원(신규고용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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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가의 제3자 농승계 활성화

- 우리나라 농가 후계자 확보율 9.8%(2014), 판매액 1억 이상 농가 경우도 25.4%에 

그치고 있다. 농가 승계율을 1%만 높여도 1만 농가 신규 확보 효과가 있다(무급가족

노동 포함 2만 명 고용창출 효과).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과 함께 농 기반 없는 청년들의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후

계자 없는 농가 농기반 및 농노하우를 제 3자에게 전달하여 농업경 을 상속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야한다. 농가내에서의 경 승계를 사회적 승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다양한 사회적 경 승계 모델(고령농→청년농, 고령농→청년법인, 마을단위 경 승

계)을 개발하고, 기존의 경 이양직불제를 보완하고(대상 연령 확대: 65~75세→

65~80세)하고, 사회적승계 사전ㆍ사후 교류 프로그램 강화(농고ㆍ농대생-고령농, 

귀농ㆍ귀촌교육-고령농)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농업경영승계 사업

∙ 일본의 농업경 승계사업은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는 농업인과 신규 취농 

청년을 연결해 농장을 인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국농업회의소의 전국신규취농

상담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경 승계할 신규 취농자와 경 이양할 농업인을 모집하여 1~2주 농장 사전체험 

후(복수 농장에 경 승계 파견을 갈 수 있음. 체험비용으로 농장주에게 건당 2만 엔 

지급), 양측의 경 승계가 합의되면 농업기술과 경 승계 연수(6개월~2년)가 실시

된다. 연수기간에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연수자에게는 매월 9만 7000엔, 농장에

게는 연간 최고 12만 엔이 지원된다. 

∙ 연수가 시작되면 지역농업위원회, 농협, 관계기간 등이 참여하는 코디네이터를 설

치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한다(경 이양을 위해 필요한 농지, 

농기계, 농업시설, 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 안심하고 경 이양ㆍ계승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승계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재산 권리 관계도 명확하게 관리한다. 

∙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경 을 중지하고 양도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경 승계 희망자에게 농업기술, 경 노하우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승계 희망자에게 자산과 부채 상황을 포함한 경  상황을 적극 공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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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마상진 외(2017)

∙ 농촌활성화를 위한 청년인력 활용

- 농촌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일에 청년 유입을 돕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농업 분야가 아닐지라도 교통, 보건복지, 교육, 재난 안전 등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부문 제공을 비롯해, 귀농ㆍ귀촌, 농촌관광, 로컬푸드, 환경ㆍ경

관 정비, 농촌 유산자원 기록 및 DB 구축 등 농촌 활성화 활동을 주도하는 일에 청년

들이 뛰어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청년 창업농 농정착과 관련한 단계별 지원 정책처럼 농촌 활성화 관련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청년들 유입을 위한 준비-진입-정착 단계별 사업체계가 마련되어, 면 단위로 

3~4명 정도가 청년들이 협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4,000~ 

5,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승계 후 경 이 순조롭게 위하도록 필요한 조언을 하고 판매처와 브랜드, 신용 

등 무형 자산도 상속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 승계 합의서를 작성하면 경

승계가 시작된다. 경 승계는 양측 합의에 의해 이뤄지며 즉시 승계, 공동경 후 

승계, 법인 설립승계 등의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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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19)

∙ 도시 청년들이 농촌 지자체에 정착하여, 지자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 기준 전국에서 활동한 대원수는 4,158명이

며, 대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1788개의 시ㆍ정ㆍ촌 중 1,000여 개의 지자체에 

지역부흥협력대 프로그램을 도입ㆍ운 하고 있다. 

∙ 협력대원은 지자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3년 이하 활동기간 동안 대원 

1인당 연간 400만 엔 범위에서 인건비가 지급됨. 협력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창업에 필요한 경비, 협력대원 모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보통교부세). 

∙ 활동을 마친 대원의 60%가 해당 지역에 남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부흥협력

대원의 임기 후 지역 정착률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도 이 제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2017년 기준, 임기 종료 협력대원 2,230명 중 1,396명(63%)이 지역에 

정착)

3.2. 농업ㆍ농촌 일자리의 질 제고 

∙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지원

- 농업ㆍ농촌 분야에 유입된 인력들이 일정기간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보

강될 필요가 있다. 삶에 있어 기본적인 소득이 확보되면 삶의 안정감 확대 및 장기적 

투자 가능, 여가생활 확대,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 참여활동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

고, 그로 인해 공동체가 활성화된다(오준호 2017).

-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어 현장 호응도가 높은 청년 창업농 농정착지원사

업을 농촌 활성화 관련한 각종 활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희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건비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유사 업무인데 도시에 비해 현저히 임금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거나 교통비나 주거비를 추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19) 국내에서도 지역부흥협력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농촌지역에 청년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전라북도의 ‘농촌 과소화대응인력 육성 사업’이다. 농촌 읍ㆍ면, 마을에서 주민들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기획ㆍ추진하는 인력을 모집하여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7년 29명을 선발하여, 도내 시ㆍ군 지역으로 파견하였다. 파견
된 인력은 인력은 각 시ㆍ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기획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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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가 2018년부터 새로 추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

로 전라남도에서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마을단위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해 약정기간(2년) 근무 후 사업장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추진계획

- 기간/대상 : 2019 ~ 2023년 / 귀촌(예정) 청년(만18~39세)

- 사 업 량 : 2,000명 * ’18년 선정 500명 포함, ’21년 대상자는 23년까지 지원

- 사 업 비 : 1,880억원(국 635, 도 605, 시군 533 자부담 107)

- 사업내용 : 2년간 청년 인건비(월180~200만원), 교통ㆍ숙박비(월30만원), 직무

교육, 청년 교류활동 지원, 사업장 컨설팅 등 지원(2년 후 고용승계 시 3년차 지역

정착금 1,000만원 지원)

- 추진방법 : 마을사업장 발굴ㆍ선정(도ㆍ시군ㆍ자문단) → 청년 모집ㆍ매칭ㆍ직무

교육ㆍ사업장배치(도ㆍ시군ㆍ수행기관) → 사업장 및 청년 관리(도ㆍ시군ㆍ수행

기관)

∙ 정주 인프라 지원

- 앞서 제시한 농업ㆍ농촌 현장의 우수사례 대부분은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수익 외에 

적절한 주거, 복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년, 귀촌인 등은 일정기간 농촌에 거

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취ㆍ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 현재 주택구입지원(7,500만원 한도, 연이율 2%, 5년거치 10년 상환)외에 귀농인의 

집, 빈집 정보 제공, 집들이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8개소), 귀농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7개소) 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여가ㆍ문화ㆍ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 주거단지인 ‘청년 보급자리 조성’(2019년 4개소 120세대)이 계획되어 있다.

- 농지와 더불어 주택의 경우도 지자체가 앞장서서 (빈집)정보를 수집하여 지자체 책임 

관리하여 귀농ㆍ귀촌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팜르

라의 사례처럼 세대별 요구에 맞는 다양한 농촌 임시 주거공간 모델 개발ㆍ보급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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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프라의 청년 농부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 팜프라(FARMFRA)는 ‘기반 없는 청년 농부에게 주거와 토지, 수익모델 등 농촌 인

프라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8년 2월 청년 3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회사다. 

∙ 이들은 주거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6평 크기의 이동식 목조주택을 보급하

는 ‘코부기’사업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직접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오픈소스로 공개한다

(전기, 수도, 상하수도

를 모두 자립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상 중). 

∙ 이밖에 커뮤니티 농장

을 이용해서 자본금 없

이 농사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갈수 

있는 청년 농부 수익모

델(쑥대밭), 농촌생활

에 필요한 생활, 생산기술을 배우는 학교(팜프라 학교), 도시 청년들이 초기 진입을 

돕는 문화 프로그램(팜파레), 농사, 가드닝, 집짓기를 할 때 필요한 워크웨어, 손도

구, 친환경 자재 등을 개발하는(팜프라 굿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타 복지ㆍ업무효율화ㆍ교육훈련 지원

- 도시 비농업분야의 경우 작은 규모(30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고용

노동부의 각종 근로자복지 서비스(문화ㆍ여가 지원, 산재근로자복지 지원, 사내근로

자복지기금 지원, 선진기업복지도입 지원, 보육지원, 신용보증지원, 퇴직연금 등)와 

교육ㆍ훈련(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

금)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농업ㆍ농촌의 경 체나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힘든 좋은 일자리 여건을 농업ㆍ

농촌 특성에 맞게 지역 공동으로 갖출 수 있게 지원하도록 농업ㆍ농촌 근로자 복지 

및 교육훈련 지원 체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회계ㆍ노무 및 생산ㆍ

유통 경  정보 서비스, 외부 전문가 컨설팅 제공 그리고 종사자들의 적절한 교육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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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회 확보 등을 지역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경 체의 경우 계약재배, 

생산공정관리, 판매관리 뿐 아니라 계절 근로자 공동 활용 등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3. 대상별 특화된 정책패키지 제공

∙ 앞서 제시한 창농 희망자 2030 청년들을 위한 정책(청년 창업농 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업법인 고용 확대, 제3자 농승계 활성화)외에 20ㆍ30세대 귀촌자, 50ㆍ60

세대 은퇴형 귀농ㆍ귀촌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패키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0ㆍ30세대 귀촌자들에게는 청년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 꼭 농이 아닐지라도 농촌

활성화와 관련한 취ㆍ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초기 상담 후, 지자체와 매칭을 하고, 

농촌 정착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훈련(인턴쉽, 멘토링), 창업공간, 기본생활비, 

주거공간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 50ㆍ60세대를 귀농ㆍ귀촌들에게는 도시에서의 다양한 직업경험을 토대로 농촌에서 

다양한 지역봉사형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

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 재교육 과정에 지역대학 참여를 유도하고, 재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후 귀촌인이 지역에 정착하기 용이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도입할 필요

가 있다.

3.4. 농업ㆍ농촌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중앙 정부의 경우, 부처 전담부서의 조직을 보강하고 중앙 일자리 관련 정책 종합지

원, 타 부처 사업 연계, 일자리 통계기반 구축 등 컨트롤 및 네트워킹 타워 기능을 한

다. 특히 농업 뿐 아니라 전후방 사업을 포함한 농산업 및 농촌 일자리 분류체계를 개

발하고 농산업ㆍ농촌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광역 지자체의 경우 농업ㆍ농촌 일자리 관련 지원 단체(도농교류, 농촌관광, 농촌융

복합산업,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사회적경제, 귀농귀촌 등) 통합ㆍ연계 운  및 주요 

관련 주체간 거버넌스 활성화, 기초지자체 일자리 관련 교육ㆍ조사ㆍ연구 등을 지원

해야 한다. 특히 앞서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제기한 농업ㆍ농촌 근로자 복지 및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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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도농교류, 농촌관광, 농촌융복합산업,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귀농ㆍ귀촌 등에 대한 연구, 자원 DB화 및 사업

추진할 인력을 채용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운 하도록 한다(기초지자체 법인형태로 

중간지원조직 설립 시, 필요인력은 최소한 고정인력 4명과 수익사업 참여인력 3~4명 

등 7~8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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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1

1.1. 국민 삶의 질 저하 문제 대두 

∙ 그동안 총량적 경제성장을 달성해왔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그에 상응한 수준에 도달

하지 못한 상황이다.

- 2017년 기준 OECD 삶의질지수(Better Life Index)1)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하 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과 삶의 균형(35위), 환경(36위), 공동체(38위) 등의 세부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가 간 자살률 비교 결과에서도 한국의 낮은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한국은 

자살률이 10만 명당 24.3명(2017년)으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값인 12.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2위 수준).2)

∙ 최근 들어서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 및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년층 및 노년층 중 다수는 소득이나 은퇴 후 활동 등의 대책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등 세대별로 각기 다른 문제들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 청년 실업률(15~29세 기준)은 2013년 8.0%에서 2017년 9.8%로 증가 추세를 나타

내고 있으며,3)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을 기록

하 다.

- 은퇴연령층인 55~64세 대상 소득 집계 결과, 이들 중 35.7%는 소득 없이 노후를 맞

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73.0%는 연 3천만 원 미만 

소득만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4)

-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살률 지표에서도 확인되는데, 10만 

명당 자살률이 60대는 30.2명, 70대는 48.8명, 80대 이상은 70.0명으로 나타나 국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1)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참고(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pckorea-stat.or.kr/)

3) e-나라지표 홈페이지 참고(http://www.index.go.kr/main.do)

4)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의 중장년층 행정통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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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ㆍ농 연계를 통한 문제 해법 모색 필요성

∙ 오랜 세월 누적된 이촌향도 흐름과 선별적 인구이동 결과, 농촌은 젊은 연령층 부족

으로 미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며, 도시는 인구 집중에 따른 극심한 집값 상승과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7대 대도시 교통혼잡비용은 2015년 추산 21조 29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2006년 15조 4412억 원 대비 37.9%가 증가하 다.5)

-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층의 결혼 회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낳는 동시에, 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 이 같은 도시의 삶의 질 저하 문제는 도시민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그림 4-1 참조)에서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2014년 

대비 2018년 집계 결과에서 도시민들 사이에 긍정적인 평가가 뚜렷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농촌의 경우는 젊은 인구 유출이 지속된 결과, 읍ㆍ면지역 농가 경 주 중 청년 

경 주가 전체의 1.2%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미래 농업ㆍ농촌의 존립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 최근에는 귀농ㆍ귀촌 증가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찾고 도시를 떠난 곳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

어 농촌이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 농촌에 살면서 반(半)은 자급적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X)을 

병행하는 ‘반농반X’ 생활양식6)을 추구하는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7)

- 표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많은 곳이 농촌이며, 

<그림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사회적 경제 조직 수가 최근 몇 년 간 급증하는 

현상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 각종 기반시설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한 만큼 오히려 창업 정신이 더욱 발휘되는 혁신 

창출의 장소이기도 하다. 

5) 2017년 국정감사 자료 참고

6) 예를 들어, 저술, 마을만들기, 지역사회 자원봉사, 예술 창작활동, 향토음식 개발, 특산품 가공, 농가 민박, 지역자원 보전과 같은 활
동들이 해당된다.

7) 농촌에서 자족적이고 순환적인 경제에 기초하여 기존의 경제질서와는 구별되는 ‘산촌(里山)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실천 사례들이 확
산되는 일본의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모타니 고스케ㆍNHK 히로시마 취재팀. 2015.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산촌
자본주의, 가능한 대안인가 유토피아인가?｣.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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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에서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의 ‘저밀도 경제(low density economy)’를 

주장하면서 농촌이 오히려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의 무대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림 4－1.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생활 만족도(2014~18년)

단위: %

자료: 2018년 KREI의 도시 및 농촌 주민(3,152명)의 분야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4－2.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수 변화 추이

자료: 김정섭 외. 2018. “농촌 사회적 경제에 거는 기대, 삶의 질과 일자리”. ｢농업전망 2018(Ⅰ)｣ p.10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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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여가ㆍ휴양활동 및 공동체 참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사회는 도시의 청년층 및 장ㆍ노년층 각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무

대가 될 수 있다.

- 가치 있는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청년층, 일과 여가ㆍ휴양의 조

화 속에 공동체 참여를 중시하는 장ㆍ노년층의 요구를 각각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농촌이 제공할 수 있다.

- 우리보다 앞서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의 길을 걸었던 여러 국가들에서도 도시 문제

를 치유할 해법을 전통적 농촌 사회의 모습에서 찾는 시도가 많았는데,8) 급변하는 현

실 속에 전통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공동체가 살아 있으며, 때묻지 않은 자연과 조

화를 이룬 곳이 바로 농촌 사회 기 때문이다.

1.3. 현실 문제 해결의 지향점으로서 ‘농촌 유토피아’

∙ 현 정부 들어 ‘혁신적 포용국가’가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의 키워드로 등장하 는데, 

농촌을 국가 발전의 핵심 아젠다로 끌어안는 일은 포용국가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 도시 중심의 성장이 수십 년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는 젊은 인구의 지속적 유출 및 

고령화가 진행된 결과, 국토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이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고 장래 지속가능성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농촌 자체가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로 역할을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전통적으로 마을은 공동체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일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전통(공동체의 터)을 지녔던 곳으로서 포용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곳이었다.

- 김기홍(2014)9)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마을을 이루는 원리는, ① 호혜적 평등에 기초

한 자치, ② 공유와 나눔에 기초한 자족성, ③ 구성원 간에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관계

에서 상생ㆍ조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이러한 마을의 특징은 포용사회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하며, 마을을 기본 정주단위로 

이루어진 농촌이야말로 포용사회 실현에 적합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8) 이러한 경향은 단지 아이디어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영국의 경우 19C 무렵부터 오웬(R. Owen) 같은 개혁가의 이상촌 건설 시도
로 이어지거나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운동(garden city movement), 예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 등을 
통해 현실에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9) 김기홍. 2014. ｢마을의 재발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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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마을의 형성 원리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제시하 던 유토피아의 지향점과

도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 특히 근대 이후 제기된 유토피아 논의의 다수는 공통적으로 평등, 공유, 자치, 자연과

의 조화와 같은 가치들을 담고 있으며,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무대를 도시보다는 농촌

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농촌은 거주지, 생산공간, 자연이 

분리되지 않고 어우러진 마을을 기본 정주 단위를 이루어온 곳이기 때문이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림 4-3>과 같이 그동안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향해온 바,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공동체가 살아 있는 곳으로 농촌을 발전시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농촌 유토피아’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작업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3.  ‘살기 좋은 농촌’ 개념도 

자료: 송미령 외.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농촌에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여가ㆍ휴식, 공동체 참여 등의 제반 요소가 조화

롭게 갖추어진 곳은 찾기 힘들고 오히려 정반대가 압도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의지

를 갖고 현실에서 꾸준히 지향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농촌 유토피아’의 의미를 규정

하고자 한다.

-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는 그리스어 어원상 ‘존재하지 않는 곳’(u: not/ 

topia: place)을 뜻하는 공상의 장소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유토피아는 문으로 eutopia로 표기되기도 하며, 이때의 어원상 의미는 

‘좋은 곳’(eu: good 또는 well/topia: place)을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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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농촌 유토피아’ 논의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공상의 장소라는 측면에서 유토피아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의지가 담긴 지향점으로 유토피아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한다.

∙ 농촌 유토피아 논의를 통해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농촌 공간의 수

요자이자 잠재적인 정주ㆍ체류 인구인 도시민까지 포괄하여 농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 대부분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던 근대 이전과 달리, 지금은 도시 인구가 다수를 차지

하고 국민들의 이동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은퇴 연령층 등 여러 

유형의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자아를 실현토록 하는 일도 ‘농촌 유토피아’ 구상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과제이다.

-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를 비롯하여 국가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

한 폭넓고 근본적인 해법을 농촌에서 모색하는 작업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농촌 유토피아’ 논의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 아울러 이러한 국가적 기획을 통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고 농촌 주민들의 삶

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동안 침체되고 공동화되어온 농촌 공동체를 새롭게 되살리는 

것도 ‘농촌 유토피아’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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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대한 국민 수요2

2.1. 국민의 농촌 정주 수요

∙ 통계청 귀농어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 ‘동(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ㆍ면(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촌

인,10) 농지원부, 농업경 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귀농인, 어업경

체, 어업허가등록대장에 등록한 귀어인을 모두 합친 귀농어ㆍ귀촌인은 2013년 42

만 명에서 2017년 52만 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그림 4-4).

- 귀농ㆍ귀촌인의 약 50%는 30대 이하로 2017년 기준으로 약 26만 명의 젊은이가 

농촌에 이주하 다.

- 귀농ㆍ귀촌이 증가하는 동시에 이촌향도는 줄어들어 농촌의 순유입 인구도 늘어나

는 추세로서, 2017년 기준 순유입 인구는 약 12만 명에 달한다. 

그림 4－4.  귀농어ㆍ귀촌인 수 및 농촌 순전입인구 수 

    주: 농촌의 순전입인구는 동→읍ㆍ면 이동자에서 읍ㆍ면→동 이동자를 뺀 수임.
  자료: 통계청. 각 년도. 귀농어ㆍ귀촌인 통계 및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시자료

10) 학생, 군인(사병), 일시적 직장근무지 이동, 귀농/귀어인 및 동반가구는 귀촌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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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으로의 이주 인구 중에서는 경기도 및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로 이동한 

인구 비율이 전체 이동의 2/3를 차지하고 이전 거주지 인근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

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 인구 유입은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나, 대도시 근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으로도 확산되는 경향이다(그림 4-5). 

그림 4－5.  농촌 지향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2017년)

    자료: 통계청. 2017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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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농촌으로의 이주를 구체적인 수준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그림 4-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도별 국민의식조사에서 귀농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이주 예상 시기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2010년에는 향후 10년 이내에 이주하겠

다는 비율이 20.1% 지만, 2018년에는 해당 비율이 27.6%까지 증가하 다.

- 특히, 3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 실행하겠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주 준비자는 2010년 

1.4%에서 2018년에는 4.0%까지 늘어났다.

그림 4－6.  농촌 이주 예상 시기(귀농ㆍ귀촌 희망자 대상 집계)

주: 귀농ㆍ귀촌 희망자 대상(n=716(2010), 705(2015), 470(201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ㆍ농촌에 대한 2010년, 2015년, 2018년 국민의식조사

∙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귀농ㆍ귀촌의향을 가진 사람들 중 60대 이상 연령층

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주를 실천하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50대는 은퇴 연령 

시기인 60대에 맞추어 이주할 계획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

- 마찬가지로 30대와 40대의 경우는 향후 10년 이후에 은퇴시기에 맞추어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향후 10년 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자, 즉 귀농ㆍ

귀촌자들은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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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령대별 구체적인 귀농ㆍ귀촌 실천 계획 시기
단위: %

연령대별 3년 내 5년 내 10년 내 10년 이후
구체적 계획 

없음
합계

19~29세 2.0 2.0 10.2 10.2 75.5 100.0

30대 0.0 0.0 4.8 24.2 71.0 100.0

40대 0.9 1.8 8.8 38.1 50.4 100.0

50대 0.8 11.1 30.2 23.8 34.1 100.0

60세 이상 13.3 17.5 14.2 9.2 45.8 100.0

전체 4.0 8.1 15.5 22.1 50.2 100.0

주: 귀농ㆍ귀촌 희망자 대상(n=47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ㆍ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조사

∙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53.4%),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 동경(22.3%) 등의 이유로 농촌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농업활동을 답한 비율은 10% 이내로 집계되었다(그림 4-7). 

- 농 종사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활동

하려는 사람들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림 4－7.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

주: 귀농ㆍ귀촌 희망자 대상(n=47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ㆍ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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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농촌으로 거주지를 완전히 옮겨서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귀농ㆍ귀촌 유형 

이외에 5都2村이나 4都3村의 생활을 위하는 다지역 거주자가 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을 정해 농촌에 거주하는 형태도 나타나는 등 인구이동 흐름이 다변화되고 있다.

- <표 4-2>에서는 4개 면 지역을 사례로 마을의 2지역 거주 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데, 도시 근교인 양평군 A면 이외에 평창군, 함양군 등지에도 2지역 거주 가구가 

마을에 상당수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농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귀농ㆍ귀촌과 같이 고정된 스톡(stock)으로서의 농촌 정주 

인구 유지를 넘어서 플로우(flow)로서 체재 인구 및 방문 인구 등의 기반 확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표 4－2.  사례 읍ㆍ면별 2지역 거주 가구 분포 행정리 비율
단위: %

구  분
양평군 A면

(n=18)
부여군 B면

(n=21)
함양군 C면

(n=20)
평창군 D면

(n=11)
전체

(n=70)

1∼2호 　0.0 28.6 25.0 18.2 18.6

3∼5호 5.6 23.8 20.0 27.3 18.6

6∼10호 0.0　 0.0　 10.0 36.4 8.6

11호 이상 33.3 0.0　 5.0 0.0　 10.0

모름/무응답 61.1 47.6 40.0 18.2 44.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8년 실시한 사례 면지역 행정리 이장 조사(n=70) 결과
자료: 성주인 외. 2018.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4/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민의 꿈의 실현 무대로서 농촌의 역할

∙ 농촌은 정주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일생의 희망사항

(Bucket List)을 실현하는 무대로 조명받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

- 2018년 12월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버켓리스트를 조사11)하고 그 실현 장소가 어떤 

공간이 될지 분석한 결과, 도시보다 농촌(도농복합, 섬-어촌, 농촌-전원지역, 산촌) 

에서 꿈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8).

11) Bucket List는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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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에서와 같이,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도시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희망했고,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도농복합지역을 포함하여 

농촌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50-60대 이상 연령층으로 갈수록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버킷리스트를 실

현하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4－8.  장래 버켓리스트 추구를 희망하는 장소

자료: 리서치앤리서치 2018년 정기여론조사 20회 

표 4－3.  연령별 버켓리스트 실현 장소
단위: %

구  분 도시
도농

복합지역
섬-어촌

농촌-전원
지역

산촌 기타 합 계

19~29세 51.5 22.5 8.8 9.9 3.4 3.9 100.0

30대 38.0 24.5 11.8 16.2 5.5 4.0 100.0

40대 32.0 18.1 21.7 17.4 7.4 3.5 100.0

50대 29.1 18.6 15.3 21.4 9.1 6.5 100.0

60대 이상 26.7 14.1 23.8 17.1 16.2 2.0 100.0

평균 34.5 19.0 17.0 16.6 9.0 3.9 100.0

자료: 리서치앤리서치 2018년 정기여론조사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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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켓리스트 내용을 살펴보면(표 4-4),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원생활에 관련한 응답이 

많고, 젊은층은 레저ㆍ스포츠 및 경제력 상승 관련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60대의 약 10% 정도는 전원생활이 자신의 꿈이라고 응답하 고, 이 연령층에

서는 봉사활동 및 기부에 대한 꿈도 젊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연령별 버켓리스트 내용 구분
단위: %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여행 45.2 50.5 49.2 58.6 56.2 76.9

전원생활 5.8 6.7 11.2 8.1 10.1 7.7

경제력상승 8.4 8.2 5.8 4.0 3.4 0.0

레저ㆍ스포츠 12.9 7.7 3.7 4.0 6.7 0.0

내 집 마련 1.9 3.8 4.1 1.5 2.2 0.0

봉사활동,기부 1.3 2.9 4.5 4.4 3.4 0.0

창업 0.6 0.0 2.1 1.1 0.0 0.0

새로운 것을 배움 3.9 4.3 5.4 4.4 0.0 0.0

기타 20.0 15.9 14.0 13.9 18.0 15.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비율 산정 시 무응답은 제외하 으며, 중복응답 포함, n=1,003
자료: 리서치앤리서치 2018년 정기여론조사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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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현실과 장래 발전 여건3

3.1.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여건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이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도시민과 농촌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삶의 질

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분야별로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분명히 드러나

는데, 삶의 질 부문별 만족도(0~10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도ㆍ농 간 비교해보

면,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도시민이 평가한 정주 만족도 점수가 높은 값을 기

록하 다(60대 이상 연령층의 일자리 부문은 예외).

- 도시민에 비해 농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특히 낮은 분야는 경제ㆍ일자리 및 문화ㆍ

여가이며, 이어서 보건복지 및 교육 부문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 다.

-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20~30대 젊은 연령층일수록 거주 지역의 정주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어, 농촌이 젊은 세대의 거주 공간으로서 매력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4－5.  도시민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분야별 정주 만족도(연령별 비교)

부 문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도시민 농촌 주민 도시민 농촌 주민 도시민 농촌 주민

보건복지 6.6 5.2 6.8 5.5 7.0 6.0

교육 6.1 5.2 6.3 5.4 6.4 6.0

정주생활기반 6.8 6.0 6.9 6.2 7.2 6.5

경제ㆍ일자리 5.6 4.9 5.6 5.0 5.3 5.4

문화ㆍ여가 5.9 4.9 6.1 5.2 6.2 5.8

환경경관 6.0 5.5 6.2 5.7 6.5 6.3

안전 6.6 5.8 6.8 6.3 7.0 6.7

주: 10점 만점으로 나타낸 척도의 집단별 평균값임(0점 낮음 ~5점 보통 ~ 10점 높음).
자료: 2018년 KREI의 도시농촌 주민(3,152명)의 분야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도시민 949명, 농촌 주민 

2,203명)

∙ 서비스 분야를 보다 세분하여 농촌 주민들이 특히 열악하다고 평가한 항목을 파악한 

결과, 보건ㆍ복지 및 문화ㆍ여가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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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족도 점수가 낮거나 도시 대비 격차가 큰 항목들로는 

의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아동 양육 및 출산, 복지서비스 이용, 문화ㆍ여가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서비스들 중에는 응급의료를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에 국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있는 반면,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이나 보건ㆍ복지 프로그램 같이 지역 차원

에서 인적 자원을 갖추어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6.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가 낮은 세부 서비스 항목

구 분 분 야 세부 서비스 내용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하위

서비스 항목

보건복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종류, 수준이 양호하다

아동의 양육ㆍ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돌봄, 보육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고 이용 가능하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평생학습) 기회가 충분하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문화여가

도서관ㆍ미술관ㆍ문예회관 등 문화ㆍ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문화ㆍ여가프로그램이 존재한다(문화ㆍ체육 강좌, 공연, 화 등)

동아리,소모임등지역주민들이문화공동체활동을활발히하고있다 

도시 대비
주민 만족도
격차가 큰

서비스 항목

보건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종류, 수준이 양호하다

아동의 양육ㆍ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돌봄, 보육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고 이용 가능하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
기반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여가
도서관ㆍ미술관ㆍ문예회관 등 문화ㆍ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문화ㆍ여가프로그램이 존재한다(문화ㆍ체육 강좌, 공연, 화 등)

주 1) 2018년 KREI의 도시 및 농촌 주민(3,152명)의 세부 서비스 항목별(35개)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점수값이 
낮은 항목(하위 10개) 및 도시와의 점수 격차가 큰 항목(12개)을 표시

2) 만족도 점수 값이 낮은 동시에 도ㆍ농 격차도 큰 7개 항목은 음 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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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은 과거 공동체 활동 전통이 강한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주민 고령

화로 공동체 터로서의 기반도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 사례지역 설문조사 결과(2018년 KREI 연구)에 근거하여 농촌 주민의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실태를 집계한 <표 4-7>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노인회나 부녀회 같이 마을

마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에 참여하는 주민 비율은 높으나 그 밖의 활동 참여율

은 10%대 전후에 못 미치고 있다.

- 특히 70대 이상 주민들의 경우 노인회나 부녀회 같이 마을마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에는 참여율이 높지만, 그 밖의 활동에는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은 기존 마을 조직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동호회 등의 취

미활동 참여 비율이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표 4-8>은 사례지역(4개 면)의 행정리 이장(70명) 조사 결과로서 마을에서 활성화

된 경제 및 사회 조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목반이나 농조합 같은 전통적 경제 

조직 그리고 마을회, 노인회 등의 기존 마을 조직 외에 다른 조직이 활성화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대체로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 마을 조직이 과거에 맡았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

기 힘든 여건이 되었음을 감안, 향후 다양한 지역 단위 공동체 활동을 육성하는 노력

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이다.

표 4－7.  농촌 주민 연령별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현황
단위: %

구  분 40대 이하 50-60대 70대 이상 전  체

노인회, 부녀회 등 공동체 조직 활동 36.4 55.6 85.9 61.9

농민단체 활동 (농민회,한농연 등) 6.8 7.0 4.7 6.2

자율방범대, 봉사단체 등 자원봉사 활동 31.4 11.7 2.6 12.7

취미여가 활동 (산악회 등 동호회) 26.3 11.7 0.5 10.9

마을만들기 등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 6.8 6.2 3.6 5.5

환경 및 자연보전 활동 3.4 0.4 1.0 1.2

없음 / 무응답 21.2 25.3 12.5 20.1

주 1) 복수응답 문항으로 해당 활동별 참여 비율을 집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8년 실시한 농촌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4개 면지역 주민 567명 응답) 결과 

재집계(성주인 외. 2018.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4/5차년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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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활성화된 마을 내 경제ㆍ사회조직
단위: %

경제활동 조직 사회활동 조직

구  분 활성화 조직 비율 구  분 활성화 조직 비율

마을금고 1.4 마을회 21.4

새마을 농회 2.9 노인회 37.1

작목반 15.7 청년회 4.3

농조합법인 20.0 부녀회 14.3

농업회사법인 4.3 새마을회 7.1

마을기업/공동체회사 8.6 친목계/놀이계 1.4

협동조합(농수협 제외) 8.6 동호회(취미여가활동) 8.6

들녘경 체 1.4 개발위원회, 마을사업조직 14.3

기타 1.4 귀농귀촌조직 2.9

없음/무응답 60.0 없음/무응답 41.4

주 1) 복수응답 문항으로 활동 조직별로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집계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8년 실시한 농촌 사례지역 이장 설문조사(4개 면지역 이장 70명 응답) 결과 

재구성(성주인 외. 2018.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4/5차년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3.2. 다양한 인적 자원의 농촌 공동체 활동 참여 여건

∙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귀농ㆍ귀촌인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유입 계층

이 농촌에 정착하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ㆍ귀촌인 연도별 패널 조사12)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동 종류별 귀농ㆍ귀촌인의 참여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4-9>에 제시되었

는데, 동일한 응답자인데도 2014년 대비 2018년 참여 비율이 모든 활동 종류에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도시민들이 농촌 이주 초기에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 조직에 참여하지

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농촌에 이주해온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만한 공동체 조직, 단체가 활성화된 지역이 현재로는 많

지 않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4년에 귀농ㆍ귀촌인 패널 1천 명을 선정하여 매년 추적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한 패널 610명을 선별하여 동일 문항에 대한 시기별 응답 변화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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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귀농ㆍ귀촌인의 연도별 지역사회 활동 참여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ㆍ귀촌인 패널 1천 명 중 각 연도마다 조사에 참여한 610명을 선별, 각 활동별 
참여 비율을 집계

자료: 연도별 KREI 조사 데이터 재집계

∙ 지역 공동체 활동이 제한적일 경우, 귀농ㆍ귀촌인 입장에서는 여가ㆍ문화나 친목 활동 

기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창출을 통해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가능성도 제약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농촌 정주 만족도 저하의 요인이 된다.

- 실제로 <그림 4-10>에서는 주민 유형별로 농촌의 분야별 정주 만족도를 10점 만점

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귀촌인 집단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타 집단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경제ㆍ일자리 분야 및 문화ㆍ여가 분야에서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 농사를 주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인 집단에 비해 농촌에서의 여가 및 취미 생활, 공동

체 참여 등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하는 귀촌인 집단일수록 지역사회 활동 기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공적 농촌 정착이 향을 받을 것이다.

- 기존 주민 입장에서도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폭넓게 존재할수록 다양한 커뮤니티 

인력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얻을 것으로 

예상 가능한데, 현실은 그런 기대를 충족하기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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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주민 유형별 농촌 정주 만족도

주: 2018년 KREI에서 조사한 농촌 주민(2,203명)의 분야별 정주 만족도 점수(10점 만점)를 주민 유형별로 집계

∙ 귀농ㆍ귀촌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집계한 

<그림 4-11>의 결과에서는, 귀농ㆍ귀촌 교육이나 정보 제공 다음으로 일자리 지원과 

같이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는 기존 농 정착 지원 중심의 귀농정책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역이

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 발굴이 요구된다.

- 일자리 발굴 및 효과적인 매칭 등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기반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효과적인 주택 정보 제공과 같은 지원책 역시 지역사회 차원의 준비와 관련 중간지원

조직 등 활동 주체가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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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귀농ㆍ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

단위: %

25.4

20.8

17.6

16.2

15.6

14.3

14.2

12.3

11.8

9.2

9.0

9.0

8.1

7.0

6.4

0.7

귀농귀촌교육

사전귀농귀촌 정보 제공

다양한일자리・소득활동 지원

농지,주택,일자리 정보 제공

농지지원

정착자금(주택수리, 이사) 지원

농산물가공・판매・유통 지원

주택구입・임차지원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구입비 지원

귀농인의집/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주민관계형성・화합 지원

상담및컨설팅

인턴십(선도농가 실습)

생활비지원(양육비, 출산장려금)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기타

주: 필요한 지원 시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집계
자료: 귀농ㆍ귀촌인 610명에 대한 2018년 KREI 조사 데이터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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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유토피아, 지금부터 준비할 일4

4.1. 농촌 유토피아 관련 국내ㆍ외 사례와 시사점

4.1.1. 국내ㆍ외 사례

∙ 생활서비스 이용을 비롯해 농촌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감소와 주민 고령화로 

공동체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귀농ㆍ귀촌인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민들이 자발

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활동을 이끄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 살펴볼 사례들은 읍ㆍ면이나 시ㆍ군 등 다양한 공간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활동 내용도 주민 복지, 청년 농 정착, 문화 프로그램 운 , 6차산업화 등 

여러 가지 역에 걸쳐 있다.

- 농촌에 정착한 귀농ㆍ귀촌인뿐 아니라 주변 도시(또는 중심지)와 배후 마을 간의 

교류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도들도 고찰하고자 한다.

∙ 먼저, 여민동락 공동체는 노인 비율이 40%로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인 광군 묘량면

에서 주민 복지활동에서 시작하여 교육, 일자리, 생활서비스, 문화 등 제반 역의 

활동을 진행하여 농촌 지역공동체를 재활성화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2007년 이 지역에 귀촌한 세 부부가 자립적인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지향점으로 

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열고 주간보호센터 운 과 재가노인복지활동 등을 추진한 데

서 출발하 다. 

-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복지를 위해 협업농장을 운

하고 2009년 설립한 가공공장에서 협업농장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모싯잎 송편을 

생산ㆍ판매하 다.

- 폐업한 지역 소매점을 대신하여 2011년부터 동락점빵을 운 하게 되었으며, 생필

품, 식재료를 이동 판매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다(동락점빵은 2014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 2011년부터 마을학교를 운 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사, 물리치료, 민요, 한글

교실, 미술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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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단체 협력으로 다양

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 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났

다(12명이던 학생 수가 77명으로 증가).

- 농촌 공동체 재생을 목표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진행하 고, 젊은 가구가 늘어나

는 등 지역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지금까지 여민동락에 합류한 귀농ㆍ귀촌인은 총 36명(자녀까지 합하면 60명)으로 

집계되며, 학교 살리기를 계기로 지역에 귀촌한 주민은 총 29명(성인 14명, 자녀 15명)

에 이르는 등 총 89명이 지역에서 새롭게 거주하게 되었다.

그림 4－12.  여민동락 공동체 활동 사례

모싯잎송편 가공공장 마을학교 한글교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동락점빵 이동장터

자료: 권혁범. 2018. “여민동락공동체의 농촌복지 실천과 향후 과제”. 「포용성장과 농촌복지」 (사)한국농촌복지
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5~116 

∙ 홍성군 장곡면에 소재한 젊은협업농장은 농사 경험이 없고 지역에 연고가 없는 청년

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지역 풀무학교 교사 출신 대표가 2012년 착수한 쌈 채소 재배 농장에서 출발하여 

2013년 ‘젊은협업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을 출범하면서 청년 농민을 육성하

는 농장으로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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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농장에서 1~2년 농사를 배운 뒤 독립하여 자신의 농장을 시작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활동만이 아니라 마을 행사 등 농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 청년 세대가 농사만 지으면서 가질 수 없었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하 으며, 2017년에는 평민지역학교를 개설하여 “유기

농업”, “역사인문학”, “기초화학”, “유기재배의 기초와 실제”, “지역의 이해” 등의 

강좌를 운 하여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 젊은협업농장이 자리를 잡는 데 지역사회 주체들의 도움이 컸는데, 홍성유기농 농

조합법인은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들 고, 마을의 고령 농가들은 땅을 제공하

으며, 풀무학교는 농장에서 일할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 다.

그림 4－13.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사례

자료: 정민철. 2018. “이상 농촌: 홍동면과 장곡면 사례를 통해”.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워크숍 자료집. p.3~11

∙ 젊은협업농장은 청년들의 농 정착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활동 주체들과 연계

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같은 장곡면에는 농업활동을 통한 정신질환자 재활 프로그램을 운 하는 행복농장

(2014년 설립)이 소재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젊은협업농장은 행복농장과도 협력해

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젊은협업농장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직원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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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는 젊은협업농장과 별개로 청년농부 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지역에 찾아

오는 청년들을 이 지역 9개 농장들과 연결하여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 그 밖에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장 출신들이 농장 일과 병행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로 나서거나 농장이 

소재한 도산리 일대 권역개발사업 운 위원회의 사무장 일을 하기도 한다.

-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필요한 활동에도 역

할을 발휘할 수 있는 농가(대체로 농업소득 3천만 원 미만 규모 농가 그룹)들이 폭넓

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젊은협업농장의 지향점이 있다.

∙ 귀농ㆍ귀촌인이나 청년들의 농촌 정착 지원 사례와 달리, 도시 또는 중심지 지역 주민

들의 문화활동이 확산되고 배후 농촌과 연계 추진되면서 지역 활성화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금산군에 소재한 금산문화의집 사례에서 볼 수 있다.

- 2000년 처음 금산읍에 자리잡고 이후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에까지 이른 금산

문화의집에서는 기존의 강좌 프로그램 중심의 운  방식에서 벗어나 2009년부터 본

격적으로 주민 주도의 동아리 활동 확산 중심으로 운  방향을 변모하기 시작하 다.

- 2017년 기준으로 36개 동아리 500여 명 회원이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들 동아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 다(예: 사진, 

밴드, 노래 교실 등의 동아리를 엮어서 함께 공연 프로그램 진행).

- 시장의 로컬푸드 판매 행사와 동호회 공연을 결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

나,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거친 커피 동아리 회원들이 카페를 창업하는 등 문화의집

에서 운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되었다.

- 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동아리 활동을 면 지역 마을 행사와 연계하고자 시도하

는데, ‘100개 마을 결연 맺기 사업’, ‘오지 마을 투어 공연’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집 

동호회에서는 선생님 회원들을 모집하여 농촌 마을 아이들 대상 교육 봉사 활동도 실

시하고 있다.

∙ 도시에서 생활하던 청년들이 농촌 지역으로 귀향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례들도 있다.

- 예천군의 종자생산계약재배를 통해 마을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위기의 농촌을 

복원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울진군의 저염김치와 세계 최초의 식물성 치즈를 개발하

여 지역혁신을 창출한 사례, 오미자 김으로 10억 원 대 매출을 올리는 문경 사례 등에

서는 20대에 서울 등 외지로 떠났다가 30대에 고향 농촌에 돌아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을 창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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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사회적 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인 39%보다 두 배 이상인 88%에 

달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고용 부문의 성과도 매우 높다.

∙ 더불어 농촌지역에서는 은퇴 연령층의 사회 참여를 통한 주민 행복 증진 및 지역공동체 

재생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 칠곡군 ‘어름사니’ 재능나눔 프로젝트는 전문 인력으로 일하던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이다. 

- 칠곡군에서는 은퇴자를 비 리단체와 연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지역의 재주꾼 210명이 현재 활동 중이며 

이들은 읍ㆍ면 사무소의 평생학습센터와 민간에서 운 하는 각종 교양강좌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연계하여 방과 후 학교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군에서는 인적자원 발굴 및 인력풀 구축, 재능기부자와 재능기부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연결해주는 매칭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공동경작ㆍ협동조합ㆍ직접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스페인의 공동체 마리날레다의 

사례를 통해 농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인구 2,700명 규모의 마리날레다는 1980년대 실업률이 

60%를 넘는 침체 지역이었다. 하지만 유토피아를 꿈꾸며 공동체가 노력한 끝에 농업

을 기반으로 현재 ‘실업율 0%, 주택보급률 100%’인 곳으로 변모했고 매년 인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마리날레다는 스페인 정부의 무상의료로 인해 의료비가 들지 않고, 월 2만 원 정도면 

잔디구장ㆍ스포츠센터ㆍ노인복지관ㆍ문화센터ㆍ아동보육시설ㆍ수 장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월 15유로(약 2만 1천 원)의 비용으로 상속이 가능한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다. 

- 이러한 것은 상생 경제 구조를 창출한 것과 주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했다.  

- 정부로부터 1,200ha를 공유지(우모소 농장)로 얻어낸 마리날레다에서는 한 달에 15

유로(약 1만 8천 원)을 내면 농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공동 농장에서 

일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루 47유로(월평균 1200유로 정도)의 동등한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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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날레다의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연합(SOC)라고 불리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이 조합은 우모소 농장을 운 하는 우마르 협동조합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다. 우마르 

협동조합은 농장 운  외에도 올리브오일 공장, 통조림 공장 등을 운 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 마리날레다 주민들은 삶의 목표가 경쟁이나 개발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에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즉, 유토피아는 실천적 노력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함께 변화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14.  스페인 마리날레다의 유토피아 실험 

우모소 농장 전경(1) 공동농장(2)

마리날레다의 공동주택(3) 마리날레다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벽화(4)

자료 1) (1),(2),(3)은 한겨례21. 2014.4.12. “유토피아 꿈꾸는 마을 마리날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4/04/12/story_n_5136650.html

2) (4)는 경향신문. 2016.10.05. 창간 70주년 기획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51812005&code=970100

4.1.2. 시사점

∙ 이상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공동체 살리기’라는 키워드와 주민 및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 여민동락 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사례들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관점 하에서 모두 귀농ㆍ귀촌인을 비롯한 지역 주체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촉발하

고 확산시킨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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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조직 중심의 분권에만 머물지 않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는 점도 젊은협업농장, 칠곡군 재능나눔 

프로젝트 및 스페인의 마리날레다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민동락공동체, 어름산이 재능나눔 프로젝트와 같이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역을 주요 대상으로 활동하는 주체들이 존재하는 것이 농촌 공동체 재활성화에 관

건이 됨을 볼 수 있다.

- 농촌에 이주한 인적 자원들이 이러한 활동 역을 매개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특히 사회적 경제 역에서 농촌의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활용성 높은 전략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활동에 종사할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일이 요구된다.

- 여민동락공동체의 경우 활동을 주도한 세 부부가 처음 귀촌한 후 초기 정착 단계에서 

주거, 소득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끝에 현재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인적 자원의 농촌 이주ㆍ정착부터 지역 활동 

참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러한 플랫폼을 이끌어갈 중간지원조직 같은 주체의 역할도 요구된다.

- 특히 젊은협업농장 사례에서 보듯이 소득이나 지식ㆍ경험 등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일정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 농촌 공동체 활성화가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 노력을 전제로 하지만, 행정 차원에서의 

뒷받침도 필요하므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농촌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는 일은 다양한 역에 걸친 종합적 시책을 필요로 

하므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부서에 걸쳐 통합적인 정책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농촌에 이주, 정착하는 귀농ㆍ귀촌인만이 아니라 인접 중심지나 주변 도시에 거주하

는 도시민들과 배후 농촌 주민 간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확대하는 일도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

- 금산문화의집 사례에서와 같이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도시민 입장에서도 사회 공헌

뿐 아니라 자신의 활동 기회 확대, 버켓리스트 추구 등의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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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책 과제

∙ 귀농ㆍ귀촌 증대 등의 국가적 트렌드를 반 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를 유도하

여 농촌 공동체 재생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촌에 정주하기를 희망하거나 농촌을 무대로 희망했던 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도시

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농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인구 과소화로 시장경제 역의 생활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역의 커뮤니티 활동에 도시의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내용상으로 기존 귀농 지원 중심 정책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대상 및 내용

을 다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귀농 희망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농촌 이주, 

정착 및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며, 내용상으로도 주거, 일자리, 교육, 지역

개발 등 여러 분야 시책들이 연계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이주ㆍ정착 또는 재능 기부 등 여러 형태로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청년층의 경우 수당 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단기적ㆍ한시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지속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중장년층의 경우 농촌 정주 의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ㆍ농 지자체 간 연계 

프로그램 발굴이 시도될 수 있겠다.

∙ 귀농ㆍ귀촌인, 도시민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농촌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가칭)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도입, 확산시키도록 한다.

- 이는 ‘유토피아’라는 지향점에 걸맞도록 삶터, 일터, 쉼터이자 공동체 터로서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 다만, 농촌에서 새로운 활동 기회와 자아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청년층과 신중년

층, 은퇴 연령층 등 도시민들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추진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그림 4-15>에 예시한 바와 같이 해당 프로젝트는 주택이나 일자리 및 소득 개발, 마을 

활성화, 생활서비스 개선, 귀농ㆍ귀촌 유치 같은 다양한 역을 포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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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향하는 농촌 유토피아의 모습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주체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 특정한 상을 제시하거나 일률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역 

주체들이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하도록 한다.

- 각 지자체나 하위의 지역 공동체, 마을 등 여러 공간 단위별로도 유토피아의 지향점

과 사업 내용, 추진 과정에서의 주체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이한 주

체들이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

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림 4－15.  ‘농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 분야(예시)

∙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광군 여민동락공동체나 

홍동면 젊은협업농장 같은 형태의 활동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통합적인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농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복지, 교육, 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는 지자체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 단, 이러한 시책이 행정 중심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수요자에 필요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일련의 정책 과정을 이끌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에 많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지원 역할에 머물지 않고, 농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들을 폭넓게 발굴하며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농촌에서 활동하거나 이주ㆍ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재능 뱅크 등을 통해 

농촌 공동체와 연결하는 일도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역할이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현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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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농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2018년

부터 추진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향후 추진할 농촌계획협약 및 균형발전위원회

에서 총괄 추진할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해당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지역

사회의 여건이 갖추어진 일부 농촌 지자체들과 협력 하에 시범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도시 지자체와 농촌 지자체의 연계 사업 추진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ㆍ농촌 분야 유관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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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등장 배경1

1.1. 이윤추구 농산업과 먹거리 불안 

∙ 원래 농업 생산과 소비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사회에 보편적이고 불가결한 경제행위

이며 불가분의 관계이다. 생산된 것이 소비되고 다시 생산되는 끝도 없는 순환과정은 

오랜 인류사에 천재지변의 향을 받으면서도 어떤 공동체라도 반복되어 왔다.

- 오늘날에도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지구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로 전 지구적 생산과 소비의 순환은 완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국가에서 생산과 소비는 순환되지 않고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 국민 국가에서 한 산업이 없어지면 그 생산은 모두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 만약 해외

에서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그것이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농식품이

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우리나라 2016년 현재 공급열량 기준 자급률은 38.8%1)에 불과하여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농업을 비롯한 먹거리 관련 산업은 인간 생명에 필수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넘어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 생산 역으로 다루어진다.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

하 다. 특히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여 도시 생활양식이 보편화되고 먹거리도 대량

소비, 대량수요가 발생하며 농업에서도 상품화가 진전되고 있다. 

- 먹거리의 상품화는 생산력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생산자는 격렬한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이나 상품성 향상에 노력한다. 농업도 화학비료, 살충제 

등 화학농법과 기계를 이용하여 노동을 절약하고, 연중 생산을 위해 유기 생물의 생

육을 억제하는 인공적 방법 등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이 아닌 공업기술로 대응한다. 

∙ 농산물 상품화가 진전되고 도시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는 

농산물에 대한 상품(특히 사용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말았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교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물건과 물건의 관계를 통해 

1) 2016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37 공급영양소 자급률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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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농산물을 거래하는 동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활과 생명 유지라는 

생존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는 생활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비싸게 팔기 원

하고 소비자는 가능하면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농산물의 거래 동기는 생활과 생명의 유지라는 인간 생존에 관계되지만 실제 시장에

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연결되는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가격과 수요ㆍ공급의 

관계를 통해 작용한다. 이것이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말하는 “사회관계가 경제 

시스템 속에 매몰되어 있는 현상”이다. 

표 5－1.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산물 사용가치

구 분 거래 동기 농산물의 사용가치

생산자 생활 유지 생활수단 획득

소비자 생명 유지 먹거리(생활필수품) 

∙ 생산자인 농업인과 기업인이 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생산

방법은 인간에게 필수품인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생산성 높은 대량생산과 전세계적인 대량유통을 위해 단일 작물의 규모화에 다량의 

화학농법이 사용되고, 장기보존을 위한 첨가물을 사용하며 이에 대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해당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요구하는 행태를 초래했다. 

∙ 우리나라에서는 농식품 산업의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1970년대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소비를 추구하는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 로컬푸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림 5－1.  이윤추구 농업이 초래하는 현상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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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취약계층 복지 약화

∙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도 경쟁력을 앞세우며 생산성을 강조

하던 경제성장 일변도의 산업화 시대에서 경제저성장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 금융위기는 상대적으로 금융과 부동산 중심의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큰 향을 

주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는 유럽에까지 전파되어 은행을 파산시켰고, 은행의 

파산은 금융시스템을 마비시켰고, 돈이 돌지 않게 되자 실물경제마저 악화되었다.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었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에 막대한 돈을 쓰며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 특히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New Normal2) 

시대로 이행하 다.

- 저성장 시대로 이행은 특히 유럽에서 중요한 성장 동력인 공공소비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 고 민간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화 되었다.

그림 5－2.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필자 작성

-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 국 등 서유럽 국가들까지 본격적인 재정개

혁에 나서고 일본도 소비세 인상 등 재정개혁에 나서며 성장률 하락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에선 재정위기를 계기 복지를 대규모로 삭감하 다.3)

2) 뉴 노멀은 경제의 변화 흐름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고성장ㆍ고부채 시대는 ‘올드 노멀’이
라고 하면, 금융위기 이후 부채 축소를 통한 구조적 저성장시대는 ‘뉴 노멀’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글로벌 채권투자회사 핌코
(PIMCO)의 최고경영자(CEO) 모하메드 엘에리언(Mohamed El-Erian)이 2008년 펴낸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에서 언급해 알려졌다. 매경시사용어 참조(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2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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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저성장기는 투자 부진, 기업 간 성과의 양극화, 고용 불안, 소득 분배의 악화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문제로 나타난다.

- 저성장기에는 고용안정 장치에 대한 정치ㆍ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취약한 사회안

전망 강화와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투자 위험도 높아지고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며 실업률

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제 사회적 화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공생, 상생을 논해야 할 시기이다.

∙ 공생과 상생의 논의 가운데, ‘먹거리는 도로나 전기처럼 누구나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의 하나이므로 시민의 먹거리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공공이 

나서서 먹거리의 순환체계를 개선’4)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 이는 국민국가의 시민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먹거리 기본권’으로 실현한다는 취지이다. 실제 해외 푸드플랜 사례에서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비롯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역 먹거리 전 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3. 국민의 농업으로 농정 변화

∙ 2017년 현재 농림어업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고, 1990년대 이후 

농정은 전업농,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농업 구조개선 정책을 실시하 지만 규모화된 

전업농은 소수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80% 이상은 중소농, 고령농으로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 농업문제는 산업화 이후 1990년대까지 노동력 부족, 후계자 부족, 경 인력 

부족 등의 농업인의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 된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먹거리의 안전성, 농업ㆍ농촌에 대한 수요 다양화 등 농산물 소비 측면의 

문제가 농정에 큰 향을 주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나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등은 먹거리 안전

이나 향토음식, 전통음식, 체험ㆍ관광 등에 소비자의 수요를 반 한 정책이다. 

3) “지금 유럽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급격한 축소는 2차 대전 후 유럽을 지탱해 온 ‘사회 계약’을 다시 쓰는, 엄청난 
정치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로 포장되어 정치적 토론과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중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 지금이라도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구조조정
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어 사회적 갈등이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 
일부국가들처럼 계속된 갈등과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장하준 칼럼. “유럽경제 위기의 교훈”. 경향신문 2011년 12월 6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52101445&code=990000

4) 완주군 2018년 11월 15일. 완주군민 먹거리헌장 선언문 중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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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농정은 농업생산보다 농산물 수요 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소비 

주체의 의향을 농업생산에 적극 반 하는 ‘국민의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 농산물 소비는 2000년대 이후 양적 소비에서 질적 소비로 전환 중이다. 소비자는 양

보다 질을 우선하며 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한 식품 소비를 중시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가 증가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확대하는 추세이다. 다만 아직도 가급적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생산자가 반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도 경제 저성장기에 진입하며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며 농산물 소비에서도 가성비를 높이려는 노력이 점차 거세지고, 정보 및 통신의 

발달, 소비 구조의 변화로 농산물도 직거래를 선호하는 주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5－3.  ‘국민의 농업’으로 농정 변화

    자료: 필자 작성

1.4. 중소농 및 고령농 대책

∙ 우리나라 농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 간 성장률 

격차 확대로 줄곧 축소되어 2017년 현재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4.7%에 불과하다. 

그 결과 농촌지역은 지방소멸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특징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기능 붕괴 등이며, 이러한 

지역의 고착화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개발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존속근린’은 유휴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린의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과 과제   141

활성화, ② 생활 기능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인 ‘준한계근린’은 거주민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수준 이상의 삶의 질 보장이 요구된다.5) 결국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최저수준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다.

∙ 지자체 단위에서는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농

업인의 소득은 정부 보조금(재정 지출)인 이전소득보다 농업 및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지금까지 농정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시장출하를 목표로 하는 경쟁력 있는 농가(전체 

농가의 20% 이하)를 대상으로 산지유통의 규모화, 마케팅 전문화 등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 다. 반면, 농가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 고령농은 지역에서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지만 마땅한 판로가 없어 소득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농촌지역에 상공업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지역농업과 풍부한 지역 문화, 

자연을 활용할 기회는 다양하다. 지역 농경문화의 체험,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맛집 

등 농업의 6차 산업이 농가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소

비자 교류, 역량강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접목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

∙ 2008년부터 전북 완주군이 실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정책은 지역 내 농업부문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며 지역경제순환의 매개 역할을 한다.  

- 로컬푸드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이윤이 지역 생산자에게 돌아

가고, 생산자는 그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상품으로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킨다.

- 로컬푸드는 단순히 소득증대, 유통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에

게 생산적 복지, 일자리 창출, 토종씨앗 및 전통의 맛 복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자신

감 증대, 식량자급률 향상,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으로도 나타난다. 생산자가 직접 가

격과 공급량을 조정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소비자는 최소비용으로 

신선한 지역 먹거리 구입이 가능해진다.

- 생산자는 출하처를 변경하면서 경비를 절감하고, 소량 및 비규격품의 판매도 가능하

면서 상품화율이 높아져 농업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소비지출 증가, 로컬푸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선순환6)에 기여한다.

5) 구형수. 2018. “소멸위기의 지방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No.681.

6)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란, 소비자의 지출을 통해서 지역 생산을 살리고, 그 생산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면 해당 지역 내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다음 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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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동향과 특성2

2.1. 국가 푸드플랜 동향

∙ 국가 푸드플랜은 각국의 경제사회 및 정책 여건ㆍ환경 등을 반 하여 정책 비전과 

목표가 다양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 사업도 차이가 있다.

-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은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

적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그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단계나 그에 따른 현실 

정치적 조건에 따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해결방법이 다르다.

- 브라질은 1999년 국민의 식생활, 양, 건강 증진을 주요 목표로 국가 푸드플랜을 수

립한 반면, 프랑스는 2010년 국민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양, 안전

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모든 국민이 접근’하는 정책으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 다.

- 스웨덴은 2017년 국내 농식품 생산ㆍ소비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쟁적, 혁신적,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푸드체인 수립’을 정책비전으로 수립하 다.

∙ 주요 국가의 국가 푸드플랜에서 정책 목표와 세부 내용 등은 차이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농식품 정책에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특히 농식품 관련한 문제ㆍ이슈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현하고자 한다. 국가 

푸드플랜을 매개로 먹거리 정책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림 5－4.  국내외 푸드플랜 수립 동향 

자료: 황윤재. 2018.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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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가 푸드플랜 수립 현황 

국가 계획명칭 수립연도 정책 비전ㆍ목표 및 주요 내용

노르웨이
Norwegian Govt’s 

Nutrition and Food Policy
1975

건강한 식습관 권장; 세계 식량공급 안정화에 기여; 국내 생산에 대한 
소비 촉진과 국가 식품 자급률 강화; 농촌 경제 강화와 외곽지역으로 인구 
정착 안정화

브라질
Nation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Policy
1999 국민의 식생활, 양, 건강 증진

스코틀
랜드

Recipe for Success 2009

국내 식음료 산업 진흥; 음료ㆍ식품 국가로서의 명성 확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 보장; 공공부문을 지속가능한 식품 조달의 모범으로 제시; 
안전하고 변화에 탄력적인 식품 공급 보장;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생산; 국민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장

프랑스
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PNA)
2010

충분한 양의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모든 국민 접근
(사회정의; 청소년 식생활교육; 음식물쓰레기 대응; 식품 지역성 강화)

국 Food 2030 2010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푸드시스템 수립(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사 장려; 
탄력적이고 유익, 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실현;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음식물쓰레기 감소, 재활용ㆍ재처리; 
기술ㆍ지식ㆍ연구ㆍ과학기술 향 증대)

일본
「食」に関する将来ビジョン

(식에 대한 미래 비전)
2010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 활성화; 아시아 성장력 확보와 글로벌화 대응; 저
출산 고령화 대응;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아일랜드 Food Wise 2025 2014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 성장 견인; 식품산업 인적 자본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혁신; 식품분야 시장 개발; 세계시장에서의 경
쟁력 확보 

스웨덴
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
2017

경쟁적, 혁신적,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푸드체인 수립(국가 환경 목표를 
달성하면서 전체 농식품 생산 확대;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쟁력 있는 식품공급체인 구축)

캐나다 Food Policy for Canada 추진 중
적정 가격, 양질의 식품에 국민 접근성 증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 
능력 제고; 환경적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자연자원 보전; 양질의 농식품 
생산ㆍ공급

한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추진 중
지속가능한 먹거리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건강한 먹거리; 누구나 누
리는 먹거리; 생태친화적 먹거리; 더불어 사는 먹거리)

주: 프랑스는 2010년에 수립된 국가 푸드플랜(PNA)를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황윤재. 2018.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KREI 

2.2. 지역 푸드플랜 동향

∙ 지역 푸드플랜은 국가 푸드플랜과 별개로 전 세계 주요 도시ㆍ지역에서 시도되었다. 

- 국의 런던(2006년), 맨체스터(2007), 캐나다 토론토(2010년), 밴쿠버(2010년), 

미국 뉴욕(2010년), 시애틀(2010년), 버몬트(2009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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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는 전주시(2015년), 서울특별시(2017년) 등이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ㆍ추진하

고 있으며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의 특성ㆍ여건을 반 하여 보다 구체적인 농식품 관련한 지역 

현안, 예를 들면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 지역순환생산 등에 대한 관심이 반 된다. 

- 특히 먹거리들 둘러싼 공공성, 지속성, 순환성 등 다양한 가치 회복을 추구하면서, 

지방정부 또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계기로 맺어진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이하 밀라노 

협약)은 지역별ㆍ도시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푸드플랜의 세계적인 확대ㆍ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

- 밀라노 협약은 포괄적 먹거리정책 수립과 소농 존중, 거버넌스 구축 등 푸드플랜의 

표준 이념을 정한 협약이다. 기존의 생산ㆍ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식품 생

산부터 소비 및 폐기까지 푸드시스템 전 단계를 정책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다룬다. 최근 정책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푸드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국민 양ㆍ건강 문제 등을 공공 역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속성’, ‘공공성’, ‘형평성’의 개념을 농식품 정책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구체화

하 다.

- 밀라노 협약은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협약이지만, 관련 주체와 부문 간 다층적 연계ㆍ

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 및 국제 정책 전반의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국제

적으로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공동 행동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안

하 다는 점에서 지역은 물론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체계적 논의를 가능케 하 다.7)

-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전남 여수시, 전북 완주군 등 4개 지역이 밀라노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먹거리 공급과 유통

분야, 완주군은 먹거리 정책 우수도시 거버넌스 부문에서 ‘밀라노 협약’ 특별상을 

수상했다. 

7) 황영모 외, 2015: 6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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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푸드플랜 특성

2.3.1. 지속가능한 먹거리 운동의 연장선 

∙ 1970~80년대 유기농업운동 : 1970년대 다투입농법의 강제적인 정책수행에 반발하여 

발생한 유기농업운동은 판매를 위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 유기농업의 가치를 교육한 

생산자 주도 직거래 운동이다. 

- 농약ㆍ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은 벌레가 먹거나 규격화 되지 못한 

외관으로 인해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대량유통에서 상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

므로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판로를 구하기 위해 직거래를 채택

하 다. 

- 다만, 조직화되지 않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이므로 유통체계도 없었고 따라서 

거래의 지속성도 담보되지 않았다. 주요 소비자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회원, 수확

기나 계절 행사에 일회적 판매 고 취급 품목도 곡류나 농산가공품에 국한되었다.

∙ 유기농업운동은 생산자 주도 직거래의 한계 때문에 거래가 지속적이지 못했지만 친

환경농산물 직거래가 일반농산물 거래와 다른 점은 소비자와의 관계 설정 부분이다. 

- 소비자가 권리로 인식하는 농산물 선택이 생산자의 생활과 직결되며 소비자의 생명

과 직결된 먹거리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적극적이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는 농

산물 거래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

비가 다르고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거래 당사자가 인정해야만 거래가 성립하기 때

문이다.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적극 활용

하 다. 

∙ 1990~2000년대 생협운동 : 1990년대 이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운동의 주체는 생

산자에서 생협으로 전환되었다. 1987년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 농산물 시장, 중산층 

형성 등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배경으로, 농업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먹거리 문제를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곧 생협운동이다.  

-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유통마진 축소를 의미하는 농산물 직거래 개념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의 관계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다. 

- 본래 농산물 직거래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

격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생협은 ‘생산자는 소

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표어로 내세우며 일반농산물 시장에서 구

입할 수 없는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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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 직거래에서 중시되는 것은 상품의 품질과 함께 생산자와의 관계이다. 생산자가 

재생산 가능한 농업경 을 유지하여야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생협은 생산계약 및 선급금 지급, 생산 및 가격안정 기금 등의 제

도를 마련하여 생산자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다.

- 다만 생협의 농산물 직거래운동은 소비가 규모화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를 계

열화하고,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직접 대면하는 관계에서 제도적인 장치로 대체되었

다. 이후 생협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생산-소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으며 생협 판매

장이 여전히 도시지역에 분포하므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

∙ 로컬푸드 운동 : 2000년 이후 글로벌푸드에 대안으로 로컬푸드가 본격 논의되었다. 

농업의 세계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농의 붕괴, 먹거리 불안 등이 제기되고 이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소비지가 가까운 지역농업과 연대ㆍ상생하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 특히 2005년 이후 생협운동의 약점을 보완하며 지역농업과 연대하는 원주협동 사회

경제네트워크의 시민단체나 전북 완주군, 충남 홍성군 등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역

농업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 기존 농산물 직거래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득을 향상하고자 했다면,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소량 다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며 거래한다. 생산

자는 소비자의 요구를 생산에 반 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으로 

생산방식을 바꾸고, 가격도 소비자 반응을 살피면서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생산자가 직접 결정한다. 

- 로컬푸드 운동은 중소규모 생산자에게 ‘농산물 제값받기’ 차원에서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 안전ㆍ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내 유통망 복원 운동이다. 로컬

푸드가 지향하는 방식은 지역 농업과 환경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중소규모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 하는 지역순환경제 체계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49.5%가 

집중하여 지역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이 심하다. 로컬푸드가 좁은 지역 범위를 

물리적 거리로 받아들이면 로컬푸드는 수급이 불가능하다. 품목별 수급이 가능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 이외에 신뢰, 지속적인 거래 등 관계성을 갖으며 ‘국산 농산물 

우선 사용’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로컬푸드는 단순히 대량유통과 상반된 개념만이 아니다.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생산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소비자가 적절히 보상하며 거래를 지속한다. 

로컬푸드는 거래 주체가 이러한 거래 방식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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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로컬푸드는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행위가 본래 서로 상생 관계임을 인식하

도록 하는 모든 방법이 활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국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2.3.2.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적 움직임은 일부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2015년 ‘전주푸드 2025플랜’, 2017년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이다. 

∙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운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 중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등장한다.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의 확산을 위해 2018년 선도지자체 9개 지역을 선

정하여 연구용역비, 교육 및 거버넌스 등을 지원하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하 다.8) 

∙ 푸드플랜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국가와 

지자체,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 ‘농업인의 농업’이 아니라 ‘국민의 농업’으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통합

적 관점에서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 이 때 국민의 농업이란, 농가인구의 80% 이상인 중소농, 고령농이 지역에서 안정적

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농업의 지속성, 지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8) 선도지자체는 4개 유형으로 농촌형 2개소(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도농복합형 4개 지역(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
시, 전북 완주군), 도시형 2개 지역(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이며 광역형 1개 지역(충청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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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푸드플랜의 구성과 개념

▸ 상부구조(먹거리 관련 민관 거버넌스): 생산-소비 관련주체의 자기결정권 확립(= 지방자치)

▸ 하부구조(물류 및 유통): 지역 내 유통망 구축(= 로컬푸드 실현)

  자료: 상부구조는 필자 작성, 하부구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자료

∙ 국민 먹거리의 안전ㆍ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으로서 푸드플랜은, 국가 및 지역의 

먹거리 관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민관 거버넌스인 상부구조와 지역 내 물류가 로

컬푸드 중심인 하부구조로 구성된다. 

- 국가 푸드플랜은 식량안보, 식품안전, 국민 양 등에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중앙정부 각 부서별 정책에 타 부서 사업과 상호협력이 필요한 상부구조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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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푸드플랜은 안전한 먹거리,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기 결정권’을 발휘하고 나아가 이들이 지역 내 연계가

능성을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 구현하는 실행 단위이다.

∙ 그러므로 국가 푸드플랜은 정책 지표나 기본권 선언을 포함하는 당위적 명제 외에도 

지역 푸드플랜이 먹거리의 공공성과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국가 푸드플랜은 2018년 4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련 전문가로 실무단을 

구성하여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핵심아젠다(안)를 도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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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 추진 사례3

3.1. 해외 국가 푸드플랜 사례

3.1.1. 프랑스

∙ 1990~2000년대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국가 공공식품 정책

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확산되었다. 2003년 ‘국가식품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alimentation: CNA)’ 설립, 2010년 농식품부(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MAA)를 주무부처로 하는 ‘제1차 국가식품프로그램(le Programme 

National pour l’Alimentation: PNA)’을 수립하 다. 

∙ 2014년 제2차 PNA는 4개 축 86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 국민의 먹거리 접근성 

확보, 청소년 식생활 교육, 음식물 낭비에 대한 대응, 먹거리 지역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5－3.  프랑스 제2차 국가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구성 축 주요 내용

제1축 사회정의 국민 양ㆍ공급개선, 식품공급체계 개선, 식품감독체계 확립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도구 개발 등

제3축 음식물쓰레기 대응 음식물쓰레기 감소, 기부활성화

제4축 식품 지역성 강화 지역 먹거리 공급 촉진, 먹거리 유산 가치화 

자료: 황윤재 외(2018) 참조 

∙ 국가식품프로그램(PNA)는 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ㆍ연계, ② 

민관이 참여하는 독립자문기구인 ‘국가식품위원회(CNA)’를 중심으로 수립ㆍ추진되

고 있다. 중앙정부 주무부처는 농식품부이지만, 세부계획의 실질적인 시행은 보건부, 

소비자부, 교육부, 환경부 등 14개 중앙 행정기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국가식품위원회(CNA)는 독립 자문기구로서 PNA에 대한 자문과 사회적 기대를 검

토ㆍ분석, 공개 토론을 조직하는 등 PNA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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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A는 55명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연구기관 및 지역과 연계를 

위해 프랑스 시장(mayor) 협회와 광역정부 연합 등 지방자치단체협회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 광역정부(region, 레지옹) 푸드플랜(Plan d’action Régional pour l’Alimentation: 

PRA)은 중앙정부 PNA를 기초로 광역정부 농식품부 지방사무국(Direction régionale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forêt: DRAAF)과 광역 식품위원회

(Comité Régional sur l’Alimentation: CRAlim)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립

한다.

- 프랑스는 2010년 PNA 수립시, 광역 식품위원회(CRAlim)를 구성하고 위원회 차원

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바탕으로 PRA를 수립하도록 하 다. CRAlim은 공공ㆍ

민간 기관ㆍ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정책결정보다는 논의기구의 성격이 강

하다. 

∙ 중앙의 농식품부는 광역정부 PNA의 체계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역에 시행

지침을 전달하고, 농식품부 식품국(DGAL)은 PNA와 관련된 전달사항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광역정부 DRAAF와 회의를 조직하고 있다. 

- 시행지침을 통해 PNA 이행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실천을 요구하고, 광역정부가 시행

사업을 평가 및 환류, 정기 모니터링, 중앙정부에 결과 보고 등을 명시하 다. 

∙ 광역정부는 중앙정부가 집행ㆍ배분한 농정예산을 활용하여 PRA에 포함된 정책ㆍ사

업을 추진한다. 지역 농정예산 이외에 농식품부는 PNA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반 한 

지역별 사업 프로젝트 공모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 및 민간 기관ㆍ단체가 지원한 지역 프로젝트는 총 

120개이다. 2017년 지원한 프로젝트는 ‘사회정의’ 6개, ‘청소년 식생활교육’ 5개, 

‘식품 낭비와의 전쟁’ 3개, ‘지역 먹거리 정착’ 8개, 지역식품프로젝트 11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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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사회정의 부문 선정 지역 프로젝트 주요 내용(2017/2018년)

프로젝트 명 제안 기관 유형 주요 내용

포괄적, 친환경, 지역 연대 
음식에 모두 접근하도록

지역 유기농단체
취약가구(500가구)에 2년에 걸쳐서 연간 3,000개 
유기농 꾸러미 제공 

지역 농식품 군도
(Les Archipels Nourriciers)

지역원예협회
소농가, 식품가공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및 요리 지식에 대한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지역 빵 연대(SoliPain) 장애인 일 연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되지 않은 빵을 모아서 재
가치화할 수 있는 분야 개발

식품 교환ㆍ연대 공간
(AGROAe)

전국학생단체연합 취약한 대학생 지원

가정의 맛 맛 연구소
어린 자녀를 둔(8-11세) 저소득층 가구 부모 대상 
맛 교육 

동네 텃밭 채소
(La Rocade-Bel Air지역) 

연구ㆍ연구 관련 
기관 

동네 텃밭 조성하여 고품질 과일 및 채소 접근이 
어려운 동네 주민에게 공급

자료: 하석건(2018), 프랑스 농식품부 웹페이지 자료(http://agriculture.gouv.fr: 2018.9.23.) 등을 참조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3.1.2. 스웨덴

∙ 스웨덴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ㆍ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7년 국가 푸드플랜(‘A National Food Strategy for Sweden’)을 수립했다. 

-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식품 생산 확대를 강조하면서 경쟁적ㆍ

혁신적,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푸드체인을 수립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경쟁력 있는 식품공급체인 구축이다. ① 국가 환경 목표를 달성하며 전체 농식품 생산 

확대, ② 성장과 고용을 창출,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한다.

- 비전ㆍ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은 ① 법규와 규정 ② 소비자와 시장 ③ 지식과 

혁신 등 3개 역으로 제시하 다. 이를 통해 ① 안전ㆍ고품질 농산물 공급, ② 동물

복지, 유기농업 등 환경 고려한 생산, ③ 중소규모 또는 지역 업체를 고려한 공공조달 

등 식품생산, 안전ㆍ품질, 건강ㆍ 양, 환경, 식품산업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

하고 있다. 

∙ 국가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은 기업혁신부(Näringsdepartementet)의 농촌부문에서 

주관하며, 생산과 소비 역으로 구분하여 스웨덴 농업위원회(Jordbruksverket)와 

식품청(Livsmedelsverket)이 각각 푸드플랜의 실행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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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플랜은 식품 공급 전반의 공공, 민간 및 기타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가 전략 실행에 

필수로 인식, 2017년 ‘국가식품전략위원회(Nationella rådet för livsmedelsstrategin)’

를 수립하여 정부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 다. 

- 국가식품전략위원회는 농촌부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기관과 생산, 유통, 

외식 관련 단체, 소비자ㆍ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19명으로 구성된다. 

∙ 스웨덴 중앙 및 광역정부는 국가-광역-기초 단위로 이어지는 수직적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초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중앙정부는 광역정부의 푸드플랜 연계와 관련한 예산을 지원(최대 200만 SEK)하고, 

광역, 기초 또는 광역 간 상호협력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함께 

광역과 국가 푸드플랜 간 조율을 위해 추가적으로 1억 SEK의 예산을 배정하 다. 

표 5－5.  프랑스와 스웨덴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

구분
식품안전, 식생활교육, 

건강ㆍ영양 등
생산, 공공조달, 

취약계층 지원 등
환경, 폐기ㆍ순환 지역 먹거리 순환

프랑스 식생활교육, 양
공공급식, 취약계층 

지원
음식물쓰레기 지역 농식품 이용

스웨덴 안전ㆍ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공조달 동물복지, 유기
공공부문 지역업체 

이용

자료: 황윤재 외(2018)를 참조하여 정리함.

3.2. 국내 지역 푸드플랜 사례

3.2.1. 도농복합형 : 전북 완주군

∙ 지역농정으로 추진한 로컬푸드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널리 알려진 완주군은 

지난 10년간 로컬푸드 정책의 성과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선도

지자체 지역 푸드플랜 수립은 완주군 성과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하는 정책이다.

- 완주군은 2008년 지역농정 혁신 중장기 플랜인 ‘약속 프로젝트 5개년 계획’으로 농

업농촌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각 분야의 추진전략이 서로 연동하도록 하 다. 

- 완주군은 사업 중심의 정책 시행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연관 사업을 재배치하 다. 

유통혁신의 핵심 전략인 로컬푸드는 참여주체에게 지역자원 순환시스템, 맞춤형 컨

설팅, 도농교류 확대, 농외소득 증대 정책 등 다양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연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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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전북 완주군 2008년 ‘약속’ 프로젝트

정책분야 핵심 추진 전략 세부 시책

생산혁신 
∙ 쌀-한우 경쟁력 동반강화 대책
 - 경종ㆍ축산간 지역자원 물질순환시스템 구축

∙ 조사료 기획생산
∙ 제2 경축자원화 시설

유통혁신
∙ 로컬푸드 활성화
 - 10년 이내 지역농산물 30%이상 로컬푸드 유통

∙ 다양한 직거래사업 추진
∙ 소규모농가 순회수집 출하지원

경 혁신 
∙ 농가경 회생기금 조성, 경 실태조사
 - 무이자 경 회생자금 지원 및 맞춤컨설팅 지원

∙ 농가경 회생기금조성, 운용

활력증진 
∙ 도농교류거점마을 100개소 육성
 - 소득향상을 위한 교류 거점마을 육성, 상호연계

∙ 도농교류거점마을 100개소육성
∙ 도농교류센터 설치, 운

복지혁신 
∙ 농촌노인복지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농촌노인에 대한 종합적, 생산적 복지서비스 제공

∙ 8272 민원기동반
∙ 농촌노인 두레농장 조성사업

자료: 완주군(2009). 농업농촌발전 ‘약속(Promise)’ 프로젝트

∙ 완주군은 2017년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꾸러미 

사업을 통해 중소농 약 3천호를 조직하고 연 6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총 매출액의 

90%인 연간 550억원이 지역농업에 환원,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이다.

- 완주군은 고령농의 생산적 복지 참여와 농가레스토랑,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농민

가공센터 및 지역 가공 등에 일자리를 만들었고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며 지역민의 자녀가 농업을 승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먹거리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회사, 농촌노인두레농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약 300개가 활동하고 있다.

∙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은 로컬푸드가 농산물 유통 문제 해결, 중소농의 소득증대라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지역농업을 재조정하는 지역개발 정책임을 보여준다. 

- 완주군은 로컬푸드 사업으로 지역의 생산, 유통, 복지, 지역활력 등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했다. 농업과 관련된 생산, 환경, 유통, 복지 등 여러 분야가 사람 

중심으로 조직되고 각 분야 사업을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 완주군은 농업인과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ㆍ지원했다. 생산자ㆍ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지역 물류 정비, 실행조직 구성과 

지역민의 합의 등을 통해 지역농업을 재편했고 그 결과 지역순환경제에 초석이 되었다. 

∙ 2018년 푸드플랜 수립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완주군은 지금까지 지역 외부로 향하던 

로컬푸드를 지역 내부 시민에게 지역 먹거리의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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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로컬푸드 10년의 성과를 확대하여 지역 시민계층별 먹거리 보장 및 식생활 만족

도를 높이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펼쳐놓은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며 정보 및 자원의 

순환과 교류를 통해 먹거리 관련 수평적 협력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완주

군 푸드플랜의 과제이다. 완주군 푸드플랜은 ‘모든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

리 접근성 확보’를 비전으로 하며, 주요 핵심과제와 대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생산-공급시스템을 지역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 내 먹거리 공급 취약지역

수요에 맞는 청년보부상이나 소규모 마을점포의 형태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급

하며, 읍면별 공공급식의 수요와 공급체계를 세분화하여 농가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나아가 현재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담당하는 (재)온누리공공급식센터를 완주군 복지

사업과도 연계하여 아동, 노인, 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 및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시설 및 설비 확장을 통한 안정적 물류체계 확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생산에서 가공, 물류, 유통, 관계시장 확보, 식교육센터 운  등 전 역을 통합관리

하는 완주푸드플랜 통합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둘째, 완주푸드플랜 통합운  조직은 ① 군민 모두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공공

성을 담보하고, ② 생산-물류-유통마케팅-관리 등 통합적인 운 역량을 확보하여, 

③ 완주군 구성원의 공감대 확장 및 자생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신규 법

인 설립보다 기존 (재)온고을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례나 정관 등을 보완ㆍ수정

하여 (재)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로 확대ㆍ재편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6.  완주군 푸드플랜 수립 개요

  자료: 정은미 외 2018. 완주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포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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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농촌형: 충남 청양군

∙ 충남 청양군은 2017년기준 총 인구 32,837명 중 농가인구는 12,796명으로 전체 인

구의 39%가 농가인구인 농촌지역이다. 지역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고령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량다품목 시장 형성의 가능성은 크지만 중소농, 고령농 중 

소량다품목을 출하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 2013년부터 농민장터, 자매도시에 직거래 장터 등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 다. 2014년 

학교급식센터를 민간 위탁하 고, 2015년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과 레스토랑을 

개설하여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에 위탁경 한다. 학교급식은 2018년부터 지자체 

직 으로 운 하지만 공급업체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공급받는 상황에서 지역산 비

중은 36%로 저조하다. 한편, 대도시 직매장 사업으로 진출을 계획하여 대전시 유성

구에 부지 매입 완료, 2020년 1월부터 군 직  계획이고 2020년 청양푸드종합타운

이 완성되면 지역 공공급식과 서울시 공공급식에 참여할 계획이다.

- 청양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센터를 운 하지만 생산자를 조직하는 주체가 

협동조합, 공급업체 등으로 분산되어 조직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 생산을 

소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소량 다품목 소매형 생산 조직화가 미약하므로 관계형 

시장 창출이 미비한 단계이다. 

∙ 2018년 푸드플랜 수립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청양군은 공공형 실행조직이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직접 수행하며 기획생산을 확대하여 직매장 2곳과 공공급식에 공급능력을 

갖추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2018년부터 학교급식을 지자체 직 으로 전환ㆍ운 하고 있으므로 이후 공공

급식 및 단체급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행조직(청양푸드 통합지원센터)을 정비해야 

한다. 실행조직은 지역 푸드플랜의 공공성과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공적 운 에 필요한 

제도정비 및 정책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둘째, 소비에 기초한 농식품 연중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공 상품화 확대, 

물류체계 및 운 매뉴얼 등의 확보, 소량 다품목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기획생산 능력

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조직과 향후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

이다.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급식, 대도시 직매장, 

공공급식과 연계성을 고려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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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청양군 푸드플랜 수립의 농가 조직화 개요

    자료: 정은미 외 2018. 청양군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 청양군 푸드플랜을 위한 기획생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 및 계획되었다. 

- 1단계 2018년 말까지 기획생산 기반구축을 목표로 학교급식, 직거래장터에 우선 공

급 생산자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2017년 자료를 기초로 수요를 분석하고,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한 농가현황조사 및 통합적 농가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 다. 

- 2단계(2019년)는 사업기반 확립을 목표로 학교급식, 공공급식, 대도시 직매장(유성

구)공급 생산자 조직을 구체화 하는 일이다. 2018년 학교급식 수요자료 분석을 통해 

품목별 예측량을 추정하고, 실행조직(청양푸드 통합지원센터)이 학교급식 공급을 

수행하며 더불어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 공급한다. 2차 농가현황조사를 

통해 품목 발굴과 품목별 교육 및 토론을 통해 기획생산 참여농가를 확충할 것이다.

- 3단계(2020년)는 직매장, 학교급식, 대도시 공공급식 등 사업의 본격화되는 시기로 

기획생산 500농가 확보가 목표이다. 학교급식 100농가, 대도시 직매장 300농가, 

서울 등 공공급식 100농가 조직화이다. 3차 농가현황 조사ㆍ분석을 통해 품목별 

농가조직화 교육ㆍ토론을 정례화 할 것이다. 

3.2.3. 도시형 : 서울특별시 

∙ 서울시가 2017년 6월 발표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는,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

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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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문제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행정 주도 정책 추진에서 탈피하여 민관 협력의 통합적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인식

이다. 

-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정하고, 정책 역을 건강ㆍ

안전은 물론 복지로 확대하면서 건강한 먹거리, 먹거리 보장, 상생을 위한 먹거리, 안

전한 먹거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의 2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5－8.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정책지표

    자료: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안)

∙ 서울시는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핵심과제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일대일로 연결,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에 공급한다. 생산지는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서 원하는 

식재료를 일주일 전에 주문하면 산지에서 공급 날짜에 맞춰 수확, 당일 배송한다. 

- 2018년 현재 강동구와 전북 완주군, 금천구와 전남 나주시, 성북구와 전남 담양군, 

강북구와 충남 부여군, 노원구와 충남 홍성군, 도봉구와 강원 원주시, 서대문구와 전북 

전주시 등 7개구와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22년까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전 자치구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을 위해 공공급식센터 구매 권장률을 70%에서 

60%로 완화, 복지시설에 적합한 모델로 단품목 구매시 차액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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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체계 및 기관별 역할

    자료: 서울시. 2017.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 설명회

∙ 도시형은 생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소비가 다수이다. 그러므로 도시형 푸드플랜에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 도시형 푸드플랜은 자체 농업생산이 소수이므로 생산계약 가능한 인근지역에서 조

달하는 수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내 농산물 유통은 소비자 관점에서 건강 

확보를 위한 도농상생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도시형 푸드플랜은 생산 조직화 강화, 

관계형 시장 운 을 통해 실질 소득을 제고하는 방향과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원활히 공급하는 수급체계 구축의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 

- 그런데 도시형 푸드플랜이 소비자를 강조하다보면 자칫 소비자 우위에서 인근 농촌

지역 지자체를 평가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농상생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관계형 시장 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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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의 과제4

4.1. 국가 푸드플랜의 과제

4.1.1. 국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과제 

∙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향후 체계적ㆍ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① 법적 근거 

마련, ② 부처별 관련 정책 간 모순ㆍ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연계ㆍ협력 기구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는, 최근 결정된 대통령 직속 농정 자문기구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설치ㆍ운 에 관한 법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보다 광범위한 농식품 부문 이해관계자의 

민관 거버넌스로 확장하고, 농식품 관련 정책ㆍ사업을 부처별 연계ㆍ협력 등 통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근거도 고려해야 한다. 

∙ 민관 거버넌스 이외에도 국가 푸드플랜 수립ㆍ추진의 단계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ㆍ반 해야 한다.

-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정책 보완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및 논의 경로ㆍ절차를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한다. 다

양한 형태의 전국적 대면회의와 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시스템과 대면회의를 결합한 정책 논의 과정을 운 할 수 있다. 

4.1.2.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ㆍ목표가 지역에서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구현되어야 푸드플랜

이 추구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가 푸드플랜은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ㆍ추진

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을 통한 참여 유인이 필요하다. 

- 국가 법령에 지역 푸드플랜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 푸드플랜에 관한 지역 조례를 마련하도록 장려가 필요하다. 

- 광역 지자체는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기초 지자체는 국가 및 광역

자치단체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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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에 포함된 중앙부처의 다양한 

정책ㆍ사업에서 예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적 의지에 의한 정책ㆍ

사업 추진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보조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 푸드플랜이 국가 농식품 관련 비전ㆍ목표를 

반 한 여러 부처의 정책ㆍ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포

함한 관련 부처가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적 여건ㆍ환경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ㆍ사업이 동

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이밖에 대규모 정책ㆍ사업은 아니지만 국가 푸드플랜의 비전ㆍ목표 등을 반 한 지

역별 소규모 사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일정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 푸드플랜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계ㆍ협력,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프랑스의 프로젝트 공모 사례와 같이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4.2. 지역 푸드플랜의 과제

4.2.1. 지역 푸드플랜 추진 방향

∙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 사업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성, 관계성을 강화하며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연계성을 높여 사

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성과 함께 신뢰를 중시하는 관계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림 5－10.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방향

자료: 필자 작성



162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형 시장은 가격 기준의 일반 시장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서로를 배려하며 공생을 모색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소비자는 생

산자의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소비의 사회적 거리’가 축소됨을 의미한다.

- 지역 먹거리의 소량 다품목 생산이 조직화되고 연중 공급가능한 체계를 갖추면, 학교

급식, 공공급식 등 예측가능한 소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갖는 다양한 상품이 발굴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자원이 된다. 

4.2.2. 지역 푸드플랜 추진 전략

∙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통합형 관리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 행정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농식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애로사항이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스스로 필요 사업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일은 행정의 역할이다. 

- 따라서 행정 내 푸드플랜 전담부서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먹거리 관련 사업은 

생산~소비 과정의 교육, 복지, 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 가능하므로 

전담부서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직제와 실행력 담보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

하다. 

그림 5－11.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전략

자료: 필자 작성

∙ 지역 푸드플랜에서 지역민은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

므로 소통이 필요하고 주민자치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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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민이 지역농업과 생산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먹거리의 근원을 깨달은 지역민이 지역순환농업 복원과 지역 내 유통망 

구축 등 지역농업 정책 수립에 관여하게 된다. 

- 그러므로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상호조정의 

과정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먹거리를 단지 상품으로 거래하는 관계에서 

지역 식문화의 보전과 지역자원의 활용, 나아가 지역경제의 순환을 배려하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관계로 추구해야 한다.

∙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기본 모델로 한다. 

-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합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의 지원과 민간 주체의 실천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 하는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 공공형 실행조직으로 구성한다. 

- 이 과정에서 실행조직은 지역 먹거리 문제를 민관 거버넌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의

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민관 거버넌스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역 내 완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 다만 지금까지 행정주도의 사업방식을 민관거버넌스 주도의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의사수렴 훈련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우선 요구

된다.

그림 5－12.  지역 푸드플랜의 기본 모델

   자료: 지역파트너플러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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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자체의 책무 

∙ 문재인 정부 국정운  방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고, 사업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푸드플랜’이 등장한다. 

∙ 지역 푸드플랜은 기초지자체의 현장형 실행계획이다. 기존 ‘사업’ 중심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사람)’들이 지역 먹거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순차적

으로 합의하고 실천에 옮겨 그 성과를 공유하는 무한 반복의 과정이다. 

∙ 지역 푸드플랜을 실천하는데 주요 과제는 ① 소량 다품목 생산의 조직화(중소농, 고

령농, 여성농), ② 안전성 관리, ③ 지역민 계층별 접근성 강화, ④ 지역내외의 관계형 

소비시장 확대, ⑤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이다. 

-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공형 실행조직을 구성하여 운 하고, 그 운 의 의사

결정은 민관거버넌스에 의한 합의 도출로 이루어진다. 

∙ 지역 푸드플랜 추진에서 공공형 실행조직과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이 핵심이고 그 기

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지역 푸드플랜이 지역농업을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분야별 접근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접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농업의 70~80%를 차지하는 소량 다품목 생산자(중소, 

고령농)를 대상으로 하며, 소농의 조직화 및 기획생산, 농민가공센터 도입으로 지역 

가공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다양성을 살리고 상품 구색을 갖추는 수요맞춤형 

지역농업 재편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정 지원을 발굴해야 한다.

- 행정에서도 개별 사업간 연계가 필요하다. 중앙부서(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

복지부, 교육부 등)의 먹거리 관련 사업이 기초지자체에서도 부서별로 진행되며 연계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단편적,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정책 집행 방식을 연계성 강화로 

전환해야 하지만 행정기구 개편만으로는 미흡하다. 기초지자체 행정은 중앙부서별 

다양한 사업을 1개 부서에서 총괄하며 지역 내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의 지방행정 재

편과 행정지원과 공공형 실행조직이 상호 연계되는 지자체 행정이 요구된다.

- 지역 푸드플랜은 민간 역량 강화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민의 주인의식 및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고 사업 

성과도 이에 비례하지만 아직은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따라서 지역 먹거리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를 비롯하여 20~40대가 참여하는 먹거리 연구회 등을 통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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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푸드플랜 추진에서 민관 거버넌스 운 이 중요한데, 실제 민관 거버넌스 회의 

진행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다. 우선 돌출한 문제는 행정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입장이고, 민간은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수동적 자세

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농림사업이 물류 중심 HW 사업과 이를 사유화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사업방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행정과 민간 공히 기존 농림사

업과 차이를 인지하고 지역 먹거리에 관한 정보교류, 교육 기회 제공 등 SW 사업 강

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민이 참여하도록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 반면,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 을 때, 먹거리 주체 간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은 성과이다. 지자체 단위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주체 간

에도 소통의 기회가 적거나 서로 경쟁관계로 인식하던 생산자, 체험마을, 농협, 도농

교류센터, 학교급식, 요식업 중앙회 등의 주체가 먹거리를 주제로 소통하는 일은 처음

이고, 이 소통이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민관 거버넌스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관련 정보 교류가 체계화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주체는 기초지자체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 행정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 첫째,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푸드플랜 실행조직을 구성ㆍ운 하는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기존 농림사업 방식과는 달리 지역민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조정하는 

‘사람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에서 각종 중간지원조직(ㅇㅇ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경  교육 등 민간 주도 역량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 둘째, 먹거리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자 해도 현재 법ㆍ제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복지 예산이 소요되는 의료ㆍ복지 및 요양시설 등에 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나 지침의 변경을 광역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 셋째,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안전성은 필수조건이므로 농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넷째, 푸드플랜은 지역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광역 먹거리 정보센터’ 

운 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다섯째,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자긍심, 주체성은 푸드플

랜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주인의식과 지역 내 협력 관계 형성(상부상조, 자원봉사 등)

에 중요한 역량이다. 민간 자율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주체 발굴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 교육(인문, 기술 등), 지역민의 정보교류를 위한 각

종 연구회 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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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품선택과 식품표시의 역할1

1.1. 건강한 식품선택의 정의와 식품표시의 역할

∙ ‘건강한 식품선택(healthy food choice)’이라 함은 개인이 식품을 선택할 때 보편

타당하게 건강한 것으로 간주되는 식품을 선택하는 행위를 칭한다. 보편타당하게 간주

되는 ‘건강한 식품’의 범주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인구사회

집단별로 다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식품’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더 건강한 식품선택(healthier food choice)’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 이 원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

하여 아래와 같이 ‘건강한 식품선택’을 규정한다.

- 1) 신선한 과일/채소 소비 증대

- 2) 나트륨(sodium) 섭취 감축 

- 3) 설탕(sugar) 섭취 감축

- 4) 지방 & 트랜스지방 섭취 감축

- 5) 적절한 칼로리 섭취를 통한 비만 예방

∙ 소비자가 농식품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생산ㆍ유통업자는 알지만 소비자는 모르는 

정보의 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 상황 하에서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식품의 표시ㆍ인증제도는 이러한 비대칭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국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특정 농식품의 다양한 품질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시가 제품 차별화 및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농식품 표시정보의 역할은 크게 

① 농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안내, ② 안전 및 건강, 양 관련 중요 정보 제공, 

③ 농식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수단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농식품 표시정보는 시장참여자에 따라 서로 다른 동기를 갖게 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정보의 원천이자, 건강/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시정보를 활용할 동기가 존재한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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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 이윤추구 목표를 위해 생산품이 소비자로 하여금 충분히 높은 값을 지불

하고도 선택될 수 있도록 광고 수단으로서의 표시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또는 강제할 목적으로 농식품 표시

정보를 활용할 것이다. 

- 이처럼, 생산자와 정부 간 농식품 표시정보의 활용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역이 존재

하기 때문에 농식품 표시정보 중에서는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6－1.  주체별 농식품 표시정보 역할 및 목적

소비자

농식품 표시정보

생산자

산업 진흥 / 생산 유도·장려
품질 ·안전을 위한 규제

정부

정보수집 / 안전·건강하고 합리적인 식품선택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저자가 도식화

1.2. 건강한 식품선택의 영향

∙ 건강하지 않은 식품선택으로 인한 식생활의 악화는 단기적으로는 건강상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0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6년 37.0%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43.3%로 여성의 비만 유병률 30.0%보다 높으며,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9.1%로 나타났으며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고혈압의 경우에도 비만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유병률

이 35.0%로 여성 22.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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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5년 9.1%에서 2016년 11.3%로 2.2%p 증가하 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에는 2005년 8.0%에서 2016년 19.9%로 11.9%p나 증가

하여 비교적 크게 증가하 다.

그림 6－2.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 추이

단위: %

주 1) 기준년도는 2016년이며, 만 30세이상 표준화 기준 수치임.
2)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인구 비율
3)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인구 비율
4)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인구 비율
5)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복용한 인구 

비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진료비는 68조 1천억 원 수준인 가운데, 순환

기계 질환(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동맥경화증 등)은 8조 7천억 원, 소화기계 질환 7조 

8천억 원, 내분비, 양 및 대사질환은 3조 3천 억원 가량의 진료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전체 진료비는 3배, 순환기계 질환은 3.6배 증가하

으며, 소화기계 질환은 2배, 내분비, 양 및 대사질환에 소요된 진료비는 5.6배나 

증가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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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단위: 십억 원

주 1) 수진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포함)
2) 건강보험 전체(우측), 그 외(좌측)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1.3. 건강한 식품의 선택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 OECD에서는 2017년부터 통상 농업국(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주도로 

식품사슬 분석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회의에서 ‘건강한 

식품선택(Healthy Food Choice)’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FCAN 연례회의에서 2년 이상 ‘건강한 식품선택’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옵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식품 표시

정보의 활용이다. 스마트한 표시정보 제공을 통해 과일, 채소의 소비를 늘리고, 건강

위해 가능 양성분인 당, 나트륨, 지방 등의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선택

을 유도(장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6－1.  FCAN 연례회의 및 G20-OECD 공동 워크숍 주제

주제 연도 

∙ 건강 관련 식품정책 분석 기반을 위한 식품 정보기반 개선
∙ 건강한 식품환경을 향하여

2018.10

∙ 건강한 식품선택을 쉬운 선택으로 2018.6

∙ 건강한 식품선택 장려 정핵을 위한 정책 수단 현황 2017.5 

자료: 김상효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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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농업 담당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양 및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생산 뿐 아니라 소비 단계까지 이르는 광범

위한 식품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핀란드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는 식품 표시가 제공하는 식

품의 성분, 원산지, 생산방법,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유통

기한이 만료된 식품의 소비를 피하게 할 뿐 아니라, 더 건강한 제품의 선택을 돕는 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

- 독일에서는 식품농업부(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가 안전한 

식품, 인증제도, 건강한 식생활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독일 전역의 

학생, 어린이, 유치원생, 임산부, 근로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양

균형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2)

∙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국(USDA ERS)은 2014년부터 1) 식품 소비자의 건강을 배려

하면서도, 2) 식품기업의 이윤은 향상시키고, 3) 더 나아가 식품의 사회성과 식품기업

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것을 비전으로 ‘행동경제학 및 건강한 식품선택 연구센터

(Center for Behavioral Economics and Healthy Food CHoice Research)’를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 듀크대학(Duke University)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국민의 

식품선택 관련 현장실험, 뇌과학(Brain Science) 과 접목한 식품 선택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1) Finl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ttps://mmm.fi/en/frontpage>(2018. 10. 19)

2) Germany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https://www.bmel.de/EN/Homepage/homepage_node.html> 
(2018. 10. 19) 

3) <https://becr.sanford.duke.edu/>(20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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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현황과 식품표시 정책의 문제점2

2.1. 식생활 현황

∙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의 섭취에너지의 양소 구성 비율은 탄수화물 

62.2%, 단백질 14.9%, 지방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의 에너지 구성 비

율은 80%대에서 60%대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비율은 1985년 이후부터 

15% 내외로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6－4.  영양소별 에너지섭취분율 변화 추이

단위: %

주 1) 단백질급원 에너지섭취분율 : {(단백질 섭취량)×4}의 {(단백질 섭취량)×4+(지방 섭취량)×9+(탄수화물 
섭취량)×4}에 대한 분율, 만1세이상

2) 지방 및 탄수화물급원 에너지섭취분율 : 단백질급원 에너지섭취분율과 같은 정의에 의해 산출함.
3) 1969∼1995년, 원시자료 확보가 불가하여 각 양소 섭취량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 1998∼2014년,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 지방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 비율(적정섭취분율)은 꾸준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50%가 채 안되는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성별로도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19~29세는 지방의 과잉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지방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어 적정

섭취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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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은 2005년 6.9%에서 2015년 11.3%까지 증가하 으나 

2016년 8.1%로 다소 감소하 다.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은 남성(11.3%)이 

여성(4.7%)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고, 19~29세 연령대가 12.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5.  지방 적정 섭취자 비율 추이

단위: %

주 1) 지방적정섭취비율: 지방 에너지적정비율에 부합되는 수준(1-2세 20-35%, 3-18세 15-30%, 19세 이상 15- 
25%)으로 지방을 섭취하는 비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만 1세 이상 기준
자료: 질병관리본부. 우리국민의 식생활 현황. 보건복지부

∙ 읍면지역 거주자가 8.0%로 동지역 7.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며, 소득수준 별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도 증가하여 ‘중상’인 경우가 8.9%

로 가장 높지만, 소득 ‘상’인 인구는 오히려 7.4%로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6－6.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 비율

단위: %

주 1) 기준년도는 2016년이며, 만 19세이상 표준화 기준 수치임.
2) 에너지/지방 과일 섭취자 비율: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5)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섭취량이 지방

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한 인구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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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과일과 채소의 권장 섭취수준은 1일 기준 500g 이상이며, 2016년 기준 

우리 국민의 35.3%만이 이 권장 섭취수준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 권장수준 이상 섭취자 

비중은 2001년 42.1%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35%내외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그림 6－7.  과일/채소 1일 500g이상 섭취자 비율 추이

단위: %

주: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분율 : 과일 및 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분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 인구ㆍ사회특성별로 과일/채소 1일 500g이상 섭취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권장

수준 이상 섭취자 비율이 38.3%로 여성(32.4%) 보다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고령인구를 제외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권장수준 이상 섭취자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50~64세 인구의 권장수준 이상 섭취자 비율은 53.9%로 절반을 상회

하지만, 6~11세 인구의 권장수준 이상 섭취자 비율은 20.1%에 불과하고 12~18세

(21.9%), 19~29세(23.6%) 인구도 전체 평균인 35.3%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 거주지역별로 동지역과 읍면지역 거주 인구는 각각 35.3%와 35.9%로 큰 차이는 보

이지 않는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권장수준 이상 섭취자 비율이 증가하

는 모습을 보여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에는 30.4%이지만 ‘상’인 경우에는 42.7%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권장수준 이상 섭취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6~11세 여성으로 과일/채소 1일 

500g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19.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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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인구ㆍ사회 특성별 과일/채소 1일 500g이상 섭취자 비율(2016년)

단위: %

주 1)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분율 : 과일 및 채소를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분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3)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 )을 성별ㆍ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기준은 총 당류 기준으로는 1일 열량의 10~20%, 가공식품 첨

가당은 1일 열량의 10%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살펴보면, 총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20% 이상인 대상자의 비율은 2007년 16.7%

에서 2010년 17.7%, 2007년 20.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 이상인 비율도 2007년 23.5%에서 

2010년 30.3%, 2013년 34.0%로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은 40%를 상회할 정도로 권장수준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기준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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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당류 섭취기준 이상 섭취자 비율 추이

단위: %

총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20% 이상인 비율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 이상인 비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확보 및 조사연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우리 국민의 79.5%는 나트륨을 섭취기준 이상 섭취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나트륨은 연령, 거주지역,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과다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남성

(88.9%), 연령 19~29세(80.4%), 30~49세(83.6), 소득 ‘중상’(82.0%), ‘상’(81.4%) 

집단에서는 80%를 넘어서는 더욱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6－10.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섭취자 비율

단위: %

주 1) 기준년도는 2016년이며, 만 19세이상 표준화 기준 수치임.
2)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분율: 2015 한국인 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에 따른 목표섭취량 이

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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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양소별로 섭취기준(권장량 또는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에 못미치는 

인구는 칼슘 74.2%, 비타민 A 74.6%, 비타민 C 57.2% 리보플라빈 39.4% 순이다. 

2005년에 비해 섭취기분 미만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지방(30.6%→

21.9%)과 철(31.4%→20.4%), 티아민(33.2%→10.1%) 정도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양소의 경우에는 일제히 그 비율이 증가하 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A는 확인결과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 인구ㆍ사회적인 요인과 관련 없이 모든 집단에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1.  영양소별 영양소 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비율

단위: %

주 1) 기준년도는 2016년이며, 만 1세이상 표준화 기준 수치임.
2) 에너지, 필요추정량(또는 권장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양소, 평균필요량

(또는 권장량의 75%)임.
3) 비타민 A는 2005년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s, RE)기준, 2016년은 레티놀 활성 당량(Retinol 

Activity Equivalents, RAE)기준으로 산출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 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05년 12.1%에서 2015년 8.6%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다가 2016년 10.9%로 증가하 다. 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여성이 16.8%로 남성 

5.3%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고, 여성 중에서도 12~18세(26.5%), 19~29세(26.9%) 

연령대에서 특히 높았다.

∙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공식품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된 양표시를 이용

한다는 인구 비율은 전체의 28.2%에 불과했다. 2005년 23.1%, 2010년 26.8% 등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양표시를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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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양표시를 이용하는 사람 중 남자의 77.8%와 여자 82.0%는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양표시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2.  영양섭취 부족자 추이 및 영양표시 이용률 결과 추이

단위: %

주 1) 기준년도는 2016년이며, 만 19세이상 표준화 기준 수치임.
2) 양섭취부족자 비율: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인구의 비율
3) 에너지/지방 과일 섭취자 비율: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5)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섭취량이 지방

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을 초과한 인구의 비율
4)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분율: 2015 한국인 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에 따른 목표섭취량 이

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
5) 가공식품 선택 시 양표시 이용률 : 가공식품 선택 시 양표시를 읽는 인구 비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8. 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2.2.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우리나라 식품표시 정책의 개요

∙ 우리나라에 건강한 식품선택 관련 정책으로는 양표시제도,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등이 있다.

∙ 양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고 

제품이 가진 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돕도록 마련된 제도

이다. 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양성분 정보와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양적 특성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양강조표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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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영양성분표시와 영양강조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5월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실시하여 

라면을 비롯한 유탕면류와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의무

적으로 비교 표시하도록 했다. 비교 표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한 비율(%)로 표시한다. 

그림 6－14.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4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한 안전하고 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 마크를 부여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1) 안전에 관한 기준, 2) 양에 관한 기준,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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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신호등 표시제도)

자료: 「식품 관련 표시기준 모음집」 

2.3. 당면 문제점

∙ 양표시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률이 28.2%에 불과하다. 또한 가공식품과 

달리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양 및 건강과 관련한 표시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며, 

기본적인 제품의 명세ㆍ정보 또한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 나트륨 함량비교표시제도는 식품 구매현장에서 제품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로 

막대형 그래프에 마킹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제조사 대부분은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QR코드로 스캔한다하여도 결국 연결되는 화면은 가로

막대형 그래프가 전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

거나, 현장에서 직접 비교를 어렵게 만듦으로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편, 김상효 외(2018)의 연구에서 나트륨 비교표시제도의 유형별 활용경험을 살펴

본 결과, 가로막대형은 27.2%가 QR코드는 12.5%가 확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그림 6－16.  나트륨 비교표시제 유형별 활용 경험 비교

자료: 김상효 외(2018) 소비자 조사결과(n=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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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어린이들의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해 

고열량ㆍ저 양 식품 기준을 신설하 으나 표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식약처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거나 

‘고열량ㆍ저 양 식품 알림e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나하나 검색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 신호등 표시제도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식품 구매 현장에서 

신호등 표시제도가 부착된 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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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품선택 관련 대내외 정책동향3

∙ 건강한 식품선택에 대한 논의는 OECD와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많은 주요국가에서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

이 범국가적 관심주제로 부상해 있다.

∙ 특히, 건강한 식품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식품표시의 활용과 확대에 정책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의 개선, 표시 사용처의 

확대, 새로운 양정보 전달방법의 강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1. 주요국의 표시방법 사례

∙ 소비자가 농식품 인증ㆍ표시를 쉽게 이해하고 필수적인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방법이 개선되고 있다. 

- 독일의 ‘1 plus 4 모델’은 자율적 추가 양표시제도로 열량(kcal), 당(g), 지방(g), 

포화지방산(g), 식염(g)이 표시대상이며, 식품업계가 설정한 섭취단위 당함량과 1일 

필요 양소 기준치에 대한 함량(g)을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ㆍ식품안전

정보원, 2014). 디자인 특징으로는 열량표시는 다른 양소 표시보다 크게, 1일 필요 

양소 기준치에 대한 함량(%)은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림 6－17.  독일 1 plus 4 모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ㆍ식품안전정보원(2014)

- 프랑스의 ‘Nutri-Score 모델’은 색상을 이용하여 제품의 양소 수준을 표시하는 

자율적 추가 양표시제도로 2017년 10월 31일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소비자는 녹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5가지 Nutri-Score 색상과 

A부터 E까지의 알파벳 마크를 통하여 제품의 종합적인 양 품질을 판단하고, 동일한 



184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범주 내 제품 간의 양 품질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Buzyn et al. 2017). 칼로리, 

과당, 포화지방, 나트륨 등은 해로운 성분으로, 과일, 채소, 섬유질, 프로테인 등은 

유익한 성분으로 분류되어 종합 점수가 매겨지는데 녹색의 A와 가까워질수록 제품의 

양 품질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6－18.  프랑스 Nutri-Score 모델 

출처: Buzyn et al.(2017)

- 호주의 ‘Health Star Rating 모델‘은 포장식품의 전반적인 양소 함량을 평가하여 

별 반개에서 별 다섯 개까지 둥급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호주의 

州 및 준州 산업 협동 정부, 공중 보건 및 소비자 단체화 협력하여 개발 되었다. 별의 

평가 기준은 위험 양소로 간주되는 포화지방, 나트륨 및 당분, 긍정적인 양소로 

간주되는 식이섬유, 단백질을 비롯하여 에너지, 과일, 채소, 견과, 및 콩과 식물 함량의 

비율이 포함 된다(연미  외 2018).

그림 6－19.  호주의 Health Star Rating 모델 

출처: Buzyn et al.(2017)

- 칠레의 ‘Nutrient Profiling 모델‘은 법령으로 제한하는 3단계　계획에 의해 점진적

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Solid food와 음료로 나누어 양성분과 양기준을 관리

하며, 에너지, 나트륨, 당, 포화지방산이 표시 대상이다. 양기준을 기준을 초과

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전면에 다음과 같이 양성분 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미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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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칠레의 Nutrient Profiling 모델 

자료: 연미  외 2018

3.2. 구매시점의 넛지(Point-of-Purchase) 활용 

∙ 구매시점의 넛지는 시간적으로는 농식품 구매가 일어나는 시점에, 공간적으로는 구

매를 결정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 혹은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농식품 표시 및 홍보정책과 결합될 

때 건강한 식품선택을 지원하는 정책 장치로 활용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받으며 농업 

및 식품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 구매시점의 넛지로 활용 가능한 수단은 카트 분할(partitioning) 테이핑, 신선식품 

코너에 조명 활용 및 재배치, 선반표시(shelf labeling), 소비자의 이동 동선 설계, 

계산대 옆 선반 활용 등이 있다. 

그림 6－21.  넛지 활용 

자료: RNECE-South Webinar Series: Behavioral Economics, Nudged.

- 예를 들어, 미국의 소매유통업체인 Giant Food, Shop & Shop, SuperVlaue, and 

United Supermarkets 등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양 선반표시를 활용

하여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반활용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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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therland et al(2010)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168개의 슈퍼마켓에서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식품의 종합 양 수준을 바탕으로 선반에 부착된 별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 섭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별의 개수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비만과 식단의 양 수준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소비자의 구매 

시점에 간결하고 분명한 양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 Hobin et al(2017)는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선반에 부착한 별의 개

수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떠한 미치는 향을 관찰했다. 이 연구는 부착된 별의 

개수가 많을수록 식품의 구매가 증가 하는 경향이 있으나 식품 카테고리별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양정보 안내 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고 주장했다. 

3.3. 표시정보 확충과 제공방법의 혁신 

∙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인증표시 사용처가 미국 레스토랑과 국 온라인 농

식품 주문판매 채널까지 확대되고 있다.

- 2018년 5월 7일부터 미국 소비자는 20개 이상의 체인을 보유한 일부 레스토랑과 유사 

소매 식품 업체에서 칼로리와 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FDA. 2018a). 해당 

음식점은 메뉴 및 메뉴판에 표준 품목에 포함 된 총 칼로리, 총 지방, 포화지방, 트렌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통 탄수화물, 설탕, 섬유 및 단백질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 

- EU 식품정보규정(No. 1169/2011)에 따르면, 주문 판매를 통해 미리 포장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소매 환경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와 동일

한 수준의 정보를 웹 사이트 혹은 카탈로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 식품 양정보 제공에 혁신적인 기술 도입

- 소비자가 구매 하는 식품의 양, 조리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양 키오스크가 

슈퍼마켓을 넘어 맥도널드와 대학교 학생식당에까지 확산되어 소비자가 더욱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 텍사스 州 Centennial Boulevard에 위치한 

맥도널드에 설치 된 양 키오스크는 고객이 선택한 메뉴 아이템들에 대해 칼로리, 

단백질, 지방함유량, 탄수화물, 나트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Vanderbilt 대학, 

Arizona 대학, Oregon 대학 등 미국 대학들에서는 학생식당의 메뉴 옆에 양정보

를 표시하던 것을 대신하여 학생들이 양 키오스크 사용을 통해 학생 식당에서 제공

되는 모든 메뉴의 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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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영양 키오스크(Nutrition Kiosk)의 도입

자료: CBS NEWS 홈페이지(<https://dfw.cbslocal.com/2012/02/23/one-of-a-kind-digital-nutrition-kiosk- 
at-north-texas-mcdonalds/>)(2019.01.07.); 뉴트리션 에디션 홈페이지(<https://www.nutritionaddition. 
com/>)(2019.01.07)

- 최근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한 식품선택을 하고, 쇼핑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는 혁신적인 쇼핑카트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 Lambent Shopping 

Trolley Handle은 기존의 슈퍼마켓 카트 손잡이에 연결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이 제품의 바코드를 핸들에 스캔하면 식품의 양성분, 재배방법, 재배지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양성분, 재배방법, 재배지와의 거리 등의 구매 기준을 

설정하면, 구매 제품이 얼마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이모티콘이 핸들에 나타나 

표정으로 알려준다. 

그림 6－23.  식품 선택을 돕는 쇼핑카드 

 

자료: CBS NEWS 홈페이지(2019.01.07.)
(<https://www.zdnet.com/article/shopping-cart-helps-consumers-make-smarter-food-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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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식료품 제조협회와 식품 마케팅 연구소가 합작하여 결성한 TPA(Trading 

Partner Alliance)가 주축이 되어 2015년에 출범한 캐나다의 스마트라벨(‘smartlabel’)

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라벨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코카콜라, 콜게이트, 허쉬, 켈로그, 유니

레버 등 40개사의 수백 가지 브랜드, 4만여 제품에 대해 제품에 표기된 정보 외에 

양정보, 원재료 및 첨가물 정보, 알레르기 정보, 인증정보, 제조사 및 브랜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24.  캐나다 스마트라벨 

자료: 스마트라벨 홈페이지<http://www.smartlabel.org/>(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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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표시정책 추진 방향4

4.1. 소비자 친화적 표시정보 체계 구축

4.1.1.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도입

∙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산업이나 전자제품 산업에서 소비자 인터페이스(UI)를 

구성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바로 ‘직관적인 사용 가능성’으로 소비자가 설명서

를 보지 않더라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농식품 표시정보도 소비자가 추가적인 매체나 설명의 도움이 없이도 

친숙하고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구성된 예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어 참고할 만하다.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나트륨 비교표시도 대안적인 다양한 그림 형식의 표시와 비교하여 

나트륨 구매감소 효과를 살펴보았다. 소비자 1,453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을 실시

한 결과, 표시유형별로 효과에 큰 차이를 보 다. 조사 참여자는 실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어진 25,000원의 예산으로 22개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되어있는 식품들 중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실험에 

참여하 다.

표 6－2.  대안적 나트륨 비교표시 이미지 

표시명칭
(가칭)

표시 주요내용
사용
국가

응답 그룹 
(응답자 수)

현행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을 나타냄. 

한국
그룹1
(242) 

별 점수 

1일 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별 점수로 나타냄. 별의 개
수가 많을수록 나트륨 함유량이 적은 
것을 의미함. 

호주, 
뉴질랜드

그룹2
(247) 

신호등

1일 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색과 알파벳으로 나타냄. 
알파벳 A와 초록색과 가까울수록 나트륨
함유량이 적은 것을 의미함. 

프랑스 
그룹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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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명칭
(가칭)

표시 주요내용
사용
국가

응답 그룹 
(응답자 수)

에너지 
등급 유형

1일 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색과 숫자로 나타냄. 숫자 
1과 초록색과 가까울수록 나트륨 함
유량이 적은 것을 의미함. 

자체
고안 

그룹4
(243) 

스마일

1일 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스마일”모양으로 나타냄. 
웃는 얼굴은 나트륨 함유량이 적은 
것을 의미함. 

자체
고안 

그룹5
(239)

현행 
표시의 

세로 버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을 나타냄. 

자체
고안 

그룹6
(241) 

자료: 직접 작성

∙ 실험 참가자를 6그룹으로 나누어 1차 실험에서는 모든 응답 그룹이 현행 표시제도를 

보고 식품을 선택, 2차 실험에서는 그룹 1에만 1차 실험과 동일하게 현행 표시제도를 

제시하 고 나머지 그룹에는 각각 한 개씩의 대안적 표시유형을 제시하여 장바구니

에 담긴 식품들의 나트륨 총량을 계산ㆍ비교하 다. 즉, 그룹 1은 기준 그룹의 역할을 

하며, 동일한 반복실험에서 결과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함께 관찰하 다. 1~2차 

실험의 장바구니 식품 구성의 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1차 실험보다 나트륨 구매 

함량이 줄어든 표시유형은 그룹 2~5에 해당하는 별, 신호등, 에너지 등급, 스마일 

유형이었다. 다른 향요인들을 통제한 토빗모형(Tobit Model) 분석에서는 스마일, 

에너지 등급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표 6－3.  기초통계분석표 － 평균값

그룹 
구분

1차 실험(현행 유형 제공) 2차 실험(대안 유형 제공) 선택의 변화(2차 실험-1차 실험) 제시방법
(1차→2차)나트륨(mg) 나트륨(mg)/원 나트륨(mg) 나트륨(mg)/원 나트륨(mg) 나트륨(mg)/원

그룹2 19,118.7 1.42 18,604.6 1.40 -514.2 -0.02 현행→별

그룹3 19,511.8 1.49 18,858.0 1.39 -653.8 -0.10 현행→신호등

그룹4 19,520.0 1.46 19,227.1 1.27 -292.9 -0.19 현행→에너지

그룹5 19,360.0 1.47 18,925.5 1.28 -434.6 -0.19 현행→스마일

그룹6 18,194.3 1.42 18,867.8 1.38 673.5 -0.04 현행→세로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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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위치도 고려하는 표시정책 

∙ 현재 농식품 정보의 표시(혹은 마크) 위치는 위치에 대한 권고안이 없거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혹은 주 표시면의 측면 권장 등으로 되어 있어 주로 생산자의 

판단에 의해 규칙성 없이 제품 여기저기에 부착되고 있다. 농식품 정보 표시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향을 받을지를 분석해보고자 실험을 통해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to-pay)을 추정한 결과, 식품의 표시를 

우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효용 제고에 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을 발견

하 다. 이 선택실험에서는 시판 중인 계란(10입) 제품을 이용하 으며, 제품별 대안

은 시제품 모형을 이미지로 제작하여 보여주었다. 각 실험 참가자에게 두 가지 상품을 

사진으로 제공하 으며, 실험의 참가자들은 각 선택 상황세트마다 사진으로 제공되는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할지 선택하도록 하 다. 속성 및 속성수준은 

사진을 통하여 제품의 브랜드, 가격, 식품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표 6-4). 

정보 표시의 위치는 ‘우측 상단에 표시’하는 방식이 유의수준 15% 하에서 유의하 고, 

추가적인 지불의사금액은 392원으로 분석되었다(표 6-5). 

표 6－4.  컨조인트 분석의 속성 및 속성 수준

속성 속성수준 비고

식품 마크 있음/없음 
식품 정보 마크는 HACCP 마크와 무항생제 인증
마크를 사용

식품 마크 위치 우측 상단/우측 하단/좌측 하단
좌측 상단의 경우는 브랜드 마크가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제외

제품 가격 2,640원/3,800원 각 계란 제품의 시장 가격을 활용해 제시

브랜드 P사(중견기업)/S사(중소기업)

자료: 직접 작성

표 6－5.  계란 속성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금액 

구분 지불의사금액(WTP)

브랜드 278원 (166.4)

우측 상단에 표시 392원 (268.8)

좌측 하단에 표시 174원 (263.9)

우측 하단에 표시 158원 (273.4)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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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컨조인트 선택실험 예 

<가격: 3,800원> 구매 여부 (   ) <가격: 2,640원> 구매 여부 (   )

자료: 직접 작성

4.2. 변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부합

4.2.1. 신선식품 표시정보 확충

∙ 농식품 표시정보 전문가 FGD 및 소비자 FGI/설문조사를 통해 신선식품 표시정보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았다. 신선식품의 경우, ① 재배일/수확일, 입고일, 유통기한, 출하일 

등 시점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고, ② 신선식품에 대해서도 양성분/ 양정보 및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③ GMO나 농약과 관련한 정보

수요도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모두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속성 정보로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신선식품 섭취를 통해서도 건강을 추구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

∙ 신선식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농업 및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적인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양성분 등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표시가 불

가능한 정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선식품 정보제공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비포장 신선식품의 

경우 상품과 가까운 곳이나 가격표, 상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확대해 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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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신선식품류별 필요한 추가적 표시정보 

순위 곡물 미포장 채소/과일 포장 채소/과일 미포장 육류 포장 육류

1 양성분/ 양정보 재배일/수확일 재배일/수확일 생산자 정보(실명) 생산자 정보(실명)

2 재배일/수확일 생산자 정보(실명) 생산일자 도축장소 도축장소

3 GMO 여부 입고일 유통기한/유효기간 포장일 양성분/ 양정보

4
잔류농약 여부/
농약성분 검출 

정도
양성분/ 양정보 농약사용 정보 입고일 칼로리 정보

5 안전성 유통기한/유효기간 출하일 양성분/ 양정보 사육방법

6 도정장소 출하일 입고일 사육방법 월령/나이

7 유통경로 농약 사용 용량 양성분/ 양정보 칼로리 정보
GMO재료 사용 

여부

8 유해성분 표시 GMO 여부
잔류농약 여부/
농약성분 검출 

정도
항생제 여부

GMO사료 사용 
여부

9 브랜드 유통이력 칼로리 정보 출하일 사용사료

10 수량별 가격
잔류농약 여부/
농약성분 검출 

정도
유통이력

GMO사료 사용 
여부

g당 가격과 600g 
가격

주 1) 소비자 대상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를 유사한 항목끼리 묶는 방식으로 저자가 재구성함(n=1,477)
2) 음  처리된 부분은 시점 정보,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은 양 및 칼로리 정보,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GMO 혹은 농약 관련 정보임.

4.2.2. 온라인 농식품 표시정책 규정 재확립

∙ 온라인 농식품에 대한 표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표시방식이 소비자가 

표시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온라인 표시정보 확인 

비중은 신선식품 51.4%, 가공식품 53.6%로, 오프라인 (단순)평균인 62.3%보다 10%p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곡물의 경우 생산지/원산지(소비자 확인 우선순위 1순위) 및 

생산일/도정일(소비자 확인 우선순위 3순위)에 대한 정보는 첫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고 ‘상세 설명 참조’로 표시되어 있으며, 5페이지를 스크롤다운(scroll down)한 

후에야 ‘보관방법’ 위에 작게 표기된 해당 정보가 제시된다. 더욱이 이 정보마저도 

생산년도와 도정년월일은 ‘별도표기’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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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웹페이지 상에 다양한 광고정보4)를 삽입하다 보니 필요한 정보에 대한 탐색

비용(search cost)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정보탐색으로부터 오는 편익보다 탐색

비용을 크게 느껴 정보탐색행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정보제공 고시’는 

1) 표시위치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지 못하며, 2) 농식품 소비자에게, 그리고 온라인 

쇼핑 특성상 특히 중요한 정보인 ‘제조연월일’에 대한 예외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고, 3) 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웹페이지 면적(혹은 쪽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활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 소비자의 온라인 표시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농식품 판매 웹페이지에 

‘원클릭 팝업정보’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첫 화면 우측에 ‘농식품 표시정보’

라는 링크를 큰 글씨체로 위치시켜, 소비자가 클릭할 경우 팝업창을 띄워 해당 농식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팝업창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위치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연월일’에 대한 예외규정을 점진적으로 

엄격히 하여 소비자가 중시하는 시점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원클릭 팝업정보’는 

앞서 소개한 ‘대형 포털사이트 연계’와 연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이밖에 웹페이지 상에 업로드된 그림파일의 해상도가 낮아 정보 식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일정 해상도 이하인 경우 텍스트(text)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제시되는 그림의 해상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2.3. 외식 관련 신규 표시정보 도입

∙ 음식점에서 식사 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원산지표시를 제외하고는 양표시, 어린

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식품명인 인증으로 모두 자발적인 표시이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70%가 식당에서 식사 시 ‘필요한 표시가 너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조사 대상 10개 식품류 중 표시정보 부족에 대한 동의수준이 가장 높다. 

- 음식점 표시정보가 필요한 항목으로 소비자는 칼로리 정보(10.4%), 원재료ㆍ원료명

(9.7%), 양성분/ 양정보(9.1%) 순으로 응답하 다(표 6-7).

4) 쌀 판매 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광고정보는 1) 판매자의 인기상품, 2) 상품 주문 안내, 3) 쌀의 차별성 홍보, 4) 보관방법, 5) 쌀밥 
맛있게 짓는 법, 6) 주문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식품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성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
의 정보탐색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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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음식점 추가 제공이 필요한 표시정보 평가 

표시 내용 비중

칼로리 10.4%

원재료/원료명 9.7%

양성분/ 양정보 9.1%

생산지/재배지/사육지 정보 7.8%

유통기한/유효기간 6.5%

첨가물/첨가물 정보 5.2%

구입일/원재료 구입일 4.9%

입고일 4.2%

생산이력 3.9%

생산자 정보(실명) 3.2%

기타 35.3%

자료: 자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n=1,000) 

∙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표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

해서는 음식점 메뉴에 대한 표시정보를 프랜차이즈 식당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칼로리 및 양정보를 중심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키오스크도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음식점의 칼로리 및 양표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문제나 양 

불균형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2018년 5월 7일부터 음식점

에서 칼로리 및 양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안이 발효되어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한 일부 음식점 및 유사 식품 판매업소는 메뉴 및 메뉴판에 표준 품목에 

포함된 총 칼로리, 총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설탕, 섬유 및 단백질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FDA, 2018a).

4.2.4. 영양/건강 속성 인증제도의 차별화

∙ 2012년에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의 마크를 통합한 이후 소비자들의 국가인증 마크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 다. 그러나 국가인증제도의 제도별 인지도는 크게 

향상되지 못하 으며 오히려 인증제도를 구분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워졌다는 소비자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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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인증제도 모두 마크색상을 녹색, 파란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상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

식품부 인증에는 녹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에는 하늘색 색상이 대표색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인증제도간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 대상 FGI/설문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GAP, 친환경 인증 등 농산물에 부착되는 

마크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 다. 

∙ 양/건강 속성을 인증하는 표시는 다른 인증표시와 다른 색(황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양/건강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증 받은 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6－8.  속성별 인증제도 분류 예시

위생ㆍ안전 속성 영양ㆍ건강 속성 환경ㆍ윤리 속성 품질ㆍ규격 속성

▪HACCP 인증
▪GAP 인증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술 품질인증
▪식품명인 인증
▪가공식품 KS 인증
▪지리적표시

↓ ↓ ↓ ↓

파란색 황색 초록색(종전과 동일) 적색(빨강색)

자료: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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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스마트한 표시정책의 선제적 도입: 추진가능 사례를 중심으로

4.3.1. 소비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스마트한 영양표시

∙ 현재 식품의 의무표시 사항인 기본표시와 양표시는 모두 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현행 표 형태의 양표시와 대안적인 그림 형식의 양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표기법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6가지 문항을 구성하여 정답률과 소요시간을 

분석해 보았다.5) 그 결과 (B)형식과 같은 그림 유형이 소비자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9). 이와 같이 소비자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표시 형식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표 6－9.  조사에 사용한 표기방식별 문항 및 분석결과 비교 

(A) 현행 영양정보<표> (B) 대안 영양정보<그림>

1. 이 제품의 1봉지는 64g이다 1. 이 제품의 1회 제공량은 30g이다

2. 1봉지를 섭취하면 328kcal이다 2. 1회 제공량만큼 섭취하면 117kcal이다

3. 1봉지의 포화지방은 16g이 들어있다 3. 1회 제공량의 트랜스 지방은 0.3g이 들어있다

4. 1봉지의 나트륨은 200mg이 함유되어 있다 4. 1회 제공량의 당류는 26.4g이 함유되어 있다

5. 1봉지의 탄수화물 함유량은 일일 기준치의 7%이다
5. 1회 제공량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일 기준치의 

8%이다

6. 이 제품의 총중량은 192g이며 이를 다 먹으면 
328kcal이다

6. 이 제품의 총 중량은 320g이며 이를 다 먹으면 
1,248kcal이다

 

5) 문항의 제시는 먼저 답변하게 되는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이 학습효과를 갖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소비자 1,45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현행 표 형식의 표시를 먼저 제시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그림 형식의 표시를 먼저 제시함. 그림 형식의 영양표시
는 전면표시제 마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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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 영양정보<표> (n=727) (B) 대안 영양정보<그림> (n=726)

문항
정답률(%)

<A>
답변시간(초)

<B>
초당 정답률

<A>/<B>
문항

정답률(%)
<A>

답변시간(초)
<B>

초당 정답률
<A>/<B>

1 79.8 16.8 4.8 1 88.0 12.1 7.3

2 86.4 11.9 7.3 2 85.8 10.7 8.0

3 78.6 17.0 4.6 3 92.0 13.9 6.6

4 84.1 11.2 7.5 4 88.9 10.5 8.5

5 89.1 14.5 6.1 5 89.8 11.3 7.9

6 81.8 9.7 8.4 6 98.0 9.1 10.8

평균 83.3 13.5 6.5 평균 90.4 11.3 8.2

자료: 직접 작성

4.3.2. 과일/채소 소비 확대를 위한 구매시점의 넛지 활용

∙ 우리나라의 경우 신선식품 및 과일/채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신선식품 및 과일/채소 소비를 증대

시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결과, 우리

나라 가구의 식품소비에서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8.2%에 달하 으나, 

외식소비 증가로 1997년 37.2%로 감소한데 이어, 가공식품 소비 또한 증가함에 따라 

2011년 26.8%, 지난해에는 24.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 또한 채소, 과일을 

하루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 비중은(6세 이상) 전체의 35.3%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질병관리본부, 2018).

∙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구매시점의 넛지가 건강한 식품선택(과일/채소 등)을 유도(장려), 

표시정보 활용도 제고와 연결될 수 있을지 검증하기 위해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을 

수행하 다(표 6-10). 광주지역 5개의 이마트 중 매출이나 규모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광산점과 봉선점을 각각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으로 설정하여 현장실험 장소로 선정

하고, 구매시점 넛지 장치를 설치하여 1주차와 2주차 기간동안 POS 데이터 매출액을 

식품전체, 신선식품, 과일, 채소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그림 <6-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넛지 장치는 ① 초록색이 주는 느낌, ② OECD 문구가 주는 신뢰감, ③ 과일/

채소를 가득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 ④ 스마일 마크, 

⑤ 화살표 사인, ⑥ GAP 및 유기농인증 마크, ⑦ 농촌지역 배경을 담고 있어 신선농산물 

및 과일/채소 소비를 유도(장려)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또한, 옆에 

수직으로 붙인 초록색 테이프는 ‘이 높이까지 과일/채소를 담아야 할 것 같은’ 3차원적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하 다. 이러한 카트에 설치하는 구매시점 넛지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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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덕트테이프(duct tape), 구획(partitioning) 등의 방식으로 적용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슈퍼마켓 카트에 대해서는 활용된 사례가 없다.6) 넛지적 장치가 소비자의 

총지출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식품(과일/채소)의 선택을 늘리도록 유도

(장려)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Payne et al., 2014, 2015; Stilley 

et al., 2010). 동 기간 동안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소비자 3,106명을 무작위로 선정

하여 수증을 수집, 간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액 단위의(aggregate-level) 

POS 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 다.

그림 6－26.  이마트 카트 현장실험에 사용된 건강한 식품(채소/과일)선택 유도 넛지 

자료: 직접 작성

∙ 분석 결과, 농식품 구매시점에 카트에 설치된 단순한 장치가 과일/채소 소비를 증대

시켰을 뿐 아니라, 가공식품 소비를 구축(crowding-out)하지도 않아 오히려 식품 

전체 지출액은 증가하 다. GAP인증이나 유기농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구매시점의 넛지의 활용은 건강

한 식품선택을 장려할 뿐 아니라 다양한 표시/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우리나라 슈퍼마켓 카트에는 이미 설치된 홍보물이 많아 넛지적 장치의 효과는 미지수였다. 따라서 귀무가설은 ‘효과 없을 것이다’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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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이마트 현장실험 결과 － POS 데이터 기반 일평균 매출액

　구  분

광산점(처치그룹) 일평균 매출 봉선점(통제그룹) 일평균 매출

1주차
(9.5-11)

2주차
(9.12-18)

증감률
(%)

1주차
(9.5-11)

2주차
(9.12-18)

증감률
(%)

과일 판매액 8,620 13,762 59.65% 16,126 17,622 9.28%

채소 판매액 5,269 5,394 2.39% 8,973 7,951 -11.39%

과일+채소 판매액 13,889 19,156 37.93% 25,100 25,573 1.89%

식품 총 판매액 100,971 157,001 55.49% 122,772 159,586 29.99%

자료: 이마트 협조

그림 6－27.  이마트 현장실험 결과 － 매출액 변동  

자료: 이마트 협조

4.3.3. 행동경제학 프레이밍효과를 활용한 스마트한 표시정책 설계

∙ 설탕이나 나트륨의 과다섭취가 각종 심혈관계 질환 및 성인병의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의 섭취 감축이 현대 식문화에 큰 어려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만세, 탄산세 등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까지 단행하고 있으나, 가장 높은 수준의 개입인 세금 부과 방식

보다는 행동경제학의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한 표시정책을 설계ㆍ도입하여 설탕이나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장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고 비용-효율

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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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경제학 문헌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는 개념

이 있는데, 이는 동일 혹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정보 전달 방식이나 틀을 바꾸었을 때 

의사결정(행동)이나 해석(인지)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프레이밍 

효과 개념을 적용하여 설탕 함량이 많은 탄산음료를 대상으로 선택실험을 실시한 

결과,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표시정보의 도입ㆍ전달이 필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11). 해당 선택실험에서는 ‘고설탕 함유’라는 중립형 

메시지, 설탕 섭취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부정형 메시지, 설탕 섭취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긍정형 메시지를 <그림 6-28>의 펩시콜라 ‘A’ 지점에 표시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소비자 집단(통제그룹 포함 4그룹)에게 제시하여, 각각의 메시지에 대한 소비

자들의 선택을 분석하 다.7) 아무런 표기도 제시되지 않은 경우 29.8%의 소비자가 

펩시콜라를 선택했지만, 중립형 메시지가 펩시콜라에 표기된 경우 소비자의 19.9%

만이 펩시콜라를 선택하 다. 직관적이고 한 눈에 파악하기 쉬운 간단한 정보가 효과

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6-12). 전달하는 메시지가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그 

문구가 길고 한 눈에 인지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들은 그 뜻을 인지하고 이해하기를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1.  고설탕 함유표시 구분

그룹구분 표시유형 표시내용

그룹A 현행 표기 없음

그룹B
표기법 1
(중립형)

고설탕 함유

그룹C
표기법 2
(부정형)

<경고> 설탕섭취는 비만, 당뇨, 골다공증 등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룹D
표기법 3
(긍정형)

<경고> 설탕섭취를 줄이면 체중조절, 혈압ㆍ혈당 개선 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료: 직접 작성

7) 선택실험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주류경고’ 표시를 설탕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시판 중인 탄산음료 제품 4가지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응답 대상자를 4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은 현행과 
같이 아무런 표시도 없는 제품들로, B~D그룹은 한 가지 탄산음료 제품(펩시콜라)에만 표기법 1부터 3까지를 각각 표시하고 선택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시는 제품 전면 우측하단에 표기하였으며, 270도 기울어진 모습으로 세로방향으로 글자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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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탄산음료 설탕표시 제시방법

A
         

자료: 직접 작성

표 6－12.  탄산음료 설탕표시 표기방법별 선택 비교

구분
현행

(표기 없음)
표기법 1
(중립형)

표기법 2
(부정형)

표기법 3
(긍정형)

펩시콜라 선택 비중 29.8% 19.9% 25.5% 26.2%

표본 수 312 312 318 302

주: 표기법별 선택 비중을 의미함.
자료: 직접 작성

4.4. 결론 및 시사점

∙ 건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식품선택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

기대수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비용 부담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 역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필요한데, 정책입안자

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수단이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 즉 표시정책이다. 

∙ 농식품 소비자들은 습관적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해했다 할지라도 행동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건강한 식품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한 표시정책이 필요하다.

∙ ‘스마트한 표시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거

나 개선하기 쉽지 않은 역이다. 표시정책을 한번 바꾸게 되면 농업인이나 식품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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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중장기

적인 플랜을 가지고 농식품 표시정책을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스마트한 표시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행동과학, 인지과학 등의 학문에서 이러한 통찰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식품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연구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에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표시정책의 설계/실행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러한 사례들이 과연 적용은 가능한 것인지, 적용이 가능하다 할

지라도 지속가능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후속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질문

들에 답하고 지속적으로 표시정책을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UNC-DUKE-USDA 연구센터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예: 행동경제학-식품정책 연구센터)이 설립·운 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적인 지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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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산업의 미래1) 1

1.1. 글로벌 산업의 변화 

 ∙전통적인 “식품공학(Food Technology)”과 구분되어, IoT,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이 

적용된 기술은 “푸드테크(Food Tech)”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푸드테크는 

2014년경부터 스타트업에서 급성장하면서 식품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 특히, 온라인 기술을 적용한 식사 온라인 주문, 완제품/식재료 배달 등 유통분야가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선두주자이며, 2015년 미국에서 온라인 식사 주문은 푸드테크에서 

54%를 차지하 다.  

- 2015년 스타트업의 투자금을 살펴보면, 상위 120개의 투자금이 52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그림 7－1.  푸드테크 스타트업 투자 현황 (2015년)    

자료: CBINSIGHT

- 이러한 푸드테크 투자금은 2014년부터 급성장하여, 2015년 4분기의 투자금만 약 

21억달러로, 2013년 4분기에 비해 20배, 2014년 4분기에 비해 4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1) 본문은 2018년 율촌재단의 지원으로 추진된 ‘미래식품 방향설정 연구’를 정리·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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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  푸드테크 투자 동향 (2012년 1분기~2015년 4분기,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자료: CBINSIGHT

∙ 이처럼 미래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늘어나자, 기존의 식품

산업을 이끌던 글로벌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펀드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운 을 통해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 (국외) 2014년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 급성장, 식품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 켈로그, 다농 등 글로벌 식품기업 스타트업 투자펀딩 조성 및 변화 

주도권 확보 노력  

- (국내) 벤처투자사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분야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2016년 

롯데액셀러레이터, 2018년 농심 후원 테크 플러스 등 기존 식품 대기업에서도 별도의 

펀딩을 조성하여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시작

그림 7－3.  글로벌 기업의 투자펀딩 조성 동향  

자료: CB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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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래 먹거리 산업 메가트랜드

∙ 이러한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와 산업이 어떻게 변화

할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예측을 위해서는 미래에 다가올 모습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 산업이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각 국가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과학기술예측

조사가 있으며, 글로벌 컨설팅기업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있다. 이러한 보고서를 기반

으로 STEEP분류방법, 윌슨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 메가트랜드를 도출하 다.

- STEEP 분류방법은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 

(Environmental), 정치(Political)로 자료를 구분 정리하여, 윌슨매트릭스 분석을 

통해서 2030년 기준 미래사회 변화 중 먹거리 산업에 향력이 높고 불확실성이 낮은 

메가트랜드 5개를 도출하 다.

- 미래보고서를 기반으로 중요성을 원의 부피로 표현하 으며, 고령화, 기술융복합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고갈 등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예측된 트랜드이다.

그림 7－4.  미래사회 메가트랜드 윌슨매트릭스

자료: 미래비전 2040 (한국개발연구원(KDI), 2010),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ICT 전략(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2040 국토교통 미래기술예측 조사 (국토교통부, 
2013), Global trend 2030 : Alternative world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12), Science 
& Technology in China: A Roadmap to 2050(Chinese Academy of Sciences, 2010) 정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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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5개의 미래사회 메가트랜드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 기술 예측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에서의 트랜드만을 정리하여 6개를 도출한 것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사회윤리, 수요공급 긴밀성, 투명성, 소비자기호다양성, 인공지능

플랫폼 등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의 트랜드이다.

그림 7－5.  미래 먹거리산업 주요 트렌드 

자료: 2040 농림식품 미래기술 예측 조사 (농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6), The future of food and 
agriculture – Trends and challenges (FAO, 2016), Our food future (Food Standards Scotland, 
2016), The future of food and farming: challenges and choices for global 
Sustainability(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UK, 2011), The future of food: new 
realities for the industry(Accenture, 2017) 정리 분석함. 

① 지속가능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식품생산을 위하여, 콩, 효모, 곤충, 해조류로부터 

추출한 단백질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도와 수용도가 높아진다. 

- 식물의 최적의 생장조건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팜이 보편화되며, 가정이나 도시

농업 형태로 작은 장소에도 적용되어 효과적인 생산이 가능해진다. 

② 사회윤리

- 소비자들은 원료의 투명성울 중요하게 여기며, 신뢰할 수 있고, 사회의 긍정적인 

헌신을 한 회사의 제품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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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요공급 긴밀성

- 소비자들은 지역 생산물을 원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요구를 충족시키긴 힘들다. 이에 

도시 농업(인구 중심지와 가까운 농장)이 성장한다. 

- 소비자들은 중간에 중개자 없이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

하고 구매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➃ 투명성 

-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대해 정보가 축적되고 그 정보에 충분히 접근

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해 안심하기를 원한다. 

⑤ 소비자기호 다양성 

- 여전히 소비자는 건강한 식단을 추구한다. 식품이 우리 고유의 건강 필요에 맞게 

맞춤화, 식품의 질병 및 현대 전염병을 통제도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전통적인 기호인 식품의 안전성, 맛과 향뿐만 아니라, 원료의 투명성, 사회

공헌도 등 제품에 다양한 기호를 반 하는 것에 익숙해지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기호를 미리 예측하고 공급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⑥ 인공지능 플랫폼

- 기술의 융합은 빠른 속도로 식품분야에 접목되어, 개인의 신체, 기분, 행동, 환경 등 

기존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수집하지 못했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소비자는 새로운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능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 받는 서비스에 익숙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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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산업 동향2

2.1.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 산업

∙ 6개의 메가트랜드로부터 도출된 식품트랜드 핵심요인 6개의 조합을 통해서, 4개의 

프로세스(농업생산, 식품생산, 물류, 소비자) 별 미래기술기반 먹거리 주요 산업을 

도출한다.

- (스마트 가드닝) 미래 소비자는 안전성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니즈가 

확보되길 원하여 직접 원료를 기르는 스마트 가드닝 산업 가능성 높다.

- (중개플랫폼) 미래 소비자는 그들이 원하는 제품에 빠르게 접근하는 것에 익숙하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정보를 받기를 원하여 중개플랫폼이 보다 발전할 것이다.

- (대체소재) 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업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소재 산업 가능성 높다.

- (맞춤형 가공/서비스) 미래 소비자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신의 

다양한 기호와 건강에 대한 니즈를 섬세하게 충족하는 제품/서비스에 편안함을 

느끼며, 맞춤형 서비스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림 7－6.  미래기술 기반 먹거리 주요 산업  

자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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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주요산업을 통해서 도출된 미래기술을 살펴보면 전통적 기술과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 기반 기술이라는 점과 융합이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 데이터를 생선, 관리, 분석, 의미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한 기술로 부각된다. 

스마트 가드닝의 경우 센서를 통해 수집된 식물생장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포함

하고 있으며, D2C 중개플랫폼, 맞춤형 서비스 등도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술이다. 

- 기술간의 융합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제품개발을 넘어 소비자의 기호, 

사회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융합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2. 스마트 가드닝

2.2.1. 스마트 농업

∙ 스마트 농업은 기존 농업에 혁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디지털 

농업, 정밀농업, 스마트팜 등으로 세분화됨.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용화를 하고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이 스마트 농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 (스타트업 주요 기술 분야) 정밀농업 및 예측분석 기업, 농장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스마트 물관리 기업, 로봇과 드론 기업, 센서기술 기업, 생장데이터 분석 기업 등

-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분야)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기술, 드론을 통한 모니터링 기술, 

작물 상태 측정 기술, 예측 분석기술, 농업 로봇 기술 등

그림 7－7.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산업지도

자료: CBINSIGHT



미래기술 기반 건강한 먹거리 산업 동향과 과제   213

∙ 이러한 미래형 스마트 농업은 효율적인 관리체계에서 예측 기반의 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기존 생산은 ‘경험기반 효율관리’로서 토지, 농업, 자본에 기술을 더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로서 생산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 스마트 농업은 ‘빅데이터 기반 예측관리’로서 시설과 장비에 데이터와 센서를 더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의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생산자 중심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8.  스마트농업의 관리체계 변화

자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비교 (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2.2.2. 도시농업 

∙ 미래의 소비자가 농업에 기대하는 가치는 생산자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 미래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에 기반한 생산이다.   

그림 7－9.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자료: Global alliance of future of food (2018,12.30.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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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를 반 하여 등장한 것이 도시농업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먼저 활성화되었다. 

- 도시 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도시 중심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2.3. 스마트 가드닝 

∙ 도시농업이 추구하는 기치를 일부 공유하면서 IoT 기술을 기반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가드닝이다. 

- 스마트 가드닝은 IoT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정 내 화분 관리에 인터넷을 더한 것으로, 

햇빛의 양과 온도, 토양의 수준과 양 상태 등을 체크하여, 교체가 필요한 타이밍을 

알려주거나 자동으로 물을 주는 디바이스를 활용한다.  

- 특히 최근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또한 단순히 가정 내의 가드닝에 편리함을 더한 것이 아니라 도시농업의 공동체 모델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이웃끼리 나누거나 지역사회의 식당에 공급하는 서비스 

모델도 상용화되고 있다. 

그림 7－10.  스마트 가드닝의 서비스 모델  

자료: 스마트 가드닝 스타트업 서비스 모델(2018,12.30.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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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속가능 대체소재 

2.3.1. 대체소재 스타트업 급부상 

∙ 최근, 지속가능한 지구와 식품생산체계를 갖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체소재에 대한 관심이 크게 급증하 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7－11.  지속가능 대체소재 동향 

 

자료: 저자

2.3.2. 대체소재 발전 방향

∙ 대체소재는 기존의 생산체계에서 문제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줄이고, 유통 체계에서 

공급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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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지속가능 대체소재 기대효과

자료: 저자

 

2.2.3. 대체소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 동향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대체소재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2006~) 네덜란드 정부, “in vitro meat”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0만 달러 연구비 투자

- (2018) 미국 FDA, 배양육 식품인정에 대한 첫 공청회

∙ 최근의 변화는 정부뿐만 아니라, 비 리단체, 다국적기업, 빌게이츠 재단 등이 미래 식

품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다. 

- (2006~) New Harvest, Good Food Institute 등 미국 비 리 단체에서 배양육 연구 지원  

- (2018) 다국적 기업 Tyson Foods, 이스라엘 SuperMeat 300만 달러와 미국 

Memphis Meat에 1700만 달러 투자

- (2018 )네덜란드 Mosa Meat, 약 900만 달러 투자유치

- (2018 ) Memphis Meat, Cargill Inc., Bill Gates, Richard Branson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 국내의 경우 대체소재에 대한 정부, 학계, 소비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 농식품부에서 곤충산업과 소재화 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소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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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육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학계 모두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상용화 사례가 있으나, 아직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4. D2C 중개플랫폼  

2.4.1. D2C 중개플랫폼의 변화

∙ 기존의 농식품과 외식의 유통구조는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 음. 인터넷을 기반으로 중개 플랫폼의 경우, 음식/식재료/정리 배달, 

레시피 공유, 맛집 추천 및 예약 등 급성장하 음. 이러한 변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산업과 소비자 트랜드 변화가 있다. 

- 온라인/모바일 발전

- 솔로이코노미 성장

- 개인맞춤 건강트랜드 증가

- 홈딜리버리 사업자 등장

- 제조사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Direct to Consumer 

(D2C) 사업모델 성장

그림 7－13.  중개플랫폼의 발전방향 

자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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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국내 중개 플랫폼 시장 동향 

∙ 국내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중개플랫폼이 빠르게 발달하 다.

- 한국푸드테크협회는 현재 외식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중심으로 운 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사례도 많고 투자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내산업에 머무르고 있어, 글로벌 서비스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표 7－1.  국내 중개 플랫폼 사례

유형 주요내용 대표기업

음식배달 지역 식당의 음식 배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식재료배송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헬로네이처
마켓컬리

맛집 정보 추천
맛집정보 소개
예약 서비스

식신핫플레이스
망고플레이트

레시피 큐레이션
다양한 레시피 공유
식재료 기반 레시피 추천

해먹남녀
이밥차

모바일 식권 모바일 결제,정산 플랫폼
식권대장
식신e식권

자료: 저자

2.5. 맞춤형 서비스  

2.5.1. 맞춤형 서비스 발전 방향

∙ 맞춤형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식품 소재에 대한 건강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서비스가 연결된 건강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다.  

- 식품 소재의 경우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건강 요소를 추가하는 동향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 최근에는 유전자, 대사, 마이크로비옴 등 맞춤식품 개발을 위한 인간 신체에 대한 연구를 

더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또한 제품에 더해 구매, 보관, 조리, 관리 등 전 체계에 걸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건강 솔루션 모델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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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4.  맞춤형 서비스 모델 발전방향

자료: 저자

2.5.2.  국내외 기업 동향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 연구된 과제이며, 글로벌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네슬레의 경우 2011년 건강과학 연구소(NIHS)를 설립하 고, 스위스와 미국 두군데의 

연구원 수만 5천명에 이르며, 2015년에만 약 2조원을 투자하 다. 

∙ 자체 연구이외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으며, 네슬레의 경우 2013년 ‘실리콘

벨리혁신센터’를 수립하여 HENRi@Nestle라는 스타트업 플랫폼을 출범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 프로젝트별 5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딩 프로그램, 디지털 뉴트리션, 

진단기기 등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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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서비스 연구 동향

자료: 저자

∙ 스타트업의 경우, Habit.com 이 잘 알려졌으며, 개인의 유전자 생활데이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하고, 이를 배달 서비스 기업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유전자분석 스타트업과 아침죽 배달서비스 스타트업 간의 연계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그림 7－16.  스타트업의 맞춤형 서비스 모델

자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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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3

3.1. 향후 발전 방향 

∙ 최근 먹거리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전통적인 먹거리 산업을 벗어난 기업과 

학문 분야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데 반해 

아직 우리나라는 변화의 속도가 늦다. 

- 2014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푸드테크 분야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통적인 글로벌 

식품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성장하 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아마존, IBM 등 기업이 IT,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식품위생, 농산물 유통물류 

등에 진출하여 이목을 끌고 있으며, 공학 전공 분야에서 식생활을 연구하는 학회가 

개최되는 등 융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은 대부분 음식/식재료 배달서비스, 맛집

추천 서비스 등 외식서비스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미래 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7-17.  먹거리 산업의 발전방향 

자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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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부, 학교, 민간의 역할 

3.1.1. 정부의 역할 

∙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와 동반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R&D투자가 필요하다.  

- 국가에서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쌓아 

산업계에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 하여 

종자 등 자원, 유통, 외식 등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간 

중심의 식생활에 대한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국민건강

양조사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 미래 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부엌 공간 (조리도구, 조리습관, 위생

관리 등), 식행동 (식품선택, 섭취습관 등), 인지/태도(심리, 미각, 식문화 변화 등) 등 

인간 중심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산업계에 제공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농학, 식품학 등과 공학, 기술 분야 융합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연구 주제를 산업현장에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농민, 식품생산자, 외식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에게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디이어를 발굴한 후, 공학-농학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3.1.2. 학교의 역할 

∙ 대학은 연구결과의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어야하며, 이미 전국식품공학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자정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계 변화 속도에 맞추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상용화를 전제한 연구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문, 특허에 기반 한 교수 평가 

제도를 산업으로 기술 이전이나 창업 등 기술 실시에 기반 한 평가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공대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수평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대의 경우 변화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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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는 기술을 융합하고 상용화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기업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현재의 기술기반의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이 문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창업가정신,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행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 이러한 교육과정은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기업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 대학과 기업 간 지식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통해 보다 인재양성에 초점이 이루어진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3.1.3. 민간의 역할 

∙ 미국의 푸드테크의 성장은 전통적인 농식품산업의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주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 인하우스(In-House) 전략을 탈피하여 보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함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도 롯데액셀러레이터, 농심에서 후원하는 테크업 플러스 등의 사업이 

시행되는 중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통해서 상호 간 신뢰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업은 융합기술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농업에서 드론, 로봇, 센서 관리 등 기술을 매우 빠른 속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인도 환경에 

맞는 기술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또한, 미래 소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넘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투명하고 

신뢰 높은 생산자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래 변화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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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농업부문 영향1

1.1. 기후변화 실태 및 전망

∙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은 지

난 133년간(1880~2012년) 0.85℃(0.65~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치를 보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RCP 8.5를 

가정하는 경우), 21세기 말(2081~2100년)에는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1986~2005년 

대비 3.7℃(2.6~4.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30년간(1981~2010년) 1.2℃ 상승하 으며(+0.41℃

/10년), 계절별 기온의 상승 경향은 지난 30년간 겨울 기온은 1.7℃, 가을 1.5℃, 봄 

0.8℃, 여름 0.7℃ 상승하는 등 유의한 수준에서 가을과 겨울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은 RCP2.6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대비 21

세기 전반기에 +1.5℃, 중반기와 후반기에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RCP6.0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0.8℃, 중반기에 +1.6℃, 후

반기에 +3.0℃ 상승하여 온난화가 후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기상청 

2017). 

그림 8－1.  한반도 연평균 기온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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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기후지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온난화 전망에 따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여

름일수와 같은 고온 관련 극한지수의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한파일수, 결빙일수, 서

리일수와 같은 저온 관련 극한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특히, 최근 우리나라 폭염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8년 6~8

월의 폭염일수는 31.4일로 1994년 29.7일보다 1.7일 증가하 으며, 평년(9.8일)보

다는 무려 21.6일이나 증가하 다. 이와 더불어 열대야일수도 2018년 17.7일로 

1994년(17.4일)보다 많았으며, 평년(5.1일)보다 12.6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현재 연간 7.3일에서 RCP2.6 시나리오의 경우 21세기 전반기

에 8.1일, 중반기 10.2일로 증가하 다가 후반기에는 9.5일로 중반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RCP6.0 시나리오에서는 폭염일수가 +1.10일/10

년의 추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세기 전반기에 8.7일, 중반기에 11.4일, 후반기

에는 17.2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 호우와 관련된 극한지수인 호우일수, 5일최다강수량, 강수강도 등은 현재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반도의 호우일수는 현재 연간 2.0일로,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RCP2.6 시나

리오에서는 +0.1일 증가하고, RCP6.0 시나리오에서는 +0.4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 한반도의 5일최다강수량은 현재 207.0㎜이며, RCP2.6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후반기에는 224.4㎜(+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RCP6.0 시나리오에서도 21세기 중반기 이후 증가하여 후반기에 236.3㎜(+14.2%)

로 RCP2.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반도의 강수강도 또한 RCP2.6과 RCP6.0 시나리오에서 모두 증가하여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기에 각각 +0.7㎜/일, +1.0㎜/일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2.  한반도 극한기후지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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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부문 영향과 기회 요인

∙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향에 해당하는 것은 식량 생산 변화, 축산물 생산량 변

화, 작물재배 적지 변화, 병해충 및 이상기상 증가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 가용 농업용

수량 변화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향은 식량안보 문제,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 

보건 문제, 식품 안전 문제 등이 있다.

∙ 기후변동성 증가, 고온다습한 기후로의 변화로 인한 기존 작물 성장 저해, 이상기상 

증가로 인한 재해 위험성 증가 등 기후변화의 향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위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이러한 위기에 대한 소극적 대처뿐만 아니라 위기 

요인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바꾸려는 적극적 노력은 사회경제의 지속성 면에서 매

우 중요하다.

- 감축 신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소득 창출, 기후 위험 관리를 통한 편익 증대, 날씨경

(생산, 기획, 마케팅, 유통, 경  등 다방면에 날씨를 적용하여 경  효율성 증대 및 

이윤 창출을 꾀하는 것)을 통한 이윤 증대가 기후변화 기회 요인 활용의 예로 볼 수 있다. 

∙ 기후변화는 벼 생산성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물모형

(ORYZA2000)과 A1B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기준년도 대비 온도만 1℃ 상승하

는 경우 벼 수량은 약 6.7~10.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충근 외 2012). 

또 RCP8.5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쌀 단수는 기준년도인 2010년에 비해 

9.5% 감소하 고 KSAMO모형을 통해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44.6% 감소하 다(김

창길 외 2012).

- 벼 생산성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논물관리 기술 적용, 새로운 내재해성 

품종 보급, 작기 이동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논물관리 기술(논물얕게대기)의 경우 생

산 안정성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1) 

품종 보급과 작기 이동의 경우에도 활용도에 따라서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표 8－1.  기후변화에 따른 쌀 단수 및 생산량 전망
단위 : kg/10a, 천 톤

구 분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단  수 482 498 495 486 473 456

생산량 4,295 4,166 4,087 3,560 2,967 2,379

자료 : 김창길 외 2012

1) 중앙일보. 2014. 6. 17. 기사 “벼농사, 물 관리만 잘해도 1석4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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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강우량, 일조량 변화는 작물의 재배적지에도 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었다. 

- RCP8.5 하에서 2011-2100년 기간 중 보리 품종군별 재배안전지대의 지리적 변화

를 예측한 결과 2020년대에는 강원도와 북한 남부지역의 대부분에서 겉보리를 재배

할 수 있고, 2040년대에는 거의 모든 북한 평야지역의 벼논에서 쌀보리 이모작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 다(김대준 외 2012).

-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를 바탕으로 환경에 맞는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을 

시도한 결과 사과 재배 면적은 재배가능지와 재배적합지가 북상하면서 그 면적이 꾸

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농촌진흥청 2015).

- 재배적지의 이동은 지역별로 새로운 작목(예: 제주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 강원도에

서의 사과 재배 등) 재배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기회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 변화와 관련한 기온‧강우‧일조량 예측을 위한 기술 및 장비 개발, 기상예보, 기온

변화 대응 자동조절시스템 개발 등 날씨산업 확대의 기회 또한 존재한다.

그림 8－3.  RCP8.5 시나리오 기준 사과 재배 적지 변동 예측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71-2080> <2091-2100>

    주: 녹색 지역이 재배가능지, 파란색 지역이 재배적합지를 나타냄.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제공 시스템. http://www.agdcm.kr/map/search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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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과 대응2

2.1. 신기후체제 출범 및 의의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Climate 

Change Accord)을 공식적으로 발효하 고,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간 

감축 목표와 실행 전략을 요구하게 되었다.

∙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신기후체제 탈퇴를 선언하 으나, 미국 내 12개 주가 

참여하는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 현재 17개 주 참여)을 결성하여 파

리협정 이행을 계속할 의지를 보 으며, G7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 정상은 파리협

정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 다. 

- 미국 이외의 국가는 충실하게 파리협정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파리협정 의무 준

수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역시 2015년 6월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안을 제출하 다. 

∙ 교토체제와 달리 신기후체제 아래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

다 2°C 밑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문서에 명시하 으며, 모든 회원국이 스스로 목표

를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 다(이상민 외 2017).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뿐만 아니라 재원, 기술, 

능력 배양, 투명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6개의 기둥’). 이와 더불어 종료 시점이 없

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상향된 목표 제시가 수반된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 2020년 만료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2020년 이후의 파리협정 

체제 하 기후변화 대응을 ‘신기후체제(Post 2020)’로 부르고 있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노력을 하는 최초의 협정이다. 교토체제에서는 37개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가 주어진 데 반해,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197개 모든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각국 

목표와 더불어 재정 자원의 이동과 공급, 신기술 체계와 역량 배양, 투명성 제고를 함

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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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 정부의 대응

∙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2016년 12월에 제시하 다(이상민 외 2017). 

- 기존의 계획은 감축정책 실현에 중점을 둔 반면, 기본계획은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적응, 재원 지원, 이행 점검 등을 포괄한다. 또한, 규제 중심의 감축체계에서 시장을 

이용하고 기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의 감축으로 전환하 다. 

- 이와 더불어 정부가 주도하고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이행하던 형태에서 민관이 협업

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체제로 변환하 다.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두고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5) 탄소 흡수ㆍ순환 기능 증진,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을 주요과제로 제시하 다.

∙ 「제1차 기본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되거나 소관인 세부 이행 계획은 <표 

8-2>와 같다. 농식품부가 소관이 되는 과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연관된다. 이 외에도 농 교육이나 탄소배출 정보 구축에 있어서 관

계 부처로서 협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표 8－2.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농식품부 관련 세부이행계획

과제 제목 부처 역할

(4-2)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건설 
-(4)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 ② 기술개발

(관계 부처) 소각 근절 교육

(4-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4) 안정적인 용수이용 및 식량관리
- ② 농업용수 관리

(소관 부처) 농업생산기반 정비

(4-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4) 안정적인 용수이용 및 식량관리 
- ④ 식량관리

(소관 부처) 품종 개발, 예찰·방제·방역 강화, 
온실 내재해 설계기준 마련 및 첨단온실 확산

(6-2) 파리협정 이행 점검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1)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 체계 마련

(관계 부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7-1)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소관 부처) 탄소배출 정보 구축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세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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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기후체제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2030 로드맵」<표 8-3>과 같이 제시

되었다.

표 8－3.  신기후체제 이후 농림어업 감축방안과 정량평가 지표(~2030년)
단위: 백만 톤

감축방안 지표
기존안 
감축량

수정안 
감축량

2030 국내 감축목표 BAU 850.8 대비 감축률 25.7% 219 276.5

공공·기타(음식료품 
외 10개 산업)

부문 BAU 21.0 대비 감축률 17.3% 4.9 5.3

농축산(비에너지) 부문 BAU 20.7 대비 감축률 5.2% 1 0.8

논물관리
간단관개 면적 비율 0.305 0.239

논물 얕게대기 면적 비율 0.092 0.048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개소수 0.016 0.01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소수 0.406 0.406

장내발효 개선
양질조사료 공급량 0.109 0.109

저메탄사료 공급에 의한 감축률 0.060 0.038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목재펠릿) 지원
면적

0.232
(가축분뇨 

에너지화 추가)
0.519

농업 에너지 
절감시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 
개폐장치,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 지원면적

1.287 1.2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6.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농림어업 부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018.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수정안」

∙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세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다(표 8-4).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과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향 및 취약성 평가, 재배작목별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농업재해보험 확대, 기반

시설 정비, 수질관리,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및 전엽병 대응 강화, 해외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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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농식품부 소관 과제

과제명 소관부처

농업부문 향･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및 결과 공표 창조농식품정책과

(축산) 가축사료(조사료) 품종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친환경축산팀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내실화, 농가 참여도 제고 
및 계약재배 비중 확대

원예산업과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재해보험정책과

가뭄상습지역 다목적 농어촌용수 개발을 위한 수리시설 설치 및 이용체계 개
편 시범사업 추진

농업기반과

농업용 호소의 수질측정망 운  및 수질조사운  및 수질조사 농업기반과

홍수대비 농업시설물 안전 제고 및 재해예방
농업기반과

간척지농업과

농작물 재배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개선 및 시설원예 분야 내재해형 시설(첨
단온실 등) 보급 확대

원예경 과

2)기후변화 대응 가축 사육 환경 최적화 및 전염병 진단･예방 기술 개발 검역검사본부

2)해외 농업자원 개발 및 지원 체계 내실화 추진 국제협력총괄과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7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 세부시행계획」: 1072-1073

2.3. 농산업 정책 대응 시사점

∙ 신기후체제 하에서 농산업부문은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cost)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축목표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업분야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파리협약 내용을 반 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축 상향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1) 송영일ㆍ장훈ㆍ박창석ㆍ이병국ㆍ심창섭ㆍ김시현ㆍ하혜민(2018)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전문가 포럼」최종보고서 내용을 요약하
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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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농산업부문의 완화 전략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농업에

서 저탄소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경제성

이 있지만 이러한 농업은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

너지원으로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저탄소농업 전환은 환경친화적 농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완화 측면에서는 완화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 이외의 편익

(경 비 절감, 지력 회복, 생산성 향상 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회’로 볼 수 있다.

∙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

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농업인, 농촌진흥청 기술개발 전문가, 농관련 산업체

가 협력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농기계 개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

너지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난방기기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할 뿐만 아

니라 해외 시장에 수출한다면 농업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신기후체제에서는 적응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었다. 특히 농산업부문는 기후

의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하고 복원력 강화와 위험

관리 능력을 제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

화 적응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응

은 감축과는 달리 농가의 이윤극대화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적인 지원사업을 설계하기보다 농가에서 회복력 및 적응능력을 자생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 위험(risk)은 우리 농산업분야에는 분명 위기로 작용할 것이지만 이러한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노력은 ‘적응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

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은 경제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 관행기술

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관련된 날씨산업 노하우나 기

술개발 노하우는 우리와 비슷한 기후변화 향을 받는 국가로 확산 및 수출도 가능할 

수 있다.

∙ 그러나 기존의 농축산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기후변화 완

화 또는 적응력 향상에 두기보다 기후변화 이슈 이전부터 이어지던 사업에 기후변화 

편익이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 예를 들어, 에너지절감사업은 경 비 절감 측면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이며, 품종 

개발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되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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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향후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을 주요 목표(target)로 하는 통합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특히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가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농ㆍ

수산 분야 계획에 대한 한계 및 보완점으로 다음이 지적되었다(송 일 외. 2018. 「기후

변화 적응 부문별 전문가 포럼」).

- 기후변화 관련 과제가 다양한 분야가 연관될 수 있으나 범분야(크로스커팅) 이슈 관련 

과제가 부족

- 연구개발을 넘어선 현장 보급에 필요한 과제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

- 목표로 하는 리스크 목록과 실제 계획에 포함된 과제 간 연계 모호

- 기후변화 고려 여부와 관계 없이 관계 기관 본연의 업무를 적응 과제로 제시한 경우 

존재

∙ 즉, 기존 농업 분야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정책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기존 사업의 연

장선 상에서 계획되어 오며 정책 목표의 방점이 기후변화가 아닌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기반시설 재정비 등에 있는 경우가 존재하 다. 또한 감축과 적응에 대한 국가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각 과제가 독립적으로 기획되고 수행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통

합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공익형 직불제 재편 논의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이런 점에서 농업환경보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업환경 정책의 

주요 축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은 신기후체제 출범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음 장에서는 기후변화 기회에 대한 정의와 기후변화 주류화를 통한 

기회의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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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회와 전략3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농산업부문에

서는 분명 부담이지만,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

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 적응분야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새로운 작목 도입 포

함)하거나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경제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오

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본 장에서는 해외 선행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회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수단인 기후변화 정책 통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기후변화 대응 기회의 개념

∙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감축과 적응으로 이루어진다. 적응이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대

응이라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감축은 정부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 우선, 기회변화 적응 기회(adaptation opportunitie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적응 기회는 적응 주체가 적응 행동(action)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하

며, 적응 기제(adaptation options)의 적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부수적인 혜택

을 발생시키는 요소 혹은 조건을 의미한다(Klein et al. 2014). 즉, 적응주체가 기후

변화 적응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한다. 

∙ 기후변화 적응 기회는 적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적응 기

제와도 차별화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기회는 기후변화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부

터 나오는 잠재적인 편익(예를 들어 적응주체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지역의 생산성이 증가)과 구별된다.

∙ 기후변화 적응 기회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신품종 도입과 기술개

발과 같은 기술 혁신(innovation)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 도구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향상, 인적자산 혹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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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확충을 통한 적응능력의 향상, 정부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학습 역시 기후

변화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 요인에 포함된다(Klein et al. 2014).

그림 8－4.  기후변화 적응기회의 정의

    자료: klein et al. 2014

∙ 기후변화 감축에 있어서는 적응과 다르게 ‘기회’를 정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환경 규제에 가깝지

만 감축 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농산업 내 편익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감축 기

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감축 기회를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편익으로 새로이 정의하 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기회를 적응과 감축이 상쇄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적응과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건이라고 정의한다.

3.2. 농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3.2.1. 감축 기회 관련 사례

∙ <표 8-5>는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도입의 비용을 등유난방과 비교한 것이다. 

- 전기 사용 및 등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비를 고려하면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

템 도입은 미설치에 비해 678.4천 원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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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6>는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도입의 비용을 미설치의 경우와 비교한 것

이다.

- 내구연수 7년과 전기 사용 및 등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비를 고려하면 미설

치에 비해 728.7천 원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5.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단위 : 천 원/10a

구  분 순환식 수막재배 등유난방 차이

고정비

설치비 5,000 - 5,000

감가상각비 500 - 500

고정자본이자 250 - 250

수리비 및 기타 250 - 250

변동비
에너지비용(등유) 1179.2 3572.8 -2393.6

에너지비용(전기) 103.4 39.9 63.5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2,250.7 2,929.1 -678.4

자료: 이상민 외 5인(2017)

표 8－6.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도입의 비용 비교분석
단위 : 천 원/10a

구  분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미설치 차이

고정비

설치비 2,500 - 2,500

감가상각비 357.1 - 357.1

고정자본이자 62.5 - 62.5

수리비 및 기타 150 - 150

변동비
에너지비용(전기) 12.0 - 12.0

에너지비용(등유) 8905.6 10,644.5 -1738.9

순현재가치(NPV)
적용 비용

8510.3 9,239 -728.7

자료: 이상민 외 5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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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적응 기회 관련 사례

∙ <표 8-7>은 제주도 시설 감귤의 열대ㆍ아열대 작목 전환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 2001년 이후 노지 감귤 재배면적은 연평균 2.7% 감소하 고, 시설은 노지에서 전환

되어 7.3% 증가하 다. 열대ㆍ아열대 재배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므로 시

설 감귤을 재배하던 농가가 온난화에 따른 재배 적지화와 소비 증가에 의해 열대ㆍ아

열대 과일 재배로 전환하여 열대ㆍ아열대 과일 재배면적은 연평균 2.0% 증가하 고, 

키위를 포함할 경우 4.0% 증가하 다.

표 8－7.  시설 감귤에서 열대ㆍ아열대 작목 전환(제주 지역)

단위: ha

　연도
열대아열대 
과수면적 

참다래 포함 
열대아열대 과수면적 

노지
감귤 면적 

시설 
감귤 면적 

2000 35 213 25,190 1,623

2005 32 221 19,143 2,287

2010 40 301 18,031 3,091

2014 39 351 17,006 4,306

2017 71 378 17,262 4,225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8. 12. 22.), 제주도청 내부자료

∙ 시설 감귤 소득은 2000년 342만 1천 원에서 2017년 1,229만 8천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8-8). 이와 같이 시설 감귤 소득이 감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시설 감귤에서 열대ㆍ아열대 과일로 전환하는 이유는 망고와 용과가 시설 감귤에 

비해 상대적인 소득이 높거나 소득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설 망고, 용과의 소

득률은 각각 68.6%, 76.6%로 시설 감귤 51.3%보다 각각 16.5%p, 25.3%p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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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시설 감귤과 열대ㆍ아열대과일 소득 및 경영비 비교(제주 지역) 
단위: 천 원

구 분
시설 감귤 망고 용과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2015년 2015년

조수입 13,715 17,830 26,387 24,899 23,626 41,031 16,003

경 비 10,294 11,210 13,432 12,126 11,328 12,899 3,748

생산비 11,916 13,300 14,494 15,164 14,263 18,116 8,827

소득 3,421 6,620 12,955 12,773 12,298 28,132 12,255

소득률 24.9 37.1 49.1 51.3 52.1 68.6 76.6

자료: 농촌진흥청. 표준 소득 자료 각 연도
농촌진흥청. 2016. 2016틈새작목의 수익성과 경  시사점

∙ <그림 8-5>는 강원도 지역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이 사과 재배면적으로 전환된 사례

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 이후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을 보면 연평균 2.9%로 감소한 

데 반해, 사과 재배면적은 6.9%로 증가하 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김치수입이 증가

하여 고랭지 배추 가격이 하락하 고, 이상기상으로 고랭지 배추의 단수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득 감소의 위험들을 회피하기 위해 고랭지 배추 생산 농가들이 기

후 온난화로 재배 적지가 된 사과 작목을 대체 작목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5.  고랭지 배추에서 사과 작목 전환(강원 지역)

자료: 통계청(http://kosis.kr/: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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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 배추 소득은 2000년 88만 8천 원에서 2017년 125만 9천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8-9). 하지만 고랭지 배추 경 비가 2000년 46만 9천 원에서 

2017년 132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소득률은 65.4%p에서 48.8%p로 감소하

다. 사과는 2017년 기준 소득이 305만 3천 원으로 고랭지 배추보다 2.4배 높았다. 

또 사과의 소득률도 56.0%로 고랭지 배추 48.8%보다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9.  고랭지 배추와 사과의 소득 및 경영비 비교(강원 지역) 
단위: 천 원/10a

구 분
고랭지 배추 사과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2017년

조수입 1,357 1,714 2,154 2,389 2,579 5,455

경 비 469 617 830 1,108 1,320 2,402

생산비 605 896 1,105 1,455 1,811 4,444

소득 888 1,097 1,324 1,280 1,259 3,053

소득률(%) 65.4 64.0 61.5 53.6 48.8 56.0

주: 사과는 강원 지역 자료가 없어 전국치를 이용함.
자료: 농촌진흥청. 표준 소득 자료. 각 연도 

∙ 실증적 수리계획 기법을 이용하여 재배작물의 최적화 분석 결과 열대ㆍ아열대 작목

전환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식부면적의 1.2~1.9%, 제주도의 경우 6.6~12.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전환의 적응수단을 도입한 경우의 농업 총이윤은 전라

남도의 경우 0.2~2.6%, 제주도의 경우 16.3~30.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6.  작목전환 이후 대체작목 비중과 농업총이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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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후변화 대응 기회의 확충

∙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 기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례로 완화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을, 적응분야에서 작목전환을 제시하 다.

∙ 사례 분석 결과 농가가 기후변화 적응 혹은 감축 수단을 도입할 경우, 부가적인 소득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대응 기회요인에 큰 향을 받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기회

요인 중 정책적 기회요인인 주류화(mainstream)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3.3.1. 주류화의 개념

∙ 주류화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감축 정책과 에너지와 운송정책을 통합하는 

환경정책통합의 일환으로 논의되었다.2)

∙ 최근 들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주류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응에 

관한 주류화는 2002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상회의(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WSSD에서는 주

류화를 “장기적으로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재 혹은 미래 기후가 경제개발 

행위에 미치는 향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수단들을 현재 진행되고 있

는 부문(sectoral)별 개발 계획(planning)과 의사결정 과정과 통합시키는 것”이라 

정의했다.3)

∙ 본 연구에서의 주류화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감축과 적응)과 다른 정부정책 간의 통

합을 위한 절차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등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반 하여 정부 정책이나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책 대상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  

∙ 예를 들어, 강원도청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에는 원래 사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

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도의 준고랭지역 낮기온이 24℃에 가까워지고 야간

의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적지로 바뀌자 이를 반 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사

과를 포함시켰다. 

2) Jordan, A., & Lenschow, A. (2010).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a state of the art review.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20(3), 147-158.

3) Klein, R. J., Schipper, E. L. F., & Dessai, S. (2005). Integrating mitigation and adaptation into climate and 
development policy: three research question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8(6), 57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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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작목전환 주류화 사례>

∙ 강원도지역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고랭지 배추와 무의 작황이 나빠지기 시작하

다. 한편 기후변화로 강원도 준고랭지역이 낮기온이 24℃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야간의 기온이 낮아 사과 재배적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8년경 사과 면적이 늘

어나기 시작했으며, 현재 강원 월군, 정선군, 평창군, 인제군, 양구군, 철원군 등

지의 준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랭지 채소에서 사과로 작목이 전환

한데는 강원도청, 도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강원도청은 기후 온난화 대응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및 사과 명품화 육성을 꾀하고

자 2010년경부터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사과 작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지가 계속 북상

하게 되어 사과 작목이 포함되게 되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묘목구입, 지주대 

설치, 관ㆍ배수시설, 서리피해방지시설 등이 있으며, 지원 비중은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이다. 강원도는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강원도 환경에 적합한 사과를 포함한 5대 과수의 생

산기반을 중점 구축하고, 과수산업의 규모화ㆍ고품질화로 경쟁력을 강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는 과수경쟁력제고, 과수생력화

작업기, 과수저온저장시설, 과수스마트팜, 과수전용 APC 등이 포함된다. 

∙ 도농업기술원은 산채류, 양채류, 사과 작목 재배에 대해 산학협력단을 운 하고 있

다. 산학협력단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진지를 견학하며, 2월

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자료와 기후변화가 작물에 미

치는 향 관련 자료를 진흥청으로부터 받아 농가 교육 및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

다. 사과 품목은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산학협력단 대상 작목이 

되었다. 도농업기술원은 또한 사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해 관

련 연구, 저온요구도 충족 여부 실험 연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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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주류화의 필요성

∙ 기후변화는 지역, 산업,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않고 향을 미치며 그 향의 크기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역시 수자원 관리에서 빈곤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정책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 또한 환경적인 특징에 따라 다른 기후변화의 향을 감안하기 위해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공학적이며 기술적인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제

도적, 사회적, 그리고 생태계 중심적인 대응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4)

∙ 이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특정 대응 수단에 초점을 

맞춘 정책(thematic approach)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정부의 다른 정책 

간의 통합(integration)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 실제 2005년에 핀란드가 처음으로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을 발

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감축 정책, 정부의 다른 정책 간의 통합

(integration)을 골자로 하는 국가적응계획을 발표하 다. 

∙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5)

- 우선, 주류화의 가장 큰 장점은 정책 집행자와 대상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주류화를 통해 기후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활동이나 이해당

사자, 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에 미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주류화의 장점

은 “Climate-proofing(이하 기후변화 향 검증)”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향 검증을 통해 기후변화의 향을 고려하여 기존 정책이나 진행 예정인 

정책을 보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감축정책과 적응

정책, 그리고 일반 정책간의 상쇄관계는 줄이고 시너지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4) Mimura, N., R.S. Pulwarty, D.M. Duc, I. Elshinnawy, M.H. Redsteer, H.Q. Huang, J.N. Nkem, and R.A. Sanchez 
Rodriguez, 2014: Adapt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n: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A: Global and Sectoral Aspect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Field, C.B., V.R. Barros, D.J. Dokken, K.J. Mach, M.D. 
Mastrandrea, T.E. Bilir, M. Chatterjee, K.L. Ebi, Y.O. Estrada, R.C. Genova, B. Girma, E.S. Kissel, A.N. Levy,S. 
MacCracken, P.R. Mastrandrea, and L.L. White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pp. 869-898.

5) 위 내용은 다음 문헌을 요약 분석한 내용이다. 1) CARE. 2009.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Adaptation:A Practioner’s 
Handbook.” Working Paper. Vietnam: CARE International 2) Mogelgaard, K., A. Dinshaw, N. Ginoya, M. Gutiérrez, 
P. Preethan, and J. Waslander. 2018. “From Planning to Action: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Working Paper. Washington, DC: World Resources Institute. 3) CDEMA. 2011. “The guidance 
tool: a manual for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CDM country work programme.” Working Paper. 
Barbados: The Caribbean Disaster Emergency Manage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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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 보장한다.

- 예를 들어, 종자와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과 

기온분포 변화, 그리고 농가의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품종과 생산

시설을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지해 줄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주류화의 장점 두 가지는 앞서 언급한 강원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고랭지역의 대체작목 전환을 통한 농가소득안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강원도 환경에 적합한 5

대 과수의 생산기반을 중점 구축하고, 과수산업의 규모화ㆍ고품질화로 경쟁력을 강

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는 과수경쟁력제고, 과

수생력화작업기, 과수저온저장시설, 과수 스마트팜, 과수전용 APC, 고품질과수 기

상이변 예방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 주류화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적응 정책을 위해 새

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현존하는 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할 수 있으

며, 적응 정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 보다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비교적 손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주류화를 통해 적응 정책이 정부 정책 곳곳에 반 되게 함

으로써 사회전반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3.3.3. 기후변화 대응과 주류화

∙ 주류화는 기후변화 대응 기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주류화와 기후변화 적응 기회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IPCC는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 즉 적응 기회로써 기후정보를 환경 관련 데이터, 취약성과 위험 분석, 광범위

한 개발 전략, 거시 정책, 부문별 정책, 정부 조직, 개발 사업의 계획부터 실행과 통합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6) 

∙ 또한 실제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적응계획 등과 같은 정부 정

6) Adger, W.N., S. Agrawala, M.M.Q. Mirza, C. Conde, K. O’Brien, J. Pulhin, R. Pulwarty, B. Smit and K. Takahashi, 
2007: Assessment of adaptation practices, options, constraints and capacity.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M.L. Parry, O.F. Canziani, J.P. Palutikof, P.J. van der Linden and 
C.E. Hanson,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71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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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policy framework), 의사결정권자의 의지(leadership), 부처 간 혹은 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coordination mechanisms),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가공 및 확산과 교육(information and tools)이 필요하다(그림 8-7 참조).

∙ 이러한 필요 요소들은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적응 기회요인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 도구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향상, 적응능력의 향상, 

정부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학습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 결국, 주류화의 추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응 기회요인들의 확충으로 이어진다. 

또한 주류화의 추진은 적응 계획과 실행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 이

해당사자들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적응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류화는 감축 기회 역시 증가시킨다. 즉, 주류화는 감축과 관련된 정책의 불확실성

을 줄이고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감축의 기회요인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

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수막재배는 지하수 사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강수량 

감소로 인한 유량 감소나 지하수의 양이 충분치 않은 지역의 경우, 수막재배는 오히

려 농가의 소득에 부정적인 향을 끼칠 수 있다. 결국 주류화를 통해 감축 정책과 적

응 정책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투자의 지속가능성 혹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8－7.  주류화 추진을 위한 5가지 요소들 

자료: Mogelgaard, K., A. Dinshaw, N. Ginoya, M. Gutiérrez, P. Preethan, and J. Waslander. 2018. 
“From Planning to Action: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Working Paper. Washington, DC: World Resource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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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1

1.1. 농업 R&D 정책의 성과와 한계

∙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부문 연구개발 투자는 정부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9－1.  농업부문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접속일: 2018.12.21.)

∙ 연구개발 투자는 논문이나 특허 수 증가와 같은 양적 성과는 일부 이루었으나, 농업의 

현장 문제 해결과 농업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질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정 및 농정 방향을 고려한 중점투자 방향 설정의 

불명확, 부처간 융합연구의 미흡,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미흡, 민간 주체 참여 

및 투자 미흡 등이 있다.

∙ 이와 같은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림식품 R&D 4대 

중점연구분야 및 50대 핵심기술 중점 투자,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기능강화, 부처간 

융합형 거버넌스 구축, 지역 R&D 활성화, 민간 R&D 투자 활성화, 기술이 실용화ㆍ

산업화 제고 등을 추진 중에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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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혁신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 공공연구기관 중심, 민간의 참여와 투자 부족, 연구기관과 농산업 현장의 괴리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구개발이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선형식 농업 R&D 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농업혁신

시스템, 다시 말해, 현장 중심, 농산업경 체 중심의 네트워크형 농업혁신시스템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다.

- 즉,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농산업경 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 간 파트너십과 네트

워크에 기반한 농업혁신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9－2.  농업혁신시스템의 요소들

  자료: 이명기 외(2015: 3)(원자료: OECD(2013), Hall(2012))

∙ 농업혁신시스템의 전환은 농정기조 전환과 혁신성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농업은 생산성 정체의 악순환, 사회적 수요 변화 대응 미진, 생산주의ㆍ

중앙정부 중심 정책 기조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2013. 「(2013∼2022)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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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부문 (노동)생산성 + 시장개방으로 인한 낮은 가격의 

해외 농산물과 경쟁 심화 + 투입재 가격 상승 → 불충분한 농업소득(민간 투자 위축) 

→ 혁신역량을 갖춘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 → 생산성 향상 제약’이라는 악순환에 

직면에 있다.2)

- 한국 농업은 좁은 국토 면적으로 인한 농지 확대의 어려움, 농가인구 감소와 농업노

동력 부족, 불확실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민간 자본 투입 확대의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어 투입 증가를 통한 농업 성장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 또한 그간 정부 지원 중심 농업정책으로 인해 농업혁신시스템과 산업생태계의 혁신

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다.  

- 요컨대 민간과 시장 중심 농업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업 부문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상품(가치)과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이다.

2) 정책기획위원회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
략 정책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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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시스템의 개념과 구성3)2

2.1. 농업혁신시스템의 개념

∙ 혁신의 개념을 살펴보면, World Bank(2012)는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재화 및 

서비스의 디자인과 생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혁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혁신시스템을 새로운 생산물, 새로운 공정, 새로운 형태의 조직 등의 경제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 기업, 개인의 네트워크 및 그들의 행동과 성과에 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 다.

- 기 석 외(2010)는 혁신시스템을 한 국가, 지역, 산업부문, 또는 기술부문에서 경제적

으로 유용한 기술, 지식과 정보를 창출ㆍ확산ㆍ활용하는데 향을 미치는 조직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관계,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과 관계에 향을 미치는 

제도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된 전체라고 정하 고, 송위진(2002)은 혁신시스템의 

전략적 핵심개념으로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과 상호작용적 학습을 제시하 다.

∙ 본 고에서는 기존의 혁신 및 혁신시스템 정의와 농업혁신시스템 이론을 참고하여 농업

혁신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농업혁신시스템은 새로운 농식품, 새로운 생산공정,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형태의 

조직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식품관련기업, 

컨설팅 기관 등 민간주체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

기술센터 등 공공기관 등의 네트워크이며, 그들의 행동과 성과에 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포함한다. 

- 또한 농업혁신시스템의 혁신행동 촉진과 성과향상의 기본 전략으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학습, 즉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혁신의 수단 또는 매개로 기술을 보다 

강조할 경우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이라고 명할 수도 있다. 

2.2. 농업혁신시스템의 구성

∙ 농업혁신시스템은 1) 활동 주체와 역할, 2) 주체들의 혁신역량과 실행, 3) 주체들간 

상호작용의 형태와 특성, 즉 네트워킹, 4) 주체들에게 향을 미치는 환경, 5) 농업혁신

시스템의 성과 등으로 구성된다.

3) 이명기 외.(2015).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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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농업혁신시스템의 요소들

자료: 이명기 외(20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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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시스템 네트워크 분석4)3

3.1. 농업혁신시스템 네트워크 분석 개요

∙ 본 고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농업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 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각자의 역할, 네트워킹 정도, 혁신역량과 혁신행동, 

혁신성과 등을 조사하 다. 

- 설문대상은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내 모든 주체를 포함하며 설문조사 응답기관과 응

답자수는 농촌진흥청(44), 도농업기술원 및 지역내 국공립연구소(26), 농업기술센터

(91), 대학(29), 민간연구소/컨설팅(6), 농업인(238), 농식품관련기업(21), 품목협회

(10), 농업협동조합(품목농협, 36),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16), 

지자체 및 관련기관(36) 등 11개 주체이며, 총 553명이다.

3.2. 중심성 분석

∙ 농업혁신시스템 주체 간 네트워킹 현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데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농업혁신시스템을 주체 간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결정도와 얼마나 많은 주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심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먼저 관계의 유무에 따라 연결정도를 분석하면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내 각 주체 간 

연결정도는 98.2%로 거의 모든 주체들이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내 핵심 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성 분석에서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 다. 

-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 안에서 누가 가장 빠르게 다른 주체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근접중심성이 높을수록 전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정보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윤은식 외 2011). 

-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체는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흐름과 교환에 있어 

중요한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파악된다. 

4) 이명기 외.(2015).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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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은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모두 가장 높아 다른 주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기술 혁신 매개자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농가 또한 2순위로 농업

혁신시스템 내 핵심 주체로 역할하고 있다. 

- 한편 중앙정부의 경우 근접중심성은 5순위이나 매개중심성이 3순위로 정보전달자

로서 역할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도 유사하다. 

- 반대로 도농업기술원의 경우 근접중심성이 매개중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체들은 농업혁신시스템 내 다른 주체와 비교적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 및 자원 제공 등 다양한 농업기술혁신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을 많이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구분
농촌

진흥청
도농업
기술원

대학
민간

연구소
농가 기업 농협

품목
협회

농업기
술센터

중앙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근접
중심성

5.19 4.01 3.59 1.53 4.12 1.91 2.24 1.55 3.90 3.81 2.33

매개
중심성

14 4 0 0 13 0 0 0 10 12 1

표 9－1.  각 주체의 중심성 분석

자료: 이명기 외(2015: 34)

3.3. 농업혁신시스템 주체 간 연결강도 분석

∙ 각 주체가 농업혁신시스템 내 기술혁신활동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 

주체를 1~5순위로 선택하게 하여 순위별 밀접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표 9-２>와 

같다.

∙ 수신방향 기준 평균적으로 농업기술센터(5.07)의 타 주체 간 연결강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농촌진흥청(4.1), 농가(3.96) 순이다. 

- 농가가 전체 응답자의 43.5%를 차지함을 감안하여 기관평균으로 살펴볼 경우 농촌

진흥청(4.41), 농가(3.92), 농업기술센터(3.58), 중앙정부(3.45), 도농업기술원(3.38) 

순으로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주체들은 농업혁신시스템 내 다른 주체가 농업기술혁신활동 수행에 있어 정보 

및 자원 제공 등의 요청을 많이 하는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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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열 기준으로 상대주체와의 밀접도를 살펴보면, 밀접도를 4점 이상(즉 4순위 이상)

으로 할 경우 농가가 6개로 가장 많고, 농촌진흥청, 중앙정부 5개, 도농업기술원, 

대학, 농업기술센터 4개로 이 6개 주체를 중심으로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술혁신행동에 있어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대학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농가와 농협도 서로 높은 연결강도를 보인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가는 기술혁신행동에 있어 농업기술센터(7.4)를 가장 밀접

한 관계로 보는 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7.6), 도농업기술원(6.5)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이는 한국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하향식 사업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술 전파 및 교육 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서비스의 대상인 농가보다 연구

개발 및 사업 수립 주체인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과의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표 9－2.  연결관계 우선순위를 반영한 주체 간 연결강도 분석

수신
 발신 

농촌
진흥청

도농업
기술원

대학
민간

연구소
농가 기업 농협

품목
협회

농업
기술
센터

중앙
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농촌
진흥청

2.50 6.82 5.05 1.23 3.36 0.86 0.36 0.82 4.14 4.05 0.55 

도농업
기술원

8.38 3.77 2.92 0.31 5.08 0.38 0.46 1.15 4.62 0.69 2.23 

대학 7.66 4.90 3.59 1.17 1.03 2.07 0.69 0.55 1.86 4.69 1.79 

민간
연구소

0.67 4.00 4.00 3.67 3.67 4.00 0.00 0.00 3.00 5.00 2.00 

농가 2.81 2.87 1.02 0.83 4.02 0.84 4.06 2.15 7.42 1.14 2.71 

기업 3.52 2.95 4.48 1.62 4.29 2.48 1.14 0.38 3.33 2.86 2.95 

농협 1.78 1.17 0.28 0.78 6.39 1.50 4.67 2.56 4.22 3.17 3.44 

품목
협회

4.80 1.40 0.40 0.80 5.20 1.40 3.00 1.60 2.80 6.00 2.20 

농업기술
센터

7.58 6.53 1.08 1.76 3.60 0.46 0.81 1.36 2.81 1.80 2.20 

중앙
정부

7.50 1.38 6.13 2.00 1.63 2.38 1.00 1.13 1.25 3.50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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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셀값은 행주체()가 5순위 내로 선택한 열기관()과의 총 연결점수를 행주체()의 총 응답자 수로 나누
어 구함. 최대 10점에서 최소 0점의 값을 가짐.
1) 평균이란 기관의 총 연결점수를 총 응답자 수(553명)로 나눈 값이며, (  )는 표준편차임.

 2) 기관평균이란 11개 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균 연결정도를 더하여 평균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 중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가 다수인 것을 감안한 것임. 

자료: 이명기 외(2015: 37)

3.4. 농업혁신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그림 9－4.  농업혁신시스템 네트워킹 현황 

주: 노드의 크기는 각 주체의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내 향력 크기(기관평균 기준)를 의미하며, 각 연결선은 주체 간 
연결강도를 나타냄. 시각화를 위해 연결강도가 클수록 높은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 기에 연결선의 굵기와 
연결강도는 비례하지 않음.

자료: 이명기 외(2015: 41)

수신
 발신 

농촌
진흥청

도농업
기술원

대학
민간

연구소
농가 기업 농협

품목
협회

농업
기술
센터

중앙
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1.33 1.39 1.56 1.72 4.83 2.17 2.33 1.50 3.89 5.06 4.22 

평균1)
4.10 3.67 1.86 1.16 3.96 1.10 2.55 1.64 5.07 2.30 2.51 

(2.9) (2.0) (2.0) (0.9) (1.6) (1.1) (1.6) (0.8) (1.6) (1.7) (0.9)

기관
평균2) 4.41 3.38 2.77 1.44 3.92 1.69 1.68 1.20 3.58 3.4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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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4>는 농업혁신시스템 각 주체 간 네트워킹 현황을 도식화한 것으로 앞서 

분석한 농업혁신시스템 내 각 주체 간 연결강도와 향력을 종합한 것이다.

- 연결선은 각 주체 간 연결강도(밀접도)를, 노드의 크기는 각 주체의 평균적인 향력 

크기를 의미한다.

∙ 도식화 결과 앞서 근접중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혁신시스템 각 주체들은 타 

주체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 

-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가, 대학, 중앙정부, 지자체 간 

연결강도에 비해 농식품기업과 민간연구소/컨설팅, 품목협회와의 연결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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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시스템의 강약점5)4

4.1. 농업혁신시스템의 강약점 분석

∙ <그림 9-5>는 농업혁신시스템 11개 주체에게 18개 항목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조사한 

결과이다. 

- 위의 그림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항목은 강점이며 음(-)의 값을 가지는 항목은 

약점이다. 그 절대값이 클수록 그 정도가 강하다.

∙ 이 그림은 한국 농업혁신시스템의 현재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역할들 -연구개발 능력 및 인력, 지도 및 교육 인력, 정부 예산 

등 - 은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역할 수행 항목들 - 민간과의 협력, 

민간의 투자, 민간의 혁신사업 참여 및 역량 등 - 은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간 역할 정립 및 거버넌스 체계, 정책 및 제도, 협력 촉진 및 이해관계 조정 

등도 정도는 약하나 약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9－5.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강약점

‐0 .8 5

‐0 .79

‐0 .67

‐0 .53

‐ 0 .45

‐ 0 .43

‐0 .39

‐0 .31

‐0 .31

‐0 .0 7

0 .14

0 .16

0 .22

0 .4 5

0 .77

1 .1 7

1 .7 6

2 .2 0

‐1 .5 0 ‐1 .0 0 ‐0 .5 0 0. 00 0. 50 1.00 1.50 2.00 2.50

민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및 역량

민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투자

혁신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시 민간과의 협력

기술혁신사업의 자율성

혁신 주체 간 상호 신뢰와 협력 문화

지자체의 혁신 사업 추진 의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 제도

주체 간 협력 촉진 및 이해관계 조정 기능

중앙 ‐지방간 역할 정립 및 거버넌스 체계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내 타 주체와의 비공식적 네트워킹

기술혁신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기술혁신사업 정부 예산

농업기술혁신시스템 내 타 주체와의 공식적 네트워킹

농업인 및 농업관련기업의 기술 활용역량

지도 및 교육 인력

주체들의 혁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개발 능력 및 인력

기술혁신 아이디어 제안 및 발굴

  자료: 이명기 외(2015: 80)

5) 이명기 외.(2015).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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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거의 모든 주체들이 혁신 필요성 인식을 강점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주체들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혁신 아이디어 제안 및 발굴에 대해서 강점으로 

제시한 것은 농업기술혁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성과 제고를 위한 강화 항목

∙ <그림 9-6>은 농업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중요도 비교를 통해 농업기술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시한 결과이다.

- 시스템 내 주체들이 시스템의 각 항목별 강점과 중요도를 평가하여 각 항목의 상대적 

강점과 중요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평가기법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라고 한다. 

- IPA 분석은 강점 비율과 중요도 비율에 따라 4개의 역으로 나뉘는데, 유지 및 확대 

역(강점△ 중요도▽), 최우선 개선 역(강점▽ 중요도△), 개선 역(강점▽ 

중요도▽), 상대적 강점 역(강점△ 중요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 강점 역을 높은 중요도에 비해 강점이 다소 부족한 강화 요구 역과 중

요도에 비해 강점이 큰 상대적 강점 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농업혁신시스템 성과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개선 역’에는 민간과 관련

된 ‘민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및 역량’, ‘민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투자’, ‘혁신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시 민간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농업기술혁신 강

화와 관련된 ‘지자체의 혁신사업 추진 의지’와 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역할인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포함된다.

∙ ‘개선 역’에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주체 간 

협력 촉진 및 이해관계 조정’,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및 거버넌스 체계’, ‘혁신 주체 간 

상호 신뢰와 협력 문화’, ‘기술혁신사업의 자율성’, ‘타 주체와의 비공식적 네트워킹’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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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농업혁신시스템 IPA 포트폴리오

     자료: 이명기 외(201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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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협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5

5.1. 혁신밸리 조성의 필요성

∙ 본 절에서는 정부-민간 협력의 농업혁신시스템 핵심 사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소개하고 성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 앞서 제시한대로 우리나라 농업혁신시스템이 최우선으로 개선할 점은 민간의 혁신

사업에 대한 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혁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혁신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시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 혁신 주체 간 상호 신뢰와 

협력 문화, 타 주체와의 비공식적 네트워킹도 개선할 사항들이다.

그림 9－7.  현재와 미래의 농업혁신시스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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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혁신 역량 강화와 투자 확대, 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연구개발 기관과 지도

기관, 농업교육기관, 농산업 기업, 기존 및 창업농가, 컨설팅ㆍ금융기관과 같은 혁신

주체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재 혁신체계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혁신

네크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하다.

∙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팜 확산”을 

선정하고, 시설원예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ICT 융복합 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성과 현장 적용 

확대, 창의적인 젊은 인력의 창농ㆍ창업, 농자재ㆍ시설 등 농산업 경쟁력 향상, 다양한 

혁신 주체들간 네크워킹 활성화 등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요컨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목적은 ICT 융복합 농업생산, 혁신인력 양성, 기술혁신 

기능을 집적한 단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유통 

등 다양한 주체들 간 네트워킹을 통한 농산업 혁신역량 향상, 농업생산성 증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림 9－8.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예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4.20.).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계획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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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혁신밸리 운영방향과 과제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비전은 “연구개발과 실증-교육–창농 및 창업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목표는 연구개발 및 현장실증 성과 확대, 참여기업의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청년 

창농ㆍ창업 촉진,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등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본 운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 →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성공적인 창농 → 인력 유입 

촉진을 통한 청년 주도 혁신체계를 마련한다.

- ICT 융복합 산업, 농자재 산업, 바이오 산업 등의 선도ㆍ중소기업과 각 분야 연구

기관이 농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증실험을 통해 기술발전과 제품개발 → 스마트팜을 

확산하고 기자재와 ICT 융복합 시스템의 수출을 확대한다.

- ‘교육 –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농 – 연구개발 및 기술실증’을 통해 농업과 농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 재배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확대를 통해 환경 및 생육을 정밀 

제어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2년까지 전국 거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 핵심시설은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이다. 또한 기존 농업인 스마트팜, 

산지유통센터, 농촌개발 등과 연계하여 혁신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포함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 

-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21년까지 4개소 총 18ha(개소당 약 4.5ha)의 교육 및 실습

온실을 신축한다. 보육센터당 매년 50 여명을 교육하여, ‘22 년까지 500명의 청년 

스마트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임대형 스마트팜은 ’21년까지 개소당 6ha, 총 24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기본 3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임대할 계획이다. 3명으로 구성한 팀당 0.5ha의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21년까지 개소당 약 4.5ha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 실증용 

온실 2ha, 자율실증 부지 2ha, 혁신밸리 지원센터 0.5ha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밸리 

지원센터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스타트업 센터, 전시 및 체험, 입주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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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의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청년층 창업ㆍ창농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운 이 필요하다.

- 임대형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안정적 농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 농산업 R&D 자금의 혁신밸리 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혁신밸리 내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 기자재 및 ICT 융복합 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교육생 및 농가 참여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 확대로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연구개발 및 실증 성과의 농산업 현장 적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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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방안6

6.1. 주체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농산업 혁신전략 수립6)

∙ 혁신 주체들 스스로 강화하고자 하는 혁신 활동의 우선 순위와 타 혁신주체가 강화

하길 원하는 해당 주체 혁신활동의 우선 순위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 즉, 농업혁신시스템 주체들 간 상호 역할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농업

혁신시스템 전환의 출발점은 이러한 인식 차이를 각 주체들이 깨닫고 이를 줄이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농촌진흥청은 기술전파를 4순위로 여기고 있으나, 타 주체

들은 기술전파를 농진청이 강화해야 할 혁신 활동 중 2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타 주체들이 농촌진흥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술전파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상대

적으로 낮으며,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농산업 현장에 적용해주

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학은 기술정보 수집 제공을 8순위로 여기고 있으나, 타 주체들은 대학이 강화해야 

할 혁신 활동 중 4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이 연구개발의 핵심 주체로서 많은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지식 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그 수요를 

대학이 제대로 충족해주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 품목농협은 연계협력 활동과 혁신투자를 각각 8순위, 2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나, 타 

주체들은 각각 3순위, 2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품목농협이 생산자재 공급, 조합

원 농산물 판매, 금융 등 주요 기능 이외에 지역혁신시스템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혁신활동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현장의 요구를 어떤 주체보다 잘 파악

할 수 있으므로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활동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은 혁신투자와 정책 및 제도를 각각 7순위와 6순위로 제시하고 

있으나, 타 주체들은 각각 1순위, 3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혁신투자와는 별로로 지역 농산업 특성에 맞는 혁신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농산업의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6) 이명기 외.(2015).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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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앙정부와 농과위의 역할 재정립

∙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는 주로 농식품분야 연구개발정책 기획 및 실행을 담당

한다. 중앙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최상위 기관이므로 농업혁신

시스템 내 주체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역할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

운 함으로써 의견수렴, 주체 간 역할 정립 및 조정, 협력 촉진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타 주체들은 공통적으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및 투자’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 제도 등의 마련과 집행’을 중앙정부가 강화해야 할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7)

- 이 외에도 타 주체들은 중앙정부가 다양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로 

농촌진흥청은 ‘기술혁신 아이디어 구상 및 제안’, 민간연구소/컨설팅기관은 ‘타 기관 

및 주체와의 연계 협력 활동’과 ‘기술 적용을 통한 농식품 생산 및 마케팅’, 농가는 

‘기술혁신 아이디어 구상 및 제안’, 농식품관련기업은 ‘사업전략 수립’, 농업협동조

합은 ‘연구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는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농식품부문 R&D 관련 정책 등을 총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최고 의사기구로 

설립되었다. 

- 그러나 농과위는 부ㆍ청간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

다. 즉, 부ㆍ청간 연구단계별로 역할분담을 설정하 으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원칙 준수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과제기획단계에서 부ㆍ청간 협력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각각 과제기획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전히 연구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농과위는 추진 전략으로 Think-Tank 역할 강화, R&D 효율화, 소통ㆍ연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8) 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해서는 R&D 정책 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는 현장 수요를 적극

적으로 반 한 R&D 사업 기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부ㆍ청 협력 R&D 사업 및 과제 기획으로 명확히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이명기 외(2015).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tca.go.kr/html/sub01_09.asp)(2018.12.2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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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혁신 필요성 인식과 아이디어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 주체들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아디이어 

제시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실질적 성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첫째, 수요 조사의 경우 R&D 관리 기관이 농업인ㆍ농산업체 대상 R&D 

설명회 개최 등을 확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농산업 현장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

다. 수요조사를 연구자, 농업인ㆍ농산업체로 이원화하고, 농업인ㆍ농산업체 제출

수요의 과제기획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이러한 과제 기획의 경우 농업인ㆍ농산업체의 과제기획위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관련 농업인ㆍ단체ㆍ학회 등과의 기획안 사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연구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평가위원 인력풀에 선도농업인ㆍ농산업체 및 민간 

컨설턴트 등 현장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산업 현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농업인ㆍ농산업체의 R&D 의무참여 비율을 시행계획에 반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현장 아이디어를 R&D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민간 혁신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9) 

- 마지막으로, 농산업 현장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과제발굴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수요자인 농가, 농업관련기업 중심의 상향식 ‘혁신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농가 및 농업관련기업의 혁신그룹은 토론과 학습을 통해 혁신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정부는 자문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토론식 워크숍을 통해 현재 기술과 

정책의 애로 요인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증연구 또는 기술(정책) 개발연구를 기획

하여 수행한다. 개발 및 실증된 기술은 농가 및 농업관련기업의 혁신그룹을 중심으로 

확산 사업을 실시한다.

9) ‘18년 농림업인ㆍ농산업체 의무참여비율은 15%이다. ‘18년 농림업인ㆍ농산업체 참여예산은 1,240억원이며 전체 R&D 사업비
는 8,170억원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8.2.22.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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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역 혁신역량 및 자율성 강화

∙ 앞서 제시한 조사 결과에서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및 거버넌스 체계는 농업혁신

시스템의 약점이자 개선 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별로 주요 품목이 다르며 혁신 주체들의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혁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경기도 버섯의 경우 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중심으로, 문경오미자는 농

업기술센터의 혁신중간조직 중심으로, 고창복분자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추진 중심

으로 혁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10)

∙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연구개발 정책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앙은 전국보급 대상기술을, 지방은 지역특화사업 접목기술을 집중개발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연구기관ㆍ농업인 등이 개발한 기술을 신기술시범사업 등으로 과제화

하여 현장에 신속히 보급한다. 또한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과제의 확대보급을 지원

한다.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가 입증된 과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등의 정책사업으로 

확대한다.

∙ 셋째, 분야 및 작목별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운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특화ㆍ전략작목 중에서 중앙-지방 R&D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작목, 

예를 들어 과채류, 화훼, 양파, 마늘, 버섯, 인삼, 약용작물 등을 중심으로 연구협의체를 

활성화한다.

- 기존에 연구회가 있는 품목, 예를 들어 고추(한국고추연구회), 인삼(한국인삼연구자

협의회), 수박(한국박과채소연구회), 약용작물(약용식물산업발전연구회), 농식품(농식품

연구회)을 중심으로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업 기술혁신을 위해 산업정책과 연구개발 정책 간 연계강화가 

필요하며,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사업’ 등을 기획하여 지자체의 기술

혁신사업 예산과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혁신 사업 추진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중인 농림축산연구센터의 경우 지역농업 및 

지역혁신역량 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이명기 외(2015).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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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민간 주체의 다양한 역할 확대 

∙ 첫째, 앞서 제시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ㆍ운 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거점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첨단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대로 농산업 

R&D 자금의 혁신밸리 내 투자 확대, 혁신밸리 내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 강화, 

기자재 및 ICT 융복합 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 다양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 및 실증 성과의 농산업 현장 적용 확대 등이 중요하다. 

∙ 둘째,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ㆍ생산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함께 연구

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출연연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현장애로기술 추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8년 농협은 농식품부와 함께 R&D 펀드를 조성했는데, 추후 자조금단체ㆍ농산업

관련 협회 등도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11)

∙ 셋째, 선도농의 기술수요 충족을 위해 농산업 기업 활용 및 컨설턴트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농산업 기업-출연연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ㆍ보급한다.

- 특히 농협, 자조금단체, 농산업 관련 협회 등 민간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경우 생산ㆍ유통 관련자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과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술 컨설턴트 육성사업을 강화한다. 

∙ 넷째, 농업인ㆍ농산업체가 직접 연구기관을 선택하여 농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바우처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품목 및 농산업 관련 협회의 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혁신 촉진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11) 농정개혁위원회(2017.12.27.). 현장 눈높이에 맞춘 농림식품 R&D 혁신계획.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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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여건변화1

1.1. 4차 산업혁명과 농업ㆍ농촌

∙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全 산업분야와 

융합되어 경제ㆍ사회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는 혁명으로 전 세계의 최대 이슈 

이자 모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고, 이미 우리 

생활 속 통신, 자동차, 에너지, 제조, 로봇, 드론,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곧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해가고 있다. 

특히 농업, 농산업 등 그간 기술적 제약사항이 쌓여 있는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 선진국 및 중국은 자국의 강점1)을 최대한 활용한 경쟁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

도권을 잡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혁신 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표 10－1.  주요 국가 농업 관련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국가 추진 전략 

미국
 ICT 강점을 다양한 산업에 이식, 정부의 제도적 지원
 - 각 분야 글로벌 기업이 혁신을 주도해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
 - 정부는 선제적 제도 마련, 기반 기술 R&D 투자확대 등으로 지원 

일본
 로봇 등 상대적 우위 기술을 이용한 국가혁신 프로젝트 전개
 - 빅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마련(‘16)
 - ‘로봇 新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무인농기계 실용화 방침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및 거대 내수시장 기반으로 빠르게 추격
 - 스마트 농업확대를 위한 ‘전국 농업 현대화 계획(’16~‘20) 발표
 - 비교적 출발이 늦지만, 일부 기업은 선진국과 경쟁구도를 형성
   * DJI(드론), 알리바바(전자상거래 혁신) 등은 농업 분야 혁신에도 큰 향

한국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의 로드맵 발표(‘17.12.) 이후 2022년 까지 각 부처별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정밀재배 2세대 스마트팜ㆍ양식장 확산, 파종ㆍ수확로봇 개발
 - 농어촌 인구감소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생산 효율화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 미국 : ICT활용 역량, 일본 : 로봇 등 원천기술 보유력. 중국 : 거대 내수 시장 규모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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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로봇 개발, 미국은 클라우드ㆍ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국은 선진 제조업 

설비 마련, 독일은 스마트공장 설립, 국은 금융산업 선진화 등 국가별로 각각 다른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각 부처별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하 다. 농산업 분야는 생산성 제고,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정밀재배 2세대 스마트팜, 파종ㆍ수확 로봇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 농업ㆍ농촌의 4차 산업혁명은 생산부터 소비, 농촌이라는 공간 분야까지 빅데이터ㆍ

인공지능ㆍ로봇 등의 기술이 접목되어 기계화ㆍ첨단화가 진행되고, 분야 간의 유기적 

연결 및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 (농업생산)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의 첨단기술과 농업 생산 기술의 융합으로 환경ㆍ

생육정보를 정밀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스마트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정밀화ㆍ과학화된 농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 (유통)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으로 농식품 유통정보, 이력 정보 등의 실시간 공유와 

신속한 안전 관리 대응이 가능해지고 실시간으로 연결된 상품의 선택과 소비 즉시 

자동 주문ㆍ수발주 등 농식품 물류 프로세스도 정비되고, 생산자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다.

- (소비) 소비자의 요구가 실시간으로 생산자에게 전달되어 즉각 대응하고, 최단 경로로 

유통되는 온디멘드(On-Demand) 소비가 확대되어 농식품 생산-유통-소비의 유기적 

연계와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의 재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농촌활성화) 농촌 자원 공유시스템 확산으로 새로운 농촌 소득 모델이 개발되고, 

원격서비스, 무인자동차 등 물리적 제약의 극복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자동화의 확대로 인한 농업 노동의 질 향상과 전문 농업경 인, 생산시스템 

및 정보 분석가 등 질 좋은 일자리 수요도 발굴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림어업 직업군의 직무활동 중 40%는 자동화가 가능하며, 이를 자동화가 불가능한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여 활용 가능(맥킨지,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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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농업ㆍ농촌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모습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주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경쟁력이 중국과 비교해 우위에 

있지만, 미국을 100점으로 봤을 때 한국의 전반적인 주요 기술 수준 점수는 79.6점

으로 나타났다. 

이미 다양한 산업에 빅데이터가 접목되고 있으

나, 한국의 빅데이터 기술 수준은 77.9점으로 

중국(66.4점) 보다는 높지만, 유럽(88.9점)나 

일본(87.7점)보다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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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 빅데이터 

∙ 농업ㆍ농촌 분야 빅데이터는 농업 생산, 경 , 관리,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지식,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이나, 다양한 시장 

주체의 생산 경  활동 등에서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 실시간 생성-저장-처리되는 빅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재 혹은 미래를 예측하

거나 최적화된 의사결정에 활용되며, 공공 부문에서는 국가 미래전략 수립, 사회현안 

해결, 공공서비스 혁신 등에, 민간 부문은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활용이 확산

되고 있다. 

∙ 농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 크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표 10－2.  빅데이터 형태별 활용 가치 비교

형태 특징 활용 가치 

정형 데이터
내부 데이터가 대부분이며, 현실적 가치의 한계 상 활용 측면
에서 잠재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

보통

반정형 데이터
HTML, 오픈API, 웹로그 및 IoT에서 제공하는 센서 데이터로 
정형 데이터 보다 잠재적 가치는 높다.

높음

비정형 데이터
목적론적 데이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는 데이터로 가장 높은 
활용 가치를 제공한다. 

매우높음

자료: DBGuide.net, 데이터실무 기술 가이드

- 정형ㆍ반정형 빅데이터는 부처, 각 기관에서 행정 서비스 및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생성되는 공공데이터와, 민간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로는 농산물 출하ㆍ판매 

데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 언어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동 상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형태인 

비정형 데이터로는 소셜, 웹에서 키워드로 검색 가능한 데이터, 농작물 생육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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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식품 빅데이터 현황 

∙ 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정보와 민간의 시스템으로

부터 다양하게 생성 및 수집되고 있다. 농식품 생산 단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팜 

데이터, 유통 단계에서는 도매시장 실시간 경락가격 데이터, 소비 단계에서는 POS 

데이터 및 가계 지출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빅데이터는 데이터 규모(Volume) 요건은 만족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다양성(Variety)과 생성속도(Velocity)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데이터 규모(Volume)가 크다는 측면에서 농림업 분야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종류는 

표 10-3과 같다. 

- 주요 공공빅데이터는 농업경 체정보, 소고기이력제정보, 농수축산물경락정보, 

소비자패널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되는 자료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각 기관별 홈페이지와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사이트에서 파일데

이터와 오픈 API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 민간 분야의 데이터는 농협과 농가 단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는 높지만, 

자료의 수집 및 공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비정형데이터는 포털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웹 데이터와 기상, 작황 등과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들이다.

표 10－3.  분야별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현황

구분 생산 (25) 유통 (28) 소비 (1) 정책(관리)(27)

농산
(40)

경 체농지정보
경 주정보

경 체직불정보
경 체법인정보
스마트팜정보

이력추적유통정보
이력추적품목정보

이력등록생산자정보
이력추적사후정보

생산정보
재배시험정보
품종심사정보
종자유통정보

농장정보
농업기상정보

이력추적유통정보
이력추적품목정보

이력등록생산자정보
이력추적사후정보

생산정보
재배시험정보
품종심사정보
종자유통정보

도.소매가격정보
거래동향정보

수입농산물정보
유통실태정보

농식품품목별수출정보
농식품국가별수출정보
농식품수출통계정보

소비자패널정보

경 체농지정보
경 주정보

경 체직불정보
경 체법인정보

GAP인증농가정보
GAP인증시설정보
GAP인증상품정보
GAP인증통계정보

위반정보
수입신청/승인정보

검사내역정보
위반정보

분야별 민원 및 
콜센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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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표 10－4.  농정원 운영 중인 빅데이터 현황

주요 데이터명 데이터 분량 주요 내용

농업경 체DB
144,961,344건

(1,591GB)
전국 농 및 농지 현황

스마트팜 센싱 데이터
301,701,994건

(2,081GB)
생산 환경, 제어, 경  정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100,000,000건

(1,044GB)
실시간 경락가격정보

팜 맵
13,450,315건

(10GB)
전국 농경지 공간정보

농식품 통계 데이터 620,000건 농업ᆞ농촌 승인통계 및  행정통계

귀농ㆍ귀촌상담정보 35,000건 귀농 귀촌 관련 상담이력

직불제상담이력정보 259,794건 상담이력, 민원정보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7년 기준

구분 생산 (25) 유통 (28) 소비 (1) 정책(관리)(27)

축산
(29)

경 주정보
농지정보

경 체직불정보
경 체법인정보

등급판정결과정보(소, 
돼지, 닭, 계란, 오리)

검수정보
등급판정확인서 정보

부위별 등급정보
도축정보

축산농장정보
개체(이동)정보
농장이력정보

가공정보, 접종정보

도매경매정보
경락가격정보

가축등급판정정보
축산유통정보

도축정보
축산농장정보
개체(이동)정보
농장이력정보

가공정보
접종정보

소비자패널정보

경 체농지정보
경 주정보

경 체직불정보
경 체법인정보
실시간경매정보

농식품경락가격정보
농업생산 농정보
분야별 민원 및 

콜센터 정보

산림
(10)

- - -

농업생산 농정보
과제접수정보
과제평가정보

임산물생산조사정보
임산물수출입통계정보

임가경제조사정보
임업경 실태조사정보

산지구분정보
산지통계정보

민원 및 콜센터 정보

식품
(7)

-
농식품품목별수출정보
농식품국가별수출정보
농식품수출통계정보

소비자패널정보
컨설팅정보

식품기업정보
민원 및 콜센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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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빅데이터 활용 현황2

2.1. 농식품 빅데이터 정책 현황

∙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활용은 크게 정부 예산을 활용한 기반 구축과 생산ㆍ유통ㆍ농지 

분야 등에서 모델 발굴 사업이 추진 중이며, 각 기관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연구과제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정책 및 사업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 (기반 구축) 농식품 빅데이터 융ㆍ복합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지도 구축, 활용 모델 

개발 등으로 단계적으로 농식품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 초기 단계에서는 통계 및 민간SNS 등을 활용한 농현안 분석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당면 농현안 트렌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업 빅데이터(농업경 체, 팜맵, 가격, 쇠고기이력 등) 표준화ㆍ품질제고 및 민간 

빅데이터(POS, 카드사, 통신사, SNS) 수집 활용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 중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 빅데이터 수집ㆍ유통 플랫폼과 분야별 의사결정지원 모델의 

대국민 서비스화를 통해 목표로 하고 있다.

∙ (생산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통해 생장 환경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축사 분야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스마트팜)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연계 및 수집 데이터 품질관리와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발굴이 추진되고 있다. 

- (축사) 스마트 축사의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과 경 지원 모델 발굴ㆍ서비스 활용 

체계를 ‘19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 (유통 분야) 농정원은 도매시장 실시간 경락가격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공사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운  및 이를 통해 수집 되는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생산ㆍ유통 분석 모형 등을 통해 수급예측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 (농지 분야) 농어촌공사의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을 통해 농지이용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 및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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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2.2.1. 스마트팜 확산 현황

∙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농업 육성 및 첨단 과학 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확산을 국가중점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14년부터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17년 기준 시설온실 4,010ha(현대화된 온실의 

40%), 스마트축사 790개소(전업농의 3.4%)에 유형별 스마트팜이 보급ㆍ확산이 이

루어졌다. 

- ‘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시설현대화 면적의 70%), 축산농가 5,750호(전업농의 

25%)에 스마트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설원예) 현대화된 온실 약 10천ha 중 수출이 가능하거나 생산성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기대

되는 70%(7천ha)에 보급

  * (축산) 전업농의 25%(5,75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축사 보급

∙ 스마트팜 확산으로 빅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이들 데이터의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

하여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

하고 있다.

표 10－5.  스마트팜 보급 실적 및 확산 목표

단위: 호

구 분 ‘17 ‘18 ‘19 ‘20 ‘21 ‘22

토마토 785 824 865 909 954 1,002

파프리카 575 587 601 614 627 642

딸기 600 720 864 1,037 1,244 1,493

오이 201 231 266 306 352 404

수박 600 660 726 799 878 966

참외 400 460 529 608 700 805

화훼 839 965 1,110 1,276 1,467 1,688

합 계 4,000 4,447 4,961 5,549 6,222 7,000

증가율 　 11.2 11.6 11.9 12.1 12.5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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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스마트팜 데이터 공유시스템

∙ 스마트팜 관련 빅데이터 관리기관(농정원)에서는 ‘15년부터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생육ㆍ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16년부터 스마트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온실의 환경ㆍ제어ㆍ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목ㆍ시설ㆍ기후 등 조건이 유사한 

스마트팜 농가의 정보 분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예시) 우수농가의 환경ㆍ생육조건을 비교ㆍ분석하여 스마트팜 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온실 환경관리(온ㆍ습도, 광, 에너지 등) 개선방안을 제시

- 주요 서비스 내용은 스마트팜 대시보드(연계농가 종합현황, 정보단절 알림 등), 환경

(자동), 생육(수동), 경 (수동), 제어(자동) 실시간 정보 제공, 분석 서비스(생육진단, 

유통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2.  스마트팜 정보 공유 서비스 체계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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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현황) ‘18년 10월 기준 243호 농가 대상 9개 품목에 대한 데이터가 약 8억 2천 

건 수준으로 수집되었고, ’22년까지 800호 농가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확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10－6.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대상 및 현황
단위: 호, 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참외 오이 국화 가지 양돈 낙농 합계

75 61 54 11 10 10 2 15 5 243

구 분 환경 정보 생육 정보 제어 정보 경영 정보 합계

축적건수 530,036,970 423,700 286,895,787 1,046 817,357,503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자동수집 정보(환경, 양액, 제어)의 경우, 분 단위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수집
* 생육 정보의 경우 주 단위 조사ㆍ입력, 경  정보의 경우 수시 입력

-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와 관련된 59개 항목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기관, 기업체, 대학 등에 제공하여 스마트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진청, KIST, ETRI, 서울대, KT, SKT 등 18개 기관 및 기업체에서 활용 중이다.

표 10－7.  수집항목 및 수집 방법

구 분 수집 항목 항목 수집주기 수집방법

환경
정보

내부환경 온ㆍ습도, 광량, CO2 등 9 분 자동

외부환경 풍향, 풍속, 일사량 등 8 분 자동

토경정보 지온, 지습, 토양 EC 등 6 분 자동

수경정보 지온, 지습, 수분 함수율 3 분 자동

양액정보 배액EC, 배액pH 등 7 분 자동

생육 정보 생장길이, 잎수, 줄기굵기 등 13 주 수동

제어 정보 천창, 커튼, 유동팬, 양액 등 13 분 자동

계 59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향후에는 생산단계 정보뿐만 아니라 유통ㆍ소비 단계의 정보를 결합해 스마트팜 전 

주기에 걸친 품목별 분석모델 및 유통ㆍ출하 의사결정 모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생산 품목ㆍ유형별 정보수집을 확대(‘17: 200호 → ’21: 800)하고, 유통 

이력 및 안전 정보 등도 함께 연계ㆍ수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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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농가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빅데이터 활용은 아직 초보 수준이나, 시설농업의 발전 및 

스마트팜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농정원에서는 매년 성공사례를 발굴ㆍ홍보하고 있다. 

∙ 낙농 농가의 활용사례는 축사에서 생성되는 온도, 습도, 급이량, 급수량 등 스마트팜 

데이터와 농가가 수집데이터(번식정보, 약품, 사양 현황 등)를 융합 활용하여 사료관리 

및 가축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두당 착유량이 13% 수준까지 향상되었고, 

노동시간은 약 50% 수준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 다. 

∙ 토마토 재배 농가 활용사례로는 국내 토마토 주산지의 우수농가 데이터와 화순 지역과 

유사한 기후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 다. 지역별 환경

정보와 생육량 데이터를 연계한 비교분석으로 온실환경관리, 작물 재배관리를 효율화

하여 단위 면적당 20% 생산량 향상과 10% 수준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 다. 

∙ 파프리카 농가의 활용사례는 온실의 광, 온도, 습도, 탄산가스 등 지상부 생육환경 데

이터, 급액 데이터, pH, EC 등 근권 환경 데이터를 일변화, 주변화, 월변화 등 패턴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밀화된 최적 환경 제어로 17% 수준 생산비 절감, 단위 면적당 

7% 수준 생산량이 향상되었다.

표 10－8.  농가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사례

파프리카 농가 활용 사례 낙농 농가 활용 사례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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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식품 도매시장 경락가격 빅데이터 활용 

∙ 농정원의 수집 데이터 중 시계열 축적 규모가 가장 크고, 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도매

시장 경락가격 데이터이다. 약 10년간의 도매시장별 실시간 경락가격, 거래물량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활용 가치와 수요가 높은 편이다. 

- 옥답(www.okdab.kr, 농식품통합정보서비스)을 통해 실시간 검색 서비스와 “데이터

드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농가들은 작물 전환, 출하시기 등의 농의사결정 시에, 

유통 분야 담당자는 경매 및 가격 산정 등에, 학계ㆍ민간에서도 유통 분야 관련 다양한 

연구와 분석 모델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 ‘18년부터 그간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오류 진단ㆍ개선 등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 으며, 앞으로는 연구기관, 학계 등 민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10－3.  도매시장 경락 가격빅데이터 서비스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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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간 분야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2.4.1.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지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품질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16.12)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의 양적인 확대 보다는 민-관데이터 융ㆍ복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15년부터 각 기관별 분산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품질 진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수요와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중심으로 지속

적인 개방을 추진하여 왔다. 

∙ 농정원에서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따라 ‘15년부터 농식품 공공데이터의 

민간 및 학계 활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를 운 하고 

있다. 

- 19개 기관, 194개 시스템의 375종 데이터 셋이 개방 중이고, ‘19년 약 20종이 추가

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셋 개방 현황(누적): (‘15) 230종 → (’16) 311종 → (‘17) 355 → (’18) 375종

- 그리드, 오픈API, 파일, 지도, 챠트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리드: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검색, 조회, 다운로드 가능한 개방서비스

  * 오픈API: 활용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아 저장 및 가공이 

가능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제공 서비스 

표 10－9.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오픈API호출건수 41,180 831,854 4,057,892 6,204,402

다운로드 건수 4,804 6,341 4,073 8,547

민간 활용 공모사례 71 34 65 70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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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0.  활용 건수별 농식품 공공데이터 목록
단위: 건

순위 기관명 공공데이터명
활용건수

(‘18)

1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경락가격정보서비스 467,649

2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상세 경락가격 202,967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 91,443

4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발생정보 20,457

5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정보 13,725

6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보유현황 6,714

7 면세유사후관리 4,918

8 우수외식업지구 식당현황 3,142

9 농업경 체등록관리 2,718

10 시설채소생산 및 온실현황 2,066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2,004

1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어촌종합개발정보 1,598

13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DB 1,519

1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축산물 안심레시피 정보 1,424

15 전원마을 분양정보 584

16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체험 목장 정보 578

17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정보 476

18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208

19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축산물 검역실적 98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인증정보 79

자료: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서비스

∙ 분야별ㆍ기관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 규모, 유형화 및 데이터 

간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농식품 데이터지도(Data Map)를 구축하 다.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EA 기준 

194종) 기준으로 DB 활용률, 보유용량, 갱신주기 등을 고려하여 보유 데이터 전수 

조사를 실시하 다.

- 데이터 검색 및 융ㆍ복합 등 활용에 적합한 구조로 업무 분류 및 공공데이터 분류

체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유형화하 다. 

  * 중요도에 따라 “중점활용 데이터”, “일반활용 데이터”, “내부업무 데이터”로 구분 체계 적용

- 데이터 분류체계,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간 연관 관계 및 상세 속성정보를 

시각화하여 데이터 현황 파악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지도(Map)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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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농식품 데이터 맵(Map) 구축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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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 

∙ 농식품부, 산림청 등은 ‘16년부터 농림업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화를 위한 

사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6년 대표적인 발굴 모델인 도매시장 가격 비교 및 분석정보 제공 모바일 앱(APP)

‘아삭’은 농업인 및 유통 관련자들이 일 평균 550명 이상 사용하며, 서비스 모델로 

상용화되었다. 

- ‘17년에는 유기동물 발생정보, 동물보호소 및 병원 데이터를 활용한 유기동물발생정보 

앱(APP)인 ‘포인핸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 고, 대외적으로 비즈니스화 성공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 포인핸드 앱 누적다운로드 60만명, 하루 방문사용자 1.5만 명으로 2018년 매출액 1.5억원 

발생

- ‘18년에는 농업기상정보, 토양분석정보, 병해충발생정보 등 공공빅데이터와 자체 

IoT 센서 장비에서 수집한 생장환경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해방제 예측 서비스 및 작물환경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APP)이 범부처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 다. 

그림 10－5.  최근 3년 간 발굴된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민간 서비스 모델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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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국민 대상 빅데이터 분석 정보 제공

∙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의 전달력과 전파력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 대국민 대상 정책 안내 및 홍보에 SNS, 분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 정보 제공이 보편화되고 있다. 

∙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빅데이터로 보는 농업ㆍ농촌 』이라는 데이터 기반 분석정보

(Information)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농식품부 실국 수요조사와 뉴스,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관심 사항 또는 이슈 키워드를 

분석하여 농업인을 위한 소비트렌드ㆍ여건 변화 파악과 대국민 농식품 소비 생활 

지원을 위한 분석 주제를 선정하 고, 분석 결과를 제공한 결과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언론보도 90회) 와 지자체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보 다.

- 각 주제별 분석에는 SNS데이터(약74백만건)를 통해 농업ㆍ농식품과 관련된 관심 사항 

및 트렌드와 온ㆍ오프라인 판매데이터2)(약 4백만건)를 통해 실제 소비 동향을 분석

하 고, 관련 통계자료 및 설문 조사 데이터도 함께 활용하 다.

- (농산물 소비촉진) 명절선물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개정(‘18.01.17) 

이후 처음 맞이한 설에서 ’17년 추석보다 5~10만원 미만 가격의 농식품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했고 20ㆍ30대는 가성비 높은 통조림류 가공식품 품목, 연령대가 높을

수록 가심비가 높은 축산식품 선물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안정

성’에 대한 이미지 외에도 점차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건강에 관심이 높은 다이어터와 실버세대를 중심으로 과채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비생활) 반려동물 관련 식품소비를 주제로 분석한 결과, 주요 소비층은 여성인 

가운데 최근 남성과 모바일ㆍ인터넷 사용이 익숙해진 40ㆍ50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 다. 특히 국내산 사료와 국내산 농산물 원료로 특화된 간식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반려동물 식품산업이 농업인에게 우리 농축산물의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제 판매데이터는 온라인(G마켓), 오프라인(농협 하나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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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빅데이터 본 농업ㆍ농촌 시범 분석 정보

빅데이터로 본 여름휴가철 농촌여행 트렌드 빅데이터로 본 명절선물 소비트렌드

빅데이터로 본 친환경 농산물 소비트렌드 빅데이터로 본 펫 푸드 소비트렌드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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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식품 빅데이터 한계 및 개선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는 아직은 통계, 정형화된 

데이터 수집과 이들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 

생산-유통-소비 분야의 분산된 데이터 수집 체계 등으로 인하여 융복합 서비스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집)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 기후에 대응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이와 관련한

환경ㆍ생육 원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시설원예 작목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팜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 스마트팜 시설보급 업체마다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다르고 PC로 부터 빈번한 연계 

단절 문제 발생 및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부재로 수집데이터 활용 품질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 생육ㆍ경  정보의 경우 농가가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 경 주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 관련 데이터 수집이 힘든 상황이다. 농업인의 활용 수준을 고려하여 

품목별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개선이 필요하다.

∙ (품질) 민간을 대상으로 농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 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표 10-11

과 같이 쓸만한 데이터 부족, 데이터 융합을 위한 표준화 및 개인정보 활용 제약 등이 

제약사항으로 나타났다.

- 공공 분야 데이터의 개방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 으나, 공공데이터의 품질이나 

민간에서 비즈니스화하여 활용할 만한 데이터는 부족하고 상세 데이터 일부는 공개

되지 않는 것이 민간의 데이터 융ㆍ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 분야별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 연계 지원 체계 부재도 불편사항으로 

조사되었고, 이용 목적에 맞는 맞춤 데이터 제공 서비스,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시 불만족 사항 : 일관성 등 표준화 부족 43.2%, 데이터 비공개 29.7%

- 빅데이터 산업은 정부ㆍ공공 기관 부문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지원하고 민간 부분

에서 주도적으로 서비스 모델 등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지만, 수익

성이 담보되지 않는 농식품 분야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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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1.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제약사항

현장의 목소리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융합데이터

①쓸만한 데이터 부족
개방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활용에는 역부족

ROI부담으로
(특히 중소기업에서) 
데이터축적과 활용에 

소극적

인공지능 학습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태부족

②표준화 미흡
데이터 구조 및 포맷이 

상이하거나 품질이 
고르지 않음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
(통신사, 카드사 등) 
데이터의 개방 및 

유통여건 열악

공공-민간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기반 미흡

③개인정보 활용 제약
(규제) 엄격한 규제로 개인정보의 연계와 활용 제약
(인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용활성화에 보수적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기반) 농식품 데이터 축적-가공-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농식품 빅데

이터 활용 지원 조직,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생성-활용 관련 주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등의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주체의 활용 수요에 맞춰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기관별로도 역할에 맞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 구성 및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 본격적인 생산ㆍ유통ㆍ소비 분야와 후방산업이 연계되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수집

되어야 하며, 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 개선 및 표준 관리 체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분야별 데이터 축적ㆍ가공ㆍ유통 표준 마련, 품질 관리 및 분산된 데이터 통합 관리, 

이들 데이터 간 융합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활용) 부처, 각 기관별로 수집ㆍ생성되는 공공(행정) 데이터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국민 대상 정책 서비스 개선 및 발굴 관점에서의 데이터 활용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단발적인 사업 형태에 그치고 있다. 

- 농식품 분야 정보시스템(EA기준) 194개, 개방 공공데이터 375종을 보유하고 있고 

농업 분야별 빅데이터 기반 융ㆍ복합 분석은 대표적으로 채소류 수급예측, 동물질병 

확산 대응체계 구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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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 또는 업무 중심의 단순한 빅데이터 활용도 필요하지만, 현안 대응 등 정책적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개선 중심으로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로드맵” 수립이 되어야 하고, 민관 및 학계가 함께 중점 과제 발굴 및 단계적 추진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는 공급자인 정책자 및 데이터 관리자 관점으로 과제가 발굴ㆍ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고객 서비스 및 민간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의 데이터 수요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수요 분석 과정을 통해 민간 비즈

니스 역과 중복되지 않는 공공 기능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델 발굴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구축 중인 행정데이터, 통계 등 정형데이터의 활용과 함께 농현장ㆍ환경 

변화, 농업인의 정책 수요 등 관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반 구축과 정책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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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빅데이터 활용 방안3

3.1. 농식품 빅데이터 수집 및 품질 체계 구축

3.1.1.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   

∙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을 계기로 기존의 일반 스마트팜 온실의 환경ㆍ생육 

정보 등의 수집 체계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과 기업체 기술ㆍ제품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데이터셋 확보 및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 데이터뿐 만 아니라, 유통, 

판매 관련 데이터와의 융합도 필요하다.  

∙ 그동안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상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품목별 데이터 수집 항목 재

(추가)정의 및 표준화 방안, 생육 관련 데이터의 수집방법 등의 개선과 아울러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센터 등의 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 활용 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한다. 

- 농정원은 ‘19년부터 양질의 데이터 셋 확보를 위한 스마트팜 센서, 제어기 등 기기

장치 및 온실 유형, 작목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 세부 규격 및 표준 마련을 통해 

수집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혁신밸리 생산시설, 실증단지의 참여 주체별 데이터 수집ㆍ공유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주체 간에 인식이 필요하고,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통해 데이터의 유효성 확보 

노력과 아울러 최소 표본 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아울러 스마트팜 관련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수 농가의 

데이터, 연구기관, 기업체 등이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는 거래소를 통하여 판매ㆍ유통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 스마트팜 데이터의 품질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정제, 표준화 등 데이터 수집 

및 품질 관리 체계 정립이 되어야 한다. 

- 축적 데이터의 이상치ㆍ결측치 패턴 보정 알고리즘 개발 적용 및 스마트팜 종합 대시

보드 모니터링 구축으로 이상 데이터 발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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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 및 학계 등이 직접 수집하고 가공ㆍ분석한 빅데이터를 공유ㆍ활용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매ㆍ가공 바우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빅데이터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0－7.  스마트팜 빅데이터 거래소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정원은 생산성 향상 기술 추가 연구 및 최적 생육모델, 병해충관리모델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모델별 맞춤형 데이터셋 개발 및 현장 체감형 시범 서비스 개발 중에 있다. 

* (‘18) 병해관리 서비스 개발 및 샘플 농가 서비스 → (‘19) 상용화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20) 

기업 통한 상용화

표 10－12.  스마트팜 데이터 확대 수집 항목 및 주기(안)

구분 수집 내용 주기 입력주체 비고

농장
현황

․ 농가별 작기ㆍ품목ㆍ품종 및 시설유형 등 현황
 - (품목) 재배시기, 육묘, 정식/종료일 등
 - (시설) 온실유형, 규모, 시설형태 등 

작기별 
1회

농가(1차),
컨설턴트ㆍ
조사원(2차)

수동

환경
(제어)

․ 수집 에이젼트 활용한 데이터 수집 
 - (환경) 온ㆍ습도, CO2, 일사량, EC 등 26개 항목
 - (제어) 천창, 측창, 커튼, 배기팬 등 13개 항목

분 (S/W) 자동

생육
정보

․ 이미지 센싱 기술 활용(토마토, 딸기)
 - 생장ㆍ잎길이, 잎폭, 잎수 등 13개 항목  
․ 작물생육자동측정시스템 활용 실시간 측정
․ 일반 작물 경우 생육조사 매뉴얼 활용 측정

주
단위

실습ㆍ임대
(농가),

생산단지
(조사원)

수동

양액
(제어)

․ 근건부 측정 센서(배지함수율) 활용 실시간 측정
 - (양액) 배지중량, 배액 EC, PH 등 7개 항목
 * 실증단지 활용하여 시설 설치 및 데이터 수집

분
실증단지
(연구원)

자동
(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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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1.2.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품질 제고

∙ 농식품 공공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표준 설계 지침 마련 및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활용 품질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여러 기관에서 각 분야별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융합 또는 통합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기존 데이터의 경우, 표준코드와 마스터데이터

(Key Value)를 기준으로 매칭ㆍ보완 등으로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향후, 정부에서 생성 및 수집되는 농식품 빅데이터는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분야별 

데이터와 융합분석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데이터 융합ㆍ연계(Data Alliance) 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마스터 데이터 

(Key Value)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 마스터 데이터 중심으로 한 데이터 연계 및 매칭을 

통한 농업 관련 데이터와 데이터 간 연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분 수집 내용 주기 입력주체 비고

경

․ 농가의 수익, 비용, 농활동 등 경  관련 데이터 
 - (수익) 생산량, 출하량, 등급, 판매비 등
 - (비용) 인건비, 양액, 방제, 유지비용 등
 - ( 농) 생산관리, 병해충관리, 시설환경 관리 등

상시
실습ㆍ임대

(농가),
생산단지

수동
(농가)

유통
소비

· 생산-유통-소비 정보 활용 방안 마련
 - APC ERP(유통), 중앙 하나로마트(소비) 연계
 - 산지-도매-소비 유통단계별 가격정보 연계
 * 산지(산지공판장 경략가격), 소비(유통공사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1일 -
시스템
연계

기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부 정보 연계 확대 발굴
 - 농업기상정보, 병해충발생정보, 에너지정보 등

상시 -
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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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농업 분야 Key 정보 및 Data Alliance 체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1.3. 농식품 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국내ㆍ외에서는 생산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로서 고객 또는 

이용자의 감성, 관심, 서비스 수요(needs) 파악을 위한 마케팅적 분석, 위기관리, 상품 

개발 등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 주로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ㆍ농산업 및 관련 정책 

분야에서의 농업 현장ㆍ고객의 정책 수요 파악이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가치는 높을 것이다.

- 정밀 농업의 경우에도 센싱 데이터, 이미지, 기상정보, 공간(GIS) 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이며, 민간 기업 및 관광, 교통, 보건, 재난 관리 등의 공공 분야

에서도 민원 해결 및 정책 수립에 콜센터, 소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 국내 농업ㆍ농식품 분야에서도 농업인, 농 현장, 농업 환경, 여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와 융합된다면 보다 다각적인 분석과 

지능화 서비스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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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분야의 비정형데이터는 대표적으로 IoT 기반 스마트팜 센서, 농업 분야 정보 

사이트 및 분야별 민원ㆍ콜센터 시스템과 외부에서는 뉴스, 포털,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농업 관련 블로그, 카페에서 텍스트, 상, 이미지 등을 수집할 수 있다.

그림 10－9.  농산업 분야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2.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발굴ㆍ개발

3.2.1. 수요자 관점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 발굴

∙ 농정원에서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경진대회 참가자, 농업 및 IT분야 

창업자, 농산업 일선에 있는 서비스 모델의 수요자(생산자, 유통 종사자, 소비자 등) 

134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수요조사를 실시하 다. 

- 빅데이터 수요조사 모델을 트렌드 파악을 위한 정보탐색형,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예측형,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처방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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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3.  빅데이터 모델 수요조사 결과 유형화(안)

구분 내 용

탐색형
• 현재까지의 트렌드, 이슈, 키워드 등을 탐색
• 주요 분석 결과: keyword, trend, issue, information

예측형
•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상황 예측 정보, 발생 가능성 등 제공
• 주요 분석 결과: predicted value, forecasting, outlook 

처방형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위한 맞춤형 방안 제시
• 주요 분석 결과: analysed data, report for the decision making

자료: Sivarajah 외(2017) “Critical analysis of big data challenges and analytical method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January 2017(Vol. 70 : 263-286)

∙ 수요조사 내용을 빅데이터 수요 유형별ㆍ가치사슬 단계별로 분류한 결과, 소비 분야가 

87개(53.4%)로 가장 많았고. 생산 분야 42개(25.8%), 유통 분야가 32개(19.6%), 기타 

분야가 2개 (1.2%)로 조사되었다. 

표 10－14.  민간 대상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 결과

구분 탐색형 예측형 처방형 소계

생산 - 12 30 42

유통 4 9 19 32

소비 4 - 83 87

기타 1 - 1 2

소계 9 21 133 163

자료: 농식품빅데이터서비스 수요조사(농정원, ‘18.9.7~10.7. 빅데이터 관련자 및 서비스 수요자 134명 대상 면
접조사) 

- 사례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처방형이 133개(81.6%), 그 뒤로 예측형 21개(12.9%), 

탐색형이 9개(5.5%)로 향후 빅데이터의 확장과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예측의 정확성

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현재 또는 미래 상황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생산자의 경우, 품목선택, 병해충,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분야별 분석 자료 이용 접근성 개선과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업ㆍ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이끄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   299

- 유통종사자의 경우, 마케팅 전략 수립, 원물 조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은 소비패턴, 구매 형태 등 소비관련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원물조달 관련하여 산지와 판매처 관련 데이터 수요가 높았다.

- 소비자의 경우, 식품안전, 판매매장별 가격 등의 비교분석 및 이력정보, 인증 정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 지원을 위한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 앞을 이와 같이 수요자 관점의 모델을 파악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0－10.  모델 유형별 수요조사 결과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2.2. 영농인 대상 의사결정지원 모델 확대

∙ 최근 다양한 세대의 귀농자와 청년창업농 등 새로운 농 유입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세대는 기존 농업인보다 다양한 정보 활용과 데이터 관리ㆍ분석 등을 통한 농

의사결정 성향이 강하다. 

∙ 예를 들면 현재 귀농 준비자 대부분이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주요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콜센터 운 은 주로 지자체별 지원사업 지침 및 

전년도 통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현장 및 여건 변화가 반 된 최신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지역별 농현황, 정

주여건이 분석이 가능한 행정데이터 및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귀농 

의사결정지원 시범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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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에는 농업경 체DB, 귀농통계 등을 활용하여 귀농인과 유사한 초기 농 그룹을 

추정하고 귀농 지역 및 품목 선정 관련 복합적인 의사결정지원 요소를 분석하 다.

∙ ‘19년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시범서비스를 통한 활용성 검증 이후 

대국민 대상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림 10－11.  데이터 기반 귀농 의사결정지원 모델 개념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표 10－15.  귀농 의사결정지원모델 활용 데이터

구분 수집 정보

내부데이터

농식품부 팜맵, 품목별 경락가, 귀농귀촌실태조사, 농업경 체 정보 등

농진청 농업기상, 토양, 품목별 농기술, 주간농사정보, 병해충발생정보 등

농어촌공사 농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 임대정보 등

농정원 가격유통정보, 농지임대정보, 경락데이터, 귀농연차별 판매금액 등

외부데이터

지자체
귀농귀촌 통계, 교육, 일자리, 정주여건, 품목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지원정책 각 지자체 귀농ㆍ귀촌 지원정책, 지원금 정보 등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귀농어귀촌인 통계
학교, 편의시설, 교통, 문화시설 등

국토부 토지정보, 상권분석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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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영농 상황 분석 및 맞춤 지원정책 서비스

∙ 2005년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 으로 축적된 약 74종의 농림지원정책 

사업별신청ㆍ지원 정보와 농업경 체 데이터는 농정 분야의 대표적인 빅데이터라 할 

수 있다. 

- 축적된 농업인의 농림사업 지원 정보 제공 및 맞춤 지원 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 

표 10－16.  농림사업 맞춤 서비스를 위한 활용 데이터

구분 분석 내용(안)

데이터 수집 및 설계 주요 농림사업ㆍ지원정책 기준 및 수혜이력 데이터 수집ㆍ정제ㆍ가공

분석 및 유형화
필수 의사결정 기준( 농 지역, 품목정보, 농지, 유통정보, 지원정책 지침ㆍ
안내) 수집 데이터 연관성 분석 및 유형화

검증
농그룹, 지원정책, 농현황 분야의 유형화된 데이터셋을 인공지능 

학습용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결과 및 활용성 검증

서비스 농림사업 지원 분야 농업인 대상 맞춤 안내서비스 모델로 활용

∙ 앞으로 농업인 지원사업 정보, 농림사업시행지침서DB, 분야별 농림사업지원 수혜 

이력 등의 빅데이터와 최신 지능화 인프라(자연어 처리, 텍스트마이닝, 온토로지 등) 

기술이 융합ㆍ분석된다면 농업인 대상 농 상황 비교 분석 서비스와 농계획에 맞는 

지원사업 안내 등 농업인 대상 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 앞에서 제시한 활용 모델 예시 이외에도 시계열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한 모델 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3.3.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3.3.1. 농업인이 활용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채널 제공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지원 및 대국민 대상 정보 서비스 개발과 함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채널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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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기존 포털 서비스형 “옥답(Okdab, 농식품통합정보서비스)”를 

데이터 기반 농의사결정지원형 지식정보서비스 채널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창업농, 농촌융복합농, 농대생 등 신규 농 세대 대상 정보 수요 조사 및 서비스 설계 추진

- ’19년부터 데이터 기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까지 데이터 분석 정보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21년에는 본격적인 농업 분야 빅데이터 기반 농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농업인을 위한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 향후 데이터 기반 서비스 채널은 다양한 사용자(농업인, 민간, 정책 고객 등)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정보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업인 정보, 생산-유통-소비 분야별 비정형ㆍ

정형데이터의 등록ㆍ수집에서 가공ㆍ분석 데이터와 지식공유가 공유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3.2. 민관 공동활용이 가능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농업ㆍ농촌 분야별 데이터를 축적 및 가공(표준화)하여 시장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빅데이터 활용 결과 공유 및 융복합을 위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공공데이터 및 중점 활용 DB(융복합 데이터셋) 중심으로 활용 

및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활용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통계데이터, 행정ㆍ공공빅데이터, 민간데이터를 손쉽게 수집ㆍ연계하여 가공ㆍ분석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데이터 간 융ㆍ복합의 연결고리가 되는 공통 속성(날짜ㆍ위치ㆍ품목 등)에 대한 표준

화 대상 식별(마스터DB) 및 융복합 활용 모델에 사용될 데이터 셋에 대해 지속적인 

수집ㆍ갱신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 정부는‘18년~’20년 까지 농식품 관련 정형ㆍ비정형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공동활용

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분야별 데이터셋과 공간정보(GIS) 융합 분석 

환경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 농식품 관련 166종 데이터(‘17년 전수조사결과), IoT데이터(스마트팜 정보), 행안부 

공공 데이터, 농경지전자지도(팜맵정보)

  * (민간) 카드사, 통신사, 대형유통마트 POS, SNS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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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2.  개방형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04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참고] 농식품 개방 공공빅데이터 활용 공모 사례

연도 분야 활용사례명 활용 데이터

‘16년

서비스
개발

아삭 도매시장 경락정보, 주간농사 정보

스마트 농일지 파밍 병해충정보, 유기농업자재정보, 농약등록정보, 기상정보 등

나만의 수의사 가축질병발생정보,동물질병정보, 유기동물 정보, 다음지도

건강한 우리 가축 가축질병발생정보, 동물질병정보, 전국 방역단체 정보

아이디어
기획

종다리
(품종정보 다 알려주리)

정부보급종, 품종정보DB, 병충해 예측정보, 농지정보도, 기상관측
정보

농촌문화체험형 
게임서비스

농촌체험마을정보, 로컬푸드직매장, 특용작물정보, 농촌빈집정보, 
체험목장정보

음성인식 기반 
농서비스

도매시장 경락정보, 농업기상정보, 병해충 예측정보, 소비자 평가
정보

요리BOGO
도매시장 경락정보, 농업기상정보, 병해충 예측정보, 소비자 평가
정보

우리동네 야채삼촌
친환경인증정보,로컬푸드직매장정보,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 택배
신청정보

‘17년

서비스
개발

포인핸드 유기동물발생정보

키니케어 전통향토음식정보, 농수축산물 레시피정보, 국가표준식품성분정보

애그머니 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표준품목코드

멀티POS판매시스템 농축산물소득자료, 도매시장 경락정보

농산물 경매정보 도매시장 경락정보, 농수축산물표준코드, 음양력정보

아이디어 
기획

I’m Farm
농지은행, 귀농귀촌정보, 작물재배정보, 도매시장 경락가격, 공시
지가

농활청춘 농촌체험마을정보, 농촌관광사업등급정보, 농촌마을 자원정보

바둑이밥상
(펫쉐프)

반려동물 집밥만들기, 친환경 인증업체정보, 국가표준식품성분 
분석표, 식품 양성분DB

반려동물 포털
유기동물조회, 집밥만들기정보, 동물병원ㆍ약국정보, 반려동물 등
록대행업체정보, 동물질병정보

팜팜GO! 낙농체험정보, 체험마을정보, 지도정보, 레시피정보

‘18년

서비스
개발

테라서비스 농업기상정보서비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흙토람

농활청춘 농촌사랑본부 농장정보, 지역, 지역축제정보

풀닥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농약정보서비스

오토캠프
체험마을 캠핑장 및 체험프로그램 정보, 관광사업자 등록 캠핑장
목록, 낙농체험 목장 정보, 전국승마장정보, 동네예보

내일의 가격 도매시장 일별 실시간 경락가격 상세 정보

아이디어 
기획

소고기 온라인 경매 축산물등급판정정보, 축산물경락가격정보, 한우 이력정보

반려동물 맞춤건강 
종합솔루션 플랫폼

표준사료검색 서비스, 동물질병정보, 눙림축산검역본부 도축검사
실적

심을식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부동산 지적정보, 기상청 관측자료, 
통계청 온라인 수집 가격정보

트루팜
농축산물 산지정보 및 도소매 가격 농축산물 유통 이력, 농업 기
상정보, 에스크로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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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북한농업 현황1

1.1. 경제위기 이래 북한 농업과 농정

∙ 1990년대 중후반 북한 경제와 농업은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이 시기를 스스로 ‘고난

의 행군’ 시기라 칭했다. 이 시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농업정책과 정책추진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농업정책의 목표는 농업의 회생과 식량공급 증대에 두었으며, 획일적 지도이념에서 

벗어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 농정시책은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확충, 농의 과학화와 현대화

를 새롭게 제시하 으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새롭게 제시한 농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북한은 농업 내외부의 조건과 환경

에서도 큰 변화를 시도하 다.

- 내부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추진해야 하는 개혁적 조치를 취했으며, 외부적으로는 국

제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 다.

그림 11－1.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농정기조

목표

농업 회생
식량 공급 증대


농업정책

-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업생산기반 정비ㆍ확충
- 농의 현대화ㆍ과학화

내부 : 개혁 조치 외부 : 자본 유치

- 새로운 분조관리제 (1996~)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
- 우리식 경제관리체제 (2012~)

- AREP 프로그램 (1998~)
- 국제 개발협력 유치 (2005~)
- 중앙특구ㆍ지방경제개발구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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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의 농업 현황: 지표의 비교

∙ 위기 이후 새롭게 추진한 북한 농정의 성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표 11-1>에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말, 최근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와 농업지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대부분의 경제일반 지표에서 북한 경제의 성과는 절대적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상대적 수준에서 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정

체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 식량위기 이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서 정책상 중시했던 농업부문의 지표는 개

선되고 있으나, 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1－1.  남북한 주요 경제 및 농업 지표 비교

구분/지표 단위

2000-2002 2008-2010 2015-2017

남한
(A)

북한
(B)

비율
(B/A)

남한 북한 비율 남한 북한 비율

인
구

전체 천명 47,341 22,897 48.4 49,306 24,061 48.8 51,236 24,897 48.6 
농촌인구 천명 9,259 9,335 100.8 8,749 9,719 111.1 8,698 9,846 113.2 
농가인구 천명 3,852 8,194 212.7 3,122 8,573 274.6 2,496 n.a 　

경
제
일
반

GNI 조원 695 20 2.9 1,173 28.5 2.4 1,645 35.5 2.2 
1인당 GNI 만원 1,468 88 6.0 2,380 119 5.0 3,211 143 4.4 

교역액 억달러 3,129 28.4 0.9 8,118 55.9 0.7 9,723 61.1 0.6 
수출액 억달러 1,617 10.1 0.6 4,173 19.6 0.5 5,319 24.3 0.5 
수입액 억달러 1,512 18.3 1.2 3,945 36.3 0.9 4,403 36.8 0.8 

발전설비용량 천MW 51 7.6 15.1 74 7.1 9.6 106 7.6 7.1 
발전전력량 억kWh 2,860 195 6.8 4,436 242 5.5 5,407 221 4.1 
철도연장 천km 6.7 5.2 76.9 8.1 5.2 64.6 9.3 5.2 56.4 
도로연장 천km 92.0 24.0 26.1 104.9 25.8 24.7 108.7 26.1 24.1 

농
림
축
산

농림어업 
GNI

조원 25.3 6.1 24.1 26.8 6.0 22.5 32.7 7.8 24.0 

경지면적 천ha 1,876 1,905 101.5 1,737 1,918 110.4 1,648 1,910 115.9 
식량재배면적 천ha 1,317 1,573 119.4 1,122 1,630 145.2 955 1,862 195.0 
식량 생산량 천톤 5,902 3,890 65.9 5,296 4,207 79.4 4,673 4,679 100.1 
쌀 생산량 천톤 5,244 1,613 30.8 4,685 1,884 40.2 4,165 2,144 51.5 

화학비료생산 천톤 3,510 529 15.1 2,854 468 16.4 2,132 568 26.7 
농림축산교역 억달러 113.9 4.0 3.5 252.4 5.0 2.0 367.6 6.8 1.9 
농림축산수출 억달러 15.8 0.6 3.6 34.8 0.5 1.3 62.5 1.3 2.1 
농림축산수입 억달러 88.3 3.4 3.9 203.0 4.5 2.2 305.1 5.5 1.8 

주 1) 각 기간별 평균을 활용하 으며, 비율은 남한 기준(100)으로 계산하 음.
주 2) GNI 및 1인당 GNI는 남한 원화 기준임. 농림어업 GNI는 어업 부문이 포함되었음. 
주 3) 농촌인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농가인구는 농가 구성 인구를 의미함. 북한의 농가

인구는 2009년부터 발표되지 않고 있음.
주 4) 농림축산물 교역액은 수산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2014-2016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UN Comtrade,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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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년사로 본 최근 북한의 농정

∙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자립경제 확립’을 특히 강조하

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외부의 자본이며, 그것을 조달하는 방안

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부문에 대한 정책은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몇 가지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농업협력에 데 참고할 만하다(표 11-2).

- 농장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되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 축산업 발전, 과학기술 발전, 인재 양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표 11－2.  북한 신년사에서 강조된 농림축산업 비교(2018/19)

구분 2018년 신년사 2019년 신년사

경제
목표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3년차 수행
· 인민경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
· 지방 전력생산으로 지방 공업 전력 보장
· 린비료공장 건설 계획대로 추진
· 금성뜨락또르 공장 현대화
· 기업·협동단체 책임관리제 지원

· 우리식 사회주의경제건설
·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 가격사업, 

재정·금융관리 개선
· 국가경제발전５개년전략 목표 수행
·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 자원 개발리용
· 린비료공장 건설, 화학비료공장 만가동 보장

농업

· 농업전선의 앙양
· 우량종자, 다수확 농법, 능률적인 농기계 도입
·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위
· 축산물, 과일, 온실남새, 버섯 생산
·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 린비료공장 건설 계획 추진
· 금성뜨락또르 공장 현대화

· 농업전선의 증산투쟁
· 과학기술적 지도, 농물자 보장
· 농장원의 의사와 리익 존중, 사회주의 분배

원칙 구현

임업
· 산림 복구 전투성과를 확대
· 조성된 산림의 보호관리 강화
· 환경보호 사업 과학적으로 추진

· 산림복구전투 ２단계 과업 추진
· 원림록화 개선

축산 -
· 축산업 발전의 ４대고리 강조
· 축산기지 현대화·활성화
· 협동농장 공동축산, 개인부업축산 장려

과학
· 과학연구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 과학기술 보급 사업 강화

·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에 투자
·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 긴밀 협력

남북
관계

· 동결상태의 북남관계 개선 제안
· 겨울철 올림픽 대표단 파견
· 당국간 회동 제안

· 협력과 교류 전면적 확대발전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재개 용의

주: 김정은의 신년사를 참조하여 중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음 부분은 해당 신년사에서 새롭게 강조된 것임.
자료: 김정은, 2018년 신년사; 김정은, 2019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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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대화, 동향과 기대1)2

2.1. 북한 비핵화의 환경과 대화

∙ 국제 핵 전문가에 의하면(Siegfried S. Hecker),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는 “핵 동결을 

입구에,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에 놓아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2) 이는 비핵화 이행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 기술적 측면으로 볼 때 비핵화는 ‘동결ㆍ신고 ⇨ 검증 ⇨ 폐기’ 과정이며 일정한 시간

이 필요하다.

- 비핵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으며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호적 환경’이 필요하다.

∙ 한반도 사례를 상정할 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향후 전개될 우호적 환경은 다음과 

같이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다.

-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대화 진전 ⇨ 최종 합의(비핵화 입구) ⇨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이행 ⇨ 이행 완료(비핵화 출구)’ 과정일 것이며,

- 경제적 행동의 변화는 ‘대북 제재 완화ㆍ해제 ⇨ 대북 경제협력 재개 ⇨ 북한의 개혁ㆍ

개방 ⇨ 대북 경제협력 방식의 전환과 확대 ⇨ 북한 체제전환 이행과 완료 ⇨ 한반도 

시장경제 공동체 구축’ 과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표 11－3.  2018년 남ㆍ북/북ㆍ미 정상회담 합의서의 주요 내용

구 분 목 표 이행 조치ㆍ노력ㆍ약속

4.27
남북합의서

종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군사적, 인도적, 사회·문화적 조치
연락사무소 개설, 분야별 실무회담 개최
기존(10.4선언) 합의사항 이행

6.12
북미합의서

완전한 비핵화
북한체제 안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
평화체제 구축 노력, 실무회담 지속 개최

9.19
남북합의서

평화·번  추구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실천적 조치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자료: 4.27 남북합의서, 6.12 북미합의서, 9.19 남북합의서

1) 이 부분은 김영훈 외(북한의 농림축산물 동향 분석과 전망, 2018, p.84~86)를 재정리한 것임.

2) Siegfried S. Hecker, “A technically-informed roadmap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 May 28. 2018. (https://cisac.fsi.stanford.edu/content/cisac-north- 
korea, 18.06.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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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4.27남북합의서’, ‘6.12북미합의서’, ‘9.19남북합의서’ 내용을 볼 때 비

핵화와 평화정착 이행에 관해 남ㆍ북ㆍ미 3자 간에 의견이 접근해 있다.

-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핵화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표 11-3).

2.2. 현실적 장애와 기대

∙ 정상회담의 합의서 채택과 고위급 실무회담 추진에도 불구하고, 남ㆍ북ㆍ미 3국은 

여전히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상호 신뢰 부족에 따른 북ㆍ미 

양측의 이견 때문이다.

∙ 상호 신뢰가 부족하므로 양측은 서로에게 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에게 예컨대 제재 해소와 같은 신뢰성 있

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3) 

∙ 지금은 양자 간 절충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2019년 들어 양자의 동

향을 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ㆍ북ㆍ미 대화가 진척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 

및 평화정착 로드맵’에 대해 3국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국제사회

가 환 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 고,

- 미국은 최근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의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

혔다.

∙ 향후 대화가 더 진행되어 비핵화와 평화정착 로드맵에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승인한

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 차원 더 진전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ㆍ해제하고 대북 경제협력에 관심

을 기울일 것이다.

-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경제적으로는 실질적인 개혁ㆍ개방에 착수할 

것이다.

- 남북한은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분야,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노동신문,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량립될 수 없다”(2018.9.30.); 2019년 김정은 신년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
면....(중략)....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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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협력의 준비: 단계적 접근3

3.1.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 남북한 간에는 오랜 기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인 안보불안이 존재한다. 따

라서 양측은 항상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금과 같은 

대화 국면에서도 이는 변함이 없으며 상호 신뢰가 축적될 때까지 변화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 남ㆍ북ㆍ미 대화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아가며 실무적 수준에서 지속적이며 단계적으

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ㆍ북ㆍ미가 최종 합의에 이르더라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도 시간을 두고 단계

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북 제재의 완화와 해제도 대화 진전이나 비핵화ㆍ평화구축 이행에 맞추어 단계적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시장경제 국가들과

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교류를 해왔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정치적 안보불안

이 해소되더라도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이 즉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초기 경제협력은 양측의 정부가 개입하여 물적ㆍ제도적 인프

라를 구축하고 자유시장의 부재를 보완해가며 추진해야 한다.4)

∙ 따라서 대북 농업교류협력에 관해서는, 향후 전개될 상황과 관련국들의 행동 변화 전

망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북한과의 경제ㆍ농업협력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대북제재 완화ㆍ해제의 시

작’과 ‘북한의 본격 개혁ㆍ개방 착수’가 중요한 기점이 될 개연성이 있다.

3.1.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그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 따라서 제재 완화와 해제

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4) 이응현, 바세나르체제와 남북경제 교류협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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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 제재와 교역 제한은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의 제재에 호응하는 형식을 빌어 

더욱 강화해 왔다(표 11-4).

-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적성국(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와 금융거래 금지, 

자산 동결을 시작으로, 공산국ㆍ테러지원국ㆍ인권탄압국에 대한 제재,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 핵실험과 ICBM 실험에 대한 제재로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

엔 안보리 결의에 호응하는 제재로 강화해 왔다.

∙ 유엔의 대북 제재도 그 역사가 깊으나, 실질적인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

사일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강화되었다(표 11-4).

-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1695호

(2006.7)’를 통해 미사일 관련 물자ㆍ기술ㆍ재원의 대북 이전과 조달을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 다.

- 이후 유엔은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표 11－4.  국제사회의 주요 대북 제재 및 교역제한

구분 주요 대북제재

UN안보리
결의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 2094호(2013) 2270호, 
2321호(2016),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2017)

한국의
법규ㆍ조치

대외무역법(198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5.24조치(2010)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중단 조치(2008),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2016.2)

미국의
법규

적성국교역법(TWEA,1917), 수출입은행법(EIBA,1945)
수출통제법(ECA,1949), 무역협정연장법(TAEA,1951)
원자력법(AEA,1954), 대외원조법(FAA,1961), 무기수출통제법(AECA,1968)
국가비상법(NEA,1976),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
핵비확산법(NNA,1978), 수출관리법(EAA,1979), 종교자유법(IRFA,1998)
인신매매보호법(TVPA,2000), 애국법(PATRIOT Act,2001)
※ 이상, 북한에 적용되는 포괄적 제재 법규

북한인권법(NKHRA,2004),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2006)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2016), 대적성국제재법(CAATSA,2017)
※ 이상, 북한을 특정한 제재 법규

자료 1) 평화문제연구소, 월간 통일한국, 2016년 4월호
2)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미국의 제재 관련 법규 및 대통령 행정명령



남북미 대화 동향과 대북 농업협력의 준비, 溫故而知新   313

∙ 한국의 대북 제재와 교역 제한은 전략물자 통제와 반출입 승인 등 일반적이며 포괄적

인 교역의 제한 수준에 머물다가, 2010년 ‘5.24조치’를 통해 전면적인 금지로 강화

되었다(표 11-4).

- 1986년 제정된 ‘대외무역법’을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해 왔으며,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1990)’을 통해서는 모든 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 2008년 7월 북한 초병에 의한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 협력

사업을 중단하 으며,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

외하고, 남북 간 모든 인적ㆍ물적 교류를 중단하 다.

- 2016년 2월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도 중

단하면서 남북 간 교류는 모두 중단되었다.

3.1.2. 부진한 북한의 개혁ㆍ개방

∙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과 식량난 이후 북한 농업에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 개선 실

험은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년)’ 도입이다. 이 조치의 핵심은 농업생산에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 실험 2~3년 후까지 북한 농업생산에서 기대했

던 증산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후 제도 자체의 본격적인 확산도 무산되었다.

∙ 북한은 2002년에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도 단행했다. 이 조치로서 농업부문에 

생산동기를 유발하고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농업생

산부문에서 요소 투입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기술혁신 등 다른 요인의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농업생산은 증대되지 않았다. 

∙ 외부자본의 도입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농업지원 형태로 이루어졌다. 국제사회의 농

업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농업생산을 단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북한 농업의 재생산구조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외부 지원 자체의 한계와 낮은 수준의 개혁ㆍ개방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는 2012년부터 ‘6·28방침’과 ‘포전담당책임제’로 대변되는 

농정개혁 조치를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적 조치도 실체5)가 분명하지 않고 농

업생산 측면에서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11-2).

5) 2012년 이후 배포된 북한의 관련 문건(‘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군들과 농장초급 일군들을 위한 실무강습제강’)에 “분조들에서는 맡
겨진 생산계획과 국가의무수매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며 농장에 내놓게 되어있는 현물을 내놓고는 전량 분조원별로 현물 및 
현금분배몫을 확정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정확히 분배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분배는 
기존과 변함없이 계획에 따르되 포전담당조와 개인의 책임성은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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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을 보면, 2000년 전후 400만 톤 수준에서 

2015년 전후 480~500만 톤 수준으로 15년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분조책임담당제 도입 이래 2016년까지 4년 동안에는 생산이 약간 증

가하거나(농진청) 오히려 감소한(FAO) 것으로 나타나 농업생산부문 개혁조치의 생

산증대 유발 효과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농업생산책임제 개혁기 5년간

(1980~85년) 48.2%의 농업생산 증대 사례와6) 비교하면 북한의 농업개혁 효과는 거

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개혁 노력과 개방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업은 ‘개혁부진과 자본부족의 함정’에

서 여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와 대

규모 자본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 북한은 개

혁을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투입될 자

본의 낮은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5.  과거 북한의 농업개혁 그림 11－2.  북한의 식량 생산(1990-2017)
단위: 천 톤

연도 명칭 주요 내용

1996
새로운

분조관리제

생산동기 강화
탈중앙집권화
상업화 진척

2002
7.1경제
개선조치

곡물가격 현실화
시장 유통 허용

2012
포전담당조

도입

협동농장 권한 강화
생산활동 독립성 확대

시장 유통 허용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농촌진흥청, 김 훈(2013), FAOSTAT을 활용하여 필자 계산 후 편집

∙ 여러 차례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농업개혁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

큼 현 북한 체제에서 개혁은 어려운 과정이다.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한다면 북한 사

회는 매우 광범위하게 변화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국제사회의 시장 지향형 

경제협력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 이일영,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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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7)

3.2.1. 상황에 따른 농업협력의 단계적 추진

∙ 비핵화와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대화가 진척되고 최종합의에 이른다면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만큼 남북 간 농업부문 교류협력

도 사업 분야와 추진 방식에 있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

∙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시대가 논의되고 가시화된다고 해서, 언젠가 하루아침에 교류

협력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필수적인 과정들을 생략한 채 

그러한 전환이 갑자기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대북 농업교류협력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

어야 한다. 요컨대 합의에 이르기까지 대화의 진전, 제재의 해제, 합의 후 약속된 사항

의 이행, 북한 체제의 전환과 경험의 축적 등 상황과 환경의 전개에 맞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2.2. 국면의 분리 접근

∙ 비핵화와 평화를 놓고 대화하는 현 상황에서 대북 협력환경이 변화하는 과도기 첫 단

계는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국면이라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 및 

국제사회에 대한 태도를 수정할 것이다. 그러나 제재 해제가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

는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북한은 내부 체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남북 간에 추진된 바 있거나 당국 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농업

협력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상호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ㆍ정비해 추진

할 필요가 있다. 

∙ 환경이 변화하는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ㆍ개방에 착수하는 국면이다. 

이는 북한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비록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

준에 미흡할지라도, 북한의 의지와 태도가 국제사회의 우호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이 시기에는 북한의 주도적 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7) 이 부분은 김영훈 외(2018) p.86~88을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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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여기에는 농업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본 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이 포함

될 필요가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유럽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EU의 SAPARD8) 프로그램 지원과 과거 

UNDP의 대북 AREP9) 지원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 세 번째 단계는 북한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된 이후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 이

르면 남북 간 경제ㆍ농업 교류협력의 주도권은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10)

- 정부는 교류협력을 확대시키는 환경 조성과 제도 정비에 집중해야 하며, 한반도 시장

경제 공동체 형성과 그 안에서의 농업정책 개발과 추진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그림 11－3.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

대북 제재 해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기(旣)추진 농업협력사업의 통합·정비
 기(旣)합의 농업협력사업의 통합·정비

단기

북한 개혁·개방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농업개발 추진을 위한 금융·재정지원
 - UNDP의 AREP 지원 방식
 - EU의 SAPARD 지원 방식

중기

북한 체제전환 이후의
농업교류협력

 민간부문 교역·투자 촉진
 한반도 경제공동체 공동농업정책 수립과 추진

장기

자료: 김 훈 외(2018) p.87

8) 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농업ㆍ농촌개발을 위한 특별 사전접근 프로그램). 
EU는 EU 가입을 원하는 후보 국가들의 가입 준비를 돕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세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했다. 
SAPARD는 환경 및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접근 지원 프로그램(ISPA), 제도 구축과 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Phare)
과 함께 중요한 사전접근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KREI,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R837, 
2017, 149쪽;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GSnJ 시선집중 256호, 2018.7, 9쪽)

9)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계획(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gramm, AREP, 1998~?)’은 UNDP
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수립한 농업복구계획이다. UNDP는 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원탁회의
(Round Table)를 개최하였으며, 북한의 요청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국제적인 공조 하에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UNDP/FAO,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 30 Nov. 1998)

1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전망하기도 어렵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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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ㆍ해제 국면의 농업협력4

4.1. 과거 합의와 협력사업 추진사례11)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는 북한 경제와 농업이 본격적인 개혁ㆍ개방에 착

수하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재 완화ㆍ해제 국면에서는 북한의 현 

경제 및 농업 상황에 적합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 시기에 대북 농업협력사업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과거 남북한 간에 

추진하기로 합의하 거나 과거 추진한 경험이 있는 농업협력사업이다. 따라서 이 시

기 추진할 농업협력사업의 사전 준비로서 이 두 가지 협력사업의 이력을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 남북한 당국 간 합의서 중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

서는 다음 5개 합의서이며, 그 내용은 <표 11-6>에 나타나 있다.

- 2005년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 2007년의 10·4선언과 이에 후속된 남북총

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

- 협력 분야는 협동농장의 현대화, 종자분야, 농업과학기술, 산림분야, 개별 농업분야

의 생산성 향상, 농업투자 장려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 남북 당국이 합의한 농업협력사업은 대부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농업협력위원

회 합의사항 미이행은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사례이고, 2007년 합의사항의 미이행은 

정권의 교체에 따른 남북합의 재검토에 따른 것이다.

- 남북 당국 간 합의에 근거해 추진된 농업협력사업은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추진한 금

강산 및 개성지역 협동농장 협력사업이 유일하다. 

∙ 합의와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민간지원단체와 지자체에 의해 추진된 농업협력사업도 

있다. 이를 성격별로 구분해 정리한 것이 <표 11-7>에 나타나 있다.

- 이들 협력사업도 협동농장 협력사업, 종자분야 협력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사업, 

개별 농업분야 협력사업, 산림분야 협력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 또한 금강산 인근의 고성 지역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상업적 목적의 투자협력사업도 

추진된 바 있다.

11) 이 부분은 김영훈 외(2018) p.86~90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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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남북 당국 간 농업협력사업 합의

구분 농업협력사업의 구성 근거(합의서)

협동농장 협력
육묘시설, 농업기자재, 배합사료 지원

농기술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종자분야 협력
현대적 종자생산시설 지원
종자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2007)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2007)

농업과학기술
협력

우량 유전자원 교환 및 공동연구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육종 및 재배기술 협력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기술 협력
농작물 생육예보, IPM 기술 협력
검역·방역 기술 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
남북경협공동위원회(2007)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개별 농업협력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협력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산림분야 협력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복구녹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북총리회담

투자 장려
수출·투자확대 위한 협력방안 협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자협력)

10.4선언(2007)
남북경협공동위원회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각 합의서 참조

표 11－7. 2000년대 추진된 주요 남북농업협력사업

구분 주체 주요 사업 내용

협동농장
협력

통일농수산사업단 - 금강산, 개성지역 협동농장 협력사업

경기도 - 평양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종자분야
협력

국제옥수수재단
- 옥수수 종자 ‘수원19호’ 지원
- 옥수수 신품종 개발 지원

월드비전
- 북한 5개 지역의 감자 원종공장 지원
- 씨감자 생산기반 확충 지원

농업과학
기술협력

월드비전
- 북한 농업과학원과 농작물의 재배기술과 토양·비료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움」 정례 개최(14차)

개별농업협력 NGO·지자체 - 농림축산 개별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추진

산림분야
협력

강원도 - 금강산을 중심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경기도 - 개성에 양묘장 조성과 묘목 지원 추진

평화의 숲
겨레의 숲

-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묘목 지원사업
- 평양·금강산·개성·나선·회령 등 8개 지역에 양묘장 조성 

협력사업 추진

농업투자
협력

현대아산
- 고성온실농장 투자협력사업

(관광지구에 채소와 과채류를 생산해 납품)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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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재 완화ㆍ해제 국면의 농업협력 추진 과제12)

∙ 남북 간에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하려 했던 농업개발협력사업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더라도 개혁ㆍ개방을 주저할 북한의 

상황과, 공동체적 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경험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우리의 상황은 

200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제재 해소 시기에는 지난 시기의 협력 경험과 합의 의도를 살려 농업협력사업

을 추진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요체는 지속 가능성과 인력의 양성이다.

- 지속 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은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상

된 능력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며, 상업적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고 확대재생산

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농업부문에서 인력의 양성과 생산기술 향상은 단기적으로는 농업과학기술의 직접적

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 전자를 위한 협력은 공동 농단지 개발협력과 계약생산ㆍ교역을 통해, 후자를 위한 

협력은 농업과학기술 분야 KSP 협력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다.

4.2.1. 공동영농단지 개발협력과 상업적 교역

∙ 북한의 농촌지역에 남북 공동 농단지를 집중 개발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생

산체계를 갖추고, 이 농장을 토대로 교역(농산물, 농자재 교역)과 경협사업(계약재배, 

투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그림 11-4).

- 이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과 목표는 ‘ 농단지 개발협력 ⇨ 농산물 생산 ⇨ 교역ㆍ투

자협력 ⇨ 상호 이익 창출’에 있다.

- 협력대상지역, 사업규모, 사업구성 등은 남북 간 협의로 정하되, 연관효과의 극대화

를 위해 남한과 가까운 경제특구 배후 농촌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농단지 협력 프로그램 하에 농업ㆍ농촌기반조성 지원 프로그램, 농업기술교류 

프로그램, 교역 및 경협 프로그램 등 하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

과를 높인다.

- 기반조성 지원 프로그램: 농업기반, 농촌생활환경기반 정비, 산림녹화

12) 이 부분을 김영훈 외(2018) p.90~93 내용 일부를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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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교류 프로그램: 북한의 요청을 바탕으로 인적ㆍ기술적 교류사업 추진

- 교역ㆍ경협 프로그램: 제3국으로부터 꾸준히 수입하고 있는 농축산물이나 북한 특산

물을 중심으로 계약생산하거나 투자협력사업 추진

∙ 공동 농단지 개발협력을 통해 남북 양측은 상호 농업교류ㆍ협력 모델을 발전ㆍ확산

시킬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 양측에게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은 농단지 조성과 교류ㆍ경협 과정에서 농업경 체 자립 모델과 북한 농업의 

개혁과 개발 비전을 습득할 수 있다.

- 남한은 북한 농업의 자립을 도와 향후 대북협력과 통일에 소요될 비용 부담을 감소시

킬 수 있다.

그림 11－4.  ‘협력농장-경제특구-남한’ 연계 공동영농단지 협력 모델

     자료: 김 훈 외(2018)

∙ 농단지 협력에서는 개발지원과 상업적 협력이 시차를 두고 추진될 수 있다. 기반조

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술교류 프로그램은 개발협력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교역과 

경협사업은 이후 민간부문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 협력 방식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의 초기 기획과 추진 주체에 따라 그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참고1, 2).

- 남한의 투자지원으로 농단지를 조성하고 북한의 농업경 체가 운 하며 경협을 

추진하는 금강산 온실농장 협력 방식과, 

- 남한이 농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남한의 농기업이 입주하는 개성공단 협력 방

식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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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현대아산의 금강산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방식: 남측주도, 

북측기업 운영

∙ 협력사업 개요

- 금강산관광지구에 소요되는 농산물을 생산ㆍ조달하기 위한 농업협력사업

- 현대아산이 고정ㆍ유동자본을 투자하고 북측 고성온실농장은 농산물로 상환

∙ 투자ㆍ상환 방식

- 고정자본 투자: 현대아산이 온실설비와 기자재를 Turn-Key 방식으로 수출

- 유동자본 투자: 현대아산이 농자재, 재배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유동자금 공급

- 투자금 상환: 고성온실농장이 29개 품목의 엽채류ㆍ과채류를 관광지구에 납품

[참고 2] 개성공단 협력사업 방식: 남측주도, 남측기업 입주

∙ 협력사업 개요

- 북측이 남측에 공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장기 임대(50년)

- 남측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개성공단 조성 투자

∙ 운  방식

- 남측 주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공단을 운

- 남측 기업들이 공장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운

- 입주기업은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납부하고(10년 유예) 북측 인력을 고용

- 모든 원부자재를 남측으로부터 조달하고, 모든 생산물을 남측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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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농업과학기술 분야 교류ㆍ협력 과제

∙ 인력의 교류와 양성이 생략된 기술교류협력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의 남북 농업교류협력에서는 닫힌 남북 관계와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인

력의 교류가 억제되었다. 향후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면 

농업과학기술 교류, 전문인력 교류, 농과대학 커리큘럼 지원, 유학 장학생 선발과 교

육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공동 농업과학기술 연구 프로그램은 남북 양측의 농업과학원과 산하 연구소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교류사업에는 연차별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과 

분담 연구, 필요 전문인력의 상호 파견과 연구 참여, 필요한 연구 시설과 장비 지원, 

공동 조사, 정례적인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연구결과의 교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농과대학 및 전공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는 농과대학과 농업전문대학의 

커리큘럼과 교육기자재 지원, 장학생의 선발과 유학 지원(국내, 해외), 남북 농과대학 

교류 특성화 대학의 선정과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 사업 추진 초기 북한측이 협력에 소극적일 경우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초기에는 제3국(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을 매개로 추진하다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

라 남북 간 직접 교류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초기에는 농업과학 기술, 과학기술 전문인력과 유학생 교류부터 시작하되, 관계 발전에 

따라 농업경제 및 농업정책 분야의 교류와 관련 분야 유학생 교류로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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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혁ㆍ개방 국면의 농업협력5

5.1. 북한 주도 농업개발 추진과 종합적 지원 필요성

∙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ㆍ개방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스스로 주도하여 시

장 지향적 농업개발에 나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

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시장 지향적 농업개발의 북한 주도 추진과 지원에

는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선행 조건이 된다.

∙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사적 재

산권의 확대, 시장 지향적 경제제도의 수립, 정책과 행정의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을 

들 수 있다.

- 사적 재산권의 확대와 확립은 경제 행위의 개별적ㆍ사적 주체(기업)가 형성됨을 의미

하는 것이다.

- 시장 지향적 경제제도의 수립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다.

- 통계ㆍ행정ㆍ사법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대, 행정 및 재정운용 능력의 신뢰성 제고는 

경제개방의 척도가 된다.

∙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 이에 따른 경제 및 농업교류협력 추진, 교류협력의 폐

쇄적 장애요소 제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이해도 제고, 외부로부터의 안정적 경

제지원 유입, 체제(정권)의 안전에 대한 확신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개혁ㆍ개방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움직임이 분명해질 때 대북 농업협력의 전환 기회를 살려 새로운 방식의 협력

을 비로소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 농업 전반의 물리적 복구와 개발, 농업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부문의 종합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 북한 개혁ㆍ개방 국면의 농업개발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목표가 뚜렷하고 개별 사업이 선명한 종합적 농업개발 구상을 바탕으로 추진

- 세부적인 공동 조사연구와 양측의 협약을 토대로 추진

- 양자간 혹은 다자간 농업개발협력 방식으로 추진

- 공적 개발원조와 민간의 투자사업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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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업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종합 프로그램 접근

5.2.1. EU의 SAPARD 프로그램 사례

∙ SAPARD는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중동부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농

업ㆍ농촌 분야 종합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EU가 구축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

그램의 내용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후 공동체 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구조를 사전에 구축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국의 농업ㆍ농촌 종합개발사

업에 포함된 다양한 중소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 SAPARD 프로그램은 농업경  투자, 가공 및 유통분야 투자,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

전 개선 등 15개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1-8). 국가와 기

간에 따라 투자지원액 배분 비중에 차이는 있으나, 농업경  개선 투자(정책1), 가공 

및 유통 개선 투자(정책2), 다양한 소득원 개발(정책5), 농촌 인프라 개선 투자(정책

12)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액 배분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8.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SAPARD 사업의 EU지원액 배분 사례(2000~06년)
단위: 100만 유로

구  분 내  용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정책 5

정책 6

정책 7

정책 8

정책 9

정책10

정책11

정책12

정책13

정책14

정책15

농업경  개선

가공 및 유통 개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 개선

환경 보호 및 생산 개선

다양한 소득원 개발

농촌 구제 및 농촌관리 서비스 구축

생산자 조직 형성

마을 및 지역 유산 보전

토지 개발 및 재분양

토지 등기의 체계화

직업훈련 강화

농촌 인프라 개선

농업용수 관리

임업 경  및 유통 개선

SAPARD 정책 및 관리기술 지원

195.4

285.9

28.3

1.4

63.3

-

0.8

-

-

-

3.0

524.8

-

55.8

1.2

145.7

149.0

-

9.5

56.3

-

0.4

45.8

-

-

0.3

33.2

-

3.1

0.4

합 계 1,159.9 443.7

자료: Metis GmbH, 2013; KREI, 2017, 15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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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ARD 프로그램 지원과 이행 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3)

- 하위 프로그램의 구체화: EU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5개의 포괄목록을 제시하

고 신청국은 개별 목록별로 하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지원을 신청한다.

- 공동 재정 부담: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의 실행에 EU와 신청국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

을 지원(부담)한다.

- 독립적 관리 보장: 신청국은 SAPARD 프로그램의 운 , 재정지출, 통제 등을 담당할 

독립기구(SAPARD Agency)를 설치하고 EU의 승인을 받는다.

- 심사ㆍ모니터링ㆍ평가: EU와 신청국 정부는 각 사업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수행한

다. 평가는 프로그램별 평가 목록에 따라 수행한다.

-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SAPARD 프로그램 집행 질서, EU 지원 자금의 통제와 의무

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EU와 신청국이 사전에 협약을 맺는다.

∙ SAPARD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있다. 우선 EU 집행위의 기술적 지

원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SAPARD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신청국들의 

행정 역량이 부족했으며, SAPARD 자금이 하드웨어 개선 투자에 집중되어 당초 중요

한 지원 목적이었던 ‘EU 가입을 위한 준비로서 농업ㆍ농촌부문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표 11-8>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례에서도 하드웨어 개선에 비해 역량강화에 해

당되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개혁ㆍ개방 시기 이러한 방식의 지원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프로그

램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5.2.2. UNDP의 북한 AREP 지원 사례

∙ AREP 프로그램은 1990년대 말 북한 농업성이 UNDP의 협조를 받아 계획한 중기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이다. 이는 농업 및 식량위기를 겪고 있던 북한 농업

을 회생시키기 위해, 국제적 공조 하에 기존의 분산된 대북 지원을 정비해 1998년부

터 2002년까지 식량 증산을 위한 통합 개발원조 추진을 계획하고 작성된 것이다.

∙ 북한은 AREP 프로그램의 중기 목표를 곡물 생산 600만 톤으로 설정하 다.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재 조달 사업, 농업인프라 복구 및 정비 사업, 산림복구 및 

환경보호 사업, 농업부문 역량강화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했으며, 북한은 이에 

소요되는 자금과 물자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하 다(표 11-9).

13) 김경량 외, EU의 SAPARD를 원용한 북한의 농업ㆍ농촌개발, 북한연구학회보 10권 2호,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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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주선하기 위해 UNDP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기구와 원조 공

여국들이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 다.

- 이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한과 UNDP가 1998~2000년 계획 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

과 물자로 3억 4,400만 달러를 국제사회에 요청하 으며, 2000~2002년 계획 기간 

중에는 2억 5,000만 달러를 요청하 다.

표 11－9.  북한 AREP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원 요청(1998, 2000년)
단위: 100만 달러

하위 프로그램의 구성
북한의 요청액

1998~2000년 2000~2002년

투입물 프로그램
     - 비료
     - 기타(연료, 농약 등)

213
173
40

160
123
37

농촌 복구 프로그램
     - 토양 개선과 보호
     - 관개 개선

39
21
18

39
11
28

비료 산업 프로그램 12 -

산림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 한계지 농업 지원
     - 양묘장 복구 및 조림
     - 자연림 및 수림 관리

52
2

49
1

33
11
12
10

AREP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종자 생산
     - 생물농약 생산
     - 농업 기계화 향상
     - 농업부문 연구와 관리

27
9
2

11
6

18
9
2
-
7

계 344 250

자료 1) UNDP/FAO,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 30 Nov. 1998
2) UNDP, Second Thematic Roundtable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 Draft 12 May 2000.

∙ 계획 당시 북한과 UNDP는 AREP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표 11-9).

- 투입물 프로그램은 600만 톤의 식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투입재를 원활히 공급

하는 여러 프로젝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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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반 복구 계획에는 자연재해 피해지 복구, 평야지의 관개체계 개선, 수로 및 토양 

개선 등을 포함

- 산림 및 환경보호 계획은 식량과 연료 부족에 따른 산림 훼손을 경감시키고 지속 가

능한 경사지 농업과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구성

- AREP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농업부문의 조사, 지원 서비스, 교육과 기술 원조, 

연구와 실험 등 일련의 과제들로 구성

∙ 그러나 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은 높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요청 사항 중에서 일부만 실행에 옮겨져 하위 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만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는 물자 특히 화학비료 지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SAPARD 프로그램과 비교되는 양상과 결과를 보이고 있다.

∙ 그 주요 원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신뢰에 있었다. 비록 UNDP는 ‘북한 내

부에서 탈중앙집권화, 협동농장 생산 활동의 독립성 확대, 농업생산의 상업화 진척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 으나(UNDP/FAO, 1998), 원조 공여국들

은 그 보고에 전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14)

∙ 그러나 향후 남ㆍ북ㆍ미 대화의 진전, 대북 제재의 해소, 경제협력의 재개와 확대, 북

한의 개혁ㆍ개방 추동 등 협력 환경과 조건이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과거 북한 AREP 

계획 추진과 이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던 문제는 더 이상 장애

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14) 1990년대 하반기에 착수한 탈중앙집권화, 농업생산의 독립성 확대, 상업화 진척(UNDP/FAO) 등 북한 농업의 개혁은, 2018년 
현재에 이르러서도 분조담당책임제,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분배 강화, 시장생산 확대 등의 이름으로 바뀐 채 지속되고 있다. 이 
사실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3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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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6

∙ 2018년 4차례에 걸친 남ㆍ북/북ㆍ미 정상회담과 양측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변

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 따라서 이제는 평화 이행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교류협력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향후 평화 이행시대에 관해 긍정적 전망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의 전개를 기대

할 수 있다.

- 정치적 상황의 변화 : 대화 진전 ⇨ 최종 합의 ⇨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 이행 ⇨ 이
행 완료와 평화체제

- 경제적 행동의 변화 : 대화 진전 ⇨ 대북 제재 완화ㆍ해제 ⇨ 대북 경제협력 재개 ⇨ 
북한의 개혁ㆍ개방 ⇨ 대북 경제협력 방식의 전환과 확대 ⇨ 북한 체제전환 이행과 

완료 ⇨ 시장경제 공동체 구축

∙ 향후 전개될 상황과 관련국들의 행동 변화 전망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북 농업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북제재 완화ㆍ해제의 시작’과 ‘북한의 본격 개혁ㆍ개방 착수’가 대북 경제협력에 

중요한 기점이 될 개연성이 있다.

- 농업분야 대북 교류협력을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 첫째, 대화 진전과 제재 해소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이다. 대북제재가 완화

되면 북한과 농업협력 재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북한의 중앙집권적 경제운 체제, 

경제ㆍ농업당국의 관리방식과 능력, 현재의 농업상황이 단시간에 크게 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경제ㆍ농업 협력 환경은 당분간 현 수준과 같을 것으로 전

망된다.

- 이 시기에는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정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단지 개발협력사업과 상업적 차원의 교역을 통해 지속성 있게 교류협력을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분야의 인적개발을 위해 지식공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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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ㆍ개방에 착수하는 단계의 농업교류협력 추진 방향이다.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 운  역량이 높아지면, 이를 배

경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농업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이전 단계에 추진하던 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 EU의 SAPARD 혹은 UNDP의 대북 AREP 지원 방식을 원용하여 북한이 주도하는 

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대

북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 그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이 가시화된다면, 이후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민간과 시장의 몫이 된다. 다만, 정부는 새로 등장할 한반도 시장경제 공동체에 조응

하는 농업을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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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는 국제무역질서1

1.1. WTO 다자통상질서 체제의 개편

∙ (WTO 체제의 한계 노출과 미국의 불만 심화) WTO 체제 개편 논의는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6년 DDA 논의 중단 등을 계기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WTO의 

의사결정 방식,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따라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체제의 무역질서 수립 기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WTO 체제에 대한 불만 

표출과 탈퇴 언급이 반복됨에 따라, WTO 체제 개혁 논의가 점화되었다.

∙ (선진국 중심의 WTO 체제 개편 논의) 2018년 이루어진 WTO 개혁 논의는 EU와 

캐나다의 제안으로 본격화되었으며 공통적으로 투명성 및 통보 의무 강화, 분쟁해결

체제 개선(상소기구 관련), 무역규범의 현대화 등에 대한 개편 방향을 제안하 다.1) 

더불어 2018년 12월 1일 이루어진 G20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WTO 개혁을 지지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 다.

- 기존의 WTO 개편 논의는 문제를 지적하고 환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최근의 논의는 제안서에 기반하고 투명성, 분쟁해결제도, 새로운 무역 규범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보다 구체적이라 볼 수 있다.

- 캐나다는 2018년 10월 24일 소그룹 장관급 회의(한국 포함 13개국)를 개최하여 

WTO 개혁 관련 논의(분쟁해결제도, 규범의 현대화, WTO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EU는 12월 12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등 11개국과 

공동으로 분쟁해결제도 상소기구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 다.

∙ (투명성 및 통보 의무 강화) WTO 통보 강화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는 최근 이루

어진 개편 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통보 대상 범위는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포괄적이라 볼 수 있으며, EU와 미국은 미통보시 벌칙 조치를 제안하고 캐나다는 

통보 유인책과 통보 이후 조치에 대한 회원국들의 평가 절차를 강조하 다. 제안서 

모두 공통적으로 역통보2)를 장려한다.

1) 2018년 9월 EU는 WTO 체제 개편에 대한 구상안(Concept paper)발표하고 캐나다는 WTO 개혁에 대한 토론문서(Discussion 
paper)를 WTO에 회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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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관련 논의는 11차 각료회의 시점(2017년 10월)에 제출된 미국의 제안서 

내용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2018년 EU의 구상, 캐나다의 제안에 이어 미국 등 

5개국은 투명성 및 통보에 대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하 다.

- 투명성과 통보의무 강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의 배경에는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 행

해지는 산업보조금과 국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3)

∙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분쟁해결제도 관련 개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으

며, 상소기구 운 의 문제는 미국과 WTO 간의 핵심적인 갈등 사안이다. EU와 캐나

다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반 하여 상소기구의 본질적 개혁을 위한 분쟁해결

제도의 개정을 제안하 다.

- 미국은 상소기구의 90일 심리기한 준수, 임기 만료 상소위원의 상소심 관여 금지, 

선례 적용 불가, 상소기구의 역할 재정립(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심의 불가) 등을 주장

한 바 있다. 

- EU는 미국의 주장과 맥락을 함께 하나, 합의 시 심리기한 연장 가능, 특정 사건에 한

해 임기 만료 상소위원의 관여 가능 등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캐나다의 제안서는 

상소기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소행위 자제, 대체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

며 상소기구의 결정(WTO 규정해석 관련)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 강화 필요성을 강조

하 다.

- 다만, EU가 2018년 1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개혁방안에 대

해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다.

∙ (현실을 반 한 무역규범 개정) EU와 캐나다는 복수국간 협상 활용,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한 개도국 우대 조항 차등 적용, 디지털 무역, 서비스ㆍ투자 부문 신규범 마련, 

산업보조금과 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WTO가 협상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

도록 21세기 현실을 반 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규범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 다.

- 개도국 우대 조항 차등 적용 관련, EU는 개도국 세분화, 개도국 졸업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 으며 캐나다는 무역원활화협정에 기초한 개도국 차등 및 우대방식을 제안

하 다. 

- 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규제강화를 위해 

공공기관(public body)에 대한 정의 변경 등이 제안되었다.

2) 역통보(reverse notification)란 “어느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타 회원국이 동 회원국의 통보의무 불이행을 
관련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서진교ㆍ박지현ㆍ김민성. 2018. 최근 WTO 체제 개편 논의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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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농업협상 재정비)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

11차 각료회의(MC11)에서는 향후 작업계획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조차 마련하

지 못하고 각료선언문 채택 없이 종료되었다. 2018년 다수 회원국들은 농업협상 공

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상황에서 협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협상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 2018년 4월 농업협상그룹 의장에 선임된 가이아나 대사(John, R.D. Ford)는 농업

협상 재개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6차례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최하

다. 의장은 기술적 분석 작업을 기반으로 쟁점사항 별 회원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

후 농업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협상방식을 모색하 다. 또한 2001년 DDA 협상 

출범 이후 농업협상 전반을 성찰하는 숙고의 시간(reflection of period)을 보냈다. 

- (2019년 새로운 작업계획)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국내보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비축(PSH), 면화, 시장접근,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 수출제한, 수출

경쟁 등을 최우선 쟁점사항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쟁점사항 별 7개의 작업반을 

운 하여 집중 논의를 거쳐 2020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인 12차 각료회의

(MC12)에서 소정의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 다.

1.2. 미중 무역분쟁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론)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무역적자해소와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의 불

공정 관행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표하 고,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

과의 무역불균형을 “경제적 침략”이라 경고하며 대중국 강경론을 유지하 다.

- 2017년 4월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국에 대해 무역법 232

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하 다.

-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 수준을 ‘통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투명하지 못

한 산업정책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2017년 8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

하 다.

∙ (미중 통상갈등 점화, 추가관세 부과와 WTO 제소) 미국은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

미늄 상품에 대해 무역법 232조에 근거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시행, 중국을 포함한 주요 

상대국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 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대미 주요 수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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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9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 다(4월). 같은 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공개, 대중 제재 품목 1ㆍ2차 리스트 초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미중 

통상갈등이 시작되었다.

- 중국과 미국은 상호 추가관세 부과에 더불어 WTO 제소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로 대응함과 동시에, WTO에 제소

하 다(4월). 또한 미국의 301조 조사 결과 발표(4월)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하 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

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에 맞제소하 다.

∙ 2018년 7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1차 대중국 수입 제재가 개시됨에 따라 

2018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친 상호 보복관세가 발효되었다(표 12-1).

표 12－1.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2018년 동향)

미 국 중 국

규모 대상품목
추가
관세

규모 대상품목
보복
관세

미국측
무역구
제조치1)

-

철강 25%
128개

($28.7억)

농축산물, 강관 
등(120개)

15%

알루미늄 10%
돈육가공품, 재생 
알루미늄 등(8개)

25%

1차
(7.6)

818개
($326억)

원자로,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카메라, 

의료기기 등
25%

545개
($338억)

농축산물, 수산물, 
자동차 등

25%

2차
(8.23)

279개
($136억)

반도체, 전자담배 등 25%
333개

($141억)
화학, 에너지, 의료제품, 

트랙터, 트럭 등
25%

3차2)

(9.24)
5,747개

($1,905억)
냉장고, 건조기, 타이어, 

농축산물 등
10%

5,207개
($534억)

쇠고기, 연어, 
티타늄제품, 섬유제품 등

5%, 
10%

주 1) 2018년 3월 23일 미국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주요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관세 부
과, 쿼터 설정 등의 수입제재조치를 취하 고 4월 2일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미 주요 수입품목 128
개에 관세를 부과함.

2) 미국은 3차 관세부과 리스트에 포함된 5,747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 관세를 25%
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자료: “제현정 외. 2018.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KITA 통상리포트 한국무역협회”, 
“신꽃비ㆍ라미령ㆍ권혁주. 2018. 미ㆍ중 통상분쟁의 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경책연구원”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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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744개 세번에 추가관세 부과) 중국은 2018년 4월 2일, 7월 

6일, 9월 24일 발효한 추가관세 품목 리스트에 모두 농축산물 세번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744개 세번이며, 이들 품목의 최근(2016-17년) 미국산 수입액은 대세계 수입

액의 약 22%를 차지한다. 품목이 각각의 리스트에 중복될 경우, 추가관세율은 합산

하여 적용한다(표 12-2). 

- 중국의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의 약 71%는 대두이며, 미국산 대두에는 7월 6일 발효한 

조치에 따라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 특히, 돼지고기 2개 세번(02031900, 02064100)에는 232조 조치에 따른 25% 보복

관세(4월 2일), 301조 조치에 따른 25% 보복관세(7월 6일) 부과에 따라 ‘MFN+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 (미국, 중국산 농축산물 729개 세번에 추가관세 부과) 미국은 2018년 9월 24일 발효

된 추가관세 품목 리스트에 729개 농축산물 세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

(2016-17년) 중국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 품목의 72%(세번 수 기준)를 차지한다. 

추가관세는 10%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미중 정상회담(2018년 12월)이후 양국 합의에 따라 관세인상은 유예되었다.

표 12－2.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현황 

품목
232조 

보복관세율(4/2)
301조 

보복관세율(7/6)
추가 부과 

관세율(9/25)
최종 적용 

관세율

과실견과류 73개, 에탄올 1개 15% 25% MFN+40%

돼지고기 6개 25% 25% MFN+50%

햄 1개 25% MFN+25%

대두, 곡물, 과일, 쇠고기 등 
201개 

25% MFN+25%

인삼 2개, 포도주 1개, 냉동 
베리류 2개

15% MFN+15%

포도주 3개, 냉동 베리류 3개 15% 10% MFN+25%

인삼 1개, 포도주 1개 15% 5% MFN+20%

350개 품목 10% MFN+10%

99개 품목 5% MFN+5%

자료: USDA FAS, Gain Report CH18017(2018.4.2.), CH18034(2018.6.21.), CH18043(2018.8.6.), CH18061 
(2018.9.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ㆍ농촌경제동향 p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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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정상회담, 90일 협상기간에 합의) 지속적인 통상협상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상호 보복관세 부과 및 양국 긴장 고조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었으나, 2018년 12월 1일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90일간 협상 기간을 

갖기로 합의하 다. 특히 이번 회담 결과는 중국이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4)

- 본 회담에서 미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발표한 3차 리스트의 추가관

세인상 계획(10%->25%)을 유예하 으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

의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 다. 또한 강제적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중 

통상갈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 다.  

- 중국은 회담 이후 2차에 걸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 고, 물량은 공식적으로 발

표되지 않았다. 언론에 따르면 1차 약 150만 톤, 2차 약 9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9년 상반기 물량).5) 또한, 2019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자동차와 그 부품에 

적용되는 25% 보복관세 부과 중단,6) 미국산 쌀 수입허가 7) 등 무역적자 부문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외상투자법 제정 및 특허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등 유화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8)

-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최근 발표한 무역 및 투자 

관련 조치와 법안 제ㆍ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 다.9)  

1.3. CPTPP 발효

∙ (2018년 12월 30일 CPTPP 발효) 미국의 TPP 공식 탈퇴 선언 후,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2018년 3월 8일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포괄적ㆍ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하 다. CPTPP는 회원국 50% 또는 6

개국 이상이 비준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10월 31일 호주가 

6번째로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12월 30일 발효되었다.

4) 제현정 외. 2018.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KITA 통상리포트. 한국무역협회. p.10

5) 뉴스핌. 2018.12.19. “中, 미국산 대두 구입…'휴전 합의' 이후 두 번째”

6) Wall Street Journal. 2018.12.14. “China to Suspend Punitive Tariffs on U.S. Cars and Auto Parts for Three 
Months.”

7) Reuters. 2018.12.28. “China allows first-ever U.S. rice imports ahead of trade talks.” 

8) 박은경. 2018.12.24. “중, ‘외국기업에 기술 이전 강제’ 없앤다.” 경향신문.

9) Wall Street Journal. 2018.12.30. “U.S. Presses China on Trad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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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는 조속한 발효를 위해 발효 요건을 TPP 보다 완화하고, 추가 가입국의 가입

조항을 단순화하 다. 또한, 기존 TPP 협정 내용 중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 분

쟁해결, 정부조달 분야 등에서 22개 사항을 유예하 다. 

- CPTPP는 전통적인 항목인 상품,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E-commerce), 

경쟁정책, 국 기업, 노동, 환경, 중소기업 등 신통상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

제통상규범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 2018년 12월 기준 비준을 완료한 국가는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베트남이다.

∙ (CPTPP 회원국별 농축산물 상품 개방 수준 상이) CPTPP는 예외 없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 으나 참여 회원국의 수가 많고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양

자협상을 토대로 개별 양허안이 도출되었다. 특히 농업 부문은 각국의 민감도가 반

되어 국가별로 다양한 양허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개방수준 또한 상이하다.

- CPTPP는 전체 상품 양허에 있어 세번 수 기준 95~100%의 시장 개방을 달성하

다. 다만, 농축산물 세번을 기준으로 볼 때 자유화율은 76.2%~100% 이다. 일본의 

자유화율이 76.2%로 가장 낮고 호주, 뉴질랜드,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5개국은 

100%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 다(표 12-3). 

- 일본은 양허제외(밀크와 크림, 발효유, 밀 등), 부분감축(쇠고기, 생유, 아이스크림 

등), TRQ(탈ㆍ전지 분유, 버터, 설탕, 가공 곡물 등), CSQ(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개별국에 낙농품, 곡물 TRQ), 농산물세이프가드(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유장), 

오렌지 등) 설정 등의 방식으로 농업 부문의 민감도를 확보하 다. 

표 12－3.  CPTPP 회원국별 농축산물 부문 상품 자유화율
단위: 개

일본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말레

이시아
칠레 호주

뉴질
랜드

페루
브루
나이

싱가
포르

철폐 1,459 1,346 1,214 1,288 1,219 1,303 830 1,076 1,038 1,284 1,284

즉시철폐 891 1,222 1,017 339 1,131 1,199 829 1,063 839 1,261 1,284 

전체 1,915 1,444 1,270 1,301 1,241 1,389 830 1,076 1,038 1,284 1,284

자유화율 76.2 93.2 95.6 99.0 99.0 96.8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즉시철폐는 CPTPP 발효즉시 관세 철폐되는 세번 수이며, 철폐는 CPTPP가 이행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 철폐되는 세번 수임.

자료: 문한필 외 2018.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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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농업챕터, 수출보조 금지) CPTPP 농업 챕터에서는 CPTPP 회원국간 농축

산물 교역에 있어 수출보조 금지를 규정하 다. 

∙ (CPTPP 규범부문, 새로운 통상이슈 포괄) CPTPP 협정문은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국 기업 등 다양한 통상이슈를 포괄하고 있으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상 

기술장벽(TBT), 지적재산권 등 통상적인 규범 분야 또한 회원국들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하고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 다. 

- 특히 CPTPP SPS 협정문에는 기존의 WTO와 FTA상의 SPS 내용에 비해 새로운 조

항들이 신설되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조치 도입 및 조치에 대한 투명성 

강조로 통보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SPS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술협의 

매커니즘의 설립을 명시하 다.

∙ (미국의 CPTPP 재가입 가능성) 트럼프는 2018년 1월 미국이 CPTPP 협정문 개선 

여부에 따라 재가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11월 미국 중간

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 차지하여 CPTPP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다시 모아

질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략이 다자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고, 미국이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공식적으로 개

시함에 따라 미국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의 CPTPP 가입 검토) 한국은 CPTPP 회원국 11개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

고는 모두 FTA를 체결하 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체결 FTA의 개선과 더불어 일본 

및 멕시코와의 신규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 CPTPP를 통한 경제적 실익뿐 아니라 규범 부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적, 제

도적 기반과 행정적 절차 개선 부담,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예상되는 상품 시장개방 

압력,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 정치ㆍ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

루어지고 있다. 

1.4. USMCA 타결

∙ (2018년 11월 미국-멕시코-캐나다, USMCA 협정에 서명) NAFTA 재협상은 2017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NAFTA 재협상 의사를 미의회에 통보하면서 시작되

었다. 이후 7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8년 8월 미국과 멕시코가 양자간 잠정적 합

의문을 도출하고 9월 캐나다가 미-멕 합의안에 동의함에 따라 NAFTA 협정을 대체

할 새로운 USMCA 협정이 출범하 다. 11월 30일 3국이 USMCA에 서명함에 따라 

각국 의회 비준이 완료되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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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별 협상 결과) NAFTA 재협상 시 자동차 원산지규정, 캐나다 유제품 시장 

개방, NAFTA 분쟁해결조항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었다. 또한, 디지털 무역, 지식재

산권, 노동 등 부문에서 무역규범이 강화되었으며,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 문제 조항, 

비시장경제국과의 FTA 체결조건 등 신규 조항이 추가되었다.10)

- (자동차 원산지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관련 부품의 역내 원산지 인정에 있어 원산지 

기준, 철강과 알루미늄 구매 요건,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역내 

무관세 혜택을 위한 역내산 부품조달 비율은 75%, 철강과 알루미늄은 70%, 자동차 

생산의 40-45%는 시간당 임금이 최소 16달러 이상인 노동자를 통해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합의하 다. 

- (캐나다 유제품 시장 개방) 캐나다는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최근 자국의 공급 

관리를 위해 도입한 class 6와 class 7에 해당하는 유제품 원료의 수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 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유제품 시장의 일부를 TRQ의 형

태로 상호 개방하는 데 합의하 다.

- (분쟁해결조항) 미국은 NAFTA 분쟁해결조항에 지속적인 불만(당사국 패널 구성 관

련)을 표하며 폐기를 주장했으나, 기존의 NAFTA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하 다. 다

만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를 협정문상 농업, SPS, TBT,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부문으로 확대하 다.

- USMCA의 환율조항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조항으로 포함된 최초 사례로, 당

사국들의 불공정한 외환시장 개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비시장경제국과

의 FTA 체결 시 체결 의사를 회원국에 통보하며, 위반 시 USMCA가 양자 체제로 전

환된다는 조항을 두어 비시장경제국과의 FTA를 강하게 규제한다.

∙ (농업관련 주요 협상 결과) 농업 관련해서는 기존 양허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

하기로 합의하 다. USMCA 타결의 쟁점 중 하나 던 캐나다 유제품시장 개방과 관

련해서는 캐나다의 유제품원료 수입 통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상호 유제품 TRQ를 제공하기로 하 다.

- 농업 관련 주요 협정문의 내용은 <표 12-4>와 같다.

10) 주요 쟁점의 협상결과는 “KOTRA. 2018.10. NAFTA 재협상 타결과 영향”과 “조문희ㆍ권혁주ㆍ강민지. 2018.10. NAFTA 재
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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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USMCA 협정문 농업 관련 타결 결과 요약

분야 내용

상품 교역 기존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유지

농업생명공학기술
농업생명공학 기술관련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 으며 
기술의 범위를 유전자편집기술과 같은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까지 확대함.

수출 보조금 수출보조금 지급금지

무역구제조치 WTO 특별긴급수입제한(SSG) 조치 사용 금지

SPS
과학에 기반을 둔 조치에 대한 원칙과 투명성 강화, 지역화 개념의 구체화, 시
스템 기반 감사, 동등성 인정 절차 개선, 규제 적합성 제고를 위한 협력 등을 
규정. SPS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적 협의 메커니즘을 도입

농산물 등급 및 
품질조건

농산물 등급표준 및 절차에 대해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할 것에 합의함. 치즈 
표준성분에 관한 원칙에 동의함.

주류 무역장벽 해소
와인 및 증류주의 판매 및 유통, 라벨 및 인증 조항에 있어 차별 금지 및 
투명성 확보에 동의

전매 제조법 보호 수입 식품의 전매 제조법 관련 비밀 보호

지리적 표시 기존 NAFTA 협정에 비해 구체화 됨. 지리적 표시 취소 절차 투명성 강화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절차 대상 범위를 협정문상 농업, SPS, TBT,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부문으로 확대함.

자료: “배찬권 2018. NAFTA 재협상, 미국ㆍ멕시코 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참고하여 작성함.

∙ (USMCA, 향후 미국 주도 통상협정의 방향) 트럼프는 기존의 NAFTA 협정을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협상 과정에서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하 으나, 

협상결과 주요 쟁점 부문에서 대부분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따라서 USMCA는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구체적인 협정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주도 

통상협정의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5. 그 외 통상환경 변화

∙ (RCEP, 2019년 역내 타결 목표) 2018년 11월 제2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11)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협상이 최종단계에 진입하 다고 평가하고, 2019년 

연내 타결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 다.

- 2013년 협상 개시 이후 2018년까지 7개 장(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

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이 타결되었다. 상품, 서비

스ㆍ투자, 원산지 등 잔여 쟁점에 대해 2019년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품부문은 

11)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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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국 공통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는 포지티브 방식(개방 분야를 열거)

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다만, 2019년 인도 총선 등 참여국들 중 선거를 앞둔 국가들이 있어, 협상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브렉시트 후 국 및 EU와의 통상 관계 구상 필요) 2018년 11월 25일 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합의문 서명이 완료되어 국은 합의문에 대한 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15일 국 의회의 반발로 합의안이 부결되어 노딜

(no-deal) 브렉시트, 두 번째 국민투표, 조기 총선 등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 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 2019년 3월 EU

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노딜 브렉시트). 그러나 현재 국과 유럽의 브렉시트 협상

단이 브렉시트 연기를 암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 

- 브렉시트 농업부문 쟁점으로는 EU의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TRQ) 배분 문제가 있

다. 현재 EU는 WTO TRQ를 국과 수입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법안을 승인한 상황

이나, 일부 WTO 회원국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들 회원국과 EU간 협상이 진행

되고 있다. 

∙ (미일 양자 무역협정 추진) 2018년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자 무역협정을 추

진하기로 합의한 후 2018년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일본 무역협정 협

상 목표를 발표하 다.13) 

- 상품부문 전체 협상 목표는 1)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개선과 무역적자 감축, 2) 수출

입 허가 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개선, 3) 무역왜곡 방지를 위한 수출입 독점 규제이다.

- 농업부문은 상품협상에 있어서 1) 관세 인하 또는 철폐, 2) 미국산 민감 농산물에 대해 

적절한 조정 기간을 제공, 3) 미국산의 시장 접근 기회를 불공정하게 저해하는 관

행14)을 제거, 4) 규제 협력을 통한 규제 적합성 촉진, 5) 농업생명공학상품의 교역 관

련 협력을 목표로 함을 밝혔다.

- 다만, 미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 기존 자유무역

협정에 준하는 22개 항목을 포함하여 협상 목표를 제시하 으나, 일본 정부는 상품 

협정(TAG)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15) 향후 협상 방향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12) Guy Faulconbridge. 2019.1.8. “UK and European officials discussing delay to Brexit: Telegraph”. Reuters.

13) USTR. December 2018. United States-Japan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Summary of Specific Negotiating 
Objectives

14) 이러한 관행으로는 미국산에 차별적인 비관세 조치, 국영 무역 기업 또는 국영 기업, 기타 행정 절차의 불공정 또는 무역왜곡 활동
(교차 보조, 가격차별, 저가판매 근절을 위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 TRQ 운영 관련 제한적인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15) 일본 NHK 뉴스. 2018.12.22. 米通商代表部 貿易赤字削減へ日米貿易協定の交渉目的公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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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식품 교역 현황과 시사점2

2.1. 농식품 수출입 추이

∙ 2018년 농식품 수입은 35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0년 84.3억 달러의 3.2배 증가

했는데 이 기간 연평균 8.3%씩 성장한 셈이다.

- 2018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26.6%), 아세안(15.4%), 중국(13.0%), 

EU(13.0%), 호주(7.2%)로부터 농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04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입액의 86.0%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5년의 수입 추이를 보면, 미국, EU,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대체로 증가세인 

반면, 중국과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그림 12－1.  농식품 수입 추이

   주: 2018년 통계의 경우, 1~11월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통계(확정치)를 사용하 고, 12월은 통관실적을 
집계하여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인당 GDP 증가와 식문화의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식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1년 한ㆍEU FTA, 2012년 

한ㆍ미 FTA 등 15개의 FTA 발효와 함께 진전되고 있는 시장개방도 농식품 수입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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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18년 기간의 수입실적을 비교해 보면, 15개 FTA 체결국(권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6.2%로 FTA 미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4.4%)

보다 1.7%p 더 높다.

∙ 2018년 농식품 수출액은 69.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0년 15.1억 달러의 3.6배 증가

했는데 이 기간 연평균 8.8%씩 성장한 셈이다.

-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일본(19.1%), ASEAN(18.9%), 중국(16.0%), 미국

(11.6%), EU(6.0%) 순으로 농식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으로의 수출비중은 6.5%로 EU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FTA 체결국 수출

액은 40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 2010년대 들어 일본으로의 수출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2.2%의 증가세를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FTA로 인해 해외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 외에도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류 및 한식

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 확대도 농식품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2－2.  농식품 수출 추이

   주: 2018년 통계의 경우, 1~11월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통계(확정치)를 사용하 고, 12월은 통관실적을 
집계하여 산출함.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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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변화

∙ 최근 3년 주요 농축산물(임업 제외)의 생산 및 교역 현황을 2000년 초반(2000~ 

2002)과 비교하면, 국내소비에서 수입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

을 알 수 있다. 

- 2015~2017년 평균 농식품 수입액과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각각 26조 5,613억 원, 

6조 7,774억 원이며,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축산물16)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14조 

6,932억 원, 8,919억 원이다. 

- 이 기간 평균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은 47조 9,248억 원이며, 생산에서 수출을 제외

하고 수입을 더해 산출되는 국내 소비에서 수입의 비중은 23.8%에 달한다.

-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초반에 비해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도 50% 가량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189%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에서 수입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9.9%p 상승하 다.

∙ 품목류별로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수입비중이 45.2%로 가장 크며, 2000년 

이후 수입비중의 증가분도 23.6%p로 가장 높다. 최근 3년 과일과 육류의 수입비중

은 23.6%로 동일하지만, 국내 축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육류의 수입비중 변화는 

5.5%p인 것에 비해 과일의 수입비중은 증가 폭이 14.2%p에 달한다.

-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수요 측면의 변화 외에도 시장개방이 확대되

면서 국내 농축산업의 생산구조가 토지/노동 집약적인 경종작물에서 자본/기술 집

약적인 축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화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악화

되고 있는 농업노동력의 부족 현상도 이러한 구조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 육류의 경우 냉동으로 수입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산 육류의 품질 차별화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인접한 국가에서의 수입이 가능하거나 

운송기술의 발달로 신선 및 냉장 육류의 수입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 소비

자의 선호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16) 2,924개 농식품 세번 중에서 임업을 제외한 2,071개 세번에 대해 HSK 분류기준 중 가공품과 조제 및 혼합물(쥬스, 케첩, 소스 
등)을 제외한 신선, 냉장, 건조, 냉동 등의 세번을 대상으로 신선 농축산물의 교역액을 산출했으며, 김치는 신선 품목으로 포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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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주요 농축산물 수입비중(신선)
단위: 억 원

품목

2000-2002년 평균 2015-2017년 평균
수입비중

변화
H-D

생산액
(A)

수입액
(B)

수출액
(C)

수입비중
(D)

B/(A+B-C)

생산액
(E)

수입액
(F)

수출액
(G)

수입비중
(H)

F/(E+F-G)

농축산물(신선) 320,356 50,799 5,076 13.9% 479,248 146,932 8,919 23.8% 9.9%p

◾경종 235,534 37,322 4,383 13.9% 283,622 99,750 8,026 26.6% 12.7%p

 - 식량작물 112,155 30,813 339 21.6% 85,995 69,749 1,419 45.2% 23.6%p

   ·미곡 102,609 474 2 0.5% 69,029 3,401 61 4.7% 4.2%p

   ·서류 3,280 711 2 17.8% 10,539 2,642 50 20.1% 2.3%p

   ·두류 3,133 4,024 3 56.2% 4,114 7,663 24 65.2% 9.0%p

   ·맥류 2,671 6,888 83 72.7% 1,551 13,301 208 90.8% 18.1%p

   ·잡곡 461 11,678 1 96.2% 762 22,584 38 96.9% 0.7%p

 - 채소 68,811 2,034 2,282 3.0% 114,175 9,964 3,788 8.3% 5.3%p

   ·과채류 29,960 151 845 0.5% 53,153 638 1,668 1.2% 0.7%p

   ·조미채소류 22,634 431 95 1.9% 35,841 3,098 166 8.0% 6.1%p

   ·엽근채류 15,432 123 959 0.8% 22,524 2,127 1,106 9.0% 8.2%p

 - 과실 24,118 2,435 545 9.4% 44,685 13,458 1,085 23.6% 14.2%p

   ·사과 5,218 1 79 0.0% 12,318 1 91 0.0% -

   ·감귤/오렌지 4,876 941 85 16.4% 8,477 2,343 33 21.7% 5.3%p

   ·복숭아 1,697 - 4 - 6,023 - 12 - -

   ·포도 4,389 132 3 2.9% 5,992 1,887 64 24.1% 21.2%p

   ·배 3,858 1 291 0.0% 4,283 1 720 0.0% -

   ·단감 2,079 0 53 0.0% 2,092 0 106 0.0% -

   ·떫은감 633 22 23 3.5% 1,798 40 18 2.2% -1.3%p

   ·자두 807 0 0 - 1,742 0 0 0.0% -

   ·참다래/키위 219 141 0 39.1% 746 699 35 49.6% 10.4%p

   ·바나나 - 911 6 100.0% - 3,843 1 100.0% -

   ·체리 - 18 0 100.0% - 1,564 0 100.0% -

   ·파인애플 - 139 0 100.0% - 737 0 100.0% -

 - 약용·전매·특용작물 13,596 1,725 827 11.9% 26,108 5,846 1,023 18.9% 7%p

   ·인삼 4,338 44 669 1.2% 8,000 40 859 0.6% -0.6%p

   ·들깨 654 59 0 8.3% 3,890 444 2 10.2% 1.9%p

   ·참깨 2,405 572 2 19.2% 2,141 1,368 9 39.1% 19.9%p

   ·연초 3,588 907 150 20.9% 851 3,044 142 81.1% 60.2%p

 - 화훼류 6,729 267 379 4.0% 5,835 719 299 11.5% 7.5%p

 - 버섯 4,907 48 11 1.0% 3,703 14 413 0.4% -0.6%p

◾축산 84,822 13,477 692 13.8% 195,626 47,182 894 19.5% 5.7%p

 - 육류 60,299 13,170 637 18.1% 149,323 45,913 683 23.6% 5.5%p

   ·돼지 26,609 2,662 574 9.3% 70,205 16,827 76 19.4% 10.1%p

   ·한육우 19,767 9,337 4 32.1% 48,472 25,687 215 34.7% 2.7%p

   ·닭 8,045 1,087 38 12.0% 20,949 3,282 361 13.7% 1.8%p

   ·오리 4,438 81 21 1.8% 8,670 3 31 0.0% -1.8%p

 - 축산물 24,523 306 56 1.2% 45,604 1,269 211 2.7% 1.5%p

   ·우유 14,512 22 1 0.2% 21,961 543 186 2.4% 2.3%p

   ·조란 8,217 12 0 0.2% 19,594 145 2 0.7% 0.6%p

   ·벌꿀 1,665 10 32 0.6% 3,602 109 5 3.0% 2.4%p

   ·녹용 129 262 23 71.2% 449 472 18 52.3% -18.9%p

식품·농산품(가공) - 45,438 17,191 100.0% - 118,681 58,854 100.0% -

주 1) 지면제약으로 기타 식량작물(사료 포함), 기타 채소(양채류 포함), 기타 과실(매실, 무화과, 유자, 망고, 
자몽 등), 기타 특용작물(땅콩, 차, 캐슈넛, 후추), 기타 육류(산양, 사슴, 토끼) 등은 제시하지 않음. 
단, 이들 품목의 수치는 해당 품목류 전체 생산ㆍ교역액에서 나머지 품목들의 수치를 제한 값임.

2) 2,924개 전체 농축산물 HS코드(과거 소멸된 코드 포함) 중 임업을 제외한 2,071개 세번을 기준으로 
각 연도 수출입 통계를 재산정했기 때문에, 과거 HS코드 분류기준으로 작성된 aT의 농림수산식품수출
입 실적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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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과채류 포함)은 유입이 금지된 병해충을 근거로 SPS 조치가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지만, 바나나, 오렌지, 체리, 파인애플 등 수입금지가 해제된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과일의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오렌지, 체리, 망고, 자몽 등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은 품목들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과일과의 소비대체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 개방도가 높고 토지집약적인 경종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류와 일부 축산물(우유, 계란)의 수입비중은 여전

히 낮은 상태이다. 또한, 고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쌀, 인삼 등의 품목도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에서 신선 농축산물의 비중은 13.2% 수준으로 낮으며, 2000년대 

초보다 9.6%p 하락하 다. 신선 품목으로는 김치, 딸기, 파프리카, 배, 인삼, 닭고기 

등이 수출되고 있지만, 담배, 라면, 커피, 자당 등 가공품이나 가공식품이 전체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수입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

증대가 국내 농가의 소득증대로 직결되기 어렵지만, 식품산업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 <그림 12-3>과 <그림 12-4>는 2018년도 주요 농축산물의 국가별 수입비중을, <그림 12-5>

는 주요 국산 농산물의 해외시장별 수출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 곡물의 경우, 미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품목에 따라 호주(밀), 옥수수(아르

헨티나), 대두(브라질) 등 계절적으로 생산시기가 상반되는 남반구의 국가들로부터

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 육류의 경우, 국내 수입시장에서 상당한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쇠고기: 미국 vs 호주, 돼지고기: EU vs 미국, 닭고기: 브라질 vs 미국). FTA 관세

인하 외에도 국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 과일의 경우, 칠레산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포도를 제외하고는 특정

국이 수입을 거의 독점하는 구조이며(오렌지ㆍ체리: 미국, 바나나: 필리핀), 채소의 

경우도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 수출 과일과 채소의 경우, 배, 사과, 감, 김치, 팽이버섯은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있

는 반면, 파프리카는 거의 전량이 일본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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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2018년 주요 곡물 및 육류의 국가별 수입비중(물량 기준)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그림 12－4.  2018년 주요 과일 및 채소의 국가별 수입비중(물량 기준)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그림 12－5.  2018년 주요 과일 및 채소의 국가별 수출비중(물량 기준)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재편되는 국제무역질서, 농식품 교역의 현황과 도전   349

농식품 교역 전망과 통상정책 방향 3

3.1.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적응

∙ 최근 WTO 다자간 통상체계의 최대 화두는 WTO 체재 개혁이다. DDA 협상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회원국들의 통상정책 모니터링,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회의의 장(forum) 제공, 회원국 사이의 통상분쟁 조정 등 WTO의 핵심 기능이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시된 이슈이다.

- 특히, 2018년 G20 회의에서 정상들은 WTO 기능 개선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의 진전사항을 검토한다는데 합의하는 등 WTO 개혁 논의가 본

격화될 전망이다.

∙ WTO 개혁과 관련하여 투명성 제고 및 통보의무 강화여부는 과거 UR 협상 결과에 따라 

약속된 의무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WTO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진국, 개도

국 구분 없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안 등에 대해서 일부 개

도국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투명성 제고 및 통보의무는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다. 농업보조 통보실적 경우 일본은 2014년, EU 2015년, 미국과 중국은 

2016년까지 통보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만 통보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

체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보조금이 WTO 보조금 규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면

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통보시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WTO 회원국들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슈는 상소기구의 기능 정상

화이다. 미국이 2017년 중반 이후 상소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해옴에 따라 상소

기구 정원은 7명에서 2019년 1월 현재 최소 인원인 3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더욱이 3명 중 2명의 임기가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사실상 상

소기구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이에 따라 EU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분쟁해결기구의 대체수단으로써 분쟁해결

양해(DSU) 제25조의 신속한 중재(Arbitration) 메커니즘을 통한 분쟁 해결 방안 등

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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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구기구의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전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분쟁해결기구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통상분쟁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통상법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 WTO 개혁에 포함된 개도국 세분화 논의는 결국 개도국 우대조치의 폭과 수준의 상

대적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는 개도

국우대 조치 적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상환경변화에 맞춰 향후 협상

전략 및 대책을 적절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과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은 기존 개도국 우대조치 

유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선진국, 개도국 또는 최빈

개도국 간 상이한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 DDA 협상 구조는 선진국들과 신흥개도국들 

간의 상호 양보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에 가

입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제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

화 논의에 대응하여 내세울 논리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반대보다는 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도국 세분화시 선진국과 차별화된 시

장개방 수준 확보, 개도국 졸업 시 시장개방 의무 완전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인 유예

기간 설정 등 실익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시장개방이

나 농정개혁으로부터 농가경제가 연착륙 할 수 있는 협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 별 개도국지위 세분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유ㆍ불리에 대한 사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WTO 다자간 통상체계의 흐름은 여전히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

된다.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 행정부의 통상기조는 기존 DDA 협상 위임사항

(mandates)과 과거 세부원칙 수정안 및 협상 제안서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현

재의 DDA 협상구조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 DDA 출범 이후 새로운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 하여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전자상

거래, 서비스 교역의 국내규제, 투자원활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같이하는 소수 국가들만의 복수국간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 새로운 다자간 협상 구조나 방식이 도출되지 않는 한 복수국간의 협상을 통한 분야별 

자유화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협상 결과를 다자화하려는 시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협상 초기단계부터 국가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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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협상입지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2018년 12월 WTO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기대수준이 높은 2019년 농업협상 작업계

획을 발표하 다. 그러나 기존 DDA 협상 구조가 사실상 와해된 가운데, 농업협상에

서 미국의 제한적인 움직임과 이로 인한 리더십을 기대하기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단기간 내에 협상 진전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도국 세분화 등 WTO 개혁 논의에 대한 윤곽이 명확해질 경우, 

언제든지 DDA 농업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따라서 농업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

시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의견을 같이하는 이해당사국간 양자 또는 복수국간 FTA의 확산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통상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자 통상체계로써의 

WTO 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양자 및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을 가져왔고, 다자간 자유

무역체계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최근 CPTPP 가입, RCEP, 한ㆍ중ㆍ일 FTA 등 복수국간 FTA 협상에 관한 논의가 진

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복수국간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복수국간 

FTA 협상과 관련하여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FTA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한 예비적인 분석 및 이를 통한 선제적인 협상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FTA의 경우에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잘 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2. 농식품 교역 전망과 농업통상정책 방향

∙ 한국 농식품의 수출입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

은 향후 5년간(2018년~2023년) 약 9% 증가, 향후 6~10년 기간(2023년~2028년) 

동안 약 11% 증가하여 증가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향후 5년간 

약 12% 증가, 향후 6년~10년 기간 동안 약 10% 증가하여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이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과거 5년간(2013년~2018년)의 수입액 증가율 15%, 수

출액 증가율 24%에 비해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 물량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약 7%, 향후 6~10년 기간 동안 약 7%의 증가가 예상

되어, 농축산물 수입 물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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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농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농식품 수입의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수출 물량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약 10%, 향후 6~10년 기간 동안 약 8%의 증가가 예

상되어, 농축산물 수출 물량 증가는 둔화할 전망이다. 기상, 정책 등에 의한 생산량 

증감 등의 대내적 이유, 상대국 검역 등의 대외적 이유로 인해 신선농산물 수출은 품

목에 따라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지만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농산물 

수출은 향후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6.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주: 수입물량은 왼쪽 축의 수치를 따르며, 수출물량은 오른쪽 축의 수치를 따름. 
  자료: KREI-KASMO 전망치

∙ 전반적인 수출입 확대 추세에서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4배인 국내 농축산물 교역 구

조로 인해 앞으로도 무역수지 적자 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적자 폭은 과거 5년간 13% 증가한 것에 비해 향후 5년간 8% 증가, 향후 6~10년 

기간 동안 11% 증가하여 예년에 비교하면 증가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농축산물 수입을 품목군별로 살펴보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품목군별로 차이

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향후 10년간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물량 기준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7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의 경우, 과거 5년간과 같이 향후 5년간 및 6~10년 기간 동안 약 3%의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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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축산물(소, 돼지, 닭, 계란, 낙농품)의 경우,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수입물량

은 향후 5년간 약 6%, 향후 6~10년 기간 동안 약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

물량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5년간 77% 증가에 비해 향후 10년 간 

전체적으로 수입물량 증가는 둔화될 전망이다.

- 오렌지ㆍ열대과일의 수입물량은 향후 5년간 약 15%, 향후 6~10년 기간 동안 약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물량 증가는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 5년간 

26% 증가에 비해서도 수입물량 증가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5대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의 수입물량은 향후 5년간 약 7%, 향후 6~10년 

기간 동안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물량 증가는 둔화될 전망이다.

-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의 수입물량은 향후 5년간 약 9%, 향후 

6~10년 기간 동안 약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물량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

이다.

그림 12－7.  품목별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주: 7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는 오른쪽 축의 수치를 따르며, 5대 축산물(소, 돼지, 
닭, 계란, 낙농품), 오렌지ㆍ열대과일, 5대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왼쪽 축의 수치를 따름.

  자료: KREI-KASMO 전망치

∙ 인구감소, 성장둔화, 소비패턴 변화 등 국내시장에서 농축산물 수요는 예전보다 증가

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체결 FTA의 이행에 따라 관세감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 농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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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향후 RCEP 타결 및 발효, CPTPP 가입 등으로 우리나라가 메가 FTA에 참여

할 경우, 농식품 교역은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이며, 농식품 무역적자는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 농축산물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 기 때문에 

CPTPP와 RCEP을 통해 무역창출보다는 무역전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양허전략

이 수립되어야 한다. 

∙ 당분간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산품 

순수출국이자 농식품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정적인 파급 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USMCA와 CPTPP(몇 가지 유예조항을 제외하면 TPP와 동일)를 통해 미국이 추구

하는 무역협정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고, WTO 개혁 논의에도 미국이 기대하는 다자

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질서와 무역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장기적으로 농업분야는 국내보조의 투명성 강화와 무역구제조치의 제한, 비관세

조치의 완화 등 수입국에 불리한 규범강화가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 법ㆍ제도, 정책

수단을 정비하여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대외적으로는 농식품 교역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농산물 순수

입국의 입장에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하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의 유지에 

대한 득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신축적인 협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새로운 통상환경은 시장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 성격의 지원수단은 감축하는 대신, 농업의 

첨단화와 농업 전후방연관산업의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새롭게 발굴해 나

가야 한다.

- 인공지능과 정밀농업 등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시스템을 첨단화하여 

기상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품질과 생산을 유지하는 생산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자원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농산업 참여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 및 외연 확대를 추구하는 등의 농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서비스ㆍ투자 분

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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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ㆍ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검역협상을 추진하고,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SPS 조치의 과학적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수입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설비 보강, 

R&D 투자 확대 등이 요구된다.

- 농업 서비스ㆍ투자의 경우 향후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관련 국내 제도의 정비, 전문가 양성 및 연구 강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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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개황1

1.1. 향진기업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촌지역 곳곳에 향진기업이 설립되어 농촌 경제발전을 주도

하 다. 

- 1980년대 들어 향진기업이 전국 농촌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설립 주체는 

향진정부, 촌민위원회, 개별 농가 혹은 농가조직 등이다. 업종은 공업, 유통ㆍ물류, 

건설업, 상업, 요식업, 농업, 기타 서비스업 등 매우 다양하다. 

- 농업부문에서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업 발전에 기여하 으며, 이로써 농산물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의 유효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켰다. 

∙ 향진기업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운 되는 경제주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百度百科).

- 생산ㆍ유통ㆍ판매활동이 대체로 시장 작동원리에 기초해 이루어짐으로써 농촌지역 

시장화를 촉진하 다.

- 직원 대부분이 농업을 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 되었다. 

- 농촌지역에 분포함으로써 현지의 각종 자원을 비즈니스에 이용하 다.

- 다수의 기업이 폭넓게 분포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 비즈니스 역이 매우 다양하며, 거의 모든 업종의 기업이 나타났다.

- 기업 대부분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 기업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경제조직으로 기술설비가 낙후한 대신 다량의 농촌 잉여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 향진기업은 도시부문 산업발전으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여전히 중국 농촌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1988년 향진기업의 수는 1,888.2만 개이고, 총생산액은 4,764.3억 위안이고, 전체 

종사자 수는 9,545.5만 명에 달했다. 

- 이후 향진기업 발전이 다소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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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향진기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고, 1996년 전체 

종사자 수가 1.35억 명에 달했다.1)

- 2007년 향진기업 종사자 수는 1.51억 명으로 농촌 전체 노동력의 29.1%를 차지하

고, 노무비 규모는 1조 3,700억 위안으로 농민 1인당 향진기업에서 얻는 소득은 

1,420위안이다(百度百科).  

- 이로써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부문의 잉여 노동력문제를 해소시켰고, 더 

나아가 농가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하 다.

∙ 향진기업은 중국의 시장경제화,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등에 기여하 다.2)

- 향진기업은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 다. 즉,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향진기업은 가격, 임금, 신용대출, 토지 등의 

개혁에 노출되어 실험대상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 다.

- 향진기업은 기본적인 경제시스템 도입에 있어 핵심적 주체가 되었다. 특히, 소유권 

제도는 개인 출자 외에도 주주합작제와 주주제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후 

소유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 향진기업은 공업화 발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향진기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 2·3차 산업이 발전하여 각종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심지어 도시의 

자원도 농촌으로 유입되면서 도농간의 이원화를 타파하는 동시에 도시와 함께 국가 

공업화의 한 축을 담당하 다.

- 향진기업은 도시화 추진에 있어 기초적 동력이 되었다. 초기 분산되어 있던 향진기업이 

공업단지 혹은 산업 클러스터로 규모화 됨으로써 노동력, 원료, 인프라, 공공서비스에 

집적되었고, 이는 곧 소도시화로 이어졌다.

- 향진기업은 농업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향진기업 발전으로 농촌의 

공공성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농업부문 잉여 노동력이 흡수되었으며, 농산물 가공업, 

휴양ㆍ관광농업이 발전하여 농업 현대화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 다.

1.2. 용두기업

∙ 중국 정부는 시장개방화와 더불어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 산업화의 기치 하에 농업

발전을 선도할 용두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 다.

1) 萬寶瑞. 2018. 改革開放40年我國農業政策演變與啓示. 農村工作通詢.

2) 宗錦耀;陳建光. 2018. 歷仕不會望記鄕鎭企業的重要貢獻. 農業農村部農産品加功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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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 발전이 본격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산업화가 가속화되었고, WTO 가입에 따른 

개방화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 2002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산업화 지원이 곧 

농업 지원이고, 용두기업 지원이 곧 농민 지원이라고 보고 농업 산업화 경 을 주도

할 국가 중점 용두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 다.

∙ 용두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산규모, 매출액, 부채비율, 발전 잠재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건전한 가치사슬을 구비해야 한다.

- 고정자산규모는 동부, 중부, 서부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5,000만 위안, 3,000만 

위안,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도 각각 2억 위안, 

1억 위안, 5,000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0% 미만

이어야 한다.

- 그 외에도 많은 농가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이면서 규모가 비교적 큰 원료 

생산기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야 하고 시장경쟁력과 판매망을 

갖추고 동종 상품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야 한다(百度百科).

∙ 용두기업은 농가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농업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

다.

- 초기에 농가는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고 용두기업은 가공, 유통, 판매를 담당하면서 

유기적 분업이 이루어졌다. 용두기업은 규모화 효과를 위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와 계약하여 농산물을 수매한다. 그 과정에서 용두기업은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종묘, 비료 등을 포함한 농자재, 재배기술, 

1차 가공 및 저장기술 등을 농가에 제공한다. 

- 최근에는 농민합작사, 전업대농 등 다양한 경 주체가 나타나면서 용두기업과 경

주체와의 협력방식도 다양해졌다. 심지어 생산단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완전한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용두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 용두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다.

- 2012년 중국 국무원(國務院)에서 발표한 <농업산업화용두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關于支持農業産業化龍頭企業發展的意見)>에서 용두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명확히 하 다. 

- 농자금 대출 등에 대한 우대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고, 농촌기반

시설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농업 산업화 여건을 개선하 다. 



중국 IT기업, 농업부문의 혁신을 주도하다   361

용두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지역특색농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 다. 

- 그리고 용두기업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를 견인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해 지원하 다. 

- 또한 농축산물 재배ㆍ사육ㆍ가공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농산물

이나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융자금 이자를 보조해주거나 수출입 

관세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부여하 다.

∙ 용두기업 대부분이 동부 연해지역과 전통적으로 농업에 특화된 성에 집중적으로 분포

하고, 업종은 식품제조업과 식품가공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농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용두기업 수는 13만 개이고, 연 매출액은 

약 9조 7,300억 위안이고, 고정자산은 약 4조 2,300억 위안이다.

- 용두기업의 성별 분포들 살펴보면, 동부 연안지역의 용두기업 수는 1,131개이고, 그

중 샨동성이 8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쓰촨성(58개), 허난성과 장쑤성이 모두 

55개씩이었다.

- 2017년 기준 용두기업 중 상장기업의 수는 121개로 이는 전체 상장기업 3,034개 중 

약 4%를 차지한다. 그중 농업 관련 제조업 기업이 69개, 농업 기업이 52개이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식품제조업과 식품가공업이 각각 31%씩 차지하 다.

그림 13－1.  용두기업 업종별 비중3)

3) 農民日報. 2018中國新型農業經營主體發展分析報告(一). 2018.2.22.(http://www.farmer.com.cn/xwpd/jjsn/201802/t20 
18 0222_135785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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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기업은 중국 농식품산업 발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 다.4) 

- 경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 다. 용두기업은 

선진기술과 효율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의 표준화, 규모화 및 집약화를 촉진

하여 자원 활용률과 토지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 조직을 최적화하 다. 

- 농가 발전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시켰다. 주주합작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과 

농가의 이익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켰다. 

- 농업 생산의 표준 및 농산물 품질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 다. 용두기업은 농자재 

공급 및 기술규범과 관리규범을 통일시켜 표준화 생산과 과학적 관리를 촉진하 고, 

농업부문의 전체 가치사슬에서 품질을 관리하여 농산물 관련 인증 비중과 안전성을 

높 다.

- 농업분야의 과학기술 혁신과 응용을 촉진하 다. 용두기업은 농업기술 R&D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기술을 응용하고 보급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켰다.

- 농업의 가치사슬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당초 생산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

분야 가치사슬을 생산 전ㆍ후 단계까지 확대시켰다. 

1.3. 상업자본

∙ 2000년대 들어 상업자본(혹은 사회자본)의 농업부문 진출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상기업이 보유한 자본, 기술과 혁신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업자본의 농업부문 지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둘째,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처로 농업ㆍ농촌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2ㆍ3차 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그 대안으로서 농업부문의 투자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셋째, 농식품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보았다.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농식품 

소비패턴 다양화, 고급화, 브랜드화, 안전성과 편이성 중시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경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 넷째, 기업의 농업ㆍ농촌부문 진입 시 제약요인이 약화되었다. 특히, 농촌 토지임차

제도 등이 유연화됨으로써 기업의 농업부문 진입장벽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4) 蔣黎. 2013. 我國農業産業化龍頭企業發展現狀與對策建義[J]. 農業經濟與管理, 2013, 22(6):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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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상업자본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일환으로 농업ㆍ농촌부문을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농업ㆍ농촌부문을 단순히 소비시장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혹은 농촌 관련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기업 경 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 상공업부문 시장이 포화되어 그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국의 농식품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ㆍ농촌

시장은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 상업자본 가운데서도 IT기업들이 농업ㆍ농촌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대표적인 IT기업은 알리바바(阿里巴巴), 왕이(網易), 징둥(京东) 등이다.

-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 디지털농업, 스마트농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농림업수리프로젝트’, ‘농업 사물인터넷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 다.

- 또한, 농식품 유통ㆍ판매단계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기업의 농촌지역으로의 서비스망 

확대 지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강화,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추진, 

인터넷 기반 농산업 신업태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기하 다.

∙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상업자본의 농업ㆍ농촌부문 진출을 하나의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모델로 하여 상생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 2017년 중국 재정부와 농업부는 <농업부문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실시 적극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深入推進農業領域政府和社會資本合作的實施意見)>을 발표하여, PPP

사업 투자 유도, 농업농촌 공공서비스 공급 개선, 농업 자금 투입방식 최적화, 농업 

산업구조 조정 가속화, 농업 공급측 구조 개혁 실현을 꾀하 다.

- 해당 문건에서 제시한 협력분야는 녹색발전, 표준화 농지 건설, “생산+가공+과학

기술” 형태의 현대화 농업 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와 유통 플랫폼 구축, ‘인터넷+’ 

모델의 현대 농업 실현 등이다.

1.4. 농촌 창업

∙ 최근 중국에서 농촌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국이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

지는 가운데 도시부문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점차 각박해지고 있는 

도시를 탈출하려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농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364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 둘째, 도시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일자리를 비롯해 교육, 의료 등의 공공재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짐으로써 인구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 다. 특히, 대학생 

등의 사회 초년생과 농촌주민의 도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고, 설령 진입하 다고 

해도 물가 상승 등으로 도시에 정착하기 쉽지 않다.

-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도시에서 농민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농민

공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 넷째,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중국 정부는 농업ㆍ농촌부문

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이에 상응하여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농촌 창업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 중국 정부의 농촌 창업 지원정책은 크게 대출 우대정책, 농촌 용지 우대정책, 전기 요금 

우대정책, 보조금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5) 

- 대출 우대정책은 다시 창업기업 대출, 귀촌 시범기지 대출, 용두기업 대출, 특색농산물 

개발 대출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경 권 담보대출, 택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 농기계 대출 혜택도 주어진다.

- 농촌 용지 우대정책으로는 귀촌 창업자에게 현지 주택 개량을 허가하거나, 자가 소유 

혹은 폐원한 농장을 개조한 팜스테이(農家樂) 운 을 지원한다.

- 전기 요금 우대정책으로는 팜스데이 운 에 사용되는 전기 요금을 농업용 전기 기준

으로 산정한다.

- 보조금 정책은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귀촌 창업으로 농장 혹은 

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할 경우 <2018년 농업 종합개발 산업화 발전사업 신청 업무 

관련 통지(關于做好2018年農業綜合開發産業化發展項目申報工作的通知)>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중국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분야는 농업생산경 , 농산물 가공, 생산 서비스, 

생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 농업생산경  분야에는 규모화 축산업, 특색 농업, 임업경  등이 포함되고, 농산물 

가공 분야에는 건조, 저장, 신선도 유지, 선별, 등급 분류, 포장 등이 포함되고, 생산 

서비스 분야에는 농업 정보 제공,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서비스, 농산물 유통 등이 

포함되고, 생활 서비스 분야에는 휴양농업, 농촌관광, 재활요양, 농촌 녹화와 조경, 

농촌 물류 관리 등이 포함된다.

5) 惠農網. 2018農民工返鄕創業國家重點扶持項目推薦. 2018.6.30.(http://news.cnhnb.com/sannong/detail/4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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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창업자는 특성에 따라 그 부류를 구분할 수 있다. 

- 농업ㆍ농촌부문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ㆍ농촌부문에 투자 여력을 가진 자

- 젊은 투지와 도전 정신을 갖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을 보유한 자

- 물론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농촌 창업에 최적이다.

∙ 2018년 7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귀촌 창업 인구수는 약 7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 2016년부터 전국 341개 현(縣)을 귀촌 창업 지원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창업인구는 161.8만 명에 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580만 개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

하 다. 이들 귀촌 창업자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주체의 누적 개수는 148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농촌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 다. 

- 첫째, 귀촌 창업 시범기지 건설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에 투자를 장려하고 시범기지를 

조성함으로써 귀촌 창업자를 더 많이 유인한다.

- 둘째, 귀촌 창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지속한다.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

은행과 협력하여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출 난, 높은 이자, 대출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 셋째, 귀촌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인력의 역량은 귀촌 창업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만큼 실습ㆍ훈련기지를 조성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 

- 넷째, 상업자본과 적극 협력한다. 예를 들어, 농촌 전자상거래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알리바바나 징둥과 협력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 

6) 新浪看点. 我國返鄕創業人數初步統計達到740萬. 2018.7.25.(http://k.sina.com.cn/article_5182438416_134e5bc1002000 
bu9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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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기업 유형별 농업 참여 패턴

기업 유형 참여 시기 주요 참여 분야 참여 배경

향진기업
1980년대 

이후
농산물 가공 개혁개방 이후 농촌 여건 조성 및 경제 활성화

용두기업
1990년대 

이후
농업가치사슬 전반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농가 선도 역할 
부여

상업자본
2000년대 

이후
농산물 가공, 판매 삼농문제 대두로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춤

IT기업
2010년대 

이후
농산물 유통, 생산 동종 업계 경쟁 심화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농촌 창업
2010년대 

중반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부문 일자리 감소, 창업 
여건 조성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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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배경2

2.1. 농촌주민의 구매력 증대

∙ 농촌주민의 절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구매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농촌지역의 잠재성을 엿볼 수 있다.  

- 물론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여전히 심한 편이지만, 농촌주민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구매력이 그에 상응하여 증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2003~2017년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은 8,472위안에서 36,396위안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11.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동 기간, 농촌주민 가처분소득은 2,622위안에서 13,432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2.4%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도시주민 가처분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 주요 가전제품 보유 실태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가정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면, 농촌 

가정의 구매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세탁기, 냉장고, 컬러TV의 경우 2000년 도시 가정과 농촌 가정 사이의 격차가 컸으나, 

2016년 그 격차가 많이 축소되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 다. 이는 농촌 가정의 소득 

수준이 그만큼 상승하 고 그에 따른 구매력도 증가하 음을 나타낸다. 

표 13－2.  중국 도시와 농촌 100가구 당 주요 가정용품 보유대수
단위: 대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6

세탁기
도시 90.5 95.5 96.9 92.3 94.2

농촌 28.6 40.2 57.3 78.8 84.0

냉장고
도시 80.1 90.7 96.6 94.0 96.4

농촌 12.3 20.1 45.2 82.6 89.5

컬러TV 
도시 116.6 134.8 137.4 122.3 122.3

농촌 48.7 80.1 111.8 116.9 118.8

에어컨
도시 30.8 80.7 112.1 114.6 123.7

농촌 1.3 6.4 16.0 38.8 47.6

자료: 中國農業統計年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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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농식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부문의 투자를 유인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 2000~2016년 기간 육류는 20.2kg에서 32.2kg, 과일은 32.5kg에서 44.6kg, 유제

품은 4.3kg에서 12.3kg, 식용유는 6.4kg에서 10.0kg으로 증가했다. 

- 이와 같은 농식품 소비 증가는 시장 확대로 이어진다. 현재 중국인의 소득수준에 기초

하면 향후 농식품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는 곧 잠재적 투자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 앞으로 농촌주민의 소득 수준이 현재 도시주민 소득 수준으로까지만 향상되어도 농

식품의 잠재적 소비량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도시와 농촌의 주요 농식품 소비 추이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농촌 대비 도시의 

농식품 소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주민 소득 수준과 농촌인구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 때문이다.

- 2000년 주요 농식품 소비량을 ‘100’으로 놓고 연도별 소비량지수를 계측한 결과 

2016년 기준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도시의 지수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식품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농식품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그림 13－2.  중국 도시와 농촌의 주요 농식품 소비 추이

 자료: 각 연도별 中國統計年鑑 자료를 기초로 환산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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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식품 시장규모 확대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농식품 수출입 동향이다.  

- 2000년대 초까지 농식품 순수출국이던 중국은 농식품 총 소비량 증가와 소비패턴 

다양화로 수입이 급증하여 2004년부터 농식품 순수입국으로 전환하 다.

- 물론, 최근 농식품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수입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향후 자국 

내 농식품 수요 증가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3－3.  중국의 농식품 수출입 동향

자료: 中國農業部

2.3. 스마트농업 발전

∙ 최근 각종 IT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소위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국 IT기업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중국에서 ‘스마트 농업’이란 용어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9년 중국 IT상품 혁신과 

기술 트렌드 대회(2009年中國IT産品創新與機術趨勢大會)>에서다.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IT기술에는 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 3S(원격감지 RS, 지리 통신 

시스템 GIS, 위성 위치확인시스템 GPS) 등이 있다. 

- 스마트 농업은 이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하는 동시에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저장ㆍ

운반ㆍ가공ㆍ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가치사슬을 확장시켜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농업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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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은 농산물의 품질안전문제 개선, 농업의 표준화 생산 촉진, 

농업의 기반시설 강화 및 개선, 농업의 생산경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

∙ 중국의 스마트 농업 발전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 2011년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전국 농업ㆍ농촌 정보화 발전 ‘12.5’계획(全國農業農

村信息化發展“十二五”規劃)>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란 용어가 직접적으로 출현하지 

않았으나 농업ㆍ농촌 정보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16년 3월 발표된 <13.5 계획 요강(十三五規劃綱要)>의 제20장(농업 기술ㆍ장비 

및 정보화 수준 제고)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농업 발전(發展智慧農業)’이란 용어가 

출현했다. 그리고 농업 현대화 중점 프로젝트로 스마트 농업을 제시하 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현대 농업을 추진하고, 재배업, 축산업, 양식업 등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며, 전자상거래, 물류, 교역, 금융 등의 기업이 농업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제시한 <‘인터넷+’ 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互聯網+”現代農業三年行動實施方案)> 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대대적인 

발전(大力發展智慧農業)”이란 표현을 명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업 사물인터넷 

지역 시범사업’, ‘농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농촌정보화 사업’, ‘농기계 정밀작업 

시범사업’, ‘토양검사와 비료 시비 모바일 정보서비스 시범사업’, ‘농업정보 경제시범

구역 조성사업’ 등을 제시하 다. 

- 2016년 9월에 농업부에서 발표한 <‘13.5’ 전국 농업ㆍ농촌 정보화 발전 계획(“十三五”

全國農業農村信息化發展規劃)>에서는 8대 중점 사업을 제시하 다. ‘농업장비의 지

능화 사업’, ‘농업 사물인터넷 지역 시범사업’, ‘농업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글로벌 

농업데이터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농업 행정 정보화 심화사업’, ‘농촌ㆍ농가 

대상 정보 보급 사업’, ‘농업 정보화 과학기술의 혁신능력 강화 사업’, ‘농업정보 경제 

시범구역 조성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농업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응용 

비율을 2015년 10.2%에서 2020년 17.0%로 높이고, 동 기간 농업 총생산액에서 인

터넷상의 농산물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1.47%에서 8.0%로 높이고, 농촌ㆍ농가 

정보화 서비스센터 설립 비중을 1.35%에서 80.0%로 높이고, 농촌 인터넷 보급률을 

32.3%에서 51.6%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하 다.

- 2017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동력 강화하여 현대농업의 빠른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업과학기술 R&D 및 보급을 강조하며 스마트 농업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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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앙1호 문건’에서도 스마트 농업이 거론되었다. 농촌진흥전략의 5대 목표로 

설정된 산업 진흥의 농업생산기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세부 내용에서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즉, 스마트 농림업ㆍ수리 프로젝트와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2.4. 기업의 내부적 요인

∙ IT산업의 경쟁 심화와 성장률 둔화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업계를 예로 들면, 전체 소비재 소매총액 대비 인터넷 소매액의 최근 성장률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전체 소비재 소매총액은 2013년 22.4조 위안에서 2017년 29.5조 위안으로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성장률은 17.2%에서 1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전체 소비재 소매총액의 성장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2017년 인터넷 

소매액은 1.9조 위안에서 7.2조 위안으로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증가율 40.1%를 기록

하며 급증세를 보 다. 

- 그러나 인터넷 소매액 증가율은 최근 회복세를 보 으나, 2017년 32.2%로 2014년 

49.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향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수익

구조도 악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3－4.  중국 소비재 소매총액과 인터넷소매액 변화 추이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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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내부적 요인은 기업철학 혹은 기업가정신

이다.

- 투자를 단지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는 수익성이 낮거나 경제적 

측면에서 오히려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최대 국정과제인 ‘삼농’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농업부문에 진출하는 IT기업이 있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왕이(網易) CEO인 딩레이(丁磊)는 양돈업에 투자한 이유를 금전적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농촌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돈업의 선진 사육모델을 전파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때문이라고 밝혔다.7)

∙ 왕이(網易)와 같은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명(mission)을 가지고 농업부문에 

진출한 셈이다.

- 진출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체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참여하고, 기부금

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기회(opportunity)를 

갖게 된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거나 난이도가 높거나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회를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시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이다. 사회적 가치창출의 

물질적 토대이면서 전제조건이 바로 경제적 가치창출이다. 

-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회와 경제적 기회는 서로 상충하는 도전(challenge)에 직면

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가치창출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고 시장점

유율이 하락하고 혁신 기회가 축소됨으로써 경제적 문제가 나타난다.

- 결국 기업 또는 기업가의 사명에 의거한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가치창출과 경제적 가치창출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곧 비용을 절감

하고 품질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는 지름길이다.

7) 網易科技. 網易CEO丁磊: 我爲什麽關注養豬. 2009.2.19.(http://tech.163.com/09/0219/07/52GEKCPH000915B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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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기업가정신과 가치 혁신8)

2.5.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위 

민관협력(PPP)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 다. 

- 즉, 민간부문은 자본,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고 있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

부분의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피력되었다. ‘중앙1호문건’에서도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2013년 이전에는 농촌의 사회조직, 농촌금융 육성 등 

자본 투입 관련 내용을 일부 다루었으나, 도시 상업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은 없

었다.

-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을 농업ㆍ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8) 라준영. 2013.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정신과 가치혁신. 한국협동조합연구. 31(3):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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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 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

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연도별 중앙1호 문건에서 다룬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농촌 진출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그 분량도 많아지는 추세를 보 다. 2013년 사회자본 관련 

내용이 199자에 불과했으나 이후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809자에 달

했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의 농촌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간접

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 중앙1호 문건에서 언급된 사회자본의 농업ㆍ농촌 투입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지원에 대한 방

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첫째, 중국 정부는 몇 가지 정책적 목표를 통해 사회자본의 농업ㆍ농촌 진출을 유도

하고 있다. 1) 도시 상업자본에 농촌금융 건설 참여를 장려하여 농업부문의 금융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시킨다. 2) 도시 상업자본을 농업부문의 1·2·3차 산업과 융합시킨

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가공업을 결합하여 산업의 가치사슬을 긴밀히 연계시킨다. 

3) 상업자본을 농촌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농촌 기반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 4) 상업자본을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혁신시키고, 

농촌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현대화된 농산물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장려한다. 5) 상업자본을 농업부문에 투

입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인적자본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 둘째, 중국 정부의 IT기업을 포함한 사회자본의 농촌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되고 지원 역량도 커지는 추세를 보 다. 지원 역이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식품산업, 1·2·3차 산업 융합 등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방식도 시범사업에서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셋째, 중국 정부는 IT기업의 농촌 진입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유도한다. 즉,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거나 농업의 1·2·3차 산업 융합하여 가치사슬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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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혁신 사례3

3.1. 생산부문

3.1.1. 왕이웨이양(網易味央) ‘꽃돼지(猪 花)’

∙ 왕이웨이양(網易味央)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왕이(网易)의 자회사이며, 

왕이를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 2009년 왕이의 CEO 딩레이(丁磊)가 광둥성(广东省) 양회(两会)9)에서 양돈산업에 

투자하여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농업생산경 모델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

하 다.

- 2011년 3월 양돈기지 설립 대상지가 저장성(浙江省) 안지현(安吉县)으로 결정된 이후, 

‘스마트 사육’을 실현할 수 있는 돈사를 두 차례에 걸쳐 건립하 다. 

- 왕이웨이양은 첨단화, 자동화, 전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소위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고자 하 다. 스마트 카메라로 전 사육과정을 관리함

으로써 단 6명의 관리자가 양돈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돼지의 건강 

상태, 사료 섭취량, 배설물 상태 등을 감응 신호 장치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한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통제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배설하도록 하고, 분변을 

전문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한다. 이는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스템화, 표준화, 현대화된 사육

방식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 고, 동물복지 실현도 가능하다.

- 왕이라는 브랜드와 농업이 결합되어 대중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고, 인터넷업계, 식품

업계와 농업계로부터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 2016년 12월 왕이웨이양의 돼지 한 마리에 8만 8,801위안, 1㎏에 1,000위안으로 

판매되어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왕이웨이양 흑돼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왕이카오라(網易考拉)와 인터넷 쇼핑몰인 왕이옌시엔(網易严选)에서 판매되고 있다.

∙ 왕이웨이양은 양돈산업을 타깃으로 하여 산업의 혁신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유통망과 연계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동물복지와 

9) 人民代表大会와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를 통칭함.



376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

생태농업 실현,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 다. 왕이웨

이양의 농업부문 진출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양돈산업의 혁신을 목표로 하 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양돈산업은 여전히 낙후한 상태이다. 개별 양돈농가의 규

모도 매우 세하고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배출되는 분뇨는 토양과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 사육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효율, 안전,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육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대표적인 ‘인터넷+현대농업’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둘째, 기업이 보유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 다. 스마트 카메라, 감응 신호 장치 등을 

이용하여 돼지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

다. 이처럼 스마트한 사양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운 상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원격관리가 가능하여 노동력 투입이 최소화된다. 

- 셋째, 자체 유통망을 활용한 동시에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체 유

통망을 활용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극대화하 다. 특히, 

웨이양의 마스코트인 ‘꽃돼지(猪小花)’를 캐릭터화하여 젊은 소비층을 겨냥하 다. 

또한 캐릭터를 상품화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풍부하게 하고 기업 내 타 상품의 이

미지 간접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돼지고기를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 다. 1회 배송되는 분량은 4인분 세트이며, 이는 소규모 가족의 고

기 수요를 기준으로 하 다. 1인분은 350g이다. 정기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자는 주로 유아나 노인이 있어 식품안전에 더 관심을 갖는 계층이다. 최장 36시간 

내에 제품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도록 배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 하고 있다. 또한, 배송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 넷째, 동물복지와 생태농업을 실현하 다. 웨이양의 양돈장은 생태 친화적, 자동화와 

지능화를 지향한다. 즉,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를 추구하며 규모화 사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돼지우리는 강철로 만들어 설치가 용이하고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붕은 플루오로카본 도료로 도포하 고, 이는 강수와 고온, 부식에도 강한 

편이다. 돼지우리 내부는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빗물 

누수를 막았다. 또한 돼지우리 내부에 조명이 필요 없게 설계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 다. 흑돼지의 평균 점용면적은 2㎡로 하여 우리 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하 다. 왕이가 독자적으로 연구ㆍ개발한 ‘돼지 변기(猪马桶)’는 양돈

산업의 최대 난제인 오폐수 처리문제, 악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생태

농업을 실현시킨 웨이양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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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징둥(京东) ‘달리기 닭(跑步鸡)’

∙ 징둥(京东)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향력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의 하나이며, 최근 

들어 농산물 유통은 물론 농업 생산부문에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 징둥이 농업부문에 진출한 이유는 농산물이 필수 소비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에서 일정 규모의 매출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했고, 최근 의복, 도서, 3C(컴퓨터, 

통신, 소비류 전자제품) 등의 상품 판매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온저장

기술이 발전하고 온ㆍ오프라인에서 신선농산물의 소비 증가에 따른 그 매출 증가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 ‘달리기 닭(跑步鸡)’은 징둥이 최초로 농업부문에 진출한 프로젝트로 2017년 시작되

었다. 동시에 징둥이 허베이(河北) 우이현(武邑县)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빈곤퇴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 농가에 농자금 대출과 사육장 설치를 지원하고 닭 사육을 위탁하 다. 단, 닭의 다리에 

보행기록 장치(만보기)를 달아 100만 보 이상 걷는 닭에 한해 시중가격 대비 3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징둥의 자체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하 다.

- ‘달리기 닭’ 프로젝트 외에도 ‘헤엄치는 오리(游水鸭)’, ‘연꽃 게(荷花蟹)’ 등의 유사한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다.

∙ 본 프로젝트의 혁신성은 소비자 지향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실행했으며, 

빈곤구제와도 연계시켰다는 점에 있다.

- 소비자들은 대체로 밀집사육에 비해 방목사육을 통해 생산한 닭의 양가와 식품안

전도가 더 높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시장에서 방목사육 닭과 밀집사육 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데 보행기록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보행기록장치를 부착한 방목사육 닭과 징둥의 온라인 홍보가 결합함으로써 ‘달리기 

닭’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 본 프로젝트를 통해 빈곤 농가가 육계산업 가치사슬에 참여함으로써 소득 증대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기업과 농가의 상생협력 모델이 되었다.

10) 웨이양 변기시스템은 돼지 배설물을 집중 수거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함. 돼지 배설물을 지하 배출관으로 빨아들인 후, 환경
보호 처리시스템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와 정화를 진행함. 정화 후 돼지 오줌은 깨끗한 물이 된다. 돼지 배설물 중 고형 폐기물과 
슬러지는 부드럽고 냄새가 없는 생물비료로 전환되며, 주변 농가에 유기질비료로 판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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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통부문

3.2.1. 알리바바(阿里巴巴) ‘농촌 타오바오촌(农村淘宝村)’

∙ 알리바바(阿里巴巴)는 1990년 중국 항저우에서 마윈(马云) 등 18명의 창립 멤버가 

설립한 중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이며, 주요 경  분야는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매체와 게임, 혁신프로젝트 등이다.  

- 알리바바는 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업분야에 진출하 다. 2003년 타

오바오왕(淘宝网)이 만들어졌고, 농촌지역의 일부 농산물 생산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하 고 농민들은 공산품을 구매하 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교통, 통신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하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 2010년 이후 ‘중국 특색 프로젝트(特色中國項目)’, 계약주문 농업(訂單農業), 타오바

오촌(淘宝村) 등 신형발전모델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알리바바가 농업부문에 본격적

으로 진출하기 시작하 다.

- 2014년 알리바바는 ‘천현만촌(千县万村) 계획’을 수립하 다. 즉, 향후 3~5년간 

100억 위안을 투자하여 1천 개 현급(县级) 단위에 서비스센터와 1만 개의 촌급(村级) 

단위에 서비스스테이션의 건립을 계획하 다. 이를 통해 물류와 정보의 도농간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에서도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고(网货下乡),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도시로 판매(农产品进城)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때부터 알리바바의 농촌 타오바오(农村淘宝) 전략이 구체화되었다.

∙ ‘타오바오촌’은 농촌지역 네티즌이 지역경제와 전자상거래를 결합하여 만든 일종의 

인터넷 창업 클러스터이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농촌주민들이 타오바오를 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창업한 인터넷 상점이다. 타오바오촌을 활용하는 농촌주민은 

규모의 경제와 협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타오바오촌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첫째는 교역 장소로, 농촌지역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촌 단위에 설립

한다. 

- 둘째는 교역 규모로, 전자상거래 연간 거래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 셋째, 인터넷 상점의 규모로, 마을 단위로 인터넷 상점 수가 100곳 이상이거나 마을 

가구 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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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바오촌’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분포지역도 확대되고 있으며,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되고 일부 공익을 추구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 2017년 타오바오촌은 2,118개로 늘어났고 인터넷 쇼핑몰 수도 49만 개를 초과하

다. 직접고용 인원은 약 130만 명이고 판매액은 1,200억 위안을 상회하 다. 타오바

오촌 인터넷 상점 점주의 연령대는 젊은 편으로 30세 이하 청년 점주의 수는 전체의 

51.8%를 차지하 다. 이들 청년 점주는 귀향ㆍ귀촌 후 창업한 사례가 많다. 

- 타오바오촌은 저장성(779개), 광동성(411개), 장수성(262개)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

중된 가운데, 최근 중ㆍ서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3－3.  2009~2017년 타오바오촌 분포 현황
단위: 개

연도 수량 분포 지역 특징

2009 3 3 타오바오촌의 출현

2013 20 - 지역별로 산재되었으며, 비교적 소규모

2014 212 10 발전ㆍ확대의 시작

2015 780 17 빠른 발전 및 확산

2016 1,311 18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에 밀집

2017 2,118 24 상품 다양화, 서비스 품질 향상, 공익 추구

자료: 中国淘宝村研究报告(2017年)

∙ ‘타오바오촌’이 중국 농촌 전역에 확산됨으로써 생산모델의 혁신, 판매방식의 업그레이드, 

농촌 소비층 다변화, 창업ㆍ취업기회 확대, 빈곤 퇴치 등에 기여하 다.

- (생산모델의 혁신) 타오바오촌 인터넷 쇼핑몰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분석을 

하며, 농민 또는 인터넷 점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 (판매방식의 업그레이드)타오바오촌을 통해 농민이 도시민과 동일한 상품을 소비하게 

되었고, 농촌을 도시와 연결시켜줌으로써 농산물이 도시로 판매되게 되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농민은 훨씬 많은 판매 채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혹은 가공업체와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판매망을 다변화함으로써 상품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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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소비층 다변화)농촌지역의 유통 및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농민들의 상품에 

대한 정보와 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즉, 농촌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가 농업

ㆍ농촌부문에서 활성화됨으로써 농민의 소비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 (취업ㆍ창업기회 확대)타오바오는 진입장벽이 낮고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자 위주의 

인터넷 창업 플랫폼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견인하여 농산업 가치사슬을 확장

하여 농촌지역에 다량의 일자리와 창업공간을 만든다. 알리바바 연구원에 따르면, 

타오바오촌은 1개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증가할 때마다 평균 2.8개의 직접 취업

기회를 창출한다. 전국적으로 볼 때, 직접고용 창출효과는 약 84만 개를 상회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 (빈곤 퇴치)농촌 타오바오 프로젝트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빈곤 퇴치에 크게 기여하 다. 알리바바 

소매업 플랫폼에서, 국가급 빈곤현에 분포하는 타오바오촌의 수는 33개이고, 이들의 

인터넷 판매액은 370억 위안에 달했다. 성급 빈곤현에 분포하는 타오바오촌은 400여 

개 이상이고, 이 가운데 60개 빈곤현의 온라인 판매액이 1억 위안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징둥의 ‘세븐프레시(7Fresh)’

∙ 징둥은 비즈니스 역을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국한시키지 않고 온라인 소매 

편의점인 세븐프레쉬(7Fresh)를 출시하여 신선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소매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 세븐프레쉬 매장에는 과일, 채소, 해산물, 건조식품, 포장식품 등 신선한 농식품이 

진열되어 있고, 구입한 해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요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리고 진열된 제품 중 소포장에 세척된 제품이 다수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편의

성을 고려한 것이다.

- 앱(App)을 이용한 주문 혹은 배달 요청 시 ‘징둥이 집까지(京东到家)’의 모토 하에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해당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소비자에게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단 30분 내 신속 배달이 가능하다.

- 세븐프레쉬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면서 상품 고급화를 추구함으로써 중산층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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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프레쉬 운 에 다양한 IT기술이 접목되어 고객 관리, 재고 관리, 상품 품질 관리 

등이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출입구에 설치된 안면인식장치가 고객을 인식하고 매장 내 고객의 동선을 파악함으

로써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고, 고객의 구입 정보가 축적되어 고객을 맞춤형

으로 관리한다.

- 매장 내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판독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고객이 해당 상품의 

이력을 쉽게 추적하게 함으로써 상품 품질과 안전성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 판매 정보가 실시간으로 축적되어 빅데이터화 되고, 이를 분석하여 요일별, 계절별 

각 상품의 판매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재고 물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 징둥이 구비한 자체 물류 인프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기초한 소매부문 혁신을 위한 

가장 큰 비교우위이다. 

- 2015년 말 기준, 징둥은 중국 전역에 7대 물류센터, 50대 도시의 213개 대형 창고, 

5,367개 배송거점과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시설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 징둥과 경쟁관계에 있는 알리바바의 티엔마오 신선슈퍼(天猫生鲜超市), 먀오신선

(喵鲜生), 타오샹티엔(淘乡甜)과 허마신선(盒馬生鮮)이 취급하는 상품의 전문화가 잘 

되어 있어 시장의 수요에 더 잘 부합한다면, 징둥은 전체 산업의 가치사슬이 잘 연계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농산물 생산기반이 더 탄탄하고 자체 물류배송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징둥의 세븐프레쉬는 ‘B2C(Business to Costumer)’와 ‘자체 물류’가 결합된 아마존의 

비즈니스모델과 유사하다.

∙ 앞으로 중국 내 신선 농식품 소매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부각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징둥은 3~5년 내에 전국에 1,000개의 세븐프레쉬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선발주자인 알리바바의 ‘허마신선’, 텅쉰(騰訊)이 5%의 지분을 매입한 

용후이슈퍼(永輝超市)의 차오지우종(超級物種), 후발주자인 쑤닝(蘇寧)의 쑤신선

(蘇生鮮)과 신선 농식품 소매업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3. 농촌개발부문(징둥의 ‘연꽃마을(荷花村)’)

∙ 2018년 징둥은 장쑤성(江苏省) 쓰훙현(泗洪县)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복합생태전원

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연꽃마을(荷花村)’ 프로젝트를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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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둥의 목표는 연꽃을 테마로 하여 재배, 관광, 숙박, 오락 등 복합생태전원마을을 쓰

흥현에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지 농민의 소득 증대와 빈곤의 조기 퇴치를 기

대하고 있다.

- 복합생태전원마을은 현대농업, 레저관광, 전원마을이 복합된 특색 있는 마을이며, 

농촌종합발전모델로 최근 몇 년 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농균형발전의 모델이기도 

하다.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징둥이 농업분야에 진출한 이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그림 13－6.  ‘연꽃마을(荷花村)’ 프로젝트 개념도11)

∙ ‘연꽃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 첫째, 농업ㆍ농촌부문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징둥은 당초 주력 사업부

문인 전자상거래에서 최근 들어 농산물을 취급하기 시작하 다. 이제 단순히 농산물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부문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 나아가 농촌지역개발부문까지 비즈니스 역을 확대하고 있다. 

- 그런 의미에서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기존에 시도했던 ‘달리기 닭’,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등의 개별 프로젝트 경험을 기초로 관광, 숙박, 체험 등의 요소를 포함시킴

으로써 농업분야의 종합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둥의 농업부문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央廣網. 有点到面,扶貧不政!京東精准扶貧綜合體“荷花村”首露眞容. 2018.3.10.(https://baijiahao.baidu.com/s?id=15944 
63931024014596&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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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투자 확대와 더불어 농업부문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있다. 징둥이 앞서 추진한 

‘달리기 닭’,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프로젝트는 농업부문의 생산, 유통, 판매를 

연계한 것이다. 연꽃마을 프로젝트를 통한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은 기존의 가치

사슬에 관광, 숙박, 체험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것이다. 

- 이처럼 징둥의 비즈니스 역이 더욱 확대되어 더욱 많은 잠재적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를 근거리에서 상대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치사슬이 확장됨으로써 각 단계별 거래비용이 

감소하여 가격이 보다 저렴해진다. 또한 기업이 특정 부문의 가치사슬을 직접 관리함

으로써 상품의 표준화 및 품질 제고에 유리해졌다. 

- 셋째,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빈곤 퇴치 등의 사회적 문제 해

결도 염두에 두었다. 연꽃마을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징둥은 본 프로젝트를 통

해 단순히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과의 상생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 다. 

- 빈민구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프로젝트 효과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복합생태전원

마을의 원활한 운 과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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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혁신 성과4

4.1. 농업부문의 4차 산업혁명 진전

∙ IT기업이 농업부문 4차 산업혁명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인터넷, 바이오기술,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촉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혁명이다.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촉진하고 있다. 

- 징둥은 감응신호장치 등을 적용한 ‘제4세대 사육모델’을 도입하여 양돈업의 혁신을 

꾀하 고, 인터넷상의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거래를 활성화시켰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한다. 

-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드론을 이용해 배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배송

비용을 대폭 절감하 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 

농업을 구현하 다.

∙ IT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시장 전체 동향 

및 개별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파악하여 유통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 이러한 정보를 생산부문에 적용하면 농산물 수급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농산물 

등급 분류에 활용할 경우 점차 세분화되는 소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IT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으로 스마트농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농업부문의 

생산기술 발전 및 농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

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 그러나 중국 농업의 생산구조와 농가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부문에서 

자발적 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 혁신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통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적용은 스마트

농업 실현과 농업부문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농업부문에 접목함

으로써 친환경 농업 발전을 촉진한다. 

- 관행농법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농업자원을 낭비함으로써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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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IT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게 되면 정밀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적절한 양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여 친환경농업 발전

에도 도움이 된다. 

- 실제로 징둥, 왕이 등의 기업은 IT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이미 녹색웰빙식품을 생산

하여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일조하고 있다. 

4.2. 소비자 효용 증대

∙ IT기업이 소비자 수요에 기초하여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농업 생산부문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왕이의 ‘꽃돼지’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에서 녹색웰빙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IT기술을 접목하여 사육시설의 위생조건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 징둥의 ‘달리기 닭(跑步鸡)’ 프로젝트도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건강한 닭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 이상 두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농산물의 고급브랜드화, 이미지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 고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도 

부응했다는 것이다. 

- 물론 이와 같은 독립사업에 한계점도 존재한다. 자사가 보유한 기술, 유통망 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독립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가 높은 대신 투입 

및 관리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해당 산업에 미치는 

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IT기업이 참여하는 유통부문에서도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 징둥,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기초한 전통적 비즈니스모델에서 소매업

까지 그 사업 역을 확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패턴 다변화에 부응하고, 편리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 다.

- 그 일환으로 체험형 소매업 매장을 경쟁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자체 보유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택배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배송서비스에서도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IT기업의 농업 생산부문의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사업 발굴과 유통부문의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은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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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유통(新零售) 발전

∙ IT기업을 대표하는 알리바바, 징둥 등 전자상거래기업은 새로운 유통모델을 도입함

으로써 유통분야의 혁신을 꾀하 다. 즉, 비즈니스 역을 기존의 온라인 중심의 

전자상거래에서 오프라인까지 확장함으로써 소비자 친화적 유통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다. 

- 징둥의 ‘세븐프레쉬’와 알리바바의 ‘허마신선’은 자체 물류시스템과 소매부문을 연계한 

대표적인 신유통모델이다. 

- 기존의 전자상거래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 으

나 상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유통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 다. 이것이 소위 O2O(Online to Offline)모델

이다. 즉, 온라인의 낮은 정보 유통 비용과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매장

의 장점이 접목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 신유통모델은 다양한 IT기술이 활용되어 기업의 관리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기업은 축적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 관리와 재고 

관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한 

편리한 주문,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 관련 정보 공유, 신속한 배달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여 소비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된다. 

∙ 신유통모델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농식품 유통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 징둥, 알리바바 외에도 텅쉰, 쑤닝 등 자금력은 물론 유통ㆍ물류 인프라를 갖춘 기업

들이 신유통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현재는 발전 초기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신유통모델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경쟁 속에서 각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요소들이 접목됨으로써 기존의 유통시

스템과는 크게 차별화된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현재 신유통모델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과 기타 유통주체와의 상생 발전의 과제도 

분명 존재한다. 

- 즉, 농식품 위주의 상품 취급으로 한 번에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구입하는 One- 

Stop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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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유통모델이 중산층 소비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모델이 확산

되면 전체 농식품 유통시장을 크게 잠식하여 전통 유통채널을 위협하고 유통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4.4. 지역특화산업 육성

∙ 중국 IT기업이 농업 생산부문과 농촌개발부문에 참여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징둥의 ‘달리기 닭’, ‘헤엄치는 오리’, ‘연꽃 게’ 프로젝트는 물론 복합생태전원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꽃마을’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지역의 

부존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특화된 산업에 기반한 것이다.

- 기업이 새로운 지역에서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안정화시키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현지 부존자원과 기존 산업 중심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시키거나 확장시키는 수준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 특히, 연꽃마을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한 사례이다. 즉, 지역의 생산기반인 농업의 현대화, 지역 명소 및 

레저시설의 관광 자원화, 주거환경 개선과 전원마을 조성 등을 통해 농촌종합발전을 

도모하 다. 

- 이는 민간부문인 IT기업이 주도한 소위 ‘농촌진흥’을 실현한 사례이기도 하다.

∙ 전자상거래기업이 유통부문의 혁신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 알리바바는 ‘농촌 타오바오’를 통해 현지의 자생적 특화산업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채널을 다양화하 다. 알리바바가 지역특화산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 중 유통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다 고도화

시킨다. 

- 유통부문에서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생산부문과 공유함으로써 과거의 맹목적인 

생산방식에서 탈피하고 수요량, 수요 패턴 등을 고려하여 생산함으로써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결국, 공급측과 수요측의 비즈니스 생태환경이 모두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결과적으로 IT기업이 생산부문과 서비스부문에 참여하여 가치사슬을 확장시키고 유통

부문을 혁신하여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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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Acer사의 설립자 Stan Shih에 의해 도입된 개념인 

‘스마일 곡선(Smile Curve)’을 이용해 업그레이드된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상승을 

도식화할 수 있다.12) 

그림 13－7.  스마일 곡선을 이용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도식화13)

4.5. 빈곤 퇴치

∙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로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 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상생협력을 실천하 다.

- 알리바바는 33개 국가급 빈곤현과 400여 개 성급 빈곤현에 농촌 타오바오촌을 설립

하여 농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으로 빈곤 퇴치에 기여하 다. 징둥은 빈곤 농가를 

대상으로 ‘달리기 닭’ 프로젝트를, 그리고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연꽃 마을’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인구를 타겟팅하 다. 

- IT기업은 유통부문에서 축적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농촌 빈곤층의 소비성향과 

구매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농촌 빈곤층 지원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IT기업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정보, 원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빈곤 탈출에 큰 도움이 된다.

12) Ming YE, Bo MENG, Shang-jin WEI. 2015. Measuring Smile Curves in Global Value Chains, IDE discussion 
paper. NO. 530.

13) 전응길. 2013. 무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글로벌 가치사슬. 나라경제, 2013(May):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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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을 통해 농촌지역 또는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실천하 는데 

이것은 일종의 ‘공유가치창출(Created Sharing Value, CSV)’이다.

- 공유가치창출(CSV)은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본연의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는 구분

된다.

-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공동의 이념에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조성되게 

된다.

∙ 기업은 상생협력 혹은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기도 한다.

- Moon 등(2011)은 기업의 유형을 우둔한 기업(stupid corporation), 이기적 기업

(selfish corporation), 선행 기업(good corporation), 스마트 기업(smart corporation) 

으로 구분하 다. 

- 이기적 기업은 CSR을 통해 선행 기업으로 혁신하고, 선행 기업은 CSV를 통해 다시 

스마트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기적 기업은 선행 기업을 거치지 않고 

CSV를 통해 바로 스마트 기업으로 혁신할 수도 있다.

그림 13－8.  CSR 혹은 CSV를 통한 기업의 혁신14)

14) Hwy-Chang Moon, Jimmyn Parc, So Hyun Yim, and Nari Park. An Extension of Porter and Kramer’s Creating 
Shared Value(CSV): Reorienting Strategies and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11, 18(2): 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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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5

∙ 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입하는 동기는 크게 기업 자체의 필요성(예를 들어 사업 부문 

확장이나 원료 조달), 지역사회의 요청 또는 요구, 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나눌 수 

있다.15)

-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는 양날의 칼과 같다. 즉, 기업이 보유한 자본, 기술, 혁신역량을 

농업부문에 접목시킴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기업과 

농업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농업계의 반발이 심해 기업의 농업부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 농업부문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첫째, 중국은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할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었다. 

기업은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의 비즈니스와 적절히 연계

시켰다. 

- 최근 중국 정부가 농촌진흥(鄕村振興)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자본, 선진

기술 및 관련 경험의 동원이 필요했고,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즈니스 역을 확장

해야 했던 IT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 또한 농산물시장에서 중ㆍ고급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

에서 IT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농산업의 공급측 개혁에 일조할 수 

있었다.

∙ 둘째, 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에 기초하되 비즈니스 역을 점차 확대하는 전략을 폈다. 

- 농업은 리스크가 큰 산업이므로 전략 오류, 경험 부족, 리스크 관리기제 부재 등으로 

농업부문 투자의 실패 가능성이 크다. 알리바바와 징둥의 경우 농업부문 진입 초기 

자사의 비교우위 부문인 전자상거래를 농산물 유통과 연계시킴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 다. 

- 이후 IT기업의 참여는 중국 농산물 유통부문의 혁신을 가져왔고, 기업들의 비즈니스도 

점차 안정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 생산부문에 

15) 김태곤ㆍ최병옥ㆍ양찬영. 2013. 기업의 농업참여 실태와 상생협력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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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비즈니스 역을 확장하 다. 단, 농업계와의 분업을 

통해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

∙ 셋째, 기업은 농촌 소비시장에 주목하 고 내부의 발전 잠재력을 모색하 다. 

- 중국 IT기업은 농촌지역을 단순히 농산물 공급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 큰 소비

시장으로 보았다. 중국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낙후되고 주민의 소득수준도 낮지만,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비시장으로

서의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농촌을 단순히 농산물 공급지로 국한하여 규정할 때와 공산품 소비지로 확대하여 

규정할 때의 비즈니스 역의 범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물론, 소비시장으로써 

잠재력을 갖춘 중국 농촌과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은 

한국 농촌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 넷째, 기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수요 충족에 

힘썼다. 

- 사회가 진보하면서 소비자가 세분화되고 소비패턴도 다양해지면서 과거처럼 획일화

된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략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 이에 중국 IT기업은 농업부문 진출 시 현지 농산물의 특징, 지리적 위치, 기타 자원의 

활용성 등을 고려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 으며, 소비자 편익 제고를 핵심적 전략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 다.

- 비즈니스를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 실천은 물론 

사회적 공헌을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 그리고 소비자 지향적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시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기업의 이윤 추구는 농업ㆍ농촌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 IT기업이 농업부문에 진출

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특성상 자사의 경제적 이득에 기초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호혜는 기대하기 어렵다. 

-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정에서 농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농가가 보유한 

토지경 권을 기업에 장기 임대한다고 가정할 때, 토지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에서 합리적 수준의 단기 임차료를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가치

까지 반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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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농업부문 투자는 농촌 노동력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대규모 농업 산업

단지 조성과정에서 농지가 수용되고 농민은 건설노동자로 편입 될 것이다. 조성 완료 

이후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은 산업단지 노동자로 흡수되거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을 

전전할 것이다. 최근 농촌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진전으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

에서 농촌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현재는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초기단계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제가 부재

하고 IT기업도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이 실패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농민 혹은 지역사회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속히 관련 법규와 규정을 만들고, 적절한 수준에서 시장에 

관여하여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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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봄철 저온, 기록적인 여름철 폭염과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야기되었습니다. 여기에 쌀 목표가격 설정과 

PLS 도입, 직불제 개편 논의 등 농업을 둘러싼 내부 환경의 변화가 어느 해보다 

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 분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세계적 확산, 국제유가의 

변동 등 외적인 불안감도 증폭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농업계 

관계자, 정부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22번째 개최되는 ｢농업전망 2019｣ 대회는 국민들의 

일터ㆍ쉼터ㆍ삶터로서의 농업ㆍ농촌이 제공하는 가치와 기회를 재발견하여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자 “농업ㆍ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대주제를 

설정하고, 세부 발표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건강한 먹거리 해법’, ‘농산업, 새로운 기회’, ‘평화와 세계화, 우리의 

과제’ 등의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를 선정하였고, 산업별 중장기 미래에서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주요 품목별 장단기 수급 상황을 전망하였습니다.

｢농업전망 2019｣ 보고서가 새해 농정당국의 중장기 농업ㆍ농촌정책 수립과 

농업인들의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필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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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개황1

1.1. 수급 동향

∙ 2017양곡연도 기준 국내 생산, 수입, 이월재고를 합한 식량작물 총 공급량은 2, 314만 

8천 톤으로 2000양곡연도 대비 2.5% 증가하였다.1)

- 국내 식량 총생산량은 쌀 생산 감소(106만 6천 톤) 등으로 2000년 593만 1천 톤에서 

2017년 468만 7천 톤으로 21.0% 감소하였다.

- 반면, 수입량은 콩 수입 감소(29만 2천 톤)에도 , 쌀, 옥수수 등의 수입 증가로 

2000년 1,462만 4천 톤에서 2017년 1,529만 4천 톤으로 4.6% 증가하였다.

- 이월재고량은 쌀 과잉생산 지속에 따른 쌀 재고 증가(102만 5천 톤)로 2000년 대비 

2017년에 55.9% 증가하였다.

- 결과적으로 2000년 이후 식량공급은 국내 생산량 감소를 수입량과 재고량 증가가 

서로 상쇄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가 유지되었다.

그림 14－1.  국내 식량작물 수급 현황(양곡연도 기준)

<공급> <수요>

  주: 2017양곡연도는 잠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식량작물 총수요량은 식량용 수요 감소에도 가공용 및 사료용 수요의 증가로 2000년 

이후 소폭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

1) 이하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는 연도는 양곡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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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식량용 수요량은 쌀(122만 6천 톤)과 (24만 6천 톤) 소비 감소로 2000년 

대비 24.0% 감소한 468만 4천 톤으로 집계되었다.

- 가공용 수요량은 쌀, 옥수수,  수요 증가로 2000년 대비 2017년에 23.2% 증가하였으며 

사료용도 , 옥수수, 쌀 수요 증가로 동 기간 12.3% 증가하였다. 

1.2. 국내 생산 및 자급률

∙ 2000양곡연도 이후 국내 식량작물 총생산량은 쌀 및 보리쌀 생산량 감소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 쌀 생산량은 감소 추이를 보이나 국내 식량 총생산량 대비 비중은 80%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반면, 보리쌀 생산량은 2000년 16만 1천 톤(2.7%)에서 2017년 

7만 5천 톤(1.6%)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 2000양곡연도 이후 쌀과 서류의 식량자급률은 100%를 상회하기도 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여타 작물의 식량자급률은 매우 낮거나 감소 추이를 보였다.

- 특히, 보리는 2000년대 초반 식량자급률이 5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는 3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그림 14－2.  국내 식량작물 생산 현황(양곡연도 기준)

<생산량 추이> <식량자급률>

   주: 2017양곡연도는 잠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본 장에서는 국내 식량 생산량과 자급률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쌀, 콩, 감자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였다.

- 국내 소비량은 많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  등은 다음 장에서 세계 수급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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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식량작물 수급 동향2

2.1. 쌀

2.1.1. 생산 동향

∙ 쌀 단수는 다수확 품종 개발 및 기술 진보 등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나 재배면적이 단수 

증가폭보다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쌀 평균 단수는 2000년대 493kg/10a에서 2010년대 512kg/10a으로 늘어났으나, 재배

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1%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쌀 생산량도 동 기간 연평균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양곡연도(2018년산)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2.6%(10만 

4천 톤) 줄어든 386만 8천 톤으로 나타났다.

－ 면적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73만 8천ha로 

조사되었고, 단수는 파종 후 지속된 폭염과 출수 이후 태풍 등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한 524kg/10a을 기록하였다.

그림 14－3.  벼 재배면적 및 논벼 단수 추이(양곡연도 기준)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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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출입 동향

∙ 관세화 전환으로 매년 40만 9천 톤 규모의 수입쌀이 국내로 도입되고 있다. 다만, 

관세화 이전 12만 3천 톤까지 늘어났던 TRQ밥쌀용 쌀은 관세화 전환으로 의무 수입 

규정이 소멸됨에 따라 현재는 가공용 쌀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 2016년분 TRQ밥쌀용 쌀은 5만 톤이 도입되어 52.3%의 판매율(2018.12.17.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분(4만 톤 도입)은 아직 판매가 개시되지 않았다. 

- 한편, 쌀 수출량은 연평균 2천 톤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되는 중‧단립종 TRQ밥쌀용 쌀 판매를 

2018년 9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다. 

－ TRQ밥쌀용 쌀 월평균 판매량(2018.4.~2018.9.)은 약 3천 5백 톤으로 평년 동기 대비 

26.6% 적은 수준이었다.

－ 동 기간 미국산과 베트남산의 평균 낙찰가격(1등급 기준)은 각각 국내산 가격의  

74.4%, 61.1% 수준이었다.

2.1.3. 소비 동향

∙ 최근 1인당 쌀 소비감소 추세는 과거 추세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2인 가구 

이상으로만 소비량을 추정했던 통계방식이 2016양곡연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1990년대와 2010년 초반(2010~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쌀 소비는 각각 

연평균 2.3%, 2.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1.6%(61.9kg), 2017년은 

0.2%(61.8kg)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 2017양곡연도 쌀값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도 쌀 소비감소 둔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8양곡연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추세적인 요인(먹거리 다양화, 간편식 선호)과 높은 

쌀값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줄어든 61.3kg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 초반 감소율

(2.9%)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2016양곡연도부터 통계방식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과거 통계방식2)으로 

소비량을 재추정하면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으나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양곡소비량조사는 2016양곡연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집계방식이 변경되었음. 기존 통계방식(2인 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2016양곡연도와 2017양곡연도의 1인당 소비량을 재추정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2.7%, 1.2% 감소한 
61.2kg, 60.5kg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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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4.  소비 동향(양곡연도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2.1.4. 재고 동향

∙ 80만 톤(2013양곡연도) 수준이었던 국내 쌀 재고는 지속된 풍작과 이에 따른 정부 

시장격리 등의 영향으로 2017양곡연도에 188만 8천 톤으로 늘어났다.

- 2000년 이후 쌀 재고는 당해 작황이나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 2018양곡연도 기말재고는 정부의 재고감축 정책(고미 사료화, 가공용 소비 확대, 공매  

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6% 감소한 144만 2천 톤(기말재고율 30%) 내외로 

추정된다.

그림 14－5.  재고 동향(양곡연도 기준)

    주: 재고율 = 기말재고량/총수요량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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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가격 동향

∙ 2010양곡연도 이후 국내 쌀 산업은 총 5차례의 역계절진폭을 경험하였다.

－ 풍작 시,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보다 낮아지는 역계절진폭이 주로 나타났으나, 시장격리 등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산지의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계절진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2019양곡연도 수확기(10~12월) 평균 쌀 가격은 초과공급물량 발생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농가의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전년 대비 26.3% 상승한 19만 3,568원/80kg으로 나타났다.

－ 2018양곡연도 쌀 가격 상승세와 2019양곡연도 생산량 감소 등으로 10월 상순 

벼 가격은  6만 원/40kg 초반에 형성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구곡 처리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부담도 거의 없어 2018년 10월 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신곡 프리미엄 효과가 더해지며 전기 가격(9월 25일) 대비 9.3% 상승한 19만 

4,772원/80kg을 기록하였다. 

－ 초과공급이 발생한 해의 수확기 쌀 가격은 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

양곡연도에는 9만 톤 수준의 초과공급 예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기대심리가 

원료곡 출하 보류로 이어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였다.

－ 이에 쌀값 안정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구곡 5만 톤을 11월에 방출하기로 결정

하였고, 이후 가격은 안정세로 전환되었다.3)

그림 14－6.  산지 쌀 가격 추이

<계절진폭 추이>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3) 정부가 구곡 5만 톤을 방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초과공급 규모는 14만 톤 수준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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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콩 

2.2.1. 생산 및 가격 동향

∙ 콩 생산량은 재배면적 규모와 작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이나 2012년 이후 재배

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량 또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재배면적은 논콩차등수매제와 같은 재배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 일시적

으로 증가하였다가 정책이 중단되면 다시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 단수는 생육기 기상에 따라 변동이 크나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131kg/10a에서 2018년 177kg/10a으로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 2018년산 콩 생산량은 작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의 영향

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4천여 톤 증가한 8만 9,410톤을 기록하였다.

- 2018년 콩 단수는 개화기 고온과 생육기 병충해로 전년에 비해 5.9% 감소한 

177kg/10a으로 나타났다.

∙ 콩 가격은 생산량과 정부의 수매·방출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나, 장기적
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 2017년산 국산 콩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매 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2018년산 수확기(당해 11월~익년 1월) 콩 가격은 작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한편, 수확기 초기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출하 지연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으나 12월 이후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수확기 초기 대비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14－7.  콩 생산량 및 도매가격

  주: 도매가격은 국산 백태 상품의 연산별 평균가격이며, 2018년산 가격은 11월 1일~2019년 1월 15일 기간의 평균 가격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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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입 동향

∙ 식용 콩 수입량은 연평균 27만 톤 내외(2014~2018년 기준)이며, 미국과 중국 등으로

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다. 

- 두부, 두유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일반콩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약 86% 수준이며 

콩나물콩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 일반콩의 국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7% 내외로 가장 높고 중국 6%, 캐나다 

5% 순이다.  

- 콩나물콩 국별 수입 비중은 중국이 77%로 가장 높으며, 미국 18%, 캐나다 6% 순이다.

∙ 한편, 정부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국산 콩 생산 확대를 위해 TRQ 도입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일반콩> <콩나물콩>

그림 14－8.  주요 수입국별 식용 콩 수입 동향

자료: 관세청

2.2.3. 소비 동향

∙ 식용 콩 소비량은 2000년부터 40만 톤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다 2017양곡연도에는 

국내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33만 톤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 식용 콩 소비는 두부 제조 등에 이용되는 가공용과 밥밑용 등으로 소비되는 식량용

으로 구분되는데, 2012양곡연도 이후 가공용 소비는 점차 감소한 반면, 식량용 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17양곡연도에는 국내 생산량이 전년 대비 27.1%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가공용 

소비와 식량용 소비가 전년 대비 각각 22.0%, 8.4%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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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용도별 식용 콩 소비량 추이(양곡연도 기준)

     주: 2017양곡연도는 잠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2018년 콩 소비 현황에 대한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조사 결과(2018.12.18.~2018.12.20.), 

콩 소비를 늘렸다는 응답이 줄였다는 응답에 비해 많았으며, 국산 콩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8년 콩 소비가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으나, 늘었다는 

응답이 33.3%로 줄었다는 응답(9.4%)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가 콩 제품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국산 콩 여부(43.1%)’로 나타나 국산 콩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10.  콩 제품 구매 시 고려사항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조사(2018.12.18.~2018.12.20.)

∙ 한편, 수입산 콩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85.5%)’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수입산 콩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제품에 대한 우려’가 74.5%로 가장 많았다. 즉, 수입산 콩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들의 우려가 아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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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자

2.3.1. 생산 및 가격 동향

∙ 감자 재배면적은 가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18년에는 이전년도

부터 이어진 가격 강세로 2017년 대비 11.6% 증가하였다. 

- 2018년 작형별 재배면적은 봄감자 1만 5,819ha, 고랭지감자 3,462ha, 가을감자

4,121ha로 2017년 대비 각각 5.9%, 6.7%, 47.9% 증가하였다. 

- 가을감자의 경우 다른 작형에 비해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감자로 전작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 2018년 작형별 단수는 봄감자 2,435kg/10a, 고랭지감자 2,652kg/10a으로 나타

났으며, 가을감자는 1,510kg/10a으로 추정된다. 봄감자의 경우 생육기 기상 호조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반면, 고랭지감자는 기상 악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0% 

감소하였다. 가을감자 또한 기상악화로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4－11.  작형별 감자 재배면적 

  자료: 통계청

∙ 감자 가격은 작형별 수급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수미 감자 가격(상품)은 2000년대 초반 20kg 기준 1만 원 초반대에서 2018년 4만 원 

후반대로 4배 이상 상승하였다. 대지 감자 가격(상품)도 동 기간 2만 원 초반대에서 5만 원 

초반대로 크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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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시설 봄감자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3~4월 수미 상품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50.5% 상승한 9만 2,041원/20kg을 기록하였다.

- 이후 노지 봄감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전년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고랭지감자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8월부터 11월 까지 전년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2월 이후로는 

가을감자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약세로 전환되었다. 

- 2017년산 대지 감자 가격도 물량 부족 현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4% 상승

하였다. 2018년산은 2017년산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물량 부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수급조절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12.  연도별 감자 생산량 및 가격 동향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3.2. 수·출입 동향

∙ 감자 수출량은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21.4% 증가하였으나, 절대량은 

생산량의 1% 미만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 감자 수입량은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6.6% 증가하였다. 2018년 수입량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2.3% 증가한 19만 3,725톤

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신선냉장 감자 수입량은 국내 감자 수급안정을 위한 TRQ 확대 등의 영향

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 한편 전체 감자 수입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가공용 감자 수입량은 2017년보다 

2.2% 증가한 15만 5,133톤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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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평년

수출 0.1 0.7 1.2 1.2 1.4 2.2 1.4

수입 61.0 91.1 180.1 180.5 189.3 193.7 170.3

 - 신선냉장 9.5 21.7 37.1 33.5 37.5 38.6 32.8

 - 가공용 51.5 69.4 142.9 146.9 151.8 155.1 139.4

표 14－1.  감자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주 1) 냉동, 건조, 감자분, 저장처리냉동감자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냉장으로 환산한 물량임.
   2) 각 품목별 HS CODE는 신선냉장 종자용(0701100000), 신선냉장 기타(0701900000), 가공용은 냉동감자

   (0710100000), 건조감자(0712902093), 감자분(1105100000), 저장처리냉동(2004100000)의 합임.
   3) 평년은 2013년~2017년의 절단평균 값임.
 자료: 관세청

2.3.3. 소비 동향

∙ 2016년 기준 식품산업 원료로 사용된 가공감자 중 국산 감자를 사용한 비중은 

71.1%로 점차 국산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류별로 살펴보면 면류는 100% 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과자류는 59.9%로 국산 

사용 비중이 높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 2018년 감자 소비 현황에 대한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조사 결과(2018.12.18.~ 2018.12.20.), 

감자 소비를 전년에 비해 줄였다는 비율(26.5%)이 늘였다는 비율(10.0%)보다 많아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자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자 소비 감소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가격 상승으로 조사되었고, 이외의 요인으로는 

대체 음식 증가, 맛에 대한 불만, 외식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구 분 사용량
품목별

사용 비중
국산 사용량 수입산 사용량

국산
사용 비중

전체 61,412 100 43,681 17,732 71.1

- 과자류 40,486 65.9 24,256 16,230 59.9

- 면류 10,543 17.2 10,543 0 100

- 기타 10,383 16.9 8,882 1,502 85.5

표 14-2. 가공감자 사용량 및 국산 사용 비중(2016년 기준)
단위: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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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망3

3.1. 쌀

3.1.1. 2019양곡연도 수급 및 가격 전망

∙ 쌀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 당해 연간 시장공급물량(생산량-정부 

순매입량)과 소비량 등이 가격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 2018년산 생산량 감소에도 연간 시장공급물량은 정부 순매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표 14－3.  2019양곡연도 쌀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

구분 2018양곡연도
(확정,A)

2019양곡연도
(전망,B)

차이

증감(B-A) 증감률(B/A)

생산량(a) 3,972 3,868 -104 -2.6

연간 정부 순매입량(b) 488 300 -188 -38.5

연간 시장공급물량(c=a-b) 3,484 3,568 84 2.4

주 1) 연간 정부 순매입량은 정부 매입량(공공비축미, 시장격리, APTERR)에서 방출량(신‧구곡 시장방출)을 제외하여 산출
  2) 정부 방출량 중, 밥쌀용 TRQ물량과 군‧관수용 및 공공시설에 판매되는 물량은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19양곡연도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지난해와 달리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 가격보다 4.4% 하락한 18만 5천 원/80kg 내외로 전망된다.

- 2019양곡연도 연간 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늘어나 초과공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수확기 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 또한, 추가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12월 중순에도 여전히 시장출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가재고가 전년 대비 47.2% 많은 것으로 조사(12월 중순 기준, 표본농가

조사)된 점도 향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단경기 쌀값은 정부정책(산물벼 인수도, 재고 방출 등)이나 산지 분위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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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2019양곡연도 농가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정부 출하 RPC 출하 기타(연고미, 자가소비 등) 재고(시장출하용)

-44.7 9.3 1.8 47.2

  주: 표본농가조사는 2018년 12월 중순 실시된 것이므로 현 시점의 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 조사결과(2018.12.11.~2018.12.17.)

3.1.2. 금년 재배면적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12월 중순 기준), 지난해 기참여 면적을 포함한 참여 의향 면적은 2만 6천ha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참여 의향 면적 중, 일반작물로의 전환이 3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료는 31.7%, 두류는 28.2%, 휴경은 6.5% 순으로 나타났다. 휴경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은 이유는 토질 악화 우려와 지원단가 등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습답지역이라 물리적

으로 타작물 전환이 어렵다는 응답(33.2%)이 가장 많았으며, 타작물 소득이 쌀 소득

보다 낮은 문제(29.2%),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24.0%)도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 금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방안으로는 

단가 인상(58.4%)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타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반시설·농기계 확충과 타작물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그림 14－13.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미참여 이유> <활성화 방안>

  

  주: 표본농가조사는 2018년 12월 중순 실시된 것이므로 현 시점의 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 조사결과(2018.12.11.~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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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등을 고려한 2019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73만 2천ha로 조사되었다.4)

- 수확기 높은 쌀값과 더불어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일부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이 재배의향 감소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14－5.  금년 벼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2018년(확정,A) 2019년(추정,B) 전년 대비(B/A)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달성

738
709 -3.9

농가조사 결과 732 -0.7 

  주: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달성’은 금년 목표면적(5만 5천ha) 중, 지난 해 참여면적(2만 7천ha)을 제외한 
면적(2만 8천ha)을 2018년 재배면적에서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 조사결과(2018.12.11.~2018.12.17.)

3.2. 콩

3.2.1. 2019양곡연도 수급 및 가격 전망

∙ 콩 가격은 정부가 수매와 방출을 통한 가격 조절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순매입량(매입-방출) 규모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 2018양곡연도는 정부 방출량보다 매입량이 더 많아 연간 시장공급물량이 생산량 

대비 감소하였고, 이는 단경기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019양곡연도 단경기 콩 가격은 연간 시장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9양곡연도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수확기 시장가격이 정부 

수매가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정부 수매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 

시장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12월 중순 시점의 조사이므로  영농계획이 거의 확정되는 3월 조사치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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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6.  2019양곡연도 콩 수급 전망
단위: 톤, %

구분 2018양곡연도
(확정,A)

2019양곡연도
(전망,B)

차이

증감(B-A) 증감률(B/A)

생산량(a) 85,644 89,410 3,766 4.4

연간 정부 순매입량(b=c-d) 566 461 -105 -18.6

 - 수매물량(c) 10,725 461 -10,264 -95.7

 - 방출량(d) 10,159 - - -

연간 시장공급물량(e=a-b) 85,078 88,949 3,871 4.5

  주 1) 연간 정부 순매입량은 정부 수매량에서 방출량을 차감하여 산출함.
2) 2019양곡연도 수매물량은 조사 시점(2019.1.8.)에서의 물량으로 최종 확정치가 아님.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2. 금년 재배면적 전망

∙ 농업관측본부 콩 표본농가 조사결과와 2019년에 추진되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영향 

등을 고려한 2019년 콩 예상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5만 2천ha 내외로 추정

된다.

－ 2018년산 수확기 콩 가격 강세로 농가의 재배의향면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밭콩의 경우 4만 3천ha로 전년 대비 3.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논콩의 경우 

약 9천ha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될 예정이나, 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 참여의향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정부의 목표대로 달성된다고 가정하면 논콩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콩나물 콩은 주산지인 제주 지역의 생산량 감소로 2018년산 가격이 상승해 2019년 

재배의향면적이 약 3% 내외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7.  금년 콩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

2018년(확정) 2019년(추정) 전년 대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달성 50.6

65.1 28.7

농가조사 결과* 52.1 3.0

  주 1)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달성’은 정부의 목표면적(5만 5천ha)을 달성했을 경우의 수치임.    
2) ‘농가조사 결과’는 콩 표본농가 조사결과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영향 등을 고려한 수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 조사결과(2018.12.11.~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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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자

3.3.1. 2019년 수급 및 가격 전망

∙ 2019년 상반기 감자 가격은 전년 고랭지감자 작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을감자 생산

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저장 감자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봄감자 

작황이 저조하지 않을 경우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지만, 가을감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49.6% 증가한 것으로 추정(감자관측 2018년 12월호)되고,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출하가 지체되었던 저장감자 출하물량도 금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3월 이후에 주로 출하되는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도 평년 대비 21.3% 증가한 것

으로 조사 되어 금년 상반기는 전년과 비교할 때 감자 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된다.

3.3.2. 금년 재배면적 전망

∙ 2019년 전체 감자 재배면적은 가격 강세에 따른 소득 증가 기대 등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한 2만 3,800ha 내외로 전망된다. 

－ 표본농가 조사결과(2018.12.11.~2018.12.18.)와 2019년에 실시되는 논 타작물재

배지원사업의 영향 등을 고려한 2019년 봄감자 재배예상면적은 전년 대비 6.3%  증가

한 1만 6,800ha 수준으로 전망된다.5)

－ 감자 가격 강세 영향으로 봄감자 재배면적을 늘리려는 농가의 재배의향은 높으나, 종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재배면적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19년 고랭지감자 재배예상면적은 2018년의 높은 가격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가을감자는 1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이전 작형인 봄감자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해 고랭지감자의 작황이 좋지 않아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정부의 목표대로 달성된다고 가정하면 논감자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최대 9.5% 수준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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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지난해 전남에서 큰 규모로 전작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농가들이 

시장 환경 변화로 기존 재배품목으로 회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평년(최근 5개년의 절단평균) 기준으로 비교하면 18.8% 증가한 

수준이다. 

표 14-8.  금년 감자 재배면적 전망
단위: 천ha, %

2018년(확정) 2019년(추정) 전년 대비

봄감자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달성 15.8

17.3 9.5

농가조사 결과* 16.8 6.3

고랭지감자 3.5 3.5 1.0

가을감자 4.1 3.5 -15.0

  주 1)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달성’은 정부의 목표면적(5만 5천ha)을 달성했을 경우의 수치임.  
2) ‘농가조사 결과’는 감자 표본농가 조사결과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영향 등을 고려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본농가 조사결과(2018.12.11.~2018.12.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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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전망4

4.1. 주요 가정 

∙ 정부는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장기 전망에 더하여 정부의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성과 수준에 따른 각 작물의 영향을 베이스라인(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수급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 차기 목표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5년 이후 목표가격까지 반영한 수급 

상황을 제시하기에는 고려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기간은 차기 

목표가격이 변경되기 직전 해인 2023양곡연도까지로 국한하였다.

－ 현재 직불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분석을 위한 쌀에 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향후 단수 변동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적용하였다.

－ 둘째, 5년 단위로 변동되는 목표가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정 협의안인 

19만 6천 원/80kg을 차기 목표가격으로 설정하여 향후 5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셋째,  변동직불금은 과거와 같이 생산과 연계(coupled)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AMS 

한도(1조 4,900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현재의 고정

직불금 단가(ha당 100만원)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넷째, 관세화 이후에도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국내에 도입되는 중·단립종 수입쌀은

매우 미미하므로 향후에도 TRQ한도를 초과한 수입물량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 다섯째, 생산량 변동에 따른 시장 격리 등 사후적으로 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쌀은 정부의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총 사업목표(5만 5천ha)를 달성했을 경우(시나

리오1)와 달성률이 70%에 그칠 경우(시나리오2)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콩과 감자는 사업

목표를 100% 달성했을 경우(시나리오 1)만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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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9.  분석 시나리오 설정(2020양곡연도 기준)

구분 내용

쌀
 (베이스라인) 농가 재배의향면적조사 결과(73만 2천ha) 
 (시나리오1)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100%달성(70만 9천ha) 
 (시나리오2)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70% 달성(72만 5천ha)

콩
 (베이스라인) 농가 재배의향면적조사 결과(5만 2천 1백ha) 
 (시나리오1)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100% 달성(6만 5천 1백ha) 

봄감자
 (베이스라인) 농가 재배의향면적조사 결과(1만 6천 8백ha) 
 (시나리오1)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 100% 달성(1만 7천 3백ha) 

주: 봄감자는 2019년도 기준임. 

4.2. 전망

4.2.1. 쌀

∙ 향후 벼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쌀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2019양곡연도 벼 재배면적은 73만 8천ha에서 연평균 1.8% 감소하여 2023양곡연도

에는 68만 6천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23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363만 7천 톤으로 2019양곡연도 이후 연평균 1.5%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량 소비 감소에도 가공용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량 및 가공용 소비량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로 쌀 공급과잉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된다. 

－ 2023양곡연도 베이스라인 연평균 쌀 가격은 17만 4천 원/80kg 수준으로 2019양곡연도 

이후 연평균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19양곡연도
전망

2020양곡연도 2023양곡연도

재배면적(천ha) 738 732 686

국내 생산량(천 톤) 3,868 3,881 3,637

연평균 쌀 가격(천 원/80kg) 189 183 174

식량 및 가공용 소비량(천 톤) 3,849 3,844 3,816

표 14－10.  쌀 수급 전망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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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콩·감자

∙ 콩 재배면적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영향으로 2020양곡연도에는 증가하겠으나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양곡연도 재배면적은 최근 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증가가 소폭에 

그칠 전망이며, 사업종료 후 콩 관련 정책 부재 시 일부 농가들의 벼 재배 회귀 및 

소비 감소 등으로 재배면적은 2029양곡연도까지 연평균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생산량 또한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겠으나 정부는 

국산 콩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임의로 증량했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2019양곡연도
전망

2020양곡연도 2023양곡연도 2029양곡연도

재배면적(ha) 50,638 52,149 46,426 40,711

국내 생산량(천 톤) 89 93 83 74

식용 콩 수입량(천 톤) 372 372 379 387

식용 및 가공용 소비량(천 톤) 392 390 388 387

표 14－11.  콩 수급 전망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감자 재배면적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영향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장기적

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자 전체 재배면적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전년도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득증대 

기대 등으로 2019년 소폭 증가하겠으나, 이후 연평균 1.2%씩 감소하여 2028년 2만 

1,401ha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 감소로 국내 감자 생산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족분이 수입산

으로 대체되면서 수입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 수입량은 2019년 

18만 1천 톤에서 2028년 19만 5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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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위 2018년
전망

2019년 2022년 2028년

재배면적 ha 23,402 23,818 22,581 21,401

총 공급량(A=B+C) 천 톤 728 771 761 746

 - 국내 생산량(B) 천 톤 539 590 570 551

 - 수입량(C) 천 톤 189 181 191 195

표 14－12. 감자 수급 전망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4.3. 시나리오 분석

∙ 벼 재배면적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목표가 100%달성되는 시나리오1의 면적이 베이스라인 면적보다는 연평균 1만 2천ha 

더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나리오1(목표 100% 달성)의 2023양곡연도 벼 재배면적은 68만 2천ha로 2019

양곡연도 이후 연평균 1.9%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2021양곡연도에는 사업종료로 

면적 감소폭이 베이스라인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나리오2(목표 70% 달성)의 2023양곡연도 면적은 68만 6천ha로 연평균 1.8% 

감소가 예상된다.

그림 14－14.  시나리오별 중기 벼 재배면적 전망(양곡연도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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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라인을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의 연평균 쌀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나리오2의 쌀 가격은 시나리오1보다 연평균 

3천 7백 원/80kg 내외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나리오1의 2023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17만 8천 원/80kg6)으로 2019양곡연도 

이후 연평균 1.5% 하락할 전망이다. 

－ 시나리오2의 2023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17만 5천 원/80kg으로 동 기간 연평균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15.  시나리오별 중기 쌀 가격 전망(양곡연도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영향으로 2020양곡연도 콩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목표를 달성한 시나리오(시나리오1)를 

적용하면 2021양곡연도 콩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나, 2023양곡연도에 

이르면 베이스라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3양곡연도 베이스라인 콩 재배면적은 4만 6,426ha로 2019양곡연도 대비 8.3% 

감소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 2023양곡연도 시나리오 콩 재배면적은 4만 6,662ha로 2019양곡연도 대비 7.9% 

감소가 예상되며, 2021양곡연도 재배면적은 사업종료로 인해 전년보다 19.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이는 베이스라인의 연평균 쌀 가격 대비 4천 원/80kg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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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감자 재배면적도 베이스라인과 정부 목표를 달성한 경우(시나리오1)를 비교하면, 

시나리오 적용 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시행된 2019년 재배면적은 베이스라인 대비 

3.0% 증가하지만 이후 사업종료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베이스라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봄감자 재배면적은 약 1만 6천ha 수준으로 2019년 

이후 각각 연평균 1.3%,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16.  시나리오별 중기 콩·감자 재배면적 전망

<콩> <봄감자>

     주: 콩은 양곡연도, 감자는 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2020양곡연도 시나리오 콩 재배면적이 베이스라인보다 증가함에 따라 시나리오 콩 

가격은 베이스라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한편, 가격하락 영향이 재배면적 

감소폭 확대로 이어져 향후 콩 가격은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모두 상승하고 2023양곡

연도에 이르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논콩에 대한 정부수매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2020양곡연도 시나리오 콩 도매가격은 베이스라인보다 10.7%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양곡연도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콩 도매가격은 각각 5천 4백 원/kg내외로 

2020양곡연도 이후 각각 연평균 3.4%, 7.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봄감자 역시 콩과 마찬가지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2019년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사업종료로 재배면적이 다시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시나리오 봄감자 도매가격은 베이스라인보다 4.1%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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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감자 도매가격은 각각 3만 3천 원/20kg내외로 

2019년 이후 각각 연평균 2.2%, 3.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17.  시나리오별 중기 콩·감자 가격 전망

<콩> <봄감자>

    주: 콩은 양곡연도, 감자는 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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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5

∙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쌀과 서류의 경우 100%를 상회하기도 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식량작물들은 대부분 자급률이 매우 낮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19양곡연도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전년과 달리 쌀 공급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수확기 가격 대비 4.4% 하락한 18만 5천 원/80kg 내외로 전망된다.

－ 수확기 정부 매입량 감소로 연간 시장공급물량이 증가하여 초과공급이 전망되고, 농가가 

보유한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에 과잉물량에 의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019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3만 2천ha로 전년 대비 0.7% 감소에 그칠 것으로 조사

되어 과잉생산이 예상되므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한 적극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참여 면적을 포함한 금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의향 면적은 2만 6천ha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에도 사업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높은 쌀값으로 벼 재배로의 회귀가 예상되므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금년 콩 예상 재배면적은 가격 강세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영향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5만 2천ha 내외로 평년 재배면적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높을수록 콩 재배면적 증가에 의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목표 달성 노력과 함께 

콩 수급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연간 시장공급물량 증가로 2018년산 단경기 콩 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봄감자 예상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만 6,800ha 수준으로 전망

되므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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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정부의 목표대로 달성될 경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9.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상반기 감자 가격은 지난해 가을감자 생산량 증가와 저장 물량 출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나리오 분석결과,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이후 연도의 쌀값 하락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벼 재배면적 유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특히, 금년에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확기 쌀값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할 가능성이 커 적정 재배면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생산과잉 구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후속 조치 마련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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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추이1

1.1. 수급 추이

∙ 전 세계는 지난 50여 년 동안 몇 차례 심각한 식량 위기(1970년대 초 식량 파동, 

2008년 애그플레이션)를 경험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농업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주요 국가의 생산 장려정책 등으로 세계 주요 곡물( , 옥수수, 콩, 쌀)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곡물 수요 증대, 바이오

에너지 정책 강화 및 기상이변 등이 맞물리면서 2007/08년에 애그플레이션이 발생

하였다. 

∙ 세계 곡물 생산량은 1960/61년부터 2018/19년까지 연평균 2.7%의 증가추세에 있다. 

- 곡물 재배면적은 동기간 1.3%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1980∼1990년대에는 재배면적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익성 개선으로 재배면적  

확대폭이 컸다. 단수도 기술 발전, 품종개량 및 관개시설 발달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15－1.  국제곡물 수급 추이

단위: 백만 톤

  주: 국제곡물의 생산량, 수출량, 소비량, 기말재고량은 , 옥수수, 콩, 쌀의 합계임. 
자료: 미국 농무부(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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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곡물 소비량은 1960∼1970년대 평균 8억 3,700만 톤 수준이었고, 1980/81년

에서 2002/03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신흥국의 육류 

소비 확대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등으로 최근 곡물 

소비량은 25억 톤 수준(평년 기준)까지 확대되었다. 

∙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은 1960/61년 이후 최근까지 연평균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기말재고량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약 5억 톤 수준이었으나, 2007/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 3억 6천만 톤까지 급감하였다. 하지만 2014/15∼2017/18년 동안 

연이은 풍작으로 최근 곡물 재고량은 7억 8천만 톤(평년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품목별 수급 추이를 살펴보면, 세계 콩 생산량은 1964/65년 2,900만 톤에서 2018/19년 

3억 6,900만 톤으로 연평균 4.8%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동기간 (2.0%), 옥수수

(3.0%), 쌀(2.1%)보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 단수는 모든 품목에서 동기간 연평균 2.0%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재배면적의 

경우 콩이 동기간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나타내 여타 품목(  0.1%, 옥수수 1.1%, 

쌀 0.5%)보다 면적 확대 폭이 컸다. 

- 한편, 2007/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옥수수 생산량은 연평균 3.0%의 증가율로 이전

(2.8%)보다 빠른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국의 육류 소비 확대로 

사료용 수요가 증가하였고, 옥수수 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2007/08년 애그플레이션 이전 옥수수 소비량은 연평균 2.9%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연평균 3.4%의 증가율로 옥수수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 전체 기간 동안 , 콩, 쌀 소비량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나, 2007/08년 이후 , 

콩, 쌀 소비량은 각각 연평균 1.8%, 3.9%, 1.2%의 증가율로 이전보다 0.4%p, 

0.5%p, 1.0%p 낮아 소비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품목에서 기말재고량은 전체 기간에 걸쳐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콩 기말재고량은 1964/65년 100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2018/19년에는 1억 1,500만 

톤으로 연평균 8.5%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 또한, 2007/08년 애그플레이션을 기점으로 옥수수와  재고수준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재고량은 이전에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연평균 8.5%의 증가율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재고량도 연평균 증가율이 

1.0%에서 6.9%로 상승해 재고 수준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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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품목별 수급 추이
단위: 백만 톤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량>

    자료: 미국 농무부(USDA)

1.2. 가격 추이 

∙ 국제곡물의 실질가격지수(2010년=100)는 1970년대 초반 식량 위기로 크게 상승하였다.

- 식량 위기는 1972년에 전 세계적인 기상악화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이 크게 부진

했고, 유가 파동, 중국(당시 중공)의 곡물 수입량 확대, 주요 수출국의 곡물 수출 금지

조치가 맞물리면서 촉발되었다. 

∙ 당시 식량 위기를 경험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곡물 증산을 위한 경작지 

확대, 우량품종 및 화학비료 개발,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였다. 

- 이는 1970년대 중반에서 애그플레이션 발생 이전인 2000년대 중후반까지 30여 년간 

국제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 10여 년간 국제곡물 가격 변화의 추세적인 특징은 주요 곡물 생산국의 동시다발

적인 작황 부진으로 2007/08년, 2013/14년에 가격 급등 시기가 있었으나, 2014년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가격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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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고곡가로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곡물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된 데다, 우호적인 

기상 여건으로 작황도 매우 양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3년(2014/15∼

2017/18년)에 걸쳐 풍작이 이어졌고, 세계 곡물 공급여건은 이전보다 크게 

호전되었다.1) 

- 무엇보다 2000년대 후반 20% 초반에 머물렀던 기말재고율은 최근에 32% 수준

까지 높아졌다. 이는 국제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1985년 중반에서 1990년대 

평균 기말재고율(31.4%)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15－3.  국제곡물 가격 추이
단위: 2010년=100

  주: 가격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품목별 가격을 해당연도의 미국 농무부(USDA) 수출량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2018년 명목가격은 1~11월까지의 평균치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 한편, 2018년 국제곡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겨울 및 봄철 이상기상,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등락폭이 컸다. 

- 2017/18년 겨울철에 발생한 라니냐로 인한 아르헨티나의 콩 작황 부진과 봄철 

지속된 가뭄에 따른 미국, 호주의  작황 악화 등은 상반기 곡물 가격 강세를 

초래하였다. 또한 여름철 지속된 가뭄에 따른 러시아, EU의  생산량 감소로 

 선물가격이 8월 초에 톤당 211달러까지 급등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

-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콩 선물가격은 7월 중순에 연중 최저치인 톤당 299달러까지 

급락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1) 2007/08년 최고치 대비 최근 3년(2014/15∼2017/18년) 밀 선물가격(평균 187달러/톤)은 60.1% 낮은 수준이고, 옥수수(평균 
151달러/톤), 콩(평균 389달러/톤)은 2012년 최고치 대비 각각 53.8%, 40.2%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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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최근 국제곡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최근 4개년 국제곡물 가격 추이> <2018년 국제곡물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1.3. 주요국별 동향2)

1.3.1. 생산 동향

∙ 국가별 곡물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2018/19년 기준, 의 경우 EU가 전체 생산량의 

18.8%(1억 3,753만 톤)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1%), 러시아(9.6%)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생산 비중 변화를 보면, 2018/19년 EU와 중국의  생산 비중은 2006/07년 

대비 각각 2.3%p, 0.1%p 감소하였으나, 러시아는 농업기술 향상으로 동기간 2.1%p 

증가하였다. 

∙ 2018/19년 옥수수 최대 생산국은 미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33.8%(3억 7,152만 톤)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중국(23.6%), 브라질(8.6%), EU(5.4%) 순이다. 

- 2006/07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옥수수 생산 비중은 2018/19년에 3.5%p 감소

하였으나, 브라질은 동기간 1.4%p 증가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 Non-GMO 옥수수 주요 수입국인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 비중은 

2006/07년에 0.9% 수준이었으나, 2018/19년에는 3.0%로 확대되었다. 

∙ 콩은 상위 3개국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 소수 국가의 생산 집중도가 다른 

품목에 비해 높다. 국가별로는 2018/19년 기준, 미국이 전체의 34.2%(1억 2,518만 톤)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브라질(33.1%), 아르헨티나(14.6%) 순으로 나타났다. 

2) 이 부분에서 제시한 2018/19년 국제곡물 수급 자료는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의 2018년 11월 전망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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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 비중은 2018/19년에 각각 

2.8%p, 6.2%p 감소한 반면, 브라질은 동기간 무려 8.2%p 증가해 최근 브라질의 

콩 생산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 쌀의 경우 중국이 전체의 29.0%(1억 4,437만 톤)를 차지해 최대 생산국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인도, 베트남 순으로 각각 22.3%,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5－5.  주요 국가별 국제곡물 생산 비중 변화 추이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1.3.2. 수출 동향

∙ 최근 상위 주요 국가의 곡물 수출 비중과 수출국 지위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옥수수 생산 규모를 확대해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진 경우, 

국가 정책 및 국제정세 등의 변화로 최근 브라질과 러시아가 각각 세계 1위의 콩과  

수출국으로 부상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 경우 러시아의 수출 비중이 2018/19년 19.7%로 가장 높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국가 농업 

개발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또한,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은 2018/19년에 9.2%로 2006/07년 대비 6.2%p 

증가해  수출시장에서 흑해 지역 국가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옥수수>

<콩>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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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주요 국가별 국제곡물 수출 비중 변화 추이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 옥수수의 경우, 미국이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비중은 2006/07년 

57.5%에서 2018/19년 37.4%로 무려 20.1%p 감소하였다. 반면, 여타 상위 수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는 동기간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14.7%p 확대되어 옥수수 수출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농업 관개시설 확충, 수출 시설 현대화 진전 등 곡물 생산 및 수출 인프라가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 2018/19년 기준 브라질(49.2%)과 미국(34.8%)의 콩 수출 비중이 84.0%로 나타나 

세계 콩 수출시장 구조는 공급자 과점시장의 특징을 가진다. 

- 과거 콩 수출시장에서 미국은 최대 콩 수출국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최근에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콩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 더욱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중국이 미국산 콩 대신 브라질산 콩 수입을 늘린 

것도 최근 미국·브라질 간 콩 수출국 지위가 변화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쌀 최대 수출국은 인도로 2018/19년 세계 쌀 수출량의 25.4%를 차지해 전통적인 

쌀 수출 강국인 태국을 앞질렀다. 반면, 태국의 쌀 수출 비중은 2006/07년 30.0%에 

달했으나, 2018/19년에는 22.4%로 감소해 쌀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다소 위축된 

양상이다. 

< > <옥수수>

<콩> <쌀>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431

2019년 주요 이슈 및 거시요인 전망2

2.1. 2019년 주요 이슈

2.1.1. 겨울철 엘니뇨 등 이상기상

∙ 국제곡물 시장은 웨더마켓 시즌(Weather Market Season: 북반구 주요 생산국의 

곡물 생육 시기)의 기상여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이러한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변동은 곡물 가격의 변동성으로 이어진다. 시장참여자들이 매년 웨더마켓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집중 호우, 극심한 가뭄, 한파 등의 이상기상은 곡물 작황 부진의 

주요 요인이 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주요국의 피해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 2018년 봄·여름철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은 미국, 호주, 러시아, 유럽의  작황 

부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선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곡물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 또한, 해수온 이상 현상인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은 주요 곡물 생산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기상재해를 일으켜 곡물 작황 부진을 초래한다. 

- 강한 강도의 겨울철 엘니뇨 발생은 브라질, 북미 북부, 호주 서부에 가뭄을 야기하고 

아르헨티나와 미국 중남부에 홍수를 유발한다. 한편, 겨울철 라니냐 발생은 호주와 

남미 북부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고, 아르헨티나에는 가뭄을 유발한다. 

그림 15－7.  엘니뇨/라니냐 발생에 따른 지역별 기상 상황

<엘니뇨> <라니냐>

  자료: NOAA/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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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엘니뇨에 따른 남미지역 이상기상으로 콩 작황 부진 우려

∙ 2018/19년 겨울철에 엘니뇨 발생이 예보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이상기상이 남미지역 콩 작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의가 요망된다. 

    -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에 따르면, 최근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1~2월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예보해 엘니뇨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19년 1월 중순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브라질에는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콩 작황 부진이 우려된다.3) 이는 2019년 상반기 콩 가격 상승요인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5－8.  예상 해수면 온도 및 엘니뇨 발생 확률

<예상 해수면 온도> <엘니뇨 발생 확률>

  자료: NOAA/IRI, ENSO Forecast, 2018.12

2.1.2. 미·중 무역분쟁

∙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곡물 시장은 몇몇 주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공급자 과점적 

시장의 성격을 가진다. 세계 콩 수출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브라질이 대표적인 경우

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 콩 구매자로서 콩 수출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가 국제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정치·국제정세의 변화가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는 미·중 무역

분쟁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2018.3.23.)를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연이은 관세 부과,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으로 본격화되었다.4) 

3) 기상요인과 관련하여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에서 기상여건은 평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단수도 최근 20년 동안의 
추세를 반영하였다. 단, 2018/19년 및 2019/20년에 엘니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곡물 생산량은 과거 유사한 
시기의 단수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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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산 콩 재고 누적에 따른 콩 선물가격 하락, 중국의 브라질산 콩 

수입확대에 따른 브라질 콩 수출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3월부터 콩 선물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6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을 거듭하면서 7월 13일에는 톤당 299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또한, 중국의 브라질산 콩 수입확대는 미국과 브라질 콩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콩 수출가격 대비 미국 콩 수출가격 비율은 1/4분기 98.0∼99.0% 수준이었으나, 

미·중 간의 분쟁 장기화로 76.8% (2018.9.18.) 수준까지 가격 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15－9.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콩 가격 변화 추이
단위: 달러/톤

<콩 선물가격 추이> <미국과 브라질 콩 FOB 추이>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 최근 미·중 무역협상 기대 속, 콩 가격 상승세. 향후 회담 결과 귀추 주목

∙ 약세가 지속되었던 콩 선물가격은 G20 정상회담(2018.12.1.) 전후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것

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최근 상승세에 있다. 이후 진행된 차관급 무역협상(2019.1.9.)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곡물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였다. 

    - 최근 양국의 무역갈등 완화 분위기에서 중국 국영기업들은 미국 수출업자들과 최소 18만 톤에서 

최대 90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콩 수입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 미·중 차관급 회담이 우호적인 결과로 마무리된 가운데, 마지막 회담으로 예정된 양국의 고위급 

회담에 이목이 집중된다. 양국은 이 회담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단,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중국의 구매 합의에 대한 이행 보장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며, 여전히 복잡한 사안에 대해 분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 

∙ 미·중 무역회담 결과에 따라 국제곡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향후 회담 전개 양상은 예의

주시해야 할 대외 리스크이다. 

4) 미국은 2018년 3월 23일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4월 2일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15%(돼지고기, 햄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미국은 7월 6일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7월 6일 340억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545품목
(콩 포함(25%))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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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 PLS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11년 PLS 도입 계획을 발표

했고, PLS 관리 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었다. 

∙ 여기에는 국내로 수입되는 식용 곡물도 해당이 되는데5),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은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을 신청·등록할 수 있다.

∙ 해외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EU 등에서 PLS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ppm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PLS 대상이 아닌 성분 지정, CODEX 기준 등을 고려한 약 

700여 개의 잠정기준 설정을 통해 PLS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지원하였다. 

□ 2019년 1월 1일 PLS 시행에 따른 해외 곡물 수입통관 차질이 현실화 될 경우, 국제

곡물 관련 국내 식품시장 혼란 야기 우려

∙ 우리나라의 경우, PLS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약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농약은 수백여 종에 달해 모든 농약에 대한 위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당초 예상과 달리, 외국 농약회사의 IT 신청이 저조하여  수입 곡물의 국내 실수요업체와 관련 

협회가 PLS 대비 차원에서 직접 IT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9년 1월 8일 현재,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수는 밀 154개, 옥수수 170개, 

콩 184개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 실수요업체는 PLS 관리 차원에서 곡물 구매 입찰 시, PLS 조건 충족 조항 삽입 또는 보험 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높은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PLS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통관 

금지로 해당 곡물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되는 위험 부담이 있어 해외 곡물 공급사들은 입찰 참여를 

기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식용 곡물 수입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향후 국제곡물 관련 

국내 식품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5) 수입 농산물 중 식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식품위생법)을 적용받고, 사료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사료관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PLS 시행에 영향을 받는 것은 식용 곡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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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시요인 전망

2.2.1. 경제성장률

∙ (2018년 동향)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2017년 대비 0.1%p 하락하였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1%p 하락한 2.3%, 4.8%이며,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은 1.2%p 하락한 2.6%이다.

- 미국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증가로 성장세가 유지되었지만 일본과 유로존 경기 

하락, 터키 등 신흥국의 금융 불안,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019년 전망)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8년보다 0.2%p 낮은 3.0%가 전망된다.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2.0%) 및 유로존(1.4%)의 경기둔화로 전년보다 낮은 

2.0%가 예상된다. 

-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브라질, 멕시코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전년보다 낮은 4.7%가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0.1%p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여 

3.0%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이러한 단·장기적인 세계 경제성장률의 둔화(또는 정체) 전망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제곡물 가격의 약세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10.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IHS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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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달러화 가치

∙ (2018년 동향) 2018년 달러화 가치는 브렉시트 우려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미국 금리 인상으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 (2019년 전망) 2019년 달러화 가치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증가 

등으로 전년에 이어 주요 통화대비 강세가 예상된다. 

- 한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19년 1/4분기에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향후 양적완화를 통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되어 달러화 

가치의 상승폭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경기 둔화, 향후 유로존 및 일본의 

재정 긴축전망 등으로 유로화, 엔화 대비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중장기적인 달러화 가치 약세 전망은 향후 달러화로 표시된 실물자산인 곡물에 

대한 구매력 증대로 이어져 국제곡물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5－11.  통화가치 전망

단위: 2015년=100

자료: IHS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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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국제유가

∙ (2018년 동향) 2018년 국제유가는 모든 유종(WTI(서부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에서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4/4분기에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 상반기 국제유가는 OPEC의 석유 감산 이행률 확대와 원유 수요증가로 상승하였다. 

하반기에도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4/4

분기 이후로는 세계 원유 공급 확대 및 석유 수요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 (2019년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9년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 공급 

증가로 2018년보다 16.9% 하락한 배럴당 54.2달러(WTI)가 예상된다.6) 

- 하지만 O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석유 공급 과잉에 따른 원유 감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인도 등에서 석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하반기에 국제유가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미국 에너지정보청, WTI)는 원유 수요 확대로 

2028년까지 연평균 5.3%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곡물 가격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5－12.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주: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WTI 현물가격이며, 세계은행은 주요 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현물가격의 평균임.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세계은행(WB)

6) 참고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9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74.0달러로 예상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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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7)3

3.1. 밀 

∙ (2018/19년 전망) 2018/19년 세계  수급여건은 생산량 감소로 2017/18년 대비 

악화될 전망이다.

- 세계  생산량은 러시아, EU, 호주 등 주요국의 여름철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3,099만 톤(4.1%) 적은 7억 3,198만 톤이 전망된다. 

- 세계  소비량은 2017/18년보다 550만 톤(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기말재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276만 톤(4.4%) 감소한 2억 

7,989만 톤으로 예상되며 기말재고율은 2.0%p 하락한 37.5%로 전망된다. 

- 2018/19년 세계  가격은 기말재고량 감소로 2017/18년 대비 14.5% 상승한 톤당 

215달러가 전망된다. 

∙ (2019/20년 전망) 2019/20년 세계  수급여건은 소비량 증가폭보다 생산량 증가폭이 

커 2018/19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생산량은 가뭄 피해가 컸던 러시아, EU, 호주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3,350만 톤(4.6%) 많은 7억 6,548만 톤이 예상된다. 

- 세계  소비량은 우크라이나, 중국의 식용  소비 확대로 전년 대비 1,334만 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기말재고량은 이월재고량은 감소하나 생산량이 늘어 전년보다 1,140만 톤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8%p 상승한 38.3%가 

예상된다. 

- 2019/20년 세계  가격은 기말재고량 증가로 2018/19년보다 1.6% 하락한 톤당 

211달러로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보면, 2028/29년 세계  생산량은 9억 909만 톤으로 

2018/19년 이후 연평균 2.2%의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호주의 생산량 

증가율이 연평균 5.7%로 가장 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각각 연평균 4.3%, 

3.4%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7) 제3절에서 제시한 2018/19년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자료는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의 2018년 12월 전망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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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29년 세계  소비량은 9억 2,426만 톤으로 연평균 2.2%의 증가추세가 예상

된다. 동기간 식용  소비량은 연평균 2.3% 증가하고, 사료용  소비량은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8/29년  수출량은 2018/19년 대비 23.7% 증가한 2억 1,495만 톤으로 전망

된다. 특히, 러시아의  수출량은 연평균 3.6%의 증가율로 여타  수출국보다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기말재고량은 소비량 증가로 2028/29년까지 연평균 0.9%의 감소율이 예상

되며, 기말재고율도 2028/29년에는 27.6%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8/29년 세계  가격은 톤당 251달러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6%의 상승

추세가 예상된다. 

표 15－1.  세계 밀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 달러/톤

2017/18(추정) 2018/19(전망) 2019/20 2023/24 2028/29

생산량 763 732 765 821 909

소비량 741 747 760 832 924

수출량 180 174 179 195 215

기말재고량 293 280 291 283 255

기말재고율 39.5 37.5 38.3 34.0 27.6

가격 188 215 211 230 251

주: 가격은 미국 No.1, hard red winter, Texas Gulf, Barge Delivered 기준임.
자료: 미국 농무부(USDA),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그림 15－13.  세계 밀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달러/톤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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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옥수수

∙ (2018/19년 전망) 2018/19년 세계 옥수수 수급여건은 생산량보다 소비량 증가폭이 커 

2017/18년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35만 톤(2.2%) 증가한 11억 247만 톤이 예상

된다. 이는 작황 호조로 우크라니아 옥수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콩에서 

옥수수로의 작목 전환 확대로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 대비 3,051만 톤(2.8%) 증가한 11억 2,177만 톤이 전망

된다. 사료용 소비는 3.2%, 식용 소비는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3,141만 톤(9.1%) 감소한 3억 1,38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19년 세계 옥수수 가격은 기말재고량 감소로 2017/18년보다 1.2% 상승한 

톤당 162달러가 예상된다. 

∙ (2019/20년 전망) 2019/20년 세계 옥수수 수급여건은 생산량 증가로 2018/19년

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39만 톤(2.6%) 증가한 11억 3,08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중국 및 남미 국가 등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 대비 1,359만 톤(1.2%) 증가한 11억 3,537만 톤이 전망

된다. 

-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539만 톤(1.7%) 증가한 3억 1,923만 톤이 

전망되며,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0.1%p 높은 28.1%가 예상된다. 

- 2019/20년 세계 옥수수 가격은 기말재고량 증가로 2018/19년보다 4.5% 하락한 

톤당 155달러가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28/29년에 12억 

8,265만 톤으로 2018/19년 이후 연평균 1.5%의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이 각각 4.6%, 3.3%, 

2.9%로 세계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나 미국과 중국은 0.3%, 1.3%로 세계 평균

(1.5%)보다 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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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연평균 1.5%의 증가율로 2028/29년에는 13억 59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는 식용 소비량이 연평균 1.5%의 증가세, 사료용 소비량은 

연평균 1.6%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2028/29년에 1억 8,076만 톤으로 연평균 0.9%의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특히, 생산량 증가로 아르헨티나(5.9%), 러시아(7.0%)의 연평균 수출량 

증가율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연평균 0.9% 감소하여 2028/29년에는 2억 8,73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3년 이후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8/29년 기말재고율은 22.0%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2028/29년 세계 옥수수 가격은 톤당 182달러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2%의 

상승추세가 예상된다. 

표 15－2.  세계 옥수수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 달러/톤

2017/18(추정) 2018/19(전망) 2019/20 2023/24 2028/29

생산량 1,079 1,102 1,131 1,202 1,283

소비량 1,091 1,122 1,135 1,213 1,306

수출량 148 166 166 173 181

기말재고량 345 314 319 308 287

기말재고율 31.6 28.0 28.1 25.4 22.0

가격 160 162 155 165 182

주: 가격은 미국 No.2, Yellow Gulf Ports, Barge Delivered 기준임. 
자료: 미국 농무부(USDA),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그림 15－14.  세계 옥수수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달러/톤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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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콩 

∙ (2018/19년 전망) 2018/19년 세계 콩 수급여건은 생산량 증가로 2017/18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54만 톤(5.8%) 증가한 3억 5,742만 톤이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미국 콩 생산량이 작황 호조로 전년보다 514만 톤(4.3%) 증가한 1억 

2,518만 톤이 예상되나, 브라질은 겨울철 가뭄으로 전년보다 172만 톤(1.4%) 감소한 

1억 1,876만 톤이 전망된다. 

□ 겨울철 엘니뇨로 2018/19년 아르헨티나 콩 작황 평년 수준에 못 미칠 듯

∙ 2018/19년 아르헨티나 콩 생산량은 4,600만 톤이 전망된다. 이는 겨울철 라니냐 피해로 콩 단수가 

지난 20년간 두 번째로 최저치(2.12톤/ha)를 기록했던 2017/18년 생산량보다는 많으나, 작황이 

양호했던 과거 3개년(2014/15년∼2016/17년) 평균 생산량(5,700만 톤)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 세계 콩 소비량은 전년 대비 1,655만 톤(4.9%) 증가한 3억 5,331만 톤이 전망된다. 

식용 및 기타 소비는 전년 대비 282만 톤(7.0%), 대두박 가공은 1,373만 톤(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콩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373만 톤(14.7%) 증가한 1억 711만 톤이 전망된다. 

- 2018/19년 세계 콩 가격은 기말재고량 증가로 2017/18년보다 8.2% 하락한 톤당 

315달러가 예상된다. 단, 2019년 상반기 콩 가격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남미지역의 콩 작황 부진 등으로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콩 가격이 크게 낮았던 

2018년 하반기보다는 강세가 예상된다. 

∙ (2019/20년 전망) 2019/20년 세계 콩 수급여건은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 증가폭이 커 

2018/19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0만 톤 증가한 3억 5,992만 톤이 예상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콩 생산량은 콩 수출가격 강세로 전년보다 증가하나 미국 콩 생산량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재고 누적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 세계 콩 소비량은 전년 대비 696만 톤(2.0%) 증가한 3억 6,027만 톤이 전망된다. 

- 세계 콩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18만 톤(1.1%) 감소한 1억 594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9%p 낮은 29.4%가 전망된다.

- 2019/20년 세계 콩 가격은 기말재고량 감소로 2018/19년보다 1.3% 상승한 톤당 

319달러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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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전망) 2028/29년 세계 콩 생산량은 4억 3,795만 톤으로 2018/19년 이후 

연평균 2.1%의 증가추세가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콩 생산량은 연평균 4.0%의 

증가세로 브라질(2.3%), 미국(0.5%)보다 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콩 소비량은 2028/29년에 4억 6,026만 톤으로 연평균 2.7%의 증가세가 전망

된다. 식용 및 기타 소비는 연평균 2.8%, 대두박은 연평균 2.7%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 세계 콩 수출량은 연평균 2.2%의 증가율로 2028/29년에 1억 8,041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콩 수출량은 연평균 각각 2.8%, 2.5%의 증가추세가 

전망된다. 

- 세계 콩 기말재고량은 2028/29년에 9,208만 톤으로 연평균 1.5%의 감소추세가 

예상되며 기말재고율은 2021/22년 이후 생산량보다 소비량 증가율이 커 2028/29년

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된다.

- 2028/29년 세계 콩 가격은 톤당 382달러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0%의 상승

추세가 전망된다. 

표 15－3.  세계 콩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 달러/톤

2017/18(추정) 2018/19(전망) 2019/20 2023/24 2028/29

생산량 338 357 360 399 438

소비량 337 353 360 411 460

수출량 147 145 154 167 180

기말재고량 93 107 106 101 92

기말재고율 27.7 30.3 29.4 24.5 20.0

가격 343 315 319 344 382

주: 가격은 미국 Farm Price 기준임.
자료: 미국 농무부(USDA),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그림 15－15.  세계 콩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달러/톤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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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쌀

∙ (2018/19년 전망) 2018/19년 세계 쌀 수급여건은 생산량 감소로 2017/18년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 세계 쌀 생산량은 주요 쌀 생산국인 인도와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 전년 대비 309만 톤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몬순 강우량 부족에 따른 인도의 쌀 단수 감소 

및 중국 정부의 벼 수매가 하향조정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세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397만 톤(0.8%) 증가한 4억 9,314만 톤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의 소비량이 전년보다 각각 30만 톤(0.2%), 134만 톤(1.4%) 

증가한 1억 4,278만 톤, 1억 톤으로 예상된다.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소비량 증가로 전년보다 74만 톤(0.5%) 적은 1억 4,267만 톤이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 대비 0.4%p 하락한 28.9%로 예상된다. 

- 2018/19년 중립종 및 장립종 쌀 가격은 쌀 주요 수출국인 미국, 태국의 기말재고량 

증가로 2017/18년 대비 각각 0.6%, 5.2% 하락한 톤당 863달러, 397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20년 전망) 2019/20년 세계 쌀 수급여건은 생산량 증가로 2018/19년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세계 쌀 생산량은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생산국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870만 톤(1.8%) 증가한 5억 483만 톤이 예상된다. 

- 세계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677만 톤(1.4%) 증가한 4억 9,992만 톤이 전망된다. 

국가별로 소비량은 이집트, 일본이 감소하나 중국, 인도, 태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08만 톤(1.5%) 증가한 1억 4,474만 톤이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9.0%가 예상된다.

- 2019/20년 중립종 및 장립종 쌀 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2018/19년 보다 각각 0.4%, 

1.3% 하락한 톤당 860달러, 391달러가 전망된다.

∙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쌀 생산량은 2028/29년에 5억 5,989만 톤

으로 연평균 1.2%의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중국(0.4%)과 베트남(0.3%)이 

세계 평균을 하회하나, 인도와 태국은 연평균 1.7%, 2.6%로 증가세가 클 전망이다.

- 세계 쌀 소비량은 2028/29년에 5억 7,036만 톤으로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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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쌀 수출량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2028/29년에는 5,966만 톤이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태국의 쌀 수출량이 연평균 4.3%로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와 미국의 쌀 수출량도 연평균 각각 3.9%, 3.6%의 증가추세가 전망된다. 

- 세계 쌀 재고량은 20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8/29년에는 2018/19년 

대비 13.2% 감소한 1억 2,379만 톤이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은 2018/19년 28.9%에서 

2028/29년 21.7%로 7.2%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립종 및 장립종 쌀 가격은 기말재고량 감소로 2028/29년까지 각각 톤당 921달러, 

426달러로 연평균 0.7%의 상승추세가 예상된다. 

표 15－4.  세계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 달러/톤

2017/18(추정) 2018/19(전망) 2019/20 2023/24 2028/29

생산량 499 496 505 531 560

소비량 489 493 500 541 570

수출량 47 48 50 58 60

기말재고량 143 143 145 136 124

기말재고율 29.3 28.9 29.0 25.2 21.7

중립종 가격1) 868 863 860 881 921

장립종 가격2) 418 397 391 402 426

  주 1) 중립종 가격은 미국 California Medium Grain Milled 기준임.
   2) 장립종 가격은 태국 100% Grade B, Bangkok 기준임.
자료: 미국 농무부(USDA),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그림 15－16.  세계 쌀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백만 톤, 달러/톤

자료: KREI 세계곡물수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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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관련 국내 물가 동향 및 전망4

4.1. 주요 곡물 수입 동향

4.1.1. 식용 곡물

∙ 2018년 식용 곡물 수입량은 589만 7천 톤으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수입액은 

전년보다 7.8% 증가한 17억 3,2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식용 옥수수 수입량은 2017년 대비 2.6% 증가한 236만 

4천 톤이다. 반면, 식용 , 식용 콩 및 채유용 콩은 2017년보다 각각 2.5%, 4.0%, 

3.1% 감소한 233만 1천 톤, 20만 1천 톤, 100만 2천 톤으로 나타났다. 

- 수입단가는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으로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다. 반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산 콩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식용 및 채유용 콩의 단가 

상승률은 과 옥수수보다 낮은 각각 1.7%, 3.3%로 나타났다. 

표 15－5.  식용 곡물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달러/톤

구분 밀 옥수수 식용 콩 채유용 콩 전체

2014

수입량 2,256 2,058 266 951 5,531

수입액 779 553 196 547 2,075

수입단가 345 269 736 576 375

2015

수입량 2,355 2,167 261 1,023 5,806

수입액 719 475 160 443 1,797

수입단가 305 219 613 433 310

2016

수입량 2,258 2,211 247 1,043 5,760

수입액 583 439 136 422 1,580

수입단가 258 198 550 405 274

2017

수입량 2,390 2,303 209 1,034 5,936

수입액 597 460 117 433 1,607

수입단가 250 200 560 419 271

2018

수입량 2,331 2,364 201 1,002 5,897

수입액 661 523 114 434 1,732

수입단가 284 221 570 433 294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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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수입국을 살펴보면, 은 미국과 호주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식용 콩은 

미국, 대두박은 브라질과 미국에서 주로 수입한다. 반면, 옥수수는 상대적으로 수입국이 

다변화되어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옥수수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Non-GMO 옥수수 주요 수입국인 세르비아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 2018년 미국과 호주산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각각 13.5%, 16.0% 상승한 톤당 

279달러, 283달러로 나타났다. 과거 호주산  수입단가는 미국보다 낮았으나 최근

에는 2년간 지속된 가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호주산 이 미국산보다 높은 가격에 

수입되었다. 

- 옥수수의 경우, 미국산과 남미산 가격은 대체로 낮고, 동유럽산(세르비아, 헝가리 등) 

Non-GMO 옥수수는 프리미엄이 높다. 2018년 기준, 세르비아산 수입단가는 톤당 

244달러로 미국산(216달러)과 브라질산(209달러)보다 1.1∼1.2배 높은 수준이다. 

- 한편, 2018년 미국산 식용 및 채유용 콩 수입단가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1.7%, 2.1% 하락한 톤당 535달러, 424달러로 나타났다.

그림 15－17.  주요 수입국별 식용 곡물 수입량 비중 및 수입단가 추이

단위: %, 달러/톤

<밀> <옥수수>

<식용 콩> <채유용 콩>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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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사료용 곡물

∙ 2018년 사료용 곡물 수입량은 2017년 대비 6.2%증가한 1,112만 1천 톤,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26억 8,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 사료용  수입량은 국제  가격 강세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146만 2천 톤이며, 

옥수수와 대두박은 전년 대비 각각 11.2%, 9.5% 증가한 779만 1천 톤, 186만 7천 

톤으로 나타났다. 

- 수입단가는 모든 품목에서 상승했는데, 과 옥수수, 대두박이 각각 전년 대비 

13.0%, 9.0%, 7.9% 상승한 톤당 219달러, 205달러, 412달러로 나타났다.

표 15－6.  사료용 곡물 수입 추이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달러/톤

구분 밀 옥수수 대두박 전체

2014

수입량 1,456 8,154 1,780 11,389

수입액 419 2,067 992 3,478

수입단가 287 253 558 305

2015

수입량 1,608 8,171 1,906 11,685

수입액 369 1,729 839 2,937

수입단가 229 212 440 251

2016

수입량 2,113 7,569 2,027 11,708

수입액 407 1,449 781 2,637

수입단가 193 191 385 225

2017

수입량 1,763 7,007 1,705 10,475

수입액 342 1,317 651 2,309

수입단가 194 188 382 220

2018

수입량 1,462 7,791 1,867 11,121

수입액 320 1,596 769 2,686

수입단가 219 205 412 242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사료용 곡물은 식용 곡물에 비해 수입국이 다변화되어 있다. 특히, 사료용 의 경우 

최근 5년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원산지 변화가 뚜렷하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비중이 높으며, 2018년에는 미국산 옥수수 수입 비중이 

높아졌다. 대두박은 대부분 브라질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그밖에 인도,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 사료용  수입단가는 우크라이나산이 대체로 낮은 가운데, 매년 주요  생산국 

수급여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국가의 이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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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료용 옥수수 주요 수입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각각 9.5%, 6.9%, 2.1% 상승한 톤당 207달러, 200달러, 190달러로 나타났다. 

남미산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미국산보다 낮은 편이나 잦은 체선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미국산 옥수수 수입이 늘고 있다.

- 브라질산 대두박 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9.5% 

상승한 톤당 406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이 브라질산 콩 수입을 

확대하면서 브라질산 콩 가격 상승과 더불어 대두박 가격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림 15－18.  주요 수입국별 사료용 곡물 수입량 비중 및 수입단가 추이

단위: %, 달러/톤

<밀> <옥수수>

<대두박>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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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입단가 및 국내 식품·배합사료물가 전망

4.2.1. 식용 곡물 수입단가 전망

∙ 2019년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 옥수수 수입단가 하락으로 2018년 대비 약세가 예상

된다. 2019년 상반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보다 높으나, 2018년 하반기

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반기 식용 곡물 수입단가 약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국제곡물 가격이 수입단가에 반영되는 시차(5∼6개월)를 고려하면, 2019년 상반기 

수입단가는 2018년 하반기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던 주요 곡물의 선물 시세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20년 주요국의 곡물 작황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국제곡물 가격 안정으로 2019년 하반기 곡물 수입단가는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9년 식용  수입단가는 주요국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선물

가격 약세로 2018년 대비 1.2% 하락한 톤당 280달러가 예상된다. 

- 2019년 식용 옥수수 수입단가는 2018년 대비 1.0% 낮은 톤당 220달러가 전망된다. 

이는 Non-GMO 옥수수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반면, 2019년 식용 콩 수입단가는 2019/20년 미국 콩 생산량 감소 전망으로 2018년

보다 1.4% 상승한 톤당 606달러가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2028년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 옥수수, 콩이 연평균 각각 

2.0%, 1.8%, 2.1% 상승한 톤당 346달러, 265달러, 737달러가 전망된다. 

그림 15－19.  식용 곡물 수입단가 전망
단위: 달러/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REI 식품‧사료물가전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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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전망

∙ 2019년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대두박 수입단가 상승으로 2018년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 곡물 구매 시기를 고려했을 때, 2019년 상반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보다 

높지만, 사료용 곡물 주요 수출국(미국, 우크라이나 등)의 생산량 증가로 안정세를 

보였던 2018년 하반기 곡물 가격이 반영되어 2018년 하반기보다는 약세가 전망된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대두박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강세가 

예상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9년 사료용  수입단가는 주요 수입국인 우크라이나 생산량 

증가로 2018년보다 0.7% 낮은 톤당 218달러가 예상된다. 

- 사료용 옥수수는 상반기 남미산 옥수수 수확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존재

하나, 2019/20년 미국 옥수수 생산량 증가로 2019년 수입단가는 2018년보다 

0.4% 하락한 톤당 204달러가 전망된다. 

- 2019년 대두박 수입단가는 브라질 콩 작황 부진 우려로 2018년 대비 3.2% 상승한 

톤당 425달러가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 2028년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 옥수수, 대두박이 연평균 각각 

2.2%, 2.1%, 2.4% 상승한 톤당 273달러, 253달러, 521달러가 전망된다. 

그림 15－20.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전망

단위: 달러/톤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REI 식품‧사료물가전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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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국제곡물 관련 식품·배합사료물가 전망8)

∙ 국내로 도입되는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은 식품소재 및 사료산업의 주원료이며 국내 식품 

및 배합사료물가는 이들 원료곡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2019년 국제곡물 관련 식품물가는 원료비중이 높은 식용  수입단가 약세로 2018년

보다 0.4%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2019년 배합사료물가는 사료용 옥수수 수입단가가 

하락하나, 대두박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2018년보다 0.6%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9)

- 2019년 상반기의 경우, 곡물 수입단가 약세로 국제곡물 관련 식품 및 배합사료물가는 

2018년 하반기보다 약세가 전망된다.

- 반면, 2019년 하반기의 경우, 국제곡물 관련 식품물가는 식용  수입단가 약세로 

상반기에 이어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배합사료물가는 대두박 수입단가 

상승으로 상반기 대비 강세가 예상된다. 

- 단, PLS 시행에 따른 식용 곡물의 수입통관 차질이 현실화 될 경우, 수입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국내 식품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중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국제곡물 관련 식품물가는 연평균 2.3%, 배합사료물가는 

연평균 2.9%의 상승추세가 예상된다. 

- 한편, 배합사료물가 상승률은 식품물가 상승률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배합

사료 원가에서 수입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식품 원가 비중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림 15－21.  식품 및 배합사료물가 전망

단위: 2015년=100(식품), 2010년=100(배합사료)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KREI 식품‧사료물가전망모형

8) 국제곡물 관련 식품물가는 밀가루, 부침가루, 국수, 라면, 식용유, 두부, 장류, 과자류, 빵류, 배합사료물가는 양우용, 양돈용, 양계용 
사료로 구성되며, 지수는 통계청 물가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9) 참고로, 2018년 국제곡물 관련 식품물가지수는 105.3(2015년=100)으로 2017년보다 2.2% 상승하였고, 배합사료물가지수는 
111.8(2010년=100)로 1.0%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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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산업 현황1

1.1. 생산 동향

∙ 과채류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여 2017년 4만 9천 ha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동안 노지면적은 1만 8천 ha에서 1만 1천 ha로 감소

하였고, 시설면적은 5만 8천 ha에서 3만 8천 ha로 줄었다. 과채류 재배면적 중 시설

면적은 2000년 이후 약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경지면적에서 과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2000년 4%에서 2017년 3%로 감소하였다. 

그림 16－1.  과채류 재배면적 동향

  주: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풋고추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통계청 자료이며, 가지, 멜론, 
파프리카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2017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전체 과채류 재배면적 중 7대 과채류1)의 비중은 2017년 기준 94%이었다. 이 중 재배

면적이 큰 품목은 수박, 호박, 딸기, 토마토, 오이, 풋고추, 참외 순이다. 멜론, 파프리카, 

가지 등 기타 과채류의 비중은 2000년 4%에서 2017년 6%로 증가하였다. 

1) 7대 과채류는 생산액이 큰 딸기, 수박,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참외이며 기타 과채는 파프리카, 멜론, 가지이다.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455

- 참외와 수박은 재배면적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각각 65%, 58% 감소하여 면적 

감소율이 큰 과채 품목이었다. 반면, 토마토와 호박은 동 기간 재배면적이 각각 18%, 

8% 증가하여 전반적인 과채류 재배면적 감소 추세 속에서도 면적이 늘어난 품목으로 

나타났다. 

∙ 2018년 7대 과채류 재배면적은 귀농인 유입 및 신규 시설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4만 6,884ha이었다. 

표 16－1.  과채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천 ha, 천 톤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7
대
 
과
채
류

수박
재배면적 30.5 23.2 16.4 15.2 13.4 12.7
생산량 923 905 679 634 570 506

호박
재배면적 8.4 9.3 9.0 10.6 9.0 9.1
생산량 240 339 303 364 298 313

딸기
재배면적 7.1 7.0 7.0 6.4 6.0 5.9
생산량 181 202 232 195 191 209

토마토
재배면적 4.9 6.7 5.3 7.0 6.4 5.8
생산량 277 439 325 457 390 355

오이
재배면적 7.3 5.9 4.4 4.1 4.8 4.9
생산량 454 403 306 271 334 341

풋고추
재배면적 5.7 5.7 5.4 4.9 4.5 4.5
생산량 198 234 215 176 169 186

참외
재배면적 10.2 7.1 6.2 5.4 5.1 3.6
생산량 333 200 208 161 157 166

합계
재배면적 74.0 64.9 53.7 53.7 49.1 46.5
생산량 2,604 2,722 2,267 2,258 2,110 2,077

기

타 

멜론
재배면적 0.7 1.2 1.7 1.6 1.5 1.5
생산량 17 36 42 42 37 35

파프리카
재배면적 - - 0.4 0.7 0.7 0.7
생산량 - - 41 73 77 78

가지
재배면적 1.0 0.9 0.7 0.7 0.7 0.6
생산량 30 39 28 33 38 31

합계
재배면적 1.7 2.1 2.8 3.0 2.9 2.8
생산량 47 75 112 148 152 144

전체
재배면적 75.7 67.0 56.5 56.7 52.1 49.3 
생산량 2,651 2,796 2,379 2,406 2,262 2,221 

  주: 7대 과채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통계청 자료이며, 기타 과채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2017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과채류 전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2000∼2017년 연평균 1% 감소하여 

2017년에는 222만 톤이었다. 2018년 7대 과채류 생산량은 겨울철 혹한과 봄 기온 

하락, 여름철 폭염과 가을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4% 적은 

200만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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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과채류 전체 생산액은 약 4조 9천억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48조 2천억 원)의 

10%를 차지하였다. 과채류 생산액에서 7대 과채류의 비중은 93%이며, 기타 과채류는 

7%로 증가 추세에 있다.

- 2017년 기준 과채류 품목별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딸기가 28%로 가장 크고, 수박

(15%), 토마토(14%), 풋고추(10%), 오이(10%), 호박(8%), 참외(8%) 순이었다.

표 16－2.  과채류 품목별 생산액(2017년)
단위: 10억 원, %

구분 전체 딸기 수박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참외 파프리카 멜론 가지

생산액 4,941 1,396 755 670 486 475 405 395 224 80 56

비중 100.0 28.3 15.3 13.6 9.8 9.6 8.2 8.0 4.5 1.6 1.1

자료: 통계청

그림 16－2.  과채류 품목별 생산액 규모와 성장률

주 1) 생산액은 2013∼2017년 자료를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하여 평균한 값임.
2) 성장률은 2008∼2012년 평균 실질생산액 대비 2013∼2017년 평균 실질생산액의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 생산액 기준으로 과채 품목별 규모와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딸기와 토마토는 규모와 

성장률 모두 과채류 평균보다 높은 품목들로 나타났다. 반면, 오이, 호박, 참외, 멜론은 

생산액 규모도 평균보다 작으면서 성장 역시 둔화된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오이, 

참외, 멜론의 경우 생산액이 음(-)의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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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과 풋고추의 경우, 과채류 중 생산액 규모는 크지만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나타

냈고, 파프리카와 가지는 생산액 규모가 평균보다 작으나, 성장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1.2. 소비 동향

∙ 7대 과채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5년 56.5kg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4% 감소한 38.9kg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수박

(9.0kg), 토마토(6.7kg), 오이(6.6kg), 호박(5.9kg), 딸기(4.1kg), 풋고추(3.4kg), 참외

(3.1kg) 순이었다.

그림 16－3.  7대 과채류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7대 과채류 중 과일과채류(수박, 토마토, 딸기, 참외)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36.0kg에서 연평균 3% 감소하여 2018년에는 22.4kg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과일과

채류와 대체가능한 과일 수입량의 증가로 과거보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채소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18.8kg에서 감소하여 

2010년 이후 16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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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2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2018년 오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8% 증가한 5,324ha로 나타났다. 오이 재배면적은 

농가의 노동력 부족 등으로 2000년 7,269ha에서 2013년 3,629ha로 연평균 5% 감소

하였다가 2014년 이후 충남 천안, 강원 홍천, 경북 상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귀농인 

유입2), 기존 농가들의 재배면적 확대, 타 과채류에서의 작목 전환3)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오이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재배면적 중 충청이 38%로 비

중이 가장 컸으며, 경기가 18%, 영남 17%, 강원 15%, 호남 13% 순이었다. 2000년에 

비해서 충청과 강원, 영남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한 반면, 호남, 경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4.  오이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6－5.  지역별 오이 재배면적 비중

주 1)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지역별 재배면적에 제주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2) 오이는 지역별로 주산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귀농 후 작목 선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특화작목은 판매망이나 작목반 
등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기술 전수가 용이하고 지자체의 지원이 많은 이점이 있다. 

3) 농촌진흥청 시설채소 소득 현황(2017년)에 따르면, 1년 1기작/10a 기준 오이(촉성)재배의 소득이 1,287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시설채소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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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단수는 농가의 재배 기술이 발전하고 다수확 품종이 보급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최근 6,900kg/10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단수는 겨울 혹한, 

봄 기온 하락, 여름 폭염과 가을철 폭우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8% 감소

한 6,386kg/10a으로 추정된다.

∙ 2018년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에도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4만 

톤으로 추정된다.

2.1.2. 출하 및 가격 동향

∙ 2018년 전국 도매시장 오이 품종별 반입 비중은 백다다기오이가 55%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가시오이 27%, 취청오이가 14%로 뒤를 이었다. 반입 비중은 2013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2008년 대비 백다다기오이의 반입 비중은 증가하고 취청

오이는 감소하였다. 

그림 16－6.  오이 품종별 도매시장 반입 비중 추이 

  주: 반입량은 서울가락도매시장을 포함한 전체 33개 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기타는 노각오이, 피클오이, 캡오이 등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8년 백다다기오이의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전년보다 9% 감소한 8만 8,182톤

이었다. 2014년 이후 백다다기오이의 반입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늘어 지속적인 증가

세를 나타내었으나, 2018년에는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2018년 실질

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1% 높은 2,690원/kg이었다.

∙ 취청오이 반입량은 2000년 이후 감소세이며, 이에 따라 실질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실질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8% 높은 2,250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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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오이 품종별 도매시장 반입량과 가격 추이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오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2000년 9.5kg에서 2013년 5.0kg까지 

연평균 5%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생산량 증가로 오이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6.6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6－8.  오이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소비자 조사결과(농업관측본부, 2018. 12.), 가정에서 주로 구매하는 오이 품종은 

백다다기오이가 75%로 가장 많았고, 가시오이는 18%, 취청오이는 8%로 나타났다. 

2012년 소비자 조사에 비해 백다다기오이 구매는 10%p 상승하였고 가시오이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청오이 구매는 11%p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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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구매한 오이의 용도는 생식용이 전체 응답 중 40%로 가장 많았으며, 무침용 

28%, 소박이 김치용 13%, 샐러드용 8%, 절임용 6% 순이었다.

∙ 오이의 주 구입처를 살펴보면 동네가게·슈퍼마켓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백화점·

대형마트는 36%, 전통시장 18%, 로컬푸드는 2%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조사한 

주 구입처와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접근성이 좋은 동네가게·슈퍼마켓의 구매 비중이 

4%p 상승하였다.

그림 16－9. 오이의 품종별 구매 비중과 용도

(구매 비중) (용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56명)

∙ 향후 오이의 품종 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삭하고 시원한 맛의 오이’의 

품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7%가 현재보다 구입량을 늘릴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는 오이’는 80%의 응답자가 구입량을 증가할 의향을 보였다. 

∙ ‘가시가 없고 매끈한 오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7%만이 구매를 더 늘릴 것으로 

응답하였고, ‘오이 특유의 향’에 대해서는 약 70%의 응답자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3.  향후 오이 품종 개발 방향과 구입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훨씬 더 구입할 것 더 구입할 것 변화없음

아삭하고 시원한 맛의 오이 28.9 58.2 12.9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는 오이 29.0 50.7 20.3

가시가 없고 매끈한 오이 10.8 35.7 53.5

특유의 향이 많이 나는 오이 7.6 24.6 67.8

특유의 향이 줄어든 오이 6.9 23.7 69.4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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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수출입 동향

∙ 2018년 오이 수출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260톤이었다. 오이 수출은 초산조제가 

가장 많으며 주 수출대상국은 베트남과 미국이다. 2018년 초산조제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전년에 비해 2% 감소하였다. 반면 신선오이 수출

량은 홍콩으로의 수출이 확대되어 전년보다 6% 증가한 53톤이었다. 2018년 전체 신

선오이 수출 중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은 72%로 전년에 비해 11%p 상승하였다.

∙ 2018년 오이 수입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2만 306톤이었다. 오이 수입은 2014년 

2만 3천 톤을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2만 톤 이상을 유지하였다. 오이는 절임 형태로 

가장 많이 수입되며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된다. 

2018년 절임오이 수입량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2017년에 비해 8% 감소한 1만 

1,392톤이었다. 

∙ 2018년 초산조제오이 수입량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8,914톤이었다.  2013년 이전

까지 초산조제오이 주 수입대상국은 미국이었으나, 이후 베트남산의 수입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18년 76%를 기록하였다.

표 16－4.  오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량

신선 5,805 918 27 43 64 47 50 53

절임 0 4 0 245 30 25 51 0

초산조제 1 29 27 149 140 135 210 206

전체 5,807 951 55 437 234 207 312 260

수
입
량

절임 2,576 13,305 16,805 16,892 14,302 12,401 12,377 11,392

초산조제 6,165 4,358 3,795 6,476 6,732 8,569 7,746 8,914

전체 8,741 17,663 20,600 23,368 21,034 21,025 20,123 20,306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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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급 전망

∙ 2019년 전체 오이 재배면적은 충남 천안, 경북 상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3% 증가한 5,457ha로 전망된다.

∙ 2019년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기상 여건이 나빴던 2018년보다 단수가 

늘어 전년보다 8% 많은 36만 8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오이 재배면적은 주산지의 재배면적 증가로 2021년까지 증가하겠으나, 2022년 이후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2023년 5,481ha, 2028년 5,367ha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2021년까지 점차 증가하여 37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오이 1인당 소비량도 7.1kg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이후에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 2028년 1인당 소비량은 6.9kg으로 예상된다.

표 16－5.  오이 수급 전망 그림 16－10.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
면적

ha 5,324 5,457 5,481 5,367

단수 kg/10a 6,386 6,743 6,741 6,774

생산량 천 톤 340 368 371 365

1인당 
소비량

kg 6.6 7.1 7.1 6.9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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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생산 및 가격 동향

∙ 가지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한 반면, 단수는 재배기술 향상 등

으로 연평균 3% 증가하였다. 2017년 재배면적은 619ha이었고, 단수는 5,058kg/10a

이었다. 

∙ 가지 생산량은 2008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7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3만 

1천 톤이었다.

그림 16－11.  가지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가락도매시장 가지 반입량은 최근 5개년 평년 기준 2만 3천 톤이다. 평년 실질

가격은 1,950원/kg이며, 2018년은 전년과 비슷한 1,990원/kg이다.

그림 16－12.  가지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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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3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2018년 호박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9,206ha이었다. 호박은 타 과채류에 

비해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완만한 증가 추세이다. 

∙ 지역별 호박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재배면적 중 영남의 비중이 

33%로 가장 컸으며, 호남 24%, 충청 16%, 경기 15%, 강원 12% 순이었다. 2000년에 

비해 영남과 호남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한 반면, 경기, 강원, 충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단수는 겨울 혹한, 봄 기온 하락, 여름 폭염과 가을철 폭우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고 애호박 주산지인 경남 진주에서 바이러스 피해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감소한 

3,094kg/10a으로 추정된다. 

∙ 2018년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9% 감소한 

28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16－13.  호박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6－14.  지역별 호박 재배면적 비중

주 1)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지역별 재배면적에 제주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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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전체 호박의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2년 

이후  8만 톤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품종별 반입 비중을 보면, 애호박이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쥬키니호박 18%, 단호박 13% 순이다. 

∙ 애호박 반입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5만 7천 톤까지 

증가하였다. 2018년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기상 악화 및 바이러스 피해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19% 감소하였다. 2018년 실질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18% 높은 

2,350원/kg이었다.

그림 16－15.  호박 품종별 도매시장 반입량과 가격 추이

(호박 전체) (애호박)

(쥬키니호박) (단호박)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쥬키니호박 반입량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보다 

1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실질가격은 전년보다 25% 높은 1,530원/k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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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박은 소비 확대에 힘입어 2013년 이후 반입량이 2만 톤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

러나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2017년 이후 재배면적이 축소

되면서 반입량 또한 감소하였다. 2018년 반입량은 전년보다 49% 감소한 7,586톤, 

실질가격은 19% 높은 1,880원/kg이었다. 

3.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호박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 생산량 감소로 줄어

들었다. 2018년 호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5.9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6－16.  호박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소비자 조사결과(농업관측본부, 2018.12.), 가정에서 주로 구매한 애호박 품종은 일반

애호박4)이 93%로 가장 많았고, 둥근애호박 5%, 쥬키니호박은 2%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애호박 구매 중 인큐 포장된 애호박의 구매 비중이 90%를 차지하였다.

∙ 소비자가 구매한 애호박의 용도는 찌개용이 전체 응답 중 58%로 가장 많았으며, 

무침용 27%, 부침용 15% 순이었다.

∙ 애호박의 주 구입처를 살펴보면 동네가게·슈퍼마켓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백화점·

대형마트는 37%, 전통시장은 14%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소비자 조사와 비교해 

보면 주 구입처 순은 변하지 않았으나, 접근성이 좋은 동네가게·슈퍼마켓의 구매

비중이 8%p 상승한 반면 전통시장은 7%p 하락하였다.

4) 일반애호박은 포장된 인큐애호박과 포장되지 않은 애호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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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7. 애호박의 품종별 구매 비중과 용도

(구매 비중) (용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56명)

∙ 향후 호박의 품종 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양한 크기의 호박’과 ‘껍질이 

얇아 손질이 편한 호박’에 대한 호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신품종 

호박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0% 이상이 현재보다 구입량을 늘릴 것으로 응답하였다. 

∙ ‘다양한 색깔의 호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37%만이 구매를 더 늘릴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16－6.  향후 호박 품종 개발 방향과 구입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훨씬 더 구입할 것 더 구입할 것 변화없음

필요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호박 14.0 42.2 43.8

껍질이 얇아 손질이 편한 호박 13.7 38.7 47.6

다양한 색깔의 호박 7.6 29.3 63.1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56명)

3.1.4. 수출입 동향

∙ 2018년 단호박 수출량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2,795톤이었다. 단호박 주 수출

대상국은 일본으로, 2018년 판로가 확대되어 수출량이 전년보다 6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2017년 84%에서 2018년 89%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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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단호박 수입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한 2만 4,824톤이었다. 단호박 수입량은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2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다. 주요 수입시기는 

국내 생산량이 적은 10월~익년 4월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뉴질랜드와 통가이다. 

뉴질랜드산 단호박은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2~4월에 주로 수입되고 

통가산 단호박은 10~12월에 수입된다. 

∙ 통가산 단호박 수입량은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8년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단가가 하락한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수입이 증가하여 2018년 수입 비중은 91%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표 16－7.  단호박 수출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량 695 296 326 1,545 2,192 2,311 1,787 2,795

일본
688

(99.1)
203

(68.7)
269

(82.5)
1,308
(84.7)

1,857
(84.7)

1,894
(82.0)

1,503
(84.2)

2,484
(88.9)

수입량 888 9,055 15,164 19,417 23,184 22,113 24,031 24,824

뉴질랜드
848

(95.5)
8,831
(97.5)

14,204
(93.7)

18,202
(93.7)

21,502
(92.7)

20,300
(91.8)

19,519
(81.2)

22,682
(91.4)

통가 - -
801
(5.3)

1,187
(6.1)

1,678
(7.2)

1,390
(6.3)

4,489
(18.7)

1,909
(7.7)

 주: ( )는 전체 수출입량 중 해당 국가의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3.2. 수급 전망

∙ 2019년 호박 전체 재배면적은 경남 진주, 충북 청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귀농인 

유입, 기존 농가들의 재배면적 확대와 타 과채류에서의 품목 전환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한 9,307ha로 전망된다.

∙ 2019년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1% 많은 31만 6천 톤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호박 수입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전체 공급량은 33만 8천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중장기 호박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가 이어져 2028년 9,687ha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36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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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2028년 6.8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8.  호박 수급 전망 그림 16－18.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9,206 9,307 9,447 9,687

단수 kg/10a 3,094 3,391 3,431 3,481

총 공급량 천 톤 307 338 347 361

국산 천 톤 285 316 324 337

수입 천 톤 25 25 26 27

1인당 
소비량

kg 5.9 6.5 6.6 6.8

주 1)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호박 수출량은 미미하여 제외함.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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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고추4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풋고추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작목 전환 등으로 2004년 이후 연평균 2% 감소

하였다. 2018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6% 증가한 4,806ha이었다. 이는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강원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지역별 풋고추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전체 재배면적 중 영남의 비중이 

55%로 가장 컸으며, 강원 20%, 호남 16%, 충청 6%, 경기 3% 순이었다. 2000년에 

비해서 영남과 강원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한 반면, 호남, 충청, 경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시설지원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호남은 주출하지의 

수익성 저하로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 풋고추 단수는 2000년 이후 4,000kg/10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단수는 폭염 

및 폭우 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3,701kg/10a으로 추정된다.

∙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축소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

하였으나,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5% 적은 17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16－19. 풋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16－20. 지역별 풋고추 재배면적 비중

  주 1)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지역별 재배면적에 제주는 제외함.

자료: 통계청(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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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출하 및 가격 동향

∙ 2018년 풋고추 품종별 도매시장 반입 비중을 살펴보면, 청양계풋고추(54%)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오이맛고추(15%), 꽈리고추(14%), 일반풋고추(10%) 순으로 나타

났다. 반입 비중은 전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나, 평년에 비해 청양계풋고추와 오이맛

고추는 증가하였고, 일반풋고추는 감소하였다. 

그림 16－21.  풋고추 품종별 도매시장 반입 비중 추이

 주: 반입량은 서울가락도매시장을 포함한 전체 33개 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기타는 절임용고추, 당조고추, 기타 
품종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락도매시장 풋고추5) 반입량은 2007년부터 연평균 7% 증가하였다. 실질가격은 

2016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경남지역의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로 인한 

단수 증가로 반입량이 증가하여 2017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18년 반입량은 

겨울 혹한, 봄 기온 하락, 여름 폭염과 가을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3만 5천 톤이었고, 실질가격은 전년보다 14% 높은 3,210원/kg이었다.

∙ 청양계풋고추 반입량은 2012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은 경남

지역의 작목 전환과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호남지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2만 1천 톤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가격은 전년보다 17% 높은 3,370원/kg

이었다.

5) 가락도매시장에서 생고추로 구분된 것 중 꽈리고추, 홍고추 등을 제외한 청양계풋고추, 일반풋고추, 오이맛고추의 반입량과 거래
금액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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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2.  풋고추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격 추이

(풋고추 전체) (청양계풋고추)

(일반풋고추) (오이맛고추)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일반풋고추 반입량은 2015년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반입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5천 톤

이었다. 2018년 실질가격은 전년보다 1% 낮은 3,140원/kg이었다. 반입량이 감소하

였음에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품위 저하로 10∼12월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오이맛고추 반입량은 2011년 6천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만 톤에 이르렀다. 

2018년 반입량은 연초 한파와 여름철 고온 피해 등으로 전년보다 10% 적은 9천 톤이

었으며, 실질가격은 8% 상승한 2,890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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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3.  풋고추 월별 도매시장 실질가격 추이

(청양계풋고추) (일반풋고추)

 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풋고추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소비량은 전년보다 5% 감소한 3.4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6－24.  풋고추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475

∙ 소비자 조사결과(농업관측본부, 2018.12.), 가정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32%), ‘일반풋고추’(27%), ‘오이맛고추’(27%), ‘꽈리고추’(14%)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풋고추의 품종별 가정 소비 비중에 큰 변동은 없으나, 일반

풋고추 구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오이맛고추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풋고추는 품종별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청양계풋고추는 양념용으로, 일반

풋고추와 오이맛고추는 생식 및 튀김용으로 가정에서 이용하는 품종이 용도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9.  소비자 가구의 풋고추 품종별 구입 비중
단위: %

연도 청양계풋고추 일반풋고추 오이맛고추 꽈리고추

2012년 31 31 23 15

2017년 32 30 25 13

2018년 32 27 27 14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56명)

∙ 향후 풋고추 품종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세 가지 품종에서 공통적으로 

‘아삭함’ 특성이 개선된다면 더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껍질이 

얇음’ 순이었다. 

∙ 청양계풋고추와 일반풋고추의 경우 ‘맵기’가 더 맵게 개선된다면 구입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각각 26%, 27%로 가장 낮았고,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다른 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6－10.  향후 풋고추 품종 개선 방향과 구입 증가 의향
단위: %

맵기 아삭 크기 껍질 색깔 맵기 아삭 크기 껍질 색깔 아삭 크기 껍질 색깔

훨씬 더 구입할 것 7.1 9.5 4.4 9.3 5.7 6.1 14.3 6.7 11.5 5.4 23.7 11.8 17.7 8.9

더 구입할 것 19.2 45.9 18.2 40.3 23.6 20.6 64.1 25.9 52.0 28.2 52.0 22.5 50.3 26.7

변화 없을 것 56.3 42.1 72.2 46.9 64.2 52.5 21.3 65.5 35.3 60.8 22.6 60.2 29.3 57.2

구입하지 않을 것 17.4 2.5 5.2 3.4 6.5 20.8 0.3 1.9 1.3 5.6 1.7 5.4 2.7 7.2

청양계풋고추 일반풋고추 오이맛고추
구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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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급 전망

∙ 2019년 풋고추 재배면적은 강원과 영남에서 출하기 가격 약세 영향으로 작목 전환 

의향이 높아 전년보다 5% 감소한 4,566ha로 전망된다.

∙ 중장기 풋고추 재배면적은 주산지의 도시화,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연평균 2% 감소하여 2028년 4,010ha로 전망된다.

∙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19년 17만 5천 톤에서 2028년 15만 8천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소비량도 2028년 3.0kg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표 16－11.  풋고추 수급 전망 그림 16－25.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
면적

ha 4,806 4,566 4,207 4,010

단수 kg/10a 3,701 3,841 3,888 3,946

생산량 천 톤 178 175 164 158

1인당 
소비량

kg 3.4 3.4 3.1 3.0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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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생산 및 가격 동향

∙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단수는 2006년부터 각각 연평균 8%, 3% 증가하였다. 

2017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712ha이었으며, 단수는 전년과 비슷한 

10,703kg/10a이었다. 

∙ 파프리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연평균(’06∼’17년) 10%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재배면적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7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7만 8천 톤이었다.

그림 16－26.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가락도매시장 파프리카 반입량은 2014년부터 2만 톤을 초과하였다. 최근 5개년 

평년 기준 반입량은 2만 4천 톤, 실질가격은 3,300원/kg이다.

그림 16－27.  파프리카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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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5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2000년대 들어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열풍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토마토 재배면적은 

2007년 7,353ha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배면적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10년 5,270ha가 되었다.

∙ 2010년 이후에는 지자체의 시설지원사업 등으로 7,000ha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씩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2018년 토마토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 증가한 6,058ha이었다. 이는 타 작목(풋고추, 

화훼, 엽채류 등)에서의 전환6)과 신규 시설면적 확대, 수출용 품종 재배 증가 등 

영·호남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림 16－28.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6) 농촌진흥청 시설채소 소득 현황(2017년)에 따르면 1년 1기작/10a 기준 토마토 촉성과 반촉성재배의 소득은 9백만 원이 넘는 것
으로 나타나 오이(촉성)재배와 딸기, 파프리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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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토마토 재배면적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재배되었으나, 최근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지원사업으로 신규 시설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토마토는 지역과 계절·작형에 큰 관계없이 전국에서 고루 재배

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 최대 주산지인 영남과 호남의 토마토 재배면적 비중은 2000년 31%에서 2018년 

30%, 26%로 각각 2%p, 5%p 하락하였다. 충청지역도 같은 기간 동안 26%에서 20%로 

감소하였다.

- 반면, 강원지역의 경우 철원, 횡성, 인제 등에서 신규 시설면적이 늘어 2000년 12%

이었던 재배면적 비중이 2018년 25%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6－29.  토마토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2018년 재배면적 비중)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

주: 제주지역은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 토마토 단수는 시설 현대화(유리온실, 스마트팜, 수경재배 확대  등)와 수량성이 높은 

품종으로의 전환 등으로 2000년 5,630kg/10a에서 완만하게 증가하여 최근 5년간 

6,400kg/10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토마토 단수는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고온, 가을 잦은 강우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2% 감소한 6,020kg/10a으로 

추정된다.

∙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기술의 평준화로 단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재배면적과 

유사한 패턴으로 증감하고 있다. 2018년 생산량은 단수 감소에도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3% 많은 36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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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출하 및 가격 동향

∙ 토마토는 크게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로 구분이 되며 최근에는 일반토마토 출하 

비중이 감소하고 방울토마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3개 도매시장의 일반토마토 반입 비중은 2010년 67%에서 2018년 62%로 5%p 

하락하였다.

- 반면, 방울토마토 반입 비중은 2010년 33%에서 2018년 38%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반입 비중이 2010년 1%

에서 2018년에는 27%로 증가하였다.

표 16－12.  토마토 품종별 도매시장 반입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10 2013 2016 2018

일반토마토 67.3 66.3 65.0 62.1

방울토마토

대추형 0.8 8.6 20.9 27.0

원형 31.9 25.1 14.1 10.9

전체 32.7 33.7 35.0 37.9

주: 반입량은 서울가락도매시장을 포함한 전체 33개 도매시장 실적자료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토마토의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20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생산량이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도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8% 적은 3만 8천 톤 수준이었다.

∙ 일반토마토의 월별 반입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3년(’16∼’18) 여름철 반입 비중이 

’10∼’12년에 비해 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을 비롯한 여름철 

주요 출하지역에서 6∼8월 출하 집중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분산 출하를 위해 

정식시기를 조절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일반토마토 실질가격은 2010년 이후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8년은 작황 부진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하반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전년보다 

11% 높은 2,230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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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0.  일반토마토 반입량과 가격 추이

(연도별 반입량 및 실질가격) (월별 반입 비중)

  주: 반입량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그림 16－31.  일반토마토 품종별 반입량과 가격 추이

(적색계, 연도별) (도색계, 연도별)

(적색계, 2018년 월별) (도색계, 2018년 월별)

주: 일반토마토 품종별 반입량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법인회사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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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3.  일반토마토 품종 구분

품종 특성

도색(桃色)계 
∙ 동양계 품종으로 겉에 푸른색이 돌며, 당도가 높고 과피가 얇아 생식용에 적합함.

∙ 재배기술에 따라 상품과의 생산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단기재배에 적합함.

적색(赤色)계

∙ 유럽계 품종으로 색이 빨갛고 육질이 단단하며, 당도가 낮아 가공 및 조리용에 적합함.

∙ 내병성 및 착과·비대가 우수하고 장기간 관리가 용이해 장기재배에 적합함.

∙ 양액(수경)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재배 농가가 증가 추세임.

자료: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토마토 품종」,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토마토 생리와 재배」

∙ 일반토마토는 요리 및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적색계(유럽종)의 반입 비중이 증가

하는 반면, 주로 생식용으로 소비되는 도색계(동양종)는 최근 3년(’16∼’18)간 연평균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색계가 도색계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출 품종으로도 적합하여 적색계 품종으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

∙ 도색계 토마토는 5∼7월 반입량이 가장 많은데, 이는 이 시기 주출하지인 강원지역에서 

도색계 재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적색계의 경우 월별로 비교적 고르게 출하되는 

편이며, 최근 3년(’16∼’18)간 평균 2,170원/kg으로 도색계보다 약 8% 높게 형성

되었다. 도색계 실질가격은 반입량 감소에도 연평균 6%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울토마토 전체 반입량은 2014년에 생산량 급증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최근 4년간 

2만 6천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은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전년과 비슷한 2만 6천 톤 수준이었다. 

2018년 실질가격은 반입량이 전년과 비슷하나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품질 저하로 

전년보다 5% 낮게 형성되었다.

∙ 방울토마토는 원형에서 대추형으로 품종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방울

토마토 반입량 중 대추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1%에서 2018년 63%까지 

확대되었다.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실질가격은 최근 3년 평균 3,670원/kg으로 원형

(2,640원/kg)에 비해 39%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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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2.  방울토마토 반입량과 가격 추이

(방울토마토 전체) (원형 및 대추형)

  주: 반입량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원형 방울토마토는 대추형으로 품종이 전환되면서 반입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대체재인 대추형의 반입량 증가로 원형 방울토마토 

실질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5.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토마토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대 들어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9.8kg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생산량 변화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다 2018년

에는 전년보다 증가한 6.7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6－33.  토마토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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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조사결과(농업관측본부, 2018.12.), 소비자는 일반토마토(30%)보다 방울

토마토(7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입하는 방울토마토 품종은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66%로 원형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다양한 대추형 방울토마토 

품종 개발(컬러대추 방울토마토, 흑대추 방울토마토 등)로 선호도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향후 대추형 방울토마토 소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방울토마토의 구입 및 선호 품종간의 격차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의 경우,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방울토마토 품종의 57%가 원형 방울토마토

였으나, 선호하는 품종은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6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8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구입하는 품종은 대추형(66%)으로 나타나, 구입 품종과 

선호 품종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림 16－34.  토마토 선호 품종 그림 16－35.  방울토마토 구입 및 선호 품종

주: 기타 방울토마토에는 컬러대추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흑대추 방울토마토, 호피대추 방울토마토 등이 포함됨.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울토마토 중 대추형과 원형 방울토마토 이외의 다양한 

품종에 대한 구입 경험을 조사한 결과, 컬러대추 방울토마토는 72%, 흑대추는 49%, 

송이토마토는 40%가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재구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다시 구입할 의사가 있었으며, 구입 

경험은 없으나 향후에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도 평균 55%로, 다양한 품종에 대한 구입 

만족도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소비자가 토마토 구입 시 고려하는 속성(5점 척도)은 ‘맛(당도)’과 ‘신선도’가 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가격’, ‘단단함(경도)’, ‘안전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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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4.  방울토마토 신품종 구입 경험 그림 16－36.  토마토 구입 시 속성별 중요도

단위: %

구분 구입 경험 있다

컬러대추 방울토마토 71.8

흑대추 방울토마토 49.1

송이토마토 40.4

호피대추 방울토마토 13.6

  주: 소비자의 구입 시 속성별 중요도는 5점 만점임(1점: 전혀 무관, 3점: 보통, 5점: 매우 중요).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 향후 토마토 품종 개발 방향과 구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의 토마토’에 대한 구입 증가 의향이 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껍질이 얇아 

먹은 후 이물감이 적은 토마토’(82%), ‘꼭지가 무르지 않고 신선도가 좋은 토마토’(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15.  향후 토마토 품종 개발 방향과 구입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훨씬 더 구입할 것 더 구입할 것 변화없음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의 토마토 31.7 56.2 12.1

껍질이 얇아 먹은 후 이물감이 적은 토마토 31.8 50.3 17.9

꼭지가 무르지 않고 신선도가 좋은 토마토 29.9 51.1 19.0

색이 선명하고 아삭한 식감이 우수한 토마토 25.2 51.5 23.3

다양한 건강기능성이 추가된 토마토 23.0 45.0 32.0

껍질이 두꺼워 물러지지 않고 저장성이 높은 토마토 19.3 40.8 39.9

꼭지가 쉽게 분리되어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는 토마토 14.5 37.7 47.8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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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토마토 품종별 소비 동향

∙ 일반토마토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을 품종별로 보면, 적색계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이다. 요리 및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적색계 반입량은 최근 5년(’14∼’18)간 연

평균 3% 증가한 반면, 생식용으로 적합한 도색계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생산자 입장에서 적색계가 도색계보다 열과 발생률이 적고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재배 선호도가 높으며, 도매시장이나 유통업체도 색택이 좋고 과가 단단해 저장 및 

판매가 용이한 적색계 토마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 가정 내 소비에서 토마토는 생식용으로 섭취하기 위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조사결과, 일반토마토를 주로 섭취하는 방법이 ‘생식용(주스 포함)’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89%인 반면, 요리 및 샐러드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7%에 

불과했다.

∙ 또한 소비지별로 일반토마토에 대한 선호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음식업체·식자재

업체 등은 과육이 단단하고 과즙이 잘 흘러내리지 않는 특성을 선호하는 반면, 가정 내 

소비는 대부분 일반토마토를 생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색택과 경도보다는 당도를 

중요시 여긴다.

∙ 현재 출하되는 일반토마토는 도색계와 적색계로 품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토마토가 ‘도색계’와 ‘적색계’ 품종으로 구분되는 것을 

인지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31%로, 69%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정 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당도가 낮은 적색계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적색계를 

섭취하고 ‘토마토가 맛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토마토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일반토마토를 ‘도색계(생식용)’와 ‘적색계(요리용)’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소비지에 맞춰 품종별 홍보 및 판매 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16.  일반토마토 구입 후 섭취 방법 그림 16－37.  일반토마토 도색계/적색계 품종 구분 여부
단위: %

구분 비중

생과 그대로 65.3

갈아서 주스로 23.7

요리 및 샐러드 재료로 7.3

익혀서 3.7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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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수출입 동향

∙ 토마토는 주로 신선·냉장 상태(67%)와 케첩(29%) 형태로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다.

∙ 2000년 신선 토마토 수출량은 1만 2천 톤 수준이었으나,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최근 토마토 생산량 증가로 국내가격이 하락하자  

수출을 확대하는 농가가 늘어나 최근 5년간 신선토마토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8년 신선토마토 수출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4,940톤이었다.

표 16－17.  토마토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수출량

신선 11,724 3,044  1,072  3,779  3,798  4,203  4,940  

케첩 829 1,061 1,122 1,820 1,432 1,684 2,155 

페이스트·소스 0 125 63 91 182 320 164 

전체 12,678 4,314  2,303  5,738  5,428  6,334  7,335  

수입량

페이스트 21,259 27,829  26,164  25,627  25,276  27,677  28,031  

조제·저장 2,707 5,689 8,608 12,397 11,842 13,964 14,531 

소스·케첩 2,889 4,235  6,338  7,222  7,909  8,069  8,445  

전체 28,422 39,851  43,105  48,276  48,284  53,837  55,64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신선·냉장 토마토7)는 98%가 일본으로 수출되며, 일본은 2010년 잔류 농약 전수검사 

면제(수출업체 ID 제도8))와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자국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감소

하여 2012년부터 대일본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4,840톤이 수출되었다.

7) 신선·냉장 토마토의 주요 수출대상국 관세율은 일본이 3%(WTO 협정세율)이며, 홍콩은 무관세이다. 

8) ID란 일본으로 수출하는 채소류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ID 제도란 일본 수출 채소류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가 정부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ID 등록·부여를 받으면, 식품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해당 품목은 일본에 수출할 때 잔류농약 전수검사(검사명령)를 받지 않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신청자격: 수출업체는 계약재배면적의 총 합 3ha(유리온실 2ha) 이상, 생산농가는 재배면적 2,000㎡ 이상
    ② 신청자격을 갖춘 업체는 관련 서류를 유통공사 해당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발급절차가 진행되며, 총 3단계의 심사·평가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ID 등록 추천을 요청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받은 업체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ID 등록 추천을 실시하여, 일본에서 ID 등록 회신이 오면 해당 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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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8.  주요 국가별 토마토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신선·냉장
수출량

일본 11,711 2,934 1,034 3,751 3,763 4,102 4,837

홍콩 1 1 30 2 12 15 24

페이스트
수입량

중국 5,664 13,737 14,971 8,733 14,536 17,607 16,358

미국 6,701 9,216 8,385 13,126 8,119 6,583 7,352

자료: 한국무역협회

∙ 토마토 수입은 페이스트(50%)와 조제·저장처리 토마토(26%)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선·냉장 토마토의 경우 수입식물검역으로 인해 수입량이 미미한 수준이다. 

수입 비중이 높은 페이스트 수입량은 2만 6천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조제·저장처리, 

케첩, 소스 등의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페이스트와 조제·

저장처리 토마토 수입량은 2만 8천 톤, 1만 5천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1%, 4% 증가

하였다.

∙ 페이스트는 주로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18년 양국의 수입 비중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조제·저장처리 토마토는 이탈리아(70%)와 미국(27%)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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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마토 생산 및 수입 동향 

∙ 일본의 토마토 재배면적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씩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출하량은 66만 톤 수준이다.

표 16－19.  일본 토마토 재배면적과 출하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배면적 12,300 12,100 12,100 12,100 12,100 12,000 

출하량 614 671 666 653 670 668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일본의 신선·냉장 토마토 수입액은 2008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수입액은 전년보다 1% 증가한 2,675만 달러이었다. 한국산 토마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캐나다(14%), 네덜란드(14%) 순이다.

표 16－20.  일본의 신선·냉장토마토 수입액
단위: US 천 달러, %

구분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점유율(’17)

수입액 11,841 34,414 29,628  22,963  26,563  26,750  -

한국 3,692  9,974  9,546 9,814 10,890 11,481 42.9

캐나다 898  1,723  662 1,377 2,659 3,819 14.3

네덜란드 0  2,830  2,474 1,879 3,374 3,623 13.5

뉴질랜드 1,722  1,553  3,014 3,008 3,311 2,760 10.3

멕시코 2,666  719  1,108 1,068 1,782 2,593 9.7

미국 2,863  17,615  12,824 5,819 4,547 2,474 9.2

자료: Global Trade Atlas(www.gtis.com/gta)

∙ 일본의 신선·냉장 토마토 수입대상국 중 한국에서의 수입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낮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신선도가 높은 장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토마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며, 한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신선·냉장토마토의 일본 수출은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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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급 전망

∙ 2019년 토마토 전체 재배면적은 신규 재배농가의 증가, 타 작목에서의 전환 등으로 

2018년보다 1% 증가한 6,121ha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토마토 재배면적은 

증가세가 이어져, 2028년 6,337ha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2018년보다 5% 많은 38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 영향으로 2028년에는 41만 4천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토마토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9년 7.0kg에서 2028년 7.4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21.  토마토 수급 전망 그림 16－38.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
면적

ha 6,058 6,121 6,236 6,337

단수 kg/10a 6,017 6,266 6,386 6,536

생산량 천 톤 365 384 398 414

수출량2) 천 톤 18 20 22 24

1인당
소비량

kg 6.7 7.0 7.2 7.4

주 1)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수출량은 케첩, 페이스트, 소스, 주스 등에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 토마토로 환산한 중량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491

딸기6

6.1. 수급 동향

6.1.1. 생산 동향

∙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등으로 작목 전환이 늘면서 2000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

하였다. 특히 노지면적은 지자체의 시설지원사업 등으로 2000∼2017년 사이 연평균 

9% 줄어, 시설면적(연평균 –1%)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재배면적은 

귀농인 유입9)과 기존 농가의 재배규모 확대로 전년보다 3% 증가한 6,062ha이었다.

그림 16－39.  딸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6－40.  딸기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

주 1)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지역별 재배면적에 제주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지역별로는 최대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비중이 2000년 40%에서 2018년 

49%로 9%p 상승한 반면, 충청과 호남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7%p, 4%p 하락

하였다. 경기·강원지역은 2000년 2%에서 2018년 4%로 소폭 증가하였다.

9) 딸기는 주산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귀농인 유입과 정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특화작목은 판매망이나 작
목반 등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기술 전수가 용이하고 지자체의 지원이 많은 이점이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시설채소 소득 현황
(2017년)에 따르면, 1년 1기작/10a 기준 딸기 촉성재배와 반촉성재배의 소득이 각각 1,132만원, 1,055만원으로 가장 높은 오이
(촉성)재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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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지역은 고설(하이베드) 수경재배의 보급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 진주 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 딸기 단수는 다수확·내병성 품종의 보급 확대, 시설재배기술의 향상 외에도 고설 

수경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2000년 이후 연평균 2% 증가하였다. 2018년 

단수는 겨울철 한파와 봄철 기상 악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5% 감소한 3,350kg/10a 

수준으로 추정된다.

∙ 딸기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최근 5년(’13∼’17)동안 평균 

2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은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3% 적은 20만 톤으로 추정된다.

∙ 딸기 고설 수경재배면적은 2012년 292ha에서 2017년 1,576ha로 연평균 34% 증가

하였고, 2018년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752ha이다.

- 고설 수경재배면적은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용이하여 주산지인 경남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6－22.  딸기 고설 수경재배 현황
단위: ha,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설재배
292 424 643 738 1,149 1,576 1,752

(4.5) (6.2) (9.4) (11.5) (19.2) (26.7) (29.4)

  주: (  )는 전체 딸기 재배면적에서 고설재배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촌진흥청, 채소류 수경재배현황, 각 연도 

표 16－23.  딸기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단위: %

구분 설향 죽향 장희 매향 산타 육보 기타

’14/’15년 78.4 5.3 8.6 1.7 0.7 4.5 0.8

’15/’16년 81.3 5.9 6.1 2.5 1.1 1.3 1.8

’16/’17년 83.4 4.7 5.0 3.3 1.5 1.0 1.1

’17/’18년 83.6 5.0 4.8 3.3 1.5 1.0 0.9

’18/’19년 83.7 5.1 4.7 3.4 1.4 0.9 0.9

자료: 농업관측본부 조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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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품종별 재배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장희(아키히메), 육보(레드펄) 등 일본 

품종이 주로 재배되었으나, 국내 품종인 매향이 육종·보급된 이후 설향, 죽향 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2015년에는 국내 품종 정식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특히 설향은 

’18/’19년 전체 딸기 재배면적의 84%로 추정되며, 현재 출하되는 국내 딸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6.1.2. 출하 및 가격 동향

∙ 딸기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은 ’11/’12년부터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7/’18년 반입량은 기상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전년에 비해 16% 감소한 2만 3천 톤이었다.

∙ ’17/’18년 딸기 품종별 실질가격을 살펴보면, 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설향 가격은 

8,190원/kg으로 장희(9,770원/kg)나 죽향(13,070원/kg), 육보(8,390원/kg)에 

비해 낮게 형성되었다.

∙ 설향은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가격이 상승하여 설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희와 육보는 반입량 감소에도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죽향은 

2012년에 개발·보급된 이후 육보의 대체 품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15/’16년에는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이 육보를 추월하였다.

표 16－24.  딸기 주요 품종 

품종 작형 출하시기 특징

국
내
품
종

설향 촉성 11월∼이듬해 5월
∙ 원추형에 선홍빛을 띄며 단단하고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진 

다수확·내병성 품종임.
∙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품종임.

죽향 반촉성 1∼5월
∙ 장원추형에 육보와 매향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임. 설향보다 

당도가 높고 단단하며 저장성이 뛰어남.
∙ 육보에 비해 초세가 강하고 흰가루병에 강한 저항성을 보임.

일
본
품
종

장희 초촉성 10월∼이듬해 5월
∙ 장원추형에 끝이 길쭉하고 선홍빛을 띔.
∙ 당도가 높고 신맛은 적으며, 부드러움이 특징임.

육보 반촉성 2∼5월
∙ 난원형에 끝이 뭉뚝하며, 독특한 신맛과 아삭한 식감이 특징임.
∙ 경도가 높아 저장성이 우수해 가공용으로 활용됨.

자료: 농촌진흥청, 「딸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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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성작형인 설향은 단맛이 강한 장희와 달리 상큼한 맛이 특징이며, 꾸준히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품종이다.

∙ 가장 빨리 출하되는 초촉성 작형인 장희는 단맛과 부드러움이 장점이나 과가 무르고 

흰가루병에 약한 단점으로 인해 설향으로의 품종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반입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 감소하였다.

∙ 1월 이후 출하가 시작되는 반촉성 작형인 육보는 2000년대에 수출 주력 품종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나, 출하기간이 짧고 수량성도 설향에 비해 낮아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희와 마찬가지로 일본 품종인 육보는 국내 품종으로 전환되면서 

반입량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5% 감소하였다.  

그림 16－41.  딸기 반입량과 가격 추이

(딸기 전체) (’17/’18년 품종별 실질가격)

(설향) (장희, 육보, 죽향)

주 1) 반입량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함. 
2) 죽향 반입량 및 실질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법인회사 실적자료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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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보의 대체품종으로 육성된 죽향은 특유의 달콤새콤한 향과 맛, 아삭한 식감이 특징

이며, 1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 최근 3년 평균 반입량은 580톤 수준이며, 

실질가격은 13,600원/kg으로 타 품종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흰가루

병에 강하며, 경도가 높아 수출용 품종으로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17/’18년 딸기 출하 초기(10∼12월) 반입 비중이 ’10/’11년보다 10%p 높아졌는데, 

이는 촉성작형인 설향의 정식 비중이 확대되고, 출하 초기 가격이 높아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8년간 10∼12월 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17/’18년 실질가격이 ’10/’11년에 비해 18% 하락하였으나, 반입량 증가(’10/’11년 

대비 251%)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작아 당분간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6－42.  딸기 월별 반입량과 가격 추이

(반입량) (실질가격)

주: 반입량과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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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딸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대에 평균 4.2kg을 유지하였으나, 생산량이 감소

하면서 2011년 3.6kg까지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은 4kg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2% 감소한 4.1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6－43.  딸기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소비자 조사결과(농업관측본부, 2018.12.), 딸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5점 척도)은 ‘맛’(4.5점)과 ‘신선도’(4.5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

(4.1점)과 ‘안전성’(3.9점), ‘색깔’(3.9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6－44.  딸기 구입 시 속성별 중요도 표 16－25.  딸기 신품종 구입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구입 경험 있다

킹스베리 19.8

금실 18.6

메리퀸 18.8

아리향 17.1

주: 소비자의 구입 시 속성별 중요도는 5점 만점임(1점: 전혀 무관, 3점: 보통, 5점: 매우 중요).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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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품종 딸기(킹스베리, 금실, 메리퀸, 아리향)에 대한 구입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소비자의 약 20%만 구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90% 이상이 재구입 의향이 있으며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도 

70% 이상이 향후에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품종에 대한 구입 만족도가 

높고 소비자의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6－26.  딸기 신품종 소개

품종 특성

킹스베리
크기가 달걀보다 크고, 평균 당도는 9.8브릭스로 일반 딸기(9.3∼9.6브릭스)와 
비슷하나 은은한 복숭아향이 나는 것이 특징임.

금실
향이 독특하고 과가 단단하며, 당도는 11.2브릭스인 중대과형으로 저장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임.

메리퀸
장원추형에 ‘설향’보다 당도와 경도가 높음. 저온에 강해 조기 수확이 가능하며, 
흰가루병에도 강한 것이 특징임.  

아리향
경도가 높고 25g 이상인 특과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으며, 평균 당도는 10.4
브릭스에 ‘설향’보다 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임.

자료: 농촌진흥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담양군농업기술센터 

∙ 향후 딸기 품종 개발 방향과 구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쉽게 무르지 않고 단단해 

저장성이 높은 딸기’에 대한 구입 증가 의향이 89%로 가장 높았고,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딸기’(89%), ‘계절에 상관없이 높은 당도가 유지되는 딸기’(86%)도 높게 

나타났다. 

표 16－27.  향후 딸기 품종 개발 방향과 구입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훨씬 더 구입할 것 더 구입할 것 변화없음

쉽게 무르지 않고 단단해 저장성이 높은 딸기 36.8 52.6 10.6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딸기 32.2 56.3 11.5

계절에 상관없이 높은 당도가 유지되는 딸기 32.8 52.9 14.3

향이 좋고 색이 선명한 딸기 28.2 46.7 25.1

꼭지가 쉽게 분리되어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는 딸기 18.2 39.6 42.2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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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수출입 동향

∙ 딸기 수출은 주로 신선(90%) 상태로 이루어지며, 신선 딸기 수출량은 2000∼2017년 

동안 연평균 9%씩 증가하였다. 2018년 신선 딸기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전년

보다 7% 감소한 4,400톤 수준이다. 

표 16－28.  딸기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수출량

신선 1,128 180 2,952 3,293 3,539 4,787 4,437

냉동 2,328 775 347 382 586 311 489

전체 3,470 957 3,303 3,678 4,125  5,124  4,938  

수입량

냉동 1,797 3,953 6,045 7,659 8,792  8,849  8,726

주스 82 191 184 230 239 325 305

전체 2,208 4,585 6,966 8,788 9,913  10,032  10,47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신선 딸기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10)(39%)과 싱가포르(25%)이며, 태국(13%)과 

말레이시아(11%)로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1) 베트남은 검역타결(’16.1)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규 수출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에도 신선 딸기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딸기는 대부분 냉동(83%) 상태로 수입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5년간 8,000톤 내외가 수입되었다. 2018년 냉동딸기 수입량은 국내산 

냉동딸기 생산 증가와 수입 단가 상승으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1% 적은 

8,730톤 수준이다. 

∙ 냉동딸기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전체 냉동딸기 수입량의 87%를 차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수입은 다소 감소하는 반면, 칠레(10%)12)

에서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10) 홍콩은 2014년 8월 잔류농약규제 법규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홍콩 수출딸기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 전 사전신고를 
통해 의무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받은 업체만 수출물류비가 지원된다. 

11) 신선 딸기 주요 수출대상국의 관세율은 태국이 40%, 말레이시아 5%, 일본 10%이며,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은 무관세이거나 
0%이다. 

12) 2004년 한·칠레FTA 체결 이후, 냉동딸기 관세율은 27.3%(’04)에서 2014년까지 단계별로 하락하여 관세가 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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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29.  신선딸기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톤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홍콩 80 831 790 790 1,040  1,122  1,304  1,349  1,994  1,742

싱가포르 25  1,502  648 755 955 1,121 1,083 1,137 1,295 1,110

태국 0 111 127 138 241 229 308 464 649  564

말레이시아 0.3 256 207 227 362 401 416 322 425  469

일본 57 155 192 158 79 64 33 14 8 6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6－30.  냉동딸기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 3,757 4,667 6,525 7,082 6,559 5,302 5,168 6,403 6,110 6,059 

미국 191 1,016 1,744 2,401 1,666 1,949 1,718 1,699 1,621 1,558 

칠레 - 317 425 316 448 353 587 404 380 906 

자료: 한국무역협회

6.2. 수급 전망

∙ 2019년 상반기 딸기 출하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201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딸기 재배면적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가의 재배의향이 높아 2018년보다 

1% 증가한 6,108ha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노지재배를 중심으로 감소하나, 신규 농업인 유입과 타 작목에서의 

전환으로 시설면적이 늘면서 전체 재배면적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딸기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고설 수경재배 확대로 단수도 증가하여 

전년보다 3% 증가한 20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딸기 생산량은 고설 수경재배 확대와 품종 개량 등으로 단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8년 22만 7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딸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2028년 4.5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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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31.  딸기 수급 전망 그림 16－45.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
면적

ha 6,062 6,108 6,204 6,242

단수 kg/10a 3,347 3,411 3,511 3,636

생산량 천 톤 203 208 218 227

1인당
소비량

kg 4.1 4.2 4.3 4.5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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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7

7.1. 수급 동향

7.1.1. 생산 동향

∙ 수박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작목 전환 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5% 감소하였다. 

2018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만 1,814ha이었다. 이는 주산지인 영·호남

에서 최근 2년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양파, 무 등으로 품목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지역별 수박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충청의 재배 비중이 41%로 가장 

컸으며, 영남 36%, 호남 21%, 경기·강원 3% 순이었다. 2000년에는 영남의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4년 이후 충청의 재배면적 비중이 영남을 역전했다. 경기·강원의 

경우 경기도는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7∼8월 강원도에서 출하되는 

수박의 품질이 좋아 양구군을 중심으로 시설수박 면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수박 단수는 재배기술 향상과 노지의 시설 전환 등으로 2000년 3,030kg/10a에서 

2008년 이후 4,000kg/10a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상 악화(2017년 가뭄 및 

우박 피해, 2018년 폭염 등)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8년 단수는 전년보다 2% 

감소한 3,920kg/10a로 추정된다.

그림 16－46.  수박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6－47.  지역별 수박 재배면적 비중

 주 1)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지역별 재배면적에 제주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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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9% 적은 46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7.1.2. 출하 및 가격 동향

∙ 가락도매시장 수박 반입량은 2014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수박 

반입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5만 8천 톤 수준이었다.

∙ 2018년 가락도매시장 수박 전체 반입량 중 일반수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54%, 기타

수박13) 44%, 복수박 2%이었다. 전년 대비 일반수박 비중은 8%p 하락한 반면, 기타

수박은 7%p 상승하였다. 기타수박 반입 비중은 2015년 15%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여 수박 출하 품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박 실질가격은 2012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다. 2018년 실질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3% 높은 1,050원/kg이었다.

그림 16－48.  수박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최근 3년(’16∼’18) 수박 반입량은 과거 3년(’13∼’15)보다 감소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실질가격 또한 하락하여 최근 수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3) 기타수박은 흑수박, 망고수박, 애플수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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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9.  수박 월별 반입량 및 실질가격 추이

(반입량) (실질가격)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7.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수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소비량은 9.0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6－50.  수박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 소비자 조사결과(농업관측본부, 2018.12.),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박 품종은 

‘일반수박’(67%)이며, 다음으로 ‘씨없는 수박’(28%), ‘기타수박’(3%), ‘복수박’(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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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박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도가 높아서’(48%)가 가장 높았고, ‘가격이 낮아서’ 

(31%), ‘크기가 적당해서’(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는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 씨없는 수박을 선호하는 이유는 ‘먹기 편해서’(81%)가 가장 높았고, ‘당도가 높아서’ 

(15%)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 기타수박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도가 높아서’(56%)가 가장 높았고, ‘먹기 편리해서’ 

(33%), ‘크기가 적당해서’(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박 중 흑수박과 노란수박은 

당도가 높아서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애플수박의 경우 먹기 편리해서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복수박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기가 적당(43%)하고 당도가 높기(43%)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6－51.  수박 선호 품종 및 선호 이유

(선호 품종) (일반수박 선호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 일반수박과 씨없는 수박을 제외한 수박 품종별 구매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복수박’ 

구매 경험(59%)이 가장 많았으며, ‘흑수박’(33%), ‘노란수박’(23%), ‘애플수박’(22%), 

‘망고수박’(1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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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2.  신품종 수박 구매 경험 및 향후 구매 의향

(구매 경험) (향후 구매 의향)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 신품종에 대한 향후 구매 의향은 ‘애플수박’이 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복수박’ 

(66%), ‘망고수박’(64%), ‘흑수박’(60%), ‘노란수박’(51%) 순이었다.

-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재구매 의향은 ‘애플수박’(83%), ‘복수박’ (81%), ‘흑수박’

(81%), ‘망고수박’(75%), ‘노란수박’(65%)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구매 이유로는 ‘당도가 높아서’(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먹기 편리해서’(15%) 순으로 나타났다. 

-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구매 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가격이 

비싸서’(49%)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당도가 낮아서’(21%),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서’(15%) 순으로 나타났다.

-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구매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물은 결과, ‘가격이 

비싸서’(45%)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모양이나 색깔이 이상해서’(27%), 

‘구하기 힘들어서’(11%)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수박과 조각수박 중 선호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수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94%로 ‘조각수박’(6%)보다 훨씬 높았다. 

- 일반수박을 선호한다고 한 응답자 중 적당한 수박 크기는 ‘중과형(7∼8kg)’이 56%로 

가장 높았고, ‘대과형(10kg 이상)’ 40%, ‘소과형(6kg 미만)’ 4% 순이었다.

- 조각수박 구입 시 주된 불만사항으로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응답(40%)이 가장 

많았고, ‘가격이 비싸다’(26%), ‘잘 물러진다’(2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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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3.  수박 선호 크기 및 향후 수박 품종 개선 방향과 구입 증가 의향

(일반수박 선호 크기) (품종 개선 방향에 따른 구입 증가 의향)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 향후 수박 품종 개선 시 구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당도가 높다면 

향후 더 구입을 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89%로 가장 높았고, ‘아삭한 식감’(82%), 

‘씨 없음’(78%), ‘껍질이 얇음’(75%), ‘껍질 째 섭취 가능’(49%), ‘작은 크기’(47%) 

순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당도와 식감은 수박 구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섭취편의성이나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 있는 씨와 껍질은 없거나 얇은 품종일수록 

구입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껍질 째 먹는 품종은 구입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보다 크기가 작은 품종을 더 구입하겠

다는 응답은 47%로 다른 특성보다 낮았다. 이는 일반수박 선호 크기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과형보다 중과형 이상 크기의 수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2. 수급 전망

∙ 2019년 수박 재배면적은 농가의 고령화 및 작목 전환으로 전년보다 5% 감소한 1만 

1,223ha로 전망된다.

∙ 중장기 수박 재배면적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2028년 1만 290ha로 전망된다. 수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2028년 43만 9천 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수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9년 8.9kg에서 2028년 8.3kg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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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32.  수박 수급 전망 그림 16－54.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
면적

ha 11,814 11,223 10,755 10,290

단수 kg/10a 3,920 4,083 4,165 4,270

생산량 천 톤 463 458 448 439

1인당 
소비량

kg 9.0 8.9 8.6 8.3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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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생산 및 가격 동향

∙ 멜론 재배면적은 2009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7년 재배면적은 1,456ha이었다. 단수 또한 2013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7년은 2,378kg/10a이었다. 

∙ 멜론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6% 증가하였으나, 2009년 5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3만 5천 톤이었다.

그림 16－55.  멜론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7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가락도매시장 멜론 반입량은 최근 5개년 평년 기준 1만 2천 톤 수준이다. 실질

가격은 2014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18년은 전년 대비 9% 높은 3,100원/kg

이었다.

그림 16－56.  멜론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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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8

8.1. 수급 동향 

8.1.1. 생산 동향 

∙ 참외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2000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18년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3,614ha이었다. 이는 2017년 참외 평균 거래단가가 

전년보다 높아 농가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참외는 성주 등 경북지역의 주산지 집중도가 특히 높은 편이다. 경북은 2007년 이후 

전국 재배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93%이었다. 

∙ 참외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00년 33만 3천 톤에서 2017년 16만 6천 톤으로 

연평균 3% 감소하였다. 2018년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에도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2% 줄어든 16만 2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 2018년 단수는 봄철 냉해 및 여름철 고온피해로 생육이 불량하여 전년보다 3% 적은 

4,485kg/10a로 추정된다. 

그림 16－57.  참외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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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참외 최대 주산지는 경북 성주로, 2018년 가락도매시장 참외 반입량의 92%를 생산

하였으며, 매년 가락도매시장보다 산지 공판장으로 반입되는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5년간 성주 공판장에서 거래된 물량은 평균 6만 4천 톤 수준으로, 

가락도매시장 반입량(3만 3천 톤)보다 1.5∼2배 많았다. 

∙ 2018년은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성주 공판장과 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이 

전년보다 각각 9%, 2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8%, 10% 

상승하였다. 

그림 16－58.  참외 연도별 반입량 및 가격 추이

(성주 공판장) (가락도매시장) 

주: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참외 월별 출하 비중을 살펴보면 5~6월에 출하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16~’18년)에는 2~5월 출하 비중이 과거(’13~’15년)보다 4%p 늘어난 53%이었다. 

이는 출하 초기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정식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 2019년에도 전년보다 조기 정식한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상 이변이 없는 한, 

2∼3월 출하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5월 반입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 기간 참외 월별 실질가격은 과거에 비해 낮게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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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9.  참외 월별 반입 비중 및 실질가격 추이(성주 공판장)

(월별 반입 비중) (실질가격) 

  주: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함.
자료: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8.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 참외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 2011년 이후 3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참외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7년보다 소폭 감소한 3.1kg

으로 추정된다. 

그림 16－60.  참외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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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조사결과(농업관측본부, 2018.12.), 참외 가격이 높을 경우 소비를 대체하는 

품목으로는 수박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복숭아(21%), 사과(13%), 국산

포도(8%) 순으로 나타나, 주로 국산 과일·과채로 소비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16－61.  참외 소비 대체 품목 

주 1) 수입과일은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수입포도, 체리를 포함함. 
2) 국내과일 기타는 배, 단감, 감귤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 향후 품종 개발 시 현재보다 ‘당도가 높은 참외’, ‘식감이 아삭한 참외’가 개발된다면 

구입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0%로 가장 높았으며, ‘씨가 적고 식감이 

부드러운 참외’(73%)가 뒤를 이어 당도와 식감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향이 진한 참외’, ‘크기가 작고 껍질째 먹는 참외’, ‘색상과 골이 선명한 참외’와 

같이 외관이나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신품종에 대해서는 구매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33.  향후 참외 품종 개발 방향과 구입 증가 의향

단위: %

구분 훨씬 더 구입할 것 더 구입할 것 변화 없음

당도가 높은 참외 29.4 51.0 19.6

식감이 아삭한 참외 28.7 51.5 19.8

씨가 적고 식감이 부드러운 참외 26.6 46.4 27.0

향이 진한 참외 21.2 44.6 34.1

크기가 작고 껍질째 먹는 참외 22.3 41.6 36.1

색상과 골이 선명한 참외 18.8 42.0 39.2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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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급 전망  

∙ 참외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9년 3,592ha에서 

2028년 3,224ha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참외 생산량은 2028년 14만 

8천 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참외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2019년 3.2kg에서 2028년 2.8kg

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34.  참외 수급 전망 그림 16－62.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
면적

ha 3,614 3,592 3,421 3,224

단수 kg/10a 4,485 4,564 4,582 4,605

생산량 천 톤 162 164 157 148

1인당
소비량

kg 3.1 3.2 3.0 2.8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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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산업 현황1

1.1. 공급 동향

∙ 과일 재배면적1)은 2000년 이후 감소하여 2006년 15만 7천 ha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연평균 0.5%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16만 7천 ha이다. 경지면적 대비 과일 재배면적 비중은 2006년 8%에서 2017년 

11%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6대 주요 과일(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단감) 재배면적 비중이 2000년 86%에서 

2017년 66%로 감소한 반면, 기타과일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에서 34%로 증가

하였다. 

그림 17－1.  과일 재배면적 동향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기타 과일 중 재배면적이 큰 품목은 자두, 매실, 블루베리, 복분자, 키위, 아로니아, 오디 

등이며, 머루, 블랙베리, 체리, 살구는 최근 면적이 증가하는 품목들이다. 다양한 

과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와 지자체 특화·고소득 작목 육성 사업 추진 등으로 기타 

과일의 재배가 꾸준히 늘고 있다. 

1) 노지재배면적과 시설재배면적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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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과일 생산량은 겨울철 동해 및 개화기 냉해2), 여름철 고온·가뭄, 두 차례의 

태풍(솔릭, 콩레이) 등3)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사과와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각각 13%, 24% 감소(통계청)하였고, 단감은 11%, 포도와 복숭아는 각각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귤은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2017년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평년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표 17－1.  6대 과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천 ha, 천 톤

과종별 재배현황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과
재배면적 29.1 26.9 31 31.6 33.3 33.6 33.2

생산량 489 368 460 583 576 545 475

배
재배면적 26.2 21.7 16.2 12.7 11.2 10.9 10.3

생산량 324 443 308 261 238 266 203

감귤
재배면적 26.8 21.5 21.1 21.3 21.7 22 21.6

생산량 563 638 615 640 610 597 613

복숭아
재배면적 13.9 15 13.9 16.7 19.9 21 21.1

생산량 170 224 135 154 208 222 188

포도
재배면적 29.2 22.1 17.6 15.4 14.9 13.1 12.8

생산량 476 381 257 224 229 190 162

단감
재배면적 23.8 17.2 15.2 11.8 10 9.6 9.1

생산량 227 236 154 158 124 114 101

합계
재배면적 149 124.4 115 109.5 111.0 110.2 108.1

생산량 2,249 2,290 1,929 2,020 1,985 1,934 1,742

주: 사과, 배를 제외한 2018년 생산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과일 생산액은 4조 4,033억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48조 1,704억 원) 중

에서 9%를 차지하고 있다. 과일 생산액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가장 

크고 다음은 감귤(22%), 복숭아(16%), 포도(14%), 배(10%), 단감(5%) 등의 순이다.

 ∙ 2017년 기준 과일 생산액에서 6대 주요 과일의 비중은 91%, 기타과일은 9%이다. 

기타과일 생산액은 2000~2017년 연평균 7% 증가하여 6대 과일(3%)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2018년 4월 급격히 기온이 하락하여 과일 전반적으로 착화 불량 및 착과수 감소, 기형과 발생 등의 저온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사과 등 일부 품목에서 낙과 피해도 발생하였다.

3) 2018년 강원·경기·충청지역 사과·배 과원에서 과수세균병(화상병)이 발병하였다. 화상병은 2015년 경기지역 배 과원에서 첫 발병 
이후 2018년에는 사과에서도 발병하였다. 병에 걸린 나무는 흑갈색 병반이 나타나면서 잎이 시들고, 줄기가 서서히 마르기 시작해 
결국은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되는 병이다. 화상병은 치료법이 없어 발생 농장 주변 100m 안에 있는 과수원은 매몰처리 해야 한다.
추가적인 확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밀 예찰 및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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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과일 품목별 생산액(2017년)

단위: 10억 원, %

구분 전체 사과 감귤 복숭아 포도 배 단감 기타

생산액 4,403 1,110 980 698 594 434 207 380

비중 100.0 25.2 22.3 15.9 13.5 9.9 4.7 8.6

  주: 기타에는 자두, 살구, 매실, 무화과 등이 포함되며, 과일 생산액 전체에서 떫은감(임산물)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신선 과일 수출량은 2000년 1만 7천 톤에서 2009년 5만 1천 톤으로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4만 톤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한편, 신선 과일 수입량은 2000년 32만 5천 

톤에서 2017년 82만 7천 톤으로 연평균 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 수입량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매년 증가

하는 추세이며,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고 수입국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 과일(신선) 전체 공급량은 2000년 274만 톤에서 2017년 315만 톤으로 2000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 과일 생산량은 2000년 대비 3% 감소 하였고, 수입량은 

154% 증가하여 신선과일 자급률은 2000년 89%에서 2017년 75%로 감소하였다.

표 17－3.  과일(신선) 공급량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과일 공급량 2,737 3,057 2,777 3,047 3,103 3,145

생산량 2,429 2,611 2,216 2,364 2,387 2,358

수입량 325 482 601 720 756 827

수출량 17 36 40 38 40 40

자급률 88.7 85.4 79.8 77.6 76.9 75.0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1.2. 소비 동향

∙ 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58kg에서 2009년 68kg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60kg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2017년 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61.2kg이었다.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519

그림 17－2.  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과일을 대부분 

‘주 1회(52%)’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2~3회 또는 2주일에 1회 구입한

다는 응답은 각각 22%, 18%로 조사되었다. 

∙ 또한, 과일을 구입할 때 원하는 양만큼 낱개로 구입(49%)을 하거나 비닐봉투 등의 

소포장 형태로 구입(47%)한다는 응답이 96%로 높게 나타나 상자 단위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3~2018년 연도별 조사치를 살펴보면, 해마다 소포장 형태의 구입 비중은 늘어

나는 추세(37% → 47%)인 반면, 상자 단위의 구입 비중은 감소(5%→4%)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3.  과일류 구입 빈도 및 구매 행태

(구입 빈도) (구입 형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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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조사 기준, 과일 구입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맛이 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품질(29%), 가격(14%), 안전성(10%), 영양(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맛, 품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가격을 중시한다는 응답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과일의 맛이나 품질을 

과거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과일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보에 대한 조사결과, 신선도·원산지·생산

지역 등은 과거보다 고려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가격·당도·브랜드 등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7－4.  과일류 구입 시 주요 고려사항 및 우선 확인 정보(1+2순위)

(주요 고려사항) (우선 확인 정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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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2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사과 재배면적은 타 작목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지속적인 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및 농가 고령화 등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한 3만 3,200ha이었다. 

∙ 지역별로는 기후 온난화에 따라 신규 산지인 경기·강원의 면적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경남·호남도 고랭지4)를 중심으로 면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산지인 경북과 

충청의 면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7－5.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7－6.  사과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자료: 통계청

∙ 올해 사과 단수는 우박 및 탄저병 피해로 작황이 나빴던 전년보다 11% 더 감소한 

2,014kg/10a이었다. 이는 봄철 냉해로 착과수가 감소하였으며, 여름철 폭염·가뭄

으로 과 비대가 크게 부진하고 일소나 열과 피해도 많았기 때문이다.  

4) 고랭지는 해발 600m 이상인 고지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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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생산량은 2011년 후지의 갈색무늬병(갈반병) 피해로 급감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 작황 호조로 역대 최고치인 58만 3천 톤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재배

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로 단수가 줄어 생산량이 전년보다 13% 적은 47만 5천 톤이었다.

표 17－4.  사과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배면적 26.3 26.9 31.0 31.6 33.3 33.6 33.2

성목면적 19.2 16.4 20.6 22.0 23.9 24.0 23.6

유목면적 7.1 10.5 10.4 9.7 9.4 9.6 9.6

성목단수 2,104 2,244 2,236 2,654 2,414 2,274 2,014 

생산량 404 368 460 583 576 545 475

자료: 통계청

∙ 사과는 10월 중순 이후 수확하는 만생종 후지(부사)의 재배면적 비중이 70% 이상으로 

전체 품종 중 가장 면적이 크다. 후지 전체 재배면적은 큰 변화가 없으나 품종별로 살펴

보면, 일반후지(동북7호)와 조숙계후지(료카노 키세츠, 히로사키, 홍장군 등)에서 색택 

등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착색계후지(후브락스, 미시마, 로얄후지 

등)로의 품종 갱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추석용 사과인 홍로의 경우, 타 품종 대비 높은 가격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쓰가루와 양광, 감홍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7.  사과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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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활발한 신품종 육성 및 보급으로 기타 품종의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5)이 시행되면서 국내 품종 식재가 

많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썸머킹과 아리수는 2013~2014년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

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었으며, 미니사과인 루비에스는 2018년에 많이 

식재되었다.

- 하지만 국내 육성 품중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 루비에스는 65%, 썸머킹 

16%, 아리수 26%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구입 의향은 

약 80%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신품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7-5.  국내 육성 품종 소개

품종 주요 특성

썸머킹
후지와 골든딜리셔스를 교배한 극조생 품종으로 2013년부터 농가에 보급 중임. 
수확기는 7월 하순이며 기존 여름사과(조생종) 품종인 쓰가루(아오리) 대비 맛이 좋음.
(품종 등록 2013년)

아리수
양광과 천추를 교배한 품종으로 2014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함. 수확기는 9월 
상순이며, 기존 추석용 품종인 홍로에 비해 낙과가 적고 맛이 뛰어남. 특히, 착색이 
뛰어나며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품종 등록 2013년)

루비에스
알프스오토메와 산사를 교배한 품종으로 소비자 선호에 대응하여 육성한 소과형 품종임. 
기존 미니사과 품종인 알프스오토메(일본) 대비 품질이 우수하며 보통 사과의 1/3 
정도의 크기. 수확기는 8월 하순(품종 등록 2017년)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17), 「우리나라 과수 신품종 소개」

2.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사과 실질단가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 상승하다가 이후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연평균(2013~2017년) 1% 하락하였다. 특히, 작황 호조로 

반입량이 급증했던 2015년에는 kg당 실질단가가 2,2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해거리 및 기상 악화로 반입량이 줄면서 실질단가는 소폭 상승하였다.

5)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 사업은 2015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6대 과종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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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8.  사과 반입량 및 실질단가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2) 가격 및 반입량은 연산(7월~익년 6월)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통계청

∙ 출하시기별로 보면, 수확기(7~11월)와 단기 저장기(12월~익년 3월)의 반입량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장기 저장기(4~6월)는 연평균(2000~2017년) 3%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장기 저장기의 가격 변동이 수확기나 단기 저장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출하시기 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9.  사과 시기별 반입비중 및 실질단가

(반입비중) (실질단가)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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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성 품종과 기존 품종 간 가격 수준 비교

∙ 2017년 사과 품종별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생종인 쓰가루의 가격은 후지보다 5% 

높고, 추석용 사과인 홍로는 33% 높았다.

∙ 특히, 쓰가루 대체 품종인 썸머킹은 후지보다 26%, 홍로 대체 품종으로 육성된 

아리수는 68% 높아 국내 육성 품종의 가격이 기존 품종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는 국내 육성 품종이 기존 품종보다 수확시기가 다소 빠른데다, 맛·색택 등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소비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후지에 편중된 재배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선호가 높은 

새로운 품종으로의 갱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10. 사과 품종별 가격 수준 비교

(여름 사과) (추석용 사과)

   주 1) 2017년 월별 거래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 기준임.
      2) 2017년산 후지(10~익년 7월)를 기준(=100)으로 가격 상대도를 계산한 것임.
자료: 서울청과, 중앙청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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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사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늘면서 2015년 11.4kg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생산량이 줄면서 2018년 소비량은 전년보다 13% 줄어든 9.1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7－11.  사과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8)

∙ 소비자 조사결과, 사과를 낱개 또는 봉지로 구입하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5kg 상자 구입은 25%, 10kg 상자는 16% 순이었다. 2012년 조사치와 비교하면, 낱개 

또는 봉지로 구입하는 비중이 15%p 증가한 반면, 10kg 상자 구입 비중은 16%p 감소

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소포장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7－12.  사과 구매 단위
(2012년) (2018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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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과 품종 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껍질째 먹어도 이질감 없는 사과

(89%)나 저장성이 뛰어난 사과(88%), 그리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사과(82%)가 

개발될 경우 향후 사과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색깔의 사과가 개발될 경우에는 소비 확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은 외관보다 기능 및 효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6.  향후 사과 품종 개발 방향
단위: %

구분
소비를 

훨씬 늘린다
소비를 

조금 늘린다
소비 

변화 없음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어도 이질감 없는 사과 38.1 50.8 11.1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사과 34.9 52.9 12.2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사과 38.8 43.2 18.0

향이 좋은 사과 24.5 49.1 26.4

씨가 없는 사과 22.2 41.8 36.0

빨간색 이외 다양한 색깔의 사과 12.0 30.6 57.4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2.1.4. 수출 동향

∙ 사과 수출량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은 다변화

되고 있다. 과거 수출 비중이 컸던 대만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감소하고, 

베트남ㆍ홍콩ㆍ러시아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15년 한ㆍ베트남 

FTA 발효 이후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 2018년산 사과 수출량(7~12월)은 생육기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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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7.  신선 사과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년산 2005년산 2010년산 2015년산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전체 4,304 1,844 7,945 4,796 3,098 2,899 1,797

대만 - 
1,713
(92.9) 

6,783
(85.4) 

2,886
(60.2)

1,851
(59.7)

1,639
(56.5)

1,040
(57.9)

베트남 - -
12

(0.2)
296

(6.2)
323

(10.4)
417

(14.4)
205

(11.4)

싱가포르
449

(10.4)
-

384
(4.8)

606
(12.6)

290
(9.4)

278
(9.6)

235
(13.0)

홍콩
84

(2.0)
1

(0.1)
106

(1.3)
456

(9.5)
346

(11.2)
242

(8.3)
169

(9.4)

러시아
62

(1.4)
94

(1.4)
111

(1.4)
81

(1.7)
76

(2.5)
79

(2.7)
37

(2.1)

말레이시아
439

(10.2)
-

134
(1.7)

81
(1.7)

49
(1.6)

56
(1.9)

64
(3.5)

인도네시아
712

(16.5)
4

(0.2)
134

(1.7)
35

(0.7)
73

(2.4)
43

(1.5)
13

(0.7)

 주: 수출량은 7월∼익년 6월까지이며, 2018년산은 7∼12월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2.2. 수급 전망

2.2.1. 2019년 전망

∙ 2019년 저장 출하기 사과 출하량은 2018년산 후지 생산량 감소로 저장량이 줄어 전년 

및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황 부진에 따른 상품(上品)과 감소로 

등급 간 가격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3만 3천 ha 수준으로 전망된다. 성목

면적은 면적이 늘었던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보다 1% 증가하나, 유목면적은 최근 가격 

정체에 따라 신규 식재가 줄어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으로 썸머킹, 아리수, 루비에스 등의 면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노란 사과인 시나노골드 식재 의향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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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영남과 충청, 호남 지역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 감소하겠으나, 

경기·강원 지역은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8.  2019년 사과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8년 9,635 23,599 33,234

2019년 9,072 23,904 32,976

증감률 -5.8 1.3 -0.8

  주: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2018년 11월 30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2.2.2. 중장기 전망

∙ 사과 재배면적은 2018년 3만 3,200ha에서 2028년 3만 300ha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과 생산량은 기존에 식재된 유목의 성목화로 2019년 56만 1천 톤에서 2023년 57만 

9천 톤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신규 식재 감소에 따른 성목면적 축소로 56만 4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사과 1인당 연간 소비량도 2023년까지는 11.0kg까지 증가하다가 2028년

에는 10.6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9.  사과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년
전망

2019년 2023년 2028년

재배면적 천 ha 33.2 33.0 32.0 30.3

성목면적 천 ha 23.6 23.9 24.3 23.1

유목면적 천 ha 9.6 9.1 7.7 7.2

생산량 천 톤 475 561 579 564

수출량 천 톤 2.9 3.2 3.9 5.0

1인당 소비량 kg 9.1 10.8 11.0 10.6

주 1) 수출랑은 7월~익년 6월 기준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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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3.  사과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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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3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배 재배면적은 도시 개발과 농가 고령화 등으로 폐원 면적이 증가하였고 최근 가격 약세로 

인한 수익성 하락으로 작목 전환도 꾸준히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특히, 성목면적이 2000년 이후 연평균 2% 감소한 것에 비해 유목면적은 연평균 16%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신규 식재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배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5% 감소한 1만 303ha이었다. 

∙ 지역별로는 호남, 충청, 경기, 영남이 모두 20% 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면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호남은 재배면적 비중이 

23%에서 28%로 늘어난 반면, 영남은 30%에서 20%로 감소하였다. 

그림 17－14.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7－15.  배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자료: 통계청

∙ 배 생산량은 성목 비율 증가로 2008년 역대 최대치인 47만 톤을 기록한 이후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연평균(2008~2018년) 8% 줄어들었다6). 2018년 배 생산량은 개화기 

냉해로 인한 착과수 감소와 여름철 폭염 및 가뭄에 따른 과 비대 저조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20만 3천 톤이었다. 

6) 2012년은 태풍 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17만 3천 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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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0.  배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배면적 26.2 21.7 16.2 12.7 11.2 10.9 10.3

성목면적 13.3 17.1 14.8 11.8 10.3 10.3 9.7

유목면적 12.9 4.7 1.5 0.9 0.8 0.6 0.6

성목단수 2,439 2,598 2,084 2,215 2,303 2,591 2,098

생산량 324 443 308 261 238 266 203

자료: 통계청

∙ 배는 중생종 신고의 단일 품종 편중 현상이 심한 편이다. 2018년 품종별 재배면적은 

신고가 86%로 가장 높고, 원황은 5%, 기타 품종은 9%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 시행으로 일부 품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15년 이후 기타 

품종의 면적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5~2016년 추석 적기수확 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군은 9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충남 논산, 전북 익산·정읍, 전남 순천·나주, 경북 상주, 경남 

하동)였다. 2017~2018년에는 경기 김포가 추가되었으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하동은 시범 사업 면적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전북 익산과 전남 나주에서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였다.  

- 울산 지역에서는 ‘그린시스’ 20ha를 수출 단지로 조성하였고, 이른 추석에 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신화’의 경우 전국적으로 2016년 88ha에서 2018년 120ha로 보급 

확대하였다.

 
표 17－11.  배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신고 원황 기타 전체

2002년 20,886 (75.7) 1,309 (4.7) 5,400 (19.6) 27,595

2007년 18,022 (79.9) 1,215 (5.4) 3,326 (14.7) 22,563

2012년 11,866 (82.7) 855 (6.0) 1,632 (11.4) 14,353

2015년 11,081 (87.5) 621 (4.9) 962 (7.6) 12,664

2016년 9,724 (87.1) 547 (4.9) 893 (8.0) 11,164

2017년 9,427 (86.8) 525 (4.7) 949 (8.5) 10,861

2018년 8,902 (86.4) 484 (4.7) 917 (8.9) 10,303

  주: 2015년 품종별 면적은 통계청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였으며, 2016∼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과수실태조사(2002, 2007), 통계청(2012∼2018 전체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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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2.  배 신품종 소개

품종 특성

조이스킨
껍질째 섭취가 가능한 품종으로 숙기는 9월 상순경임. 

과중은 322g이며, 당도는 15.2°Bx로 높은 편임. 

신화
신고보다 숙기가 15일 가량 빨라 생장조절제(GA)처리 없이도 이른 추석에 출하가 
가능한 품종으로 나무 특성 및 과실 유형이 신고와 유사함. 

과중은 630g이며, 당도는 13°Bx임.

창조
숙기가 9월 중순으로 이른 추석 명절에 출하가 가능하며 풍부한 과즙과 부드러운 

육질로 식미가 우수함. 과중은 790g이며, 당도는 13.1°Bx임.

슈퍼골드
9월 상순이 숙기이며, 녹황색 품종으로 성숙이 진행되면 황색 과실이 되는 특징이 
있음. 당산이 조화되어 맛이 깊고 청량감이 있으며, 중소과형으로 수출 품종으로도 

유망함. 과중은 570이며, 당도는 13.6°Bx임. 

그린시스
검은별무늬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초록색 과피를 가진 품종으로 숙기는 9월 중하

순경임. 과중은 460g이며, 당도는 12.3°Bx임. 

만황
만삼길과 추황배를 교배한 품종으로 장기 저장 후에도 풍부한 과즙과 새콤한 맛 
때문에 청량감이 우수하여 단경기에 적합한 품종임. 특히, 꽃가루가 풍부하여 수분

수로도 활용이 가능함. 과중은 563g이며, 당도는 14°Bx임.

설원
갈변 현상이 적고 과육이 단단하여 신선편이 과실 제작에 적합한 품종임. 숙기는 9월 

10일경이며, 과중은 523g, 당도는 13.7°Bx임.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18), 「배 소비 및 유통트렌드 발표회; 배 신품종 개발 및 보급현황 소개」 

3.1.2. 출하 및 가격 동향

∙ 배는 명절 수요가 높은 소비 특성상 9월과 1~2월의 반입비중이 전체 반입량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2012~2014년산)에 비해 최근(2015~2017년산) 명절 

성수기 출하 비중이 6%p 증가하여 명절 집중 출하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16.  배 월별 반입 비중 및 실질가격 변화

(반입비중) (실질가격)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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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2015~2017년산) 배 실질가격은 과거(2012~2014년산)에 비해 반입량이 26% 

증가하여 24% 하락하였다. 한편, 2018년산 배 실질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4%, 14% 높았으나,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39%, 평년 대비 -27%)에 

비해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고배가 첫 출하되는 9월 가격과 주출하기 가격(9월~익년 2월)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 출하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주출하기 가격은 0.7%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는 추석에 저품질 배가 출하되어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 주출하기까지 

가격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햇배의 맛이 좋으면 향후 배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적정 숙기를 채운 당도 높은 배를 출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7). 

그림 17－17.  신고 첫 출하 가격과 주출하기 가격간의 관계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5~2017년산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농업전망 2017년 p.486 재인용

3.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8년 9.2kg을 정점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4kg 내외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2018년 배 1인당 소비량은 3.3kg으로 전년보다 

1.3kg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7) 당해년도 생산량에 따라 첫 출하기(9월)와 주출하기의 가격이 함께 상승 또는 하락하겠으나, 생산량 증감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
더라도 첫 출하기 가격은 주출하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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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8.  배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8)

∙ 배 품질 및 속성별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간편성과 저장성, 가격, 친환경 등은 다른 속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13.  구매한 배의 품질 및 속성별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크기 6.0 67.7 25.2 0.9 0.2

모양 5.3 67.4 27.2 0.2 0.0

신선도 7.5 60.9 29.8 1.9 0.0

맛 7.7 53.6 31.7 6.3 0.6

색택 3.3 54.0 41.0 1.7 0.0

영양성분 5.0 45.2 47.8 1.9 0.2

간편성 3.1 35.1 52.6 9.2 0.0

저장성 3.4 32.8 48.1 15.1 0.6

가격 3.1 29.3 46.9 19.7 1.1

친환경 3.9 27.3 62.4 5.9 0.5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 배를 구입하는 용도로는 후식 또는 간식용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제수용 

26%, 선물용 13%, 음식재료용 11%, 건강식용 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배는 

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비중이 약 40%로 높아 명절시기 수요가 많은 

품목이라 할 수 있다. 

∙ 배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명절과 일상 소비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대부분이 명절에는 맛보다도 크기를 가장 우선시 하는 반면, 평소에는 맛과 

신선도, 가격 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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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9.  배 용도별 구입 시 고려사항

(명절 소비용) (일상 소비용)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 배 가격이 높을 경우, 계절별로 봄에는 딸기(34%), 여름은 수박(39%), 가을에는 사과

(33%), 겨울은 감귤(35%) 순으로 소비가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시기

에는 소비자 대부분이 사과에 대한 대체 수요가 크고, 추석의 경우에는 포도, 설에는 

감귤로 소비를 대체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계절별·시기별 

소비 대체 품목의 출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20.  배 소비 대체 품목

(추석) (설) (평소)

   주: 배의 계절별 소비 대체 품목을 조사한 결과, 봄에는 딸기(34%), 사과(24%), 바나나(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에는 수박(39%), 참외(17%), 포도(13%), 복숭아(13%) 등의 순으로 조사됨. 가을에는 사과(33%)외에 단감

(18%), 포도(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에는 감귤(35%), 사과(30%) 등의 순으로 조사됨.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 배 품종 개발 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즙이 많고 시원하며, 당도가 훨씬 높고 

식감이 아삭한 배 품종이 개발될 경우 향후 소비를 늘린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맛이 나거나 껍질 색이 다양한 품종 개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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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4.  향후 배 품종 개발 방향
단위: %

구분
소비를 

훨씬 늘린다
소비를 

조금 늘린다
소비 

변화 없음

즙이 많고 시원한 배 30.1 55.7 14.2

당도가 훨씬 높은 배 31.0 53.1 15.9

식감이 아삭한 배 23.2 56.4 20.4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배 16.8 45.9 37.3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배 15.9 38.4 45.7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미니배 12.1 37.1 50.8

껍질 색이 다양한 배 8.4 27.8 63.7

당도가 높으면서도 신맛이 있는 배 7.7 27.9 64.5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 배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69%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주스

(37%)에 대한 구매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7－21.  배 가공식품 구매 경험 표 17－15.  배 가공식품 구매 의향

구분 비중(%)

주스 36.7

건조칩 9.0

아이스크림 8.0

말랭이 7.5

식초 7.3

잼 7.0

차류 6.3

주류 4.0

기타 14.2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
      (2018.12.27., 649명)

  주: 기타에는 퓨레, 통조림, 과자류 등이 있음.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
      (2018.12.27., 6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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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수출 동향

∙ 신선 배 수출은 2000년 9,589톤에서 2017년 3만 1,689톤으로 연평균 7% 증가

하였으며, 2017년산 배 수출량은 생산량 증가 및 국내 가격 약세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생산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이다. 

∙ 2018년산(8~12월) 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였다. 수출 대상 국가별

로는 대만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반면, 미국과 기타 국가(베트남 포함) 수출은 각각 

6%, 22% 증가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검역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수출이 전년 대비 37% 늘었다.

표 17－16.  신선 배 국별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년산 2005년산 2010년산 2015년산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전체 9,589 22,627 22,079 23,061 26,166 31,689 21,231

미국
5,689
(59.2)

9,260
(40.9)

10,079
(45.7)

9,265
(40.2)

10,685
(40.8)

11,486
(36.2)

9,534
(44.9)

대만
3

(0.0)
11,194
(49.5)

9,787
(44.3)

9,786
(42.4)

9,742
(37.2)

9,713
(30.7)

5,192
(24.5)

베트남
39

(0.4)
19

(0.1)
5

(0.0)
1,282
(5.6)

3,430
(13.1)

7,748
(24.5)

4,724
(22.3)

기타
3,858
(40.2)

2,154
(9.5)

2,208
(10.0)

2,728
(11.8)

2,309
(8.8)

2,742
(8.7)

1,781
(8.4)

  주: 수출량은 8월~익년 7월까지이며, 2018년산은 8~12월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3.2. 수급 전망

3.2.1. 2019년 전망

∙ 2019년 저장 출하기(1~8월) 배 출하량은 2018년산 생산량 및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화기 냉해로 기형과가 많고 여름철 폭염으로 대과가 

적어 상품과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품위간 가격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만 215ha로 전망된다. 노령목 정비와 

노동력 부족 및 농가 고령화로 인한 성목면적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과 고접 갱신을 통한 기타 품종(신화·추황·화산·창조·

그린시스·조이스킨 등)의 신규 식재로 유목면적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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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7.  2019년 배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8년 620 9,683 10,303

2019년 629 9,586 10,215

증감률 1.4 -1.0 -0.9

  주: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2018년 11월 30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3.2.2. 중장기 전망

∙ 배 재배면적은 2018년 1만 300ha에서 2028년 9,200ha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어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28년 2만 

1천 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반면, 수출량은 국내 소비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 확대 노력으로 2018년 3만 5천 

톤에서 2028년 4만 3천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배 1인당 소비량은 공급량 감소로 2028년에는 3.2kg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18.  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년
전망

2019년 2023년 2028년

재배면적 천 ha 10.3 10.2 9.6 9.2

성목면적 천 ha 9.7 9.6 9.0 8.7

유목면적 천 ha 0.6 0.6 0.6 0.5

생산량 천 톤 203 223 214 211

수출량 천 톤 35 37 39 43

1인당 소비량 kg 3.3 3.6 3.3 3.2

   주 1) 수출량은 9월∼익년 8월 기준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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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22.  배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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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4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감귤 재배면적은 폐업지원 사업과 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2000년 2만 7천 ha에서 

2005년 2만 2천 ha로 감소한 이후 최근에는 2만 1천 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 1,572ha이며, 전체 재배면적에서 성목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94% 수준이다. 감귤은 제주도 내에서 대부분 재배되고 있으나, 

최근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도 시설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7－23.  감귤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감귤 생산량은 65만 톤 수준에서 노지온주의 해거리로 인한 단수 변동으로 증감을 반복

하였으나, 최근 3년(2016~2018년)간은 기상 여건 악화 및 노목화로 단수가 줄어 

생산량이 60만 톤 내외로 감소하였다.

- 특히, 감귤 전체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지온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

하였다. 이는 2016년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패과 발생이 많았으며, 2017년은 

여름철 폭염 및 가뭄이 이어지다 8월 중순 이후 내린 폭우로 열과와 낙과 발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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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노지온주 생산량은 45만 2천 톤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거리로 제주시의 착과수가 증가하였고, 9월 이후 기상 호조로 과 비대가 원활

해지면서 단수도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50만 톤을 초과하던 노지온주 생산량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표 17－19.  감귤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배면적 26.8 21.5 21.1 21.3 21.2 21.6 21.6

성목면적 25.1 20.6 20.4 20.2 20.2 20.2 20.2

유목면적 1.7 0.9 0.7 1.1 1.0 1.4 1.4

성목단수 2,244 3,093 3,013 3,161 2,952 2,908 3,021

생산량 563 638 615 640 610 597 613

  주: 2018년 생산량과 성목단수는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품종별로는 노지온주 재배면적 비중이 2018년 기준 74%로 가장 높으나, FTA 시설지원 

사업으로 작형을 전환하거나 소득이 높은 만감류로 품종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월동

온주와 천혜향, 기타 만감류의 재배면적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17－20.  감귤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온주밀감 만감류

전체
노지 월동 하우스 계 한라봉 천혜향 기타 계

2002년
24,425
(93.1)

272
(1.0)

537
(2.0)

25,234
(96.1)

647
(2.5)

-
367

(1.4)
1,014
(3.9)

26,248

2007년
18,987
(88.4)

578
(2.7)

368
(1.7)

19,933
(92.8)

1,164
(5.4)

98
(0.5)

281
(1.3)

1,543
(7.2)

21,476

2012년
18,037
(84.4)

1,090
(5.1)

296
(1.4)

19,422
(90.9)

1,422
(6.7)

197
(0.9)

321
(1.5)

1,940
(9.1)

21,362

2017년
16,084
(74.5)

966
(4.5)

323
(1.5)

17,372
(80.5)

1,727
(8.0)

935
(4.3)

1,553
(7.2)

4,215
(19.5)

21,587

2018년
15,902
(73.7)

996
(4.6)

331
(1.5)

17,229
(79.9)

1,636
(7.6)

960
(4.5)

1,747
(8.1)

4,343
(20.1)

21,572

  주: 2015년 품종별 면적은 통계청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였으며, 2016∼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과수실태조사(2002, 2007), 통계청(2012∼2018 전체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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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출하 및 가격 동향

∙ 감귤 실질가격은 생산량 증감에 따라 해마다 등락 편차가 있다. 품종별 가격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월동온주의 가격 등락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한라봉, 

노지온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8). 월동온주는 노지온주보다 가격이 높으나, 생산량이 

적어 연간 가격 등락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2016~2017년) 2년간 노지온주 실질가격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당산비 

등의 품질이 양호하여 예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그림 17－24.  감귤 실질가격 변화 추이 (3년 이동평균)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제주감귤출하연합회, 통계청

∙ 한라봉 가격은 2000년대 초에 높게 형성되었으나, 생산량 증가와 조기 출하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천혜향과 레드향 실질가격은 꾸준한 수요 증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5~2017년산 한라봉 가격을 100으로 두고 만감류 품종 간 가격 상대도를 분석한 

결과, 황금향과 진지향은 한라봉에 비해 1~8%, 금감과 청견은 30~40% 낮은 반면, 

천혜향과 레드향 가격은 한라봉보다 30~50% 높게 나타났다. 

8)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변이계수가 월동온주는 0.25, 한라봉은 0.24, 노지온주는 0.18로 산출되었다.



544   산업별 중장기 미래

그림 17－25.  만감류 품종 간 가격 상대도 분석

  자료: 제주감귤출하연합회. 「2017년산 감귤유통처리분석」

∙ 노지온주 월별 출하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2018년에는 극조생 온주가 많은 

제주시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10월 출하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수확기 잦은 강우에 

따른 저장성 저하로 출하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노지온주 출하가 설 

이후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산 노지온주 실질가격(10~12월)은 생산량 및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9% 

하락한 1,580원/kg이었다. 10~11월은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기온 하락으로 부패과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데다 

큰 일교차로 착색 및 당도 등 품질이 양호하였고 타 과일의 생산량 감소로 감귤 

가격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2월 실질가격은 출하량 증가 및 저장성 

저하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그림 17－26.  노지온주 월별 출하비중 및 실질가격 변화

(출하비중) (실질가격)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제주감귤출하연합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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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감귤 1인당 소비량은 2011년부터 적정 생산을 바탕으로 연간 13kg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6~2017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12kg 이하로 줄어들었다. 2018년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는 소폭 증가한 11.8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7－27.  감귤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8)

∙ 소비자들은 감귤을 구입할 때 맛(49%)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신선도(22%), 크기(18%)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감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맛과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가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신선도와 크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반면, 저장성 및 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21.  감귤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단위: %

구분 맛 신선도 크기 외관 가격 기타

비중 49.4 21.6 18.0 3.3 2.6 5.1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표 17－22.  감귤 구매 시 요인별 만족도
단위: 점(5점 만점 기준)

구분 맛 간편성 신선도 크기 영양성분 색택 외관 가격 친환경 저장성

비중 3.91 3.91 3.86 3.82 3.74 3.65 3.63 3.55 3.40 3.26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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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감귤을 주로 대형마트(31%)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도매시장

(17%), 동네슈퍼(16%), 농가 직거래(13%) 순으로 조사되었다.

- 감귤 유통처리 분석(2017년)에 따르면, 도외 출하비중은 2000년 77%에서 2017년 

60%로 감소한 반면, 택배 등을 포함한 기타 출하는 같은 기간 동안 16%에서 23%로 

증가하여 농가 직거래 비중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17－23.  감귤 주 구입 장소
단위: %

구분 대형마트
재래시장 및 

도매시장
동네 슈퍼 농가 직거래

인터넷 및 
TV 홈쇼핑

농협 
하나로 마트

기타

비중 30.8 17.1 16.2 12.8 8.1 5.6 9.4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 직거래를 통한 감귤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1%로 나타났으며, 직거래 시 요인별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선도와 맛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반면, 외관과 크기

(균일성), 포장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28.  감귤 직거래 구매 경험 및 만족도

(구매 경험) (구입 만족도)

  주: 소비자의 구입만족도는 5점 만점임.(1점: 매우 불만족, 3점: 보통, 5점: 매우 만족)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감귤은 온주밀감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조사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온주밀감 선호도는 실제 구입 비중(40%)보다 낮은 31%로 

나타난 반면, 한라봉·천혜향·레드향 등의 만감류는 실제 구입 비중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만감류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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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4.  소비자의 감귤 구입 및 선호품종
단위: %

구분
2016년 조사치 2017년 조사치 2018년 조사치

구입품종 선호품종 구입품종 선호품종 구입품종 선호품종

온주밀감 41.9 32.1 40.0 30.1 39.9 30.8

한라봉 24.9 28.1 25.1 27.9 25.6 27.8

천혜향 20.8 25.0 21.4 25.5 20.8 24.3

레드향 12.4 14.8 13.5 16.5 13.7 17.1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 또한, 향후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저장기간이 길고, 향이 좋으며, 껍질 제거가 용이한 

품종이 개발될 경우 감귤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맛과 

신맛이 균형을 이루는 감귤에 대한 소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중(79%)은 단맛만 강한 

감귤에 대한 소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중(52%)에 비해 27%p 높아, 감귤의 경우 

단맛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 과일 품목에 비해 새콤달콤한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25.  향후 감귤 품종 개발 방향
단위: %

구분
소비를 

훨씬 늘린다
소비를 

조금 늘린다
소비 

변화 없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감귤 38.5 52.0  9.4

단맛과 신맛이 적절한 감귤 27.0 51.6 21.4

향이 좋은 감귤 23.4 46.6 30.1

껍질을 벗기기 쉬운 감귤 20.9 45.8 33.3

신맛이 없고 단맛이 강한 감귤 18.6 33.6 47.7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649명)

4.1.4. 수출 동향

∙ 감귤은 주로 노지온주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지온주 출하가 가장 많은 

11~12월에 수출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량 감소로 수출도 크게 감소

하여 생산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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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6.  감귤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년산 2005년산 2010년산 2015년산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전체 3,948 3,391 1,636 2,825 2,214 1,711 1,717

러시아
125

(3.2)
409

(12.1)
1,161
(71.0)

402
(14.2)

481
(21.7)

493
(28.8)

454
(26.5)

캐나다
17

(0.4)
2,489
(73.4)

157
(9.6)

953
(33.7)

740
(33.4)

302
(17.7)

282
(16.4)

미국
252

(6.4)
9

(0.3)
11

(0.7)
492

(17.4)
412

(18.6)
394

(23.0)
251

(14.6)

싱가포르
16

(0.4)
9

(0.3)
22

(1.3)
184

(6.5)
184

(8.3)
177

(10.3)
129

(7.5)

기타
3,538
(89.6)

475
(14.0)

285
(17.4)

794
(28.1) 

397
(17.9)

345
(20.2)

600
(35.0)

  주 1) 수출량은 9월∼익년 8월 기준이며, 2018년은 9~12월까지의 수출실적임.
     2) 2017년부터 감귤 HS-CODE는 기존 0805.20.1000에서 0805.21.1000으로 변경됨.
     3) 기타 수출 국가에는 말레이시아, 몽골, 홍콩, 아랍에미레이트, 괌, 태국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 현재 신선 감귤에 대한 수입 실적은 없으나, 감귤과 소비 대체 관계에 있는 오렌지는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다만, 오렌지의 경우 전체 수입

량의 90% 이상이 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산지 작황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18년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3~8월)가 무관세로 전환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 수입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 17－27.  오렌지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 2017년 2018년

전체 99,017 123,048 110,055 173,943 98,371 154,944 141,572 142,443

미국
95,493
(96.4)

116,993
(95.1)

104,909
(95.3)

166,931
(96.0)

91,209
(92.7)

146,485
(94.5)

131,675
(93.0)

129.653
(91.0)

남아공
2,133
(2.2)

2,554
(2.1)

1,657
(1.5)

2,056
(1.2)

4,033
(4.1)

3,139
(2.0)

3,823
(2.7)

5,440
(3.8)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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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급 전망

4.2.1. 2019년 전망

∙ 2019년 1월 이후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조생온주 

주산지인 서귀포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적고, 낮은 산함량에 따른 저장성 저하로 출하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 2019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 1천 ha 수준으로 전망된다. 품종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1% 감소하는 반면, 월동온주와 하우스온주는 각각 1%, 만감류는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만감류 중 한라봉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하겠으나, 천혜향과 레드향, 기타 

만감류(황금향, 카라향 등)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3~5% 늘어날 전망이다.

표 17－28.  2019년 감귤 품종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온주 만감류

전체
노지 월동 하우스 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기타 계

2018년 15,902 996 331 17,229 1,636 960 880 867 4,343 21,572

2019년 15,724 1,008 333 17,064 1,615 991 920 900 4,426 21,491

증감률 -1.1 1.2 0.5 -1.0 -1.3 3.2 4.6 3.8 1.9 -0.4

  주: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2018년 11월 30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2018년 전체)

4.2.2. 중장기 전망

∙ 감귤 재배면적은 2018년 2만 1,600ha에서 2028년 1만 9,900ha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감귤 

1인당 연간 소비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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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9.  감귤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년
전망

2019년 2023년 2028년

재배면적 천 ha 21.6 21.5 21.0 19.9

성목면적 천 ha 20.3 20.3 20.0 19.1

유목면적 천 ha 1.3 1.2 1.0 0.8

생산량 천 톤 614 611 609 594

수출량 천 톤 2.0 2.4 3.0 3.3

1인당 소비량 kg 11.8 11.7 11.6 11.2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그림 17－29.  감귤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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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5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복숭아 재배면적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5~2016년은 포도 FTA 

폐업지원사업에 따른 작목 전환으로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및 농가 

고령화 등으로 신규 식재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 1,100ha이었다.

∙ 지역별로는 영남의 재배면적 비중이 2018년 50%로 가장 크며, 충청 32%, 호남 10% 

순이다. 충청은 포도 FTA 폐업지원사업에 따른 작목 전환으로 2000년 23%에서 

2018년 32%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최대 주산지 영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7－30.  복숭아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7－31.  복숭아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최근 복숭아 단수는 1,430kg/10a 내외를 유지하였다. 2018년은 겨울철 동해와 봄철 

냉해, 여름철 폭염으로 1,200kg/10a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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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2009년 이후 연평균 3% 증가하였다. 2018년 

생산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5% 적은 18만 8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17－30.  복숭아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배면적 13.9 15.0 13.9 16.7 19.9 21.0 21.1 

성목면적 7.7 9.8 9.9 10.8 14.5 15.4 15.6

유목면적 6.2 5.2 4.0 5.9 5.4 5.6 5.5 

성목단수 2,212 2,276 1,357 1,423 1,433 1,443 1,208 

생산량 170 224 135 154 208 222 188 

  주: 2018년 생산량과 성목단수는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복숭아 품종은 털(毛)의 유무에 따라 크게 유모계와 천도계(무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유모계의 면적 비중이 약 80% 수준으로 2010년 이후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

이다. 이는 유모계 거래단가가 천도계보다 높게 형성되어 농가의 재배의향이 증가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7－31.  복숭아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모계
12,980
(86.5)

10,957
(78.8)

13,681
(81.9)

16,339
(82.2)

17,350
(82.6)

17.473
(82.9)

천도계
2,034
(13.5)

2,951
(21.2)

3,023
(18.1)

3,538
(17.8)

3,665
(17.4)

3,614
(17.1)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5.1.2. 출하 및 가격 동향

∙ 복숭아 실질단가는 동해로 반입량이 적었던 2013년 3,480원/kg을 기록한 이후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연평균(2013~2017년) 6% 하락하였다. 2018년에는 

생육기 기상 악화로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4% 상승한 3,180원/k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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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2.  복숭아 반입량 및 실질단가 추이

  주: 가격은 5~10월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 2018년 유모계 실질단가(6~10월)는 반입량이 전년 대비 25% 줄어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9%, 15% 높은 3,840원/kg이었다. 특히, 중생종(천중도)의 봄철 저온 피해가 커 8월 

반입량이 전년보다 38%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8월 실질단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하였다.

그림 17－33.  유모계 복숭아 반입량 및 실질단가

(반입량) (실질단가)

  주 1) 출하비중이 극히 적은 5월은 제외하였음.
     2)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 2018년 천도계 역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15%)로 실질단가

(6~10월)는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 10% 높은 2,370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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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4.  천도계 복숭아 반입량 및 실질단가

(반입량) (실질단가)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5.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복숭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9년 이후 재배면적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소비량은 4.3kg에 이르렀으나, 2018년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7% 줄어든 3.6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7－35.  복숭아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8)

∙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철 품목을 조사한 결과, 복숭아 응답 비중(24%)이 수박

(67%) 다음으로 높아 15개 과일·과채 품목 중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복숭아 가격이 비쌀 경우 소비 대체 품목으로 수박을 구입한다는 응답 비중

(59%)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참외(30%), 포도(12%)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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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6.  여름철 선호 과일·과채 및 복숭아 소비 대체 품목 조사
(선호 과일) (소비 대체 품목)

  주: 복숭아, 수박, 참외, 포도, 풋사과, 자두, 살구 등 여름에 먹을 수 있는 15가지 과일·과채 중 선택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 한편, 복숭아 가공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88%로 대부분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복숭아 가공식품 구매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요거트·

우유 등 유제품류 구매 의향(20%)이 가장 높았으며, 즙·차·주스 등의 음료류(18%), 

반건조과일(14%), 건조과일(11%), 아이스크림(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와인, 다이어트 관련 식품 등이 포함되었다.

∙ 최근 지속적인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에 맞는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가공품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32.  복숭아 가공식품 구매 의향 
단위: %

구분 유제품류 음료류 반건조과일 건조과일 아이스크림 젤리·사탕류 과자류 기타

비중 20.2 18.2 14.1 11.4 10.4 8.1 6.3 11.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 복숭아 품종 개발 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복숭아가 

개발될 경우 향후 복숭아 소비가 가장 많이 늘 것(92%)으로 예상된다. 껍질째 먹어도 

이질감이 없는 품종 개발(82%)에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복숭아의 향·털·즙·씨 

관련 품종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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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33.  향후 복숭아 품종 개발 방향
단위: %

구분
소비를 

훨씬 늘린다
소비를 

조금 늘린다
소비 

변화 없음

쉽게 물러지지 않아 신선한 상태로 오래가는 복숭아 44.0 47.7  8.3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어도 이질감 없는 복숭아 32.9 48.9 18.2

유모계이지만, 잔털이 없는 복숭아 23.2 50.2 26.6

즙이 많지 않아도 달콤한 복숭아 21.1 50.5 28.4

향이 좋은 복숭아 20.7 50.0 29.3

씨가 없는 복숭아 19.3 40.9 39.8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5.2. 수급 전망

5.2.1. 2019년 전망

∙ 2019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년보다 1% 늘어난 2만 1,300ha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지속적인 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신규 

식재 의향이 감소하면서 유목면적은 전년보다 1%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품종별로는 유모계와 천도계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강원, 호남, 영남 지역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 증가하는 반면, 

충청 지역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34. 2019년 복숭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8년 5,518 15,569 21,087

2019년 5,474 15,814 21,288

증감률 -0.8 1.6 1.0

  주: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2018년 11월 30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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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중장기 전망

∙ 복숭아 재배면적은 2018년 2만 1,100ha에서 2023년 2만 1,800ha로 증가하다가 

유목면적 감소로 2028년에는 2만 1,4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복숭아 생산량은 2019년 23만 톤에서 유목의 성목화로 단수가 늘면서 2028년 24만 

9천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복숭아 1인당 연간 소비량도 생산량 증가로 2019년 

4.4kg에서 2028년 4.7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35.  복숭아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년
전망

2019년 2023년 2028년

재배면적 천 ha 21.1 21.3 21.8 21.4

성목면적 천 ha 15.6 15.8 16.6 16.6

유목면적 천 ha 5.5 5.5 5.2 4.9

생산량 천 톤 188 230 245 249

1인당 소비량 kg 3.6 4.4 4.7 4.7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그림 17－37.  복숭아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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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6

6.1. 수급동향

6.1.1. 생산 동향

∙ 포도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포도 수입 증가에 따른 작목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고, 2018년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2,795ha이었다. 

∙ 지역별로는 주산지인 영남 지역 재배면적 비중이 2000년 49%에서 2018년 56%로 

높아졌다. 이는 충청 지역에서 FTA 폐업지원사업 이후 복숭아로의 작목 전환이 많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 지역 재배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17%로 낮아졌고, 경기·호남·강원 지역의 비중은 2000년 대비 약 2%p씩 

소폭 증가하였다.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2000년 47만 6천 톤에서 2017년 19만 톤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은 겨울 동해 및 봄 냉해, 7~8월 폭염 등 전반적인 기상 

악화로 전년보다 15% 감소한 16만 2천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17－38.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7－39.  포도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단위: %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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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36.  포도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배면적 29.2 22.1 17.6 15.4 14.9 13.1 12.8

성목면적 23.2 18.2 14.9 13.4 13.7 11.9 11.4

유목면적 6.0 3.6 2.7 2.0 1.2 1.2 1.4

성목단수 2,049 2,096 1,732 1,671 1,688 1,603 1,424

생산량 476 381 257 224 229 190 162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작형별로는 노지재배가 줄고 시설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FTA 폐업지원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시설 재배면적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17－37.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설
1,115
(3.8)

1,951
(8.8)

2,242
(12.8)

2,707
(17.6)

2,240
(15.0)

1,942
(14.8)

1,857
(14.5)

노지
28,085
(96.2)

20,106
(91.2)

15,330
(87.2)

12,690
(82.4)

12,706
(85.0)

11,147
(85.2)

10,938
(85.5)

자료: 통계청

∙ 2018년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은 캠벨얼리가 전체의 53%로 가장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캠벨얼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거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샤인머스캇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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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38.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캠벨얼리 거봉 샤인머스캇 MBA 델라웨어 기타 전체

2002
16,445
(73.5)

2,858
(12.8)

-
1,103
(4.9)

 82
(0.4)

1,880
(8.4)

22,368

2007
12,899
(72.1)

2,139
(11.9)

-
1,566
(8.7)

 94
(0.5)

1,216
(6.8)

17,913

2012
11963
(69.6)

2,700
(15.7)

-
1,232
(7.2)

127
(0.8)

1,157
(6.7)

17,181

2015
10,379
(67.4)

2,640
(17.1)

-
1,102
(7.2)

108
(0.7)

1,168
(7.6)

15,397

2016
9,830
(61.4)

2,753
(23.8)

278
(1.9)

1,048
(10.2)

99
(0.5)

938
(4.1)

14,946

2017
7,590
(57.9)

3,369
(25.7)

472 
(3.6)

1,350 
(10.3)

79 
(0.6)

249 
(1.9)

13,108 

2018
6,747 
(52.7)

3,403 
(26.6)

953
(7.4) 

1,206 
(9.4)

76 
(0.6)

411 
(3.2)

12,795 

  주: 2015년 품종별 면적은 통계청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였으며, 2016∼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과수실태조사(2002, 2007), 통계청(2012∼2018 전체 재배면적)

6.1.2. 출하 및 가격 동향

∙ 2018년 포도 실질가격(5~11월)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5%, 55% 상승한 kg당 

4,258원이었다. 이는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기 전반적인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

하면서 반입량이 전년보다 3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국내산 포도 가격은 시설포도가 출하되는 5~6월에 높게 형성되다가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2018년은 생육기 고온으로 출하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10월 이후 가격이 9월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출하종료 시기가 전년보다 

빨라지면서 11월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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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0.  국내산 포도 반입량 및 실질단가

(반입량) (실질단가)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 포도 실질가격은 FTA 폐업지원사업(2015~2016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품종

별로는 최근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샤인머스캇의 실질가격이 10,486원/kg으로 가장 

높았다. 가온 시설에서 주로 재배되어 출하시기가 가장 빠른 델라웨어의 3개년 평균 

실질가격은 7,305원/kg이었으며, 거봉 4,302원/kg, MBA 3,157원/kg, 캠벨얼리 

2,690원/kg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포도의 3개년 평균 실질단가는 3,500원/kg 내외로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7－41.  포도 품종별 실질가격

  주 1) 캠벨얼리, 거봉(6~11월), 델라웨어, 수입포도(5~7월), MBA(9~11월), 샤인머스캇(6~11월) 기준임.
   2)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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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포도와 국내산 포도가 경합되는 5~6월 수입포도의 최근 5개년 평균가격은 

3,400원/kg 내외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출하되는 국내산 델라웨어와 거봉, 캠벨얼리는 

가온시설에서 재배되어 수입포도보다 가격이 44~62% 높게 형성되었다.

품종별 반입량 및 거래단가 비교

∙ 포도 품종별 반입비중은 캠벨얼리가 감소하고, 거봉과 최근 신규 식재가 급증한 

샤인머스캇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샤인머스캇의 반입비중은 2014년 0.1%

에서 2018년 11.1%로 크게 증가하였다.

   - 2018년 샤인머스캇 반입량은 가락시장 청과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기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1,035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샤인머스캇은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호 증가로 거래단가가 꾸준히 

상승하였다. 다만, 샤인머스캇의 신규 식재가 크게 늘고 있어 향후 거래단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7－42.  청과법인 품종별 반입량 및 거래단가

(품종별 반입비중) (샤인머스캇 반입량 및 거래단가)

  자료: 가락시장 청과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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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포도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과 함께 200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8년 소비량은 

4.3kg으로 추정된다. 다만, 포도 수입의 증가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소비량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 국내산 포도 소비량은 2010년 이후 4kg대를 유지하였지만, 최근 생산량 감소로 3kg대로 

하락하였다. 반면, 수입산은 수입량 증가로 소비량이 1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7－43.  포도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 1인당 국내산 포도 소비량=(생산량-수출량)/인구수
2) 1인당 수입포도 소비량=수입량/인구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8)

∙ 샤인머스캇 인지 여부 및 구매에 관한 소비자 조사결과, 샤인머스캇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3%로 나타나 전년보다 25%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샤인

머스캇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40%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맛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매자의 8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자의 선호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도 18°Bx 이상의 완숙 출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44.  샤인머스캇 소비자 조사 결과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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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품종 개발 시 포도 소비를 증가시킬 요인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현재보다 

당도가 높고(91%), 저장성이 좋으며(78%), 향이 진하고(67%), 알이 단단할(53%) 경우 

지금보다 포도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39.  향후 포도 품종 개발 방향
단위: %

구분
소비를 

훨씬 늘린다
소비를 

조금 늘린다
소비 

변화 없음

당도가 높은 포도 41.0 50.0  9.0

저장이 오래되는 포도 28.3 49.3 22.4

향이 진한 포도 23.3 43.7 33.0

알이 단단한 포도 11.4 41.4 47.2

한번에 한송이를 다 먹을 수 있는 포도 13.9 36.0 50.1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 선호하는 포도 품종을 부모와 자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부모는 캠벨얼리를 가장 선호

하며, 자녀는 부모에 비해 수입포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7－45.  소비자 포도 선호 품종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6.1.4. 수출입 동향

∙ 2018년 신선포도 수출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1,275톤이었다. 주 수출 품종은 

캠벨얼리와 거봉이나, 최근에는 샤인머스캇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이었으나,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량

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대 중국 수출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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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40.  신선포도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31 205 471 813 1,028 1,218 1,275

홍콩
1

(3.0)
45

(21.8)
50

(10.5)
102

(12.5)
222

(21.5)
269

(22.1)
314

(24.7)

베트남 - -
11

(2.4)
36

(4.4)
106

(10.3)
233

(19.1)
329

(25.8)

싱가포르 -
6

(3.1)
73

(15.4)
173

(21.3)
178

(17.2)
225

(18.5)
187

(14.7)

미국 -
103

(50.3)
225

(47.8)
262

(32.2)
234

(22.7)
185

(15.2)
129

(10.1)

기타
30

(96.7)
51

(24.8)
84

(17.7)
153

(18.9)
200

(19.4)
249

(20.5)
183

(14.3)

자료: 한국무역협회

∙ 포도 수입량은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크게 증가하여 2015년 6만 6천 톤

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수입 대상국의 작황에 따라 증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은 칠레의 작황 부진으로 칠레산 수입량이 감소

하였으나, 미국의 작황 호조로 전년보다 17% 많은 6만 톤 수준이었다.

표 17－41.  신선포도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7,921 9,970 32,482 54,192 58,743 59,260 66,192 48,730 51,269 59,998

칠레
6,585
(83.1)

8,317
(83.4)

29,452
(90.7)

46,597
(86.0)

47,413
(80.7)

47,026
(79.3)

50,631
(76.5)

33,787
(69.3)

34,412
(67.1)

31,966
(53.3)

미국
1,336
(16.9)

1,654
(16.6)

3,031
(9.3)

5,951
(11.0)

7,579
(12.9)

7,027
(11.9)

6,034
(9.1)

7,523
(15.4)

10,145
(19.8)

19,653
(32.8)

페루 - - -
1,644
(3.0)

3,751
(6.4)

5,200
(8.8)

8,983
(13.6)

7,163
(14.7)

6,550
(12.8)

7,591
(12.7)

호주 - - - - -
6

(0.0)
545

(0.8)
256

(0.5)
162

(0.3)
789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9년 국내산 포도 출하기(5~10월)의 칠레, 페루, 호주산의 수입 관세율은 45%로 

전년과 동일하며 미국산의 경우 3%p 하락한 2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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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기간에 수입되는 칠레, 미국, 페루산 포도는 2016년 이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6%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던 호주산 포도는 2018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었다.

표 17－42.  수입국가별 신선포도 관세율
단위: %

수입국 기준관세율
FTA 협정 관세율

수입기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칠레 45
5~10월 45 45 45 45 45

11~4월 0 0 0 0 0

미국 45
5~10월 15일 26.4 23.8 21.2 18.5 15.8

1~4월/10월 16일~12월 0 0 0 0 0

페루 45
5~11월 45 45 45 45 45

1~4월, 11~12월 0 0 0 0 0

호주 45
5~11월 45 45 45 45 45

1~4월, 12월 0 0 0 0 0

자료: 관세청

6.2. 수급 전망

6.2.1. 2019년 전망

∙ 2019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1만 2,960ha로 전망된다. 성목면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하나, 샤인머스캇 등 신품종 갱신으로 유목면적이 43% 증가하여 

전체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43.  2019년 포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8년 1,406 11,389 12,795

2019년 2,005 10,955 12,960

증감률 42.6 -3.8 1.3

주: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2018년 11월 30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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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형별로는 비가림·노지 및 시설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1% 증가할 전망이다.

∙ 품종별 재배면적은 캠벨얼리가 전년보다 5% 감소하며, 거봉과 MBA는 전년과 비슷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샤인머스캇은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캠벨얼리, 거봉 다음으로 많은 면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2.2. 중장기 전망

∙ 중장기 포도 재배면적은 샤인머스캇 신규 식재 및 품종 갱신으로 2018년 1만 2,800ha

에서 2023년 1만 3,500ha로 증가하다가 2028년에는 1만 2,40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포도 수입량은 국내 포도 생산량 감소와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해 2018년 5만 6천 톤에서 

2028년 6만 9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포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8년 4.3kg에서 2028년 4.7kg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표 17－44.  포도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년
전망

2019년 2023년 2028년

재배면적 천 ha 12.8 13.0 13.5 12.4

성목면적 천 ha 1.4 2.0 2.2 1.6

유목면적 천 ha 11.4 11.0 11.3 10.8

생산량 천 톤 162 179 188 182

수입량 천 톤 56 56 61 69

1인당 소비량 kg 4.3 4.5 4.7 4.7

  주 1) 수입량은 5월~익년 4월 기준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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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6.  포도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569

단감7

7.1. 수급 동향

7.1.1. 생산 동향

∙ 단감 재배면적은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

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8년 재배면적은 9,108ha로 전년보다 5% 감소하였다. 지역

별로는 주산지인 경남의 재배면적 비중이 2000년 49%에서 2018년 60%로 증가한 

반면, 재배면적 감소폭이 큰 전남과 경북은 같은 기간 각각 34%에서 31%, 12%에서 

6%로 감소하였다.

그림 17－47.  단감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림 17－48.  단감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단위: %

주: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증가하여 2010∼2015년 사이 

15만 톤 내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수확기 잦은 강우로 꼭지들림 피해가 

컸으며, 2017년 생육기 가뭄, 2018년 동해 및 냉해, 폭염으로 인한 단수 감소로 최근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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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45.  단감 재배면적과 단수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배면적 23.8 17.2 15.2 11.8 10.0 9.6 9.1

성목면적 16.5 14.7 13.5 10.7 9.1 8.8 8.4

유목면적 7.4 2.5 1.8 1.2 0.9 0.7 0.7

성목단수 1,381 1,599 1,144 1,480 1,360 1,292 1,213

생산량 227 236 154 158 124 114 101

주: 2018년 생산량과 성목단수는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은 부유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종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랑은 대부분 전남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부유 다음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높다. 

∙ 서촌조생은 이른 추석 시기에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비중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서와 태추 등 기타 품종은 품질 향상을 

위한 고접갱신으로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7－46.  단감 품종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부유 차랑 서촌조생 기타 전체

2002년
17,247
(81.6)

2,143
(10.1)

1,106
(5.2)

629
(3.0)

21,124

2007년
13,373
(82.0)

1,704
(10.4)

731
(4.5)

501
(3.1)

16,309

2012년
11,047
(82.5)

1,272
(9.5)

469
(3.5)

603
(4.5)

13,390

2017년
7,949
(83.0) 

879
(9.2)

318
(3.3)

434
(4.5)

9,580

2018년
7,528
(82.7) 

842
(9.2)

295
(3.2)

443
(4.9)

9,108

  주: 2015년 품종별 면적은 통계청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였으며, 2016∼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과수실태조사(2002, 2007), 통계청(2012∼2018 전체 재배면적)

∙ 최근(2016~2018년)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이 시행되면서 서촌조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완’과, 부유 대체 품종인 ‘원미’, ‘로망’ 등의 고접갱신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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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47.  단감 신품종 소개

품종 특성

조완
수꽃이 착생되지 않아 안전생산을 위한 결실량 확보에 유리함.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여 식미가 매우 우수함. 과중은 220g이며, 당도는 16.4Brix임. 수확기는 9월 하순

원미
수꽃이 착생되지 않아 안전적 결실량 확보에 유리함.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여 
식미가 매우 우수함. 과중은 250g이며, 당도는 15.8Brix임. 수확기는 10월 상순

로망
과육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식미가 매우 우수함. 과중은 220g이며, 당도는 18.6Brix임. 
수확기는 10월 중·하순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17), 「우리나라 과수 신품종 소개」

7.1.2. 출하 및 가격 동향 

∙ 단감의 월별 반입량은 부유의 주출하시기인 10~11월에 집중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대과 비중은 높았다. 이에 따라 가격이 높게 형성

되면서 수확기인 10월 출하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저장기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저장 의향이 낮아져 11월 이후 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 단감 가격은 조생종 출하가 시작되는 9월에 가장 높고 부유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11월에 하락하였다가 설 성수기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2018년산 단감 

실질가격은 겨울철 동해로 조생종의 고사 피해가 커 9월 가격이 특히 높았으며, 

이후에도 반입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그림 17－49.  단감 월별 반입비중과 실질가격 변화

(반입량) (실질가격)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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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감 품종별 실질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부유는 생산량 감소로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반면, 서촌조생은 2012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최근 추석 

성수기에 상서, 이두, 송본, 태추 등 과거보다 다양한 품종이 출하되기 때문이다.

∙ 송본조생은 상품성이 낮은 서촌조생을 대체하기 위해 최근 추석시기에 출하되면서 

실질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차랑은 타 품종에 비해 가격이 낮은 편이다.

그림 17－50.  단감 품종별 실질가격 변화 (3년 이동평균)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 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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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시기 조생종 품종별 반입비중 및 가격비교

∙ 추석에 주로 출하되는 서촌조생의 성수기(추석 전 1주일) 반입비중은 추석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송본, 상서 그리고 태추 등 기타 조생종의 반입비중이 증가하여 서촌조생을 대체

하는 추세이다.

표 17－48.  추석 성수기 품종별 반입비중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석일자 9월 12일 9월 30일 9월 19일 9월 8일 9월 27일 9월15일 10월 4일 9월 24일 

품종

서촌 94.7 48.4 63.9 55.6 50.0 62.2 7.4 30.3

송본 0.1 5.8 0.9 0.1 23.1 1.2 60.9 41.0

상서 0.0 0.0 0.0 0.0 7.0 0.9 18.2 10.2

기타 5.3 45.7 35.2 44.3 18.6 35.6 12.7 17.8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서촌조생의 추석 성수기 단가는 2013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며, 송본과 상서는 

서촌조생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서촌조생의 성수기 

단가는 1,947원/kg이었으며, 송본은 3,606원/kg, 상서는 4,508원/kg이었다. 

따라서 상품성이 좋은 송본과 상서의 추석 반입량은 앞으로도 증가하여 서촌조생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51.  추석 성수기 품종별 단가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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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단감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5년 4.8kg을 최고점으로 이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줄어든 

1.8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7－52.  단감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8)

∙ 단감 소비 증가를 위한 품종 개발 방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보다 당도가 높고(85%), 

씨가 없으며(74%), 단단함이 오래가는(74%) 경우 지금보다 단감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색 빛이 나는 단감에 대해서는 구매 의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푸른빛이 도는 태추가 덜 익은 단감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49.  향후 단감 품종 개발 방향
단위: %

구분
소비를 

훨씬 늘린다
소비를 

조금 늘린다
소비 

변화 없음

당도가 높은 단감 38.6 46.8 14.6

씨가 없는 단감 23.5 50.7 25.8

단단함이 오래가는 단감 25.4 48.7 25.9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단감 26.4 45.0 28.6

청색 빛이 나는 단감 6.3 19.5 74.2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8., 5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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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감 가공식품 구매 경험에 대한 조사에는 75%의 소비자가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구입 의향이 높은 가공식품은 식초, 감말랭이, 감잎차 등이며, 와인, 과자류, 초콜릿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구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17－53.  단감 가공식품 소비자 조사

(구매 경험) (구입 의향)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8., 579명)

7.1.4. 수출입 동향

∙ 단감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5% 내외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다. 2000년 2,960톤에서 2015년 8,854톤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생산량 감소로 2016~2017년에는 수출량이 감소하였다. 2017년산의 경우 소과 생산 

비중이 높아 소과 위주로 수출되는 동남아 시장의 수출량이 증가하였다. 

∙ 2018년산(9~12월)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한 5,200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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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50.  단감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0년산 2005년산 2010년산 2012년산 2014년산 2015년산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전체 2,960 4,539 6,160 8,842 8,601 8,854 6,528 7,137 5,200

말레이시아
1,450
(49.0)

2,174
(47.9)

3,233
(52.5)

4,171
(47.2)

3,443
(40.0)

3,294
(37.2)

2,497
(38.2)

3,568
(50.0)

2,393
(46.0)

싱가포르
676

(22.8)
315

(6.9)
878

(14.3)
1,313
(14.9)

1,189
(13.8)

1,465
(16.5)

739
(11.3)

967
(13.6)

746
(14.3) 

홍콩
308

(10.4)
461

(10.2)
442

(7.2)
872

(9.9)
1,050
(12.2)

1,158
(13.1)

851
(13.0)

842
(11.8)

683
(13.1)

캐나다 -
83

(1.8)
583

(9.5)
1,062
(12.0)

1,022
(11.9)

738
(8.3)

551
(8.4)

458
(6.4)

398
(7.6)

기타 526
(17.8)

1,506
(33.2)

1,023
(16.5)

1,424
(16.0)

1,897
(22.1)

2,199
(24.9)

1,890
(29.0)

1,301
(18.2)

980
(18.8)

주: 수출량은 9월~익년 8월까지이며, 2018년산은 9~12월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7.2. 수급 전망

7.2.1. 2019년 전망

∙ 2019년 저장 출하기(1~4월) 단감 출하량은 2018년산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8,959ha로 전망된다. 유목면적은 

태추와 국내산 품종인 조완, 로망 등의 고접갱신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하겠으나,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폐원 등으로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51.  2019년 단감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8년 748 8,360 9,108

2019년 761 8,198 8,959

증감률 1.7 -1.9 -1.6

주: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2018년 11월 30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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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중장기 전망

∙ 중장기적으로 단감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 9,100ha에서 2028년 8,000ha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감 수출량은 국내 소비 감소에 따른 수출 확대 노력으로 2028년 1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19년 11만 4천 톤에서 2028년 10만 7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28년 1.8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52.  단감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년
전망

2019년 2023년 2028년

재배면적 천 ha 9.1 9.0 8.5 8.0

성목면적 천 ha 8.4 8.2 7.9 7.5

유목면적 천 ha 0.7 0.8 0.7 0.5

생산량 천 톤 101 114 110 107

수출량 천 톤 7.2 7.7 8.8 10.1

1인당 소비량 kg 1.8 2.0 1.9 1.8

주 1)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 수출량은 9월~익년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그림 17－54.  단감 중장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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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8

8.1. 수입 동향 

∙ 과일 수입량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수입 품목과 수입국도 다변화되고 있다.

∙ 주요 신선 과일 수입량은 2000년 32만 톤에서 연평균 5%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년보다 1% 많은 82만 톤이었다. 품목별 수입량은 주요 수입 대상국의 작황에 따라 

매년 증가 또는 감소하나, 전반적으로 수입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림 17－55.  주요 신선 과일 수입량 그림 17－56.  주요 신선 과일 부류별 수입량

  주: 열대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는 오렌지, 자몽, 레몬, 온대과일은 체리, 포도, 키위, 석류를 포함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 부류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를 포함한 주요 열대과일 수입량은 

2010년 40만 톤에서 2018년 52만 톤으로 30% 증가하였다. 특히 망고의 경우,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 대상국이 다변화되면서 2010년 1천 톤에서 2018년 1만 7천 톤으로 

13배 가량 증가하였다. 

∙ 오렌지, 자몽, 레몬을 포함한 주요 감귤류 수입량은 2010년 12만 톤에서 2018년 18만 

톤으로 47% 증가하였다. 오렌지는 같은 기간 29% 증가하였고, 레몬과 자몽은 각각 

212%, 171%로 증가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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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체리, 키위, 석류 등 주요 온대과일 수입량은 2010년 7만 5천 톤에서 2018년 

11만 8천 톤으로 늘어나 열대과일(31%)과 감귤류(47%)보다 증가폭(59%)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리는 국내 수요 증가로 꾸준히 수입이 늘고 있으며, 2016년

부터는 칠레산이 수입되면서 하반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품목 구 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바나나
수입량 253,974 337,907 363,466 364,580 437,381 427,150

필리핀 (99.9) (99.6) (90.4) (83.5) (78.8) (77.8)

오렌지
수입량 123,048 110,055 111,743 154,945 141,572 142,443

미국 (95.1) (95.3) (92.1) (94.5) (93.0) (91.0)

파인
애플

수입량 48,763 60,565 68,373 77,375 78,998 77,520

필리핀 (99.6) (98.0) (95.8) (90.5) (88.8) (90.2)

포도

수입량 13,353 34,963 66,193 48,730 51,267 59,998

칠레 (83.7) (88.4) (76.5) (69.3) (67.1) (53.3)

미국 (16.3) (11.6) (9.1) (15.4) (19.8) (32.8)

키위
수입량 26,751 28,515 23,822 30,735 28.147 32,923

뉴질랜드 (72.8) (79.2) (71.9) (79.5) (78.8) (88.7)

자몽

수입량 1,532 7,861 25,010 23,169 22,998 21,269

미국 (100.0) (90.1) (56.4) (86.3) (48.6) (42.1)

남아프리카공화국 - - (31.3) (13.7) (40.5) (40.3)

체리
수입량 987 3,800 12,583 13,818 17,666 18,072

미국 (87.9) (94.9) (95.8) (89.6) (90.7) (79.9)

레몬
수입량 - 5,627 17,275 15,247 15,628 17,584

미국 - (82.8) (74.8) (86.3) (79.3) (77.4)

망고

수입량 762 1,351 13,469 11,347 13,426 16,954

필리핀 (80.8) (24.9) (42.4) (35.0) (24.7) (15.5)

태국 (13.7) (35.2) (42.3) (52.4) (61.8) (58.2)

아보카도

수입량 386 457 1,515 2,915 5,979 11,560

미국 (73.5) (77.6) (58.9) (55.9) (56.6) (69.1)

멕시코 - (10.8) (14.4) (13.5) (28.8) (21.3)

석류
수입량 7,485 7,402 8,810 5,765 5,079 7,432

미국 (0.0) (99.9) (98.1) (86.1) (77.7) (91.0)

주: 석류는 기타 코드(0810.90.9000)에서 베트남 수입량(용과)을 제외하고 집계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7－53.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과 주요국가 비중
단위: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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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을 살펴보면, 오렌지는 미국산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남아공산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보다 1% 증가한 14만 2천 톤이었다. 포도 수입량은 

미국산 작황 호조로 전년보다 17% 증가한 6만 톤이었다. 다만, 칠레산은 수확기 강우와 

병충해로 수입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2018년 바나나, 파인애플 수입량은 필리핀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각각 2% 감소

하였다. 바나나 수입량은 42만 7천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전년보다는 

줄었으나,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 2018년 키위와 레몬 수입량은 각각 뉴질랜드와 미국의 작황 호조로 전년보다 각각 

17%, 13% 증가하였다. 반면, 자몽 수입량은 전년보다 8%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산의 

공급량 감소로 수입원가가 높았고, 남아공도 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2018년 체리 수입량은 미국산(워싱턴주) 체리의 작황 호조로 전년보다 2% 증가한 1만 

8천 톤이었다. 망고는 주요 수입 대상국인 태국, 필리핀 이외에 페루, 대만 등에서 

애플망고 수입이 크게 늘어 수입량이 전년보다 26% 증가하였다.  

∙ 2018년 아보카도 수입량은 전년보다 93% 증가한 1만 2천 톤이었다. 최근 3년간 외식 

소비 및 가정용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입량이 연평균(2016∼2018년) 69%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

∙ 2018년 석류 수입량은 미국의 작황이 양호하여 수확기 강우로 공급량이 적었던 전년

보다 크게 증가한 7천 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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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입 전망 

∙ 중장기 주요 과일(신선, 건조, 냉동 포함) 수입량은 2018년 88만 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에는 11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귤류 수입량은 2018년 19만 톤에서 2028년 23만 6천 톤으로 24% 증가할 전망이

며, 포도는 동기간 23% 증가할 전망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수입량은 

2018년 54만 5천 톤에서 2028년 67만 7천 톤 수준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54.  주요 수입과일 전망 그림 17－57.  중장기 수입과일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전체 882 906 1,016 1,131

감귤류1) 190 199 214 236

포도2) 56 56 61 69

열대과일3) 545 555 625 677

기타과일4) 92 96 117 150

주 1) 감귤류 수입량은 오렌지, 레몬, 라임의 합계임. 
     2) 포도 수입량은 5월~익년 4월 기준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인 칠레와 미국 물량의 합계임. 
     3) 열대과일 수입량은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의 합계임.
     4) 기타과일은 키위, 석류, 체리의 수입량과 과일·견과류의 냉동 및 가공 수입량의 합계임. 
     5)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한국무역협회

∙ 소비자 조사결과, 가장 선호하는 수입 과일은 바나나(24%), 오렌지(16%), 포도(14%) 

순으로 나타나 2015년 조사결과(바나나 33%, 오렌지 25%, 포도 14%)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구성원 간 선호도 조사에서는 망고, 체리, 파인애플, 키위는 부모세대

보다 자녀세대에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과일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품질(25%)’, ‘가족의 선호(22%)’, ‘가격

(20%)’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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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8.  가족구성원별 선호하는 수입과일 그림 17-59.  수입과일 구매 시 고려사항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 2018년 수입과일 구매량은 응답자 중 절반이 ‘전년과 비슷(55%)’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수입과일의 구매량을 전년보다 늘렸다’는 비중은 34%, ‘줄였다’는 11%로 

나타나 구매량을 줄인 사람보다 늘린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55.  수입과일 구매 증가 이유 표 17-56.  수입과일 구매 감소 이유

구분 비중(%)

수입과일이 국산과일보다 
품목이 다양해서

38.6

수입과일이 국내 과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25.9

수입과일의 가격이 
전년보다 저렴해서

17.8

가족구성원의 선호가 
바뀌어서(국산과일→수입과일)

17.8

구분 비중(%)

국산 과일의 품질(맛, 신선도 등)이 
수입과일보다 좋아서

46.4

수입과일의 가격이 
전년보다 비싸서

22.6

수입과일이 국내 과일보다 
더 비싸서

15.5

가족구성원의 선호가 
바뀌어서(수입과일→국산과일)

15.5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 수입과일의 구매를 전년보다 늘린 이유는 ‘국산과일보다 수입과일의 품목이 다양해서

(39%)’가 가장 많았고, ‘수입과일의 가격이 국내 과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26%)’가 뒤를 이었다. 

- 이는 2018년 기상 악화로 인해 국내산 과일류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자들이 국내 과일 가격을 수입과일 가격보다 비싸게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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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일의 구매를 전년보다 줄인 이유는 ‘국산 과일의 품질(맛, 신선도 등)이 수입과일

보다 좋아서(46%)’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입과일의 가격이 전년보다 비싸서

(23%)’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17-60.  기타 열대과일 구입 경험

  주: 복수응답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8.12.27., 579명)

∙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기타 열대과일의 구입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아보

카도(24%), 망고스틴(16%), 용과(13%) 순으로 구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보카도는 2015년 조사결과(17%)보다 7%p 증가하여 과거보다 구입한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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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 동향1

1.1.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동향

∙ 2017년도 임산물 생산액(산림청 임업통계연보)은 8조 9,652억 원으로 2016년보다 

약 2.6% 감소하였다. 이 중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2조 9,136억 원으로 전년보다 

31.5% 증가하였다. 2016년을 제외하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17년 수실류(밤, 떫은감, 대추 등) 생산액은 단가하락으로 전년보다 3.2% 감소

하였다. 수실류 생산액은 2014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2017년 버섯류(표고버섯, 송이, 목이 등) 생산액은 전년보다 4.3% 증가하였다. 표고버섯의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하였지만, 송이버섯 및 목이버섯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 2017년 산나물(고사리, 취나물 등) 생산액은 전년보다 1.5% 증가하였다. 2014년

부터 생산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나물에는 고사리를 비롯하여 곰취, 더덕, 도라지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2017년 

산나물 생산액은 4,119억 원이고, 그 중 고사리 생산액은 16.6%를 차지한다. 

- 최근 도라지가 FTA피해보전직접직불제 대상 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마늘, 

눈개승마 등의 품목으로 대체하는 임가가 늘고 있다. 

표 18-1.  임업생산액 추이(2013－2017)
단위: 억 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증감률

구성비 2013대비 2016대비

전체 69,100 78,159 83,378 92,032 89,652 100.0 29.7 △2.6

단기소득임산물 27,601 27,800 28,704 27,664 29,136 32.5 5.6 5.3

조경재 7,636 6,379 7,360 6,537 6,714 7.5 △12.1 2.7

수실류 7,179 8,598 7,246 7,076 6,854 7.6 △4.5 △3.2

약용식물 4,932 5,104 5,622 5,387 5,900 6.6 19.6 9.5

산나물 3,721 3,697 3,832 4,059 4,119 4.6 10.7 1.5

버섯류 1,969 2,042 2,441 2,378 2,481 2.8 26.0 4.3

기 타 2,078 1,991 2,203 2,224 3,070 3.4 47.7 38.0

주: 기타에는 수액, 톱밥, 수지, 칠액, 목초액, 잔디, 칡뿌리, 자생란, 섬유연료, 농용자재, 기타부산물이 포함됨.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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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기소득임산물(밤, 떫은감, 대추, 표고버섯, 고사리)의 재배면적1) 과 생산액 

변화는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2010년, 2015년 기준)

- 밤의 재배면적은 31.0%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액도 25.2% 감소하였다.

- 떫은감의 재배면적은 2.3% 감소하였다. 하지만 재배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량은 

증가하였고, 생산액도 8.2% 증가하였다.

- 대추의 재배면적은 임차지 반환, 낮은 수익성 등으로 15.9%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상

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액이 45.2% 증가하였다.

- 표고버섯의 재배면적 중 톱밥배지 방식은 147.2% 증가한 반면, 원목재배 방식은 

12.5% 감소하였다.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로 표고버섯 평균가격이 

하락하였고, 총생산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표 18-2.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면적(규모)과 생산액 변화
단위: ha, 억 원

구 분
재배면적(규모) 생산액

2010 2015 2010 2015
밤 24,485 16,899 1,353 1,011

떫은감 11,875 11,601 1,969 2,131
대추 3,264 2,744 675 980

표고버섯
(만 본/봉)

톱밥배지 852 2,106
2,230 2,227

원목재배 2,666 2,334
고사리 n.a 3,279 351 524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연도, 임업통계연보 각연도

1.2.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입 동향

∙ 2017년의 임산물 수출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4.5%이며, 

이는 전년보다 26.5% 감소한 금액이다. 임산물 수입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8%이며, 이는 전년보다 0.8% 감소한 금액이다. 

표 18-3.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입 동향(2008－2017)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58 293 240 147 144 106

수입 275 829 909 804 764 758

자료: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

1) 재배면적은 2010년과 2015년에만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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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2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밤 생산량은 2009년 7만 5,911톤을 기록한 이후 2017년 4만 9,883톤까지 감소

하였다. 2018년 밤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평년보다 1% 증가한 5만 6,5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철 고온(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밤 전체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9월 강수량 증가로 중ㆍ만생종 생산량이 증가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10년간 충남지역 밤 생산량은 연평균과 비슷한 반면, 경남과 전남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6%, 7% 감소하였다. 남부지역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고령목의 비율이 높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보인다.

그림 18-1.  밤 생산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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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남 전남 충남 합계

주: 2018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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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가격과 유통

∙ 2018년 전국 밤 평균 산지가격(상품)은 3,274원/kg으로 전년(2,663원/kg)보다 

23%, 평년보다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와 재고물량 부족 

등으로 2018년 밤 전체 산지가격(상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수확기(9월~10월) 이후에는 중ㆍ만생종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18-2.  월별 밤 산지가격 동향(상품기준)
단위: 원/kg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7 2.18 4.1 5.13 6.24 8.4 9.16 10.28 12.9

2017년
2018년

평년

주: 평년가격은 ’13~’17년까지의 주별 가격의 평균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밤 산지유통은 수매기관(농협, 산림조합 등)이 73%, 수집상 12%, 직거래 11%, 기타 

5%로 수매기관, 수집상, 직거래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거래는 높은 판매 가격으로 임가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비중은 크지 않다. 

2.1.3. 소비 트렌드 분석2)

∙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 밤은 가공과 건강에 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은 밤이 들어간 밤식빵, 단팥빵, 케익, 갈비찜 등을 ‘맛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새로운 가공제품이 개발되면 임가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 7. 1~2018. 6. 30  동안의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등의 SNS를 대상
으로 소셜빅데이터 분석 중 하나인 키워드(주제어)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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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은 ‘5대 영양소’, ‘이유식’, ‘아침대용’, 위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 ‘단백질’과 

‘비타민(C)’이 풍부하여 ‘피부’ 및 ‘노화’ 예방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학적인 특징을 표현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18-3.  (생)밤 연관어 분석결과

순위 연관어 건수 유형

1 맛 135 속성

2 군밤 129 상품

3 간식 88 속성

4 물 79 속성

5 음식 75 라이프

6 가을 72 라이프

7 집 67 장소

8 대추 65 상품

9 비타민 63 자연/환경

10 추석 54 라이프

2.1.4. 수출입 동향

∙ 2018년 밤 수출량은 전년보다 13%, 평년보다 7% 감소한 8,534톤(생밤환산 8,765

톤)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밤 가격상승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생밤 수출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수출량이 감소하였다. 

－ 품목별로는 생밤 7,350톤, 조제밤 1,014톤, 깐밤 103톤, 냉동밤 68톤이 수출되었다. 

생밤은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조제밤과 깐밤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 일본으로 수출된 제조밤은 대부분 제과용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기침체와 

소비감소에 더하여 한국산 밤 가격 상승 등은 일본으로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격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018년 밤 수입량은 전년보다 24%, 평년보다 34% 증가한 9,370톤(생밤환산 

11,455톤)으로 나타났다. 수입밤 유통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품목별로는 냉동밤 4,593톤, 조제밤 2,482톤, 생밤 2,295톤이 수입되었으며, 생밤의 

2018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은 2,170톤이다.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591

그림 18-4.  밤 수출입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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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2. 수급 전망

2.2.1. 2019년 전망

∙ 2019년 밤 생산량은 임가의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재배관리의 어려움과 낮은 

농가 수취가격 등으로 2018년보다 6% 감소한 5만 3,000톤 내외로 전망된다.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높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밤 수확을 위한 생산지원 

정책 확대 등이 필요하다.

∙ 2019년 밤 수출은 2018년보다 2% 감소한 8,600톤으로 전망되며, 수출선 다변화, 

산지가격 변동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수입은 냉동밤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18년보다 1% 증가한 1만 1,570톤으로 전망된다. 

2.2.2. 중장기 전망

∙ 향후 10년간 밤 생산량은 연평균 2% 정도 감소하여 2028년에는 4만 2,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밤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28년 밤 수출량은 7,0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냉동밤 중심으로 2028년에는 1만 2,6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확대가 중요하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밤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과 인터넷, 

SNS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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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4.  밤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18
전 망

2019 2023 2028

생 산 56,500 53,000 48,100 42,000

수 입 11,455 11,570 12,000 12,600

수 출 8,765 8,590 7,900 7,000

주 1) 2018년 값은 추정치임. 
   2) 생밤으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깐밤 2.0, 냉동밤 1.4, 조제밤 1.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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떫은감3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떫은감 생산량은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 21만 2,717톤으로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재배면적 확대와 떫은감 재배기술 발전이 생산량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3)

∙ 2018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26.8% 감소한 15만 5,700톤으로 추정된다. 연초 저온

피해와 여름철 고온 및 가뭄 피해 등 자연재해가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 

- 품종별 생산량은 대봉이 36.1% 감소하였으며, 고종시 35.3%, 반시 27.8%, 둥시 

17.1% 순으로 나타났다. 

- 주산지별로는 경남 산청이 35.8%, 경북 상주 17.5%, 경북 청도 27.8%, 전남 영암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5. 떫은감 생산 동향
단위: 톤

53,514  56,050  54,773  56,962 

81,770 
100,415 96,597  92,013 

105,367 

77,124 

16,759 
22,665  18,845  16,504 

20,508 

31,390 36,694 
34,341 

40,811 

29,872 

12,408 
13,649 

9,637  13,504 

26,334 

33,586 28,988 
30,367 

31,635 

23,156 

7,187 
5,803 

5,933  6,848 

7,675 

12,241 13,612 
14,350 

16,765 

12,271 

4,186 
3,782 

3,850 
5,160 

11,814 

20,274  19,416 
17,012 

18,139 

13,277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북 전남 경남 충북 기타

  주: 2018년은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3) 전정, 비료, 관수 등 재배기술 발달로 해거리 현상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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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가격과 유통

∙ 떫은감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다.4)

- 둥시 평균 경매가격(1등급)은 1,471원/kg으로 전년(815원/kg)대비 80.6% 상승

하였다. 

- 반시 평균 경매가격은 1,541원/kg으로 전년(939/kg)대비 64.2% 상승하였다.

∙ 대봉 수매가격(상품)은 영암 금정농협 기준 1,533원/kg으로 전년(1,200원/kg)대비 

27.8% 상승하였다.

∙ 2018년 1분기 곶감 평균 도매가격(특품 기준)은 전년 동기대비 28.7% 하락한 

11,793원/kg이다. 이는 2017년 원료감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9년 1분기 

곶감 가격은 원료감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그림 18-6. 떫은감 품종별 가격 현황

<떫은감(둥시) 경매 가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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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상주원예농협공판장, 청도농협공판장

∙ 떫은감 생과는 지역농협(61%), 산지유통업체(25%), 가공업체(14%) 순서로 산지에서 

출하된다. 지역농협에 유통된 생과는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을 통해, 산지유통업체에 

유통된 생과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5) 

4) 떫은감 생과는 주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거래되며 곶감은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가격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 정호근(2014). 『주요 임산물 유통경로 분석 및 체계 정립을 통한 다품목 거점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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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소비 트렌드 분석6)

∙ 소비자들은 ‘떫은감’ 보다는 ‘홍시’와 ‘곶감’, ‘감말랭이’ 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이를 주제어로 설정하여 연관어 및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홍시는 아이스 홍시, 홍시 스무디, 홍시 빙수 등 다양한 디저트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홍시의 맛과 식감을 살린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곶감은 명절 차례상 음식 및 선물로 소비되거나 간식으로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감성 분석 결과 ‘착한 가격’이란 문구가 기입된 제품 홍보글에 대해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았고, 백화점 선물용 곶감은 가격이‘비싸서’좀 더 저렴한 판매처를 문의

하는 글, 지역특산물 사이트의 경우 가격이‘착하다’는 후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감말랭이는 ‘곶감’과는 다른 쫀득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맛있다’, ‘중독성 있다’ 등 표현으로 호감도를 나타냈으며 주부들은 ‘아이’에게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제조 방법’을 검색했으며, 일부 소비자는 ‘다이어트 

간식’용으로 감말랭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홍시, 곶감, 감말랭이 모두 간식으로 섭취되고 있으며, 곶감과 감말랭이의 

경우, 선물용으로도 선호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세 제품의 달달한 맛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곶감 및 감말랭이에 대해서는 맛 뿐만 아니라 식감(쫄깃, 쫀쫀, 말랑, 촉촉)에 대해서도 

호감도를 나타내었으므로 질기지 않은 식감을 강점 요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 7. 1~2018. 6. 30  동안의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등의 SNS를 대상으로 
소셜빅데이터 분석 중 하나인 키워드(주제어)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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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7. 떫은감(홍시, 곶감, 감말랭이) 연관어 분석 결과

순위 연관어 건수 유형

1 엄마 3,460 인물

2 가을 3,321 라이프

3 과일 3,025 상품

4 아이스홍시 2,921 상품

5 간식 2,784 속성

6 집 2,275 장소

7 아침 2,251 라이프

8 맛 2,088 속성

9 스무디 2,014 상품

10 대봉감 1,980 상품

   

순위 연관어 건수 유형

1 상주 7,696 장소

2 선물 7,247 속성

3 간식 4,891 속성

4 과일 3,875 상품

5 반건시 3,790 상품

6 맛 3,367 속성

7 명절 3,139 라이프

8 홍시 2,921 상품

9 겨울 2,670 라이프

10 감말랭이 2,653 상품

  

순위 연관어 건수 유형

1 간식 3,194 속성

2 곶감 2,746 상품

3 청도 1,312 장소

4 맛 1,082 속성

5 고구마 1,073 상품

6 홍시 959 상품

7 건조기 950 상품

8 우유 860 상품

9 엄마 824 인물

10 과일 816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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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수출입 동향

∙ 2018년 건조감 수출량은 전년대비 53.8% 증가한 238톤이다.7)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베트남(31.9%), 미국(28.1%), 홍콩(11.3%), 일본(8.4%) 순이다. 

-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산 건조감은 박항서 감독, 아이돌 등 한류열풍으로 인해 관심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건조감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된다.8) 

∙ 건조감 수입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7.2% 감소한 617톤이다. 

- 수입산 건조감은 주로 제수용으로 쓰인다.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국내산에 비해 편리

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사문화 변화와 수입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8.  건조감 수출입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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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건조감(HS 081340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7) 건조감은 떫은감을 가공하여 만든 곶감, 반건시, 감말랭이 등 제품을 총칭함. 

8) 건조감 수출관계자 인터뷰 조사 결과(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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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급 전망

3.2.1. 2019년 전망

∙ 2019년 떫은감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9% 증가한 18만 5,000톤으로 전망된다. 

- 저온 및 폭염 등 자연재해로 2018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2019년 기상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18년 저온 피해로 고사 및 

생산성이 저하된 성목이 많고, 과거 가격 하락으로 재배 및 경영을 포기한 임가가 많아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건조감 수입량은 전년보다 12.4% 감소한 540톤(신선감 기준 810톤), 수출량은 전년

보다 17.6% 증가한 280톤(신선감 기준 420톤)으로 전망된다.

3.2.2. 중장기 전망

∙ 2028년 생산량은 19만 6,7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홍시, 곶감 등 가공제품에 대한 

고정적인 수요가 있고,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8년 수입량은 453톤(신선감 기준 680톤)으로 2018년보다 2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량 증가와 수입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 2028년 수출량은 347톤(신선감 기준 520톤)으로 2018년보다 4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진흥정책에 힘입어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8-5.  떫은감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18
전 망

2019 2023 2028

생 산 155,700 185,300 192,200 196,700

수 입 926 810 750 680

수 출 357 420 470 520

주 1) 2018년 값은 추정치임. 
   2) 수입, 수출은 건조감를 신선감으로 환산한 수치임(환산비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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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4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2018년 대추 생산량은 봄철 꽃눈 형성 불량, 낙과 및 열과율 증가 등 생육상황이 예년

보다 좋지 않았고, 여름철 고온(폭염)으로 인한 기상악화 등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7,500톤 내외로 추정된다. 남부지역과 반대로 대부분이 생대추로 출하되는 보은은 후기 

결실량 증가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수확량 급감에 따른 

상대적 효과로 평년대비 비슷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 지역별 대추 생산량 비중(2018년)을 보면, 경북 61%, 충북 24%, 경남 13%로 나타났다. 

대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경북은 최근 5년간 생산량이 13% 정도 감소하였으며, 충북은 

반대로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9.  대추 생산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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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충북 경남 경북 총생산량

   주: 2018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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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가격과 유통

∙ 2018년 건대추 주산지 평균 산지가격은 6,926원/kg으로 전년(6,893원/kg)보다 

3%, 평년보다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추 생산량 감소, 저장물량 소진 

등으로 건대추 산지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10.  월별 건대추 산지가격 동향(상품기준)
단위: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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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북 경산, 군위, 청도, 경남 양의 평균가격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대추 유통경로는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건대추 출하는 대부분 산지유통인, 직거래 

방식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으며 저장기간이 짧은 생대추는 건대추보다 

직거래 비율이 높다.

4.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9)

∙ 소비자 조사 결과 대추 섭취빈도는 ‘1년에 서너 번’이라는 응답이 2013년보다 33% 

감소했고 ‘명절에만 구입’하는 비중이 24% 정도 증가하였다. 대추 소비가 점차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추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요리법이 없어서’ 55%, ‘비싸서’ 16%, 

‘맛이 없어서’ 14%, 기타 10%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추는 대체 과일이 많고, 

제수용으로 이용하는 인식이 높아 대추를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결과(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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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대추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있으나 저장기간이 짧아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11.  대추 섭취빈도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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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6.  대추를 먹지 않는 이유

단위: 건, %

맛이 
없어서  

향이
싫어서

달아서
요리법이 
없어서

비싸서  
영양가가 
없어서 

기타 합계

52
(14.3)

5
(1.4)

16
(4.4)

200
(55.1)

57
(15.7)

1
(0.3)

32
(8.8)

363
(100.0)

4.1.4. 수출입 동향

∙ 2018년 건대추 수출량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30톤(생대추환산 47톤 )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홍콩(32%), 일본(23%), 미국(19%), 베트남(14%)이다.

∙ 건대추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며, 2018년 수입량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294톤

(생대추환산 461톤)으로 나타났다. 건대추의 2018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은 

259.5톤이다.

- 국내 대추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격대비 품질이 높은 중국산 건대추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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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2.  건대추 수출입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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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4.2. 수급 전망

4.2.1. 2019년 전망

∙ 기상여건이 평년수준을 회복한다면 2019년 대추 생산량은 평년(12,247톤)과 비슷한 1만 

2,100톤으로 전망된다. 

∙ 건대추 수입은 2018년보다 1% 증가한 464톤, 수출은 2% 감소한 46톤으로 전망된다.

4.2.2. 중장기 전망

∙ 2028년 생산량은 평년(12,247톤)보다 10% 적은 1만,1,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대추 수입과 수출은 대내외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면서 2028년에는 

각각 500톤, 37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18-7.  대추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18
전 망

2019 2023 2028

생 산 7,500 12,100 11,600 11,000

수 입 460 464 480 500

수 출 47 46 42 37

주 1) 2018년 값은 추정치임. 
   2) 생대추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건대추 0.6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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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5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표고버섯 생산량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생산량의 

변화가 크지 않다.

∙  2018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12.8% 감소한 2만 6,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하형태별로는 생표고 1만 9,200톤 내외, 건표고 980톤 내외가 될 것이다.

- 모든 재배방식에서 생표고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여름철 고온피해가 

발생하여 버섯 발생량이 감소하였고, 둘째, 표고목 재배규모(전년 대비 △5.4%)와 

톱밥배지 재배규모(전년 대비 △9.8%)를 모두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 2017년 기준으로 지역별 표고버섯 생산량은 충남(전체의 26.2%)이 가장 많고, 경북

(16.9%)과 전남(16.5%)이 다음으로 많다.

- 지역별 생표고 생산량은 충남 부여군이 2,094톤(전체의 10.9%)로 가장 많고, 건표고는 

전남 장흥군이 268톤(전체의 25.2%)으로 가장 많다.

그림 18-13.  표고버섯 생산 동향

단위: 톤

주: 건표고는 생표고로 환산하였으며(환산비율 7.31), 2018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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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가격ㆍ유통 동향

∙ 2018년 가락시장의 생표고 평균 도매가격은 24,265원/4kg으로 전년(21,949원

/4kg)보다 10.5%, 평년(24,023원/4kg)보다 3.4% 상승하였다. 2018년 반입량

(7,997톤)은 전년(8,189톤)보다 2.3%, 평년(8,173톤)보다 2.1% 감소하였다.

- 2018년 생표고 생산량 감소로 도매가격이 상승하였다.

∙ 2018년 건표고 입찰가격은 건표고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10월의 동고 입찰가격은 50,000원/kg으로 전년 43,000원/kg보다 높았다.

그림 18-14.  표고버섯 가격 동향(중품 기준)

단위: 원/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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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에서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표고버섯의 주요 출하처는 버섯형태나 재배방식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표고목 

생표고는 소비자 직거래, 건표고는 지역농협, 톱밥배지 생표고는 도매시장으로 출하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 소비자 직거래는 높은 판매 가격, 지역 농협은 판매의 용이성, 도매시장은 대량 출하 

가능성 때문에 선호된다.

- 모든 유형에서 도매시장, 지역농협 출하가 줄고, 온라인 판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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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소비 트렌드 분석10)

∙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 표고버섯은 요리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가정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임가와 식품기업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다면 임가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표고버섯은 채소류뿐만 아니라 

고기류(소고기, 고기 등)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고버섯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재료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건강 간식,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표고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림 18-15. 표고버섯 연관어 분석 결과

순위 연관어 건수 유형

1 버섯 45,684 상품
2 표고 36,492 상품
3 양파 20,038 상품
4 소고기 15,919 상품
5 재료 15,415 속성
6 고기 15,280 상품
7 요리 15,093 문화/여가
8 저녁 13,966 라이프
9 밥 13,926 상품
10 맛 13,750 속성

5.1.4. 수출입 동향

∙ 2018년 생ㆍ건표고 수출량은 전년보다 각각 15.9%, 26.8% 증가하였다. 

- 국내 생산량에서 생표고와 건표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0.1%, 6.4% 수준

(2017년 생산량 확정치 기준)으로 낮기 떄문에  표고버섯 수출량은 매년 변동폭이 

크다. 

- 2018년 기준으로 건표고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대만, 홍콩이 그 다음이다.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 7. 1~2018. 6. 30  동안의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등의 SNS를 대
상으로 소셜빅데이터 분석 중 하나인 키워드(주제어)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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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6.  건표고 국가별 수출 추이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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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8년의 생표고, 건표고, 조제표고 수입량은 전년보다 각각 12.1%, 11.2%, 6.9% 

증가하였다.

- 생ㆍ건표고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생표고 가격이 전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림 18-17.  표고버섯 수입 동향

단위: 톤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제표고
건표고
생표고

 주: 생표고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임(건표고 환산비율: 7.31, 조제표고 환산비율: 0.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18년 중국산 톱밥배지(버섯종균) 수입량(4만 1,750톤)은 전년보다 4.7% 증가

하였다. 2016년부터 톱밥배지 수입량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 국내에 공급되는 톱밥배지 물량의 중국산 비율은 2012년 24.7%에서 2016년  

71.6%로 지속하여 상승하였다. 중국산 톱밥배지가 선호되는 이유는 톱밥배지의 봉당 

가격이 국내산보다 낮고, 균사 배양이 완료된 상태로 수입되어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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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는 표고버섯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개정되어 수입 톱밥배지 수입량이 소폭 

감소하였고 중국산 톱밥배지 비율도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2018년에도 중국산 톱밥

배지 비율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여름철 고온피해 발생으로 톱밥배

지가 대량 폐기되었고, 구매가 용이한 수입 톱밥배지 수요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2018년에는 중국산 비율이 66.0%로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18.  톱밥배지 수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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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18-8.  톱밥배지 공급 동향
단위: 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톱밥배지
공급

합계 44,848 41,101 48,802 60,749 61,318 62,578 63,277

국산

소계 33,783 28,020 25,451 24,464 17,414 22,704 21,528

산림조합 1,955 2,629 2,938 3,021 2,542 2,339 2,634

산림조합 외 31,828 25,392 22,513 21,443 14,873 20,365 18,894

중국산 11,065 13,080 23,351 36,285 43,904 39,874 41,750

(비율) (24.7) (31.8) (47.8) (59.7) (71.6) (63.7) (66.0)

주 1) 톱밥배지 수요량은 연도별 표고버섯 생산량을 역산하여 구한 값임.
2) 산림조합 외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양이며, 전체 공급량에서 산림조합과 중국산 

물량을 제외한 값임.
     3) 2018년 국산 톱밥배지 공급량은 통계자료 부족으로 최근 3년간 수치의 평균을 사용함.

3) 중국산 톱밥배지는 HS코드의 버섯종균을 나타냄(HS code: 0602.90.9040).
자료: 산림버섯연구센터,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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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급 전망11)

5.2.1. 2019년 전망

∙ 2019년 표고버섯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3만 1,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부터 생산량이 유지되고 있으나 2018년에는 고온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2019년에는 이전 생산량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표고버섯 수입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만 9,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생표고 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지만, 2019년에는 생산 

안정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원산지표시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5.2.2. 중장기 전망

∙ 표고버섯 생산량은 2028년 3만 5,000톤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자의 다수가 소규모 농가로 재배 기술이 낮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최신 재배 

기술 도입과 시설 현대화로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소득 수준 향상으로 다른 버섯류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표고버섯 소비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은 1만 6,000톤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출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9.  톱밥배지 공급 동향
단위: 톤(%)

구 분 2016 2017 2018
전망

2019 2023 2028

생산 30,009 30,202 26,344 31,000 33,000 35,000

수입 19,292 18,504 20,555 17,500 16,800 16,000

수출 842 524 662 660 700 800

주 1) 생표고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임(건표고 환산비율: 7.31).
  2) 2018년 값은 추정치임. 
  3) 조제표고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11) 생표고 기준으로 환산하여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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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6

6.1. 수급 동향

6.1.1. 생산 동향

∙ 고사리는 여전히 귀농인들에게 고소득 임산물로 인식되어 재배면적이 확대12)됨에 

따라 생산량이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7년 1만1,044톤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8년 4월경 기상이변에 따른 냉해로 전국 각 주산지에 피해가 커서 2018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26% 감소한 8,173톤으로 추정된다.

－ 2017년 기준으로 지역별 고사리 생산량은 전남(35%)이 가장 많고, 경남(34%), 전북

(15%) 순이다.

그림 18-19.  고사리 생산 동향
단위: 톤

    주: 2018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 2017년 임산물생산조사

12) 고사리 주산지 중앙자문위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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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가격과 유통

∙ 4월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상이변에 따른 냉해 피해로 5월 이후 마른 고사리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상품 기준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0.5% 상승한 4만

7,750원/kg 수준이다. 

－ 냉해피해로 인한 초물13) 이후 수확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나, 물에 찐 고사리 

수입량 증가와 소비위축 현상14)이 맞물려 가격 상승폭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8-20.  마른고사리 산지가격 동향(상품 기준)
단위: 원/kg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에서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센터

∙ 고사리 출하형태를 보면, 남해 창선농협을 비롯한 농협 출하 비율이 46%로 가장 높고, 

직거래(42%), 산지수집상(6%), 도매시장 등(5%) 순이다. 

－ 다른 산나물류는 직거래 비중이 높은 반면, 고사리는 농협 출하 비율이 가장 높다.

6.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15)

∙ 소비자 조사 결과, 고사리를 ‘한달에 한번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고,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주로 친인척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얻어먹는다는 응

답을 하였다. 구입 빈도는 한달에 한번 구입이 37.5%로 가장 많았다.

13) 고사리는 수확시기 별로 초물, 중물, 끝물로 표현하며, 초물은 3~4월경 수확하는 고사리를 의미함.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결과 2016년에 ‘한달에 한번도 구입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4%였으나, 2018년도에는 42.7%로 증가함.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결과(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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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채류 대부분은 건조 혹은 탈피 등의 단순가공을 거치지 않은 생 것 그대로의 형태가 

선호된다. 하지만 고사리는 생으로 먹을 경우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물에 삶아서 

말린 건고사리를 구매하는 비율이 60%, 안전성 문제로 생고사리를 구매해 직접 집에서 

삶아서 먹는 경우는 40%로 나타났다.

그림  18-21. 고사리 구입빈도 및 구매행태

<구입 빈도>
단위: %

<구매 행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조사결과(2018. 12.)

∙ 고사리는 주로 외식(37%)보다는 가정내(63%)에서 섭취를 하고 있으며, 무침류로 

소비하는 비율이 58.8%로 가장 많고, 볶음류 37.2%, 탕용 4.0% 순으로 나타났다.

∙ 고사리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신선도(97.2%)로 나타났고, 색깔/모양

(94.3%), 원산지(93.5%), 안전성(92.4%)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산 비중이 높은 고사리의 특성상 원산지와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22. 고사리 구입빈도 및 구매행태

<섭취 행태>
단위: %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조사결과(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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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수출입 동향

∙ 마른 고사리 수출은 201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34톤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88% 증가하였다.

－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 중국산 마른 고사리 수입은 2010년 3,995톤으로 수입량이 가장 많았고, 이후 국내산 

고사리 가격 하락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6) 2018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6% 감소한 1,477톤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음식점 등 식재료로 대량 이용하는 업체에서 조리가 편리한 삶은 고사리 수요 증가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삶은 고사리 수입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292톤이다.

그림  18-23.  마른 고사리 수출입 동향

<수출>

단위: 톤  

<수입>

단위: 톤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18-24.  물에 삶은 고사리 수입 동향

단위: 톤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16) 2012년 상품기준 평균 가격 56,963원/kg, 2015년 48,853원/kg, 2018년 47,75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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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급 전망

6.2.1. 2019년 전망

∙ 2019년 고사리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22% 증가한 9,947톤으로 추정된다. 

- 2018년 4월경 기상이변에 따른 냉해피해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약 26% 감소하였지만, 

2019년 기상에 큰 변화가 없다면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되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른 고사리 수입량은 국내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한 1,447톤(생

고사리 기준 1만4,470톤)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4년 이후 생산량 증가로 수출량은 

전년대비 3% 증가한 35톤(생고사리 기준 350톤)으로 추정된다. 

6.2.2. 중장기 전망

∙ 고사리가 고소득 작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주산지가 아닌 지역으로까지 종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2028년 고사리 생산량은 1만 8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눈개승마, 명이나물, 어수리 등 대체 산나물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수입량은 낮은 국내산 가격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감소할 것이다. 다만, 식당 등 

고정적 수요처로 인해 감소폭은 다소 줄어 2028년 1,200톤(생고사리 기준 1만2,000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양은 국내 고사리 생산량 증가 및 한ㆍ중 FTA 수출 관세율

인하17) 등으로 2028년 41톤(생고사리 기준 41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10.  고사리 수급 전망
단위: 톤

구 분 2018
전 망

2019 2023 2028

생 산 8,173 9,947 10,350 10,800

수 입 14,770 14,470 13,350 12,000

수 출 340 350 380 410

주  1) 2018년 값은 추정치임. 
   2) 수입, 수출은 마른고사리를 생고사리로 환산한 수치임(환산비율: 10)

17) 염장한 고사리에 대해 2.5%~3.3%가량 인하할 예정임(한국무역신문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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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근채소산업의 위상 1

1.1. 엽근채소산업 현황 

∙ 엽근채소 전체 생산액은 2000년 1조 5천 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2조 8천 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에는 2조 3천 억 원이었다. 2017년 기준 

엽근채소 생산액은 농업 전체(48조 2천 억 원)의 5% 수준이다. 

∙ 엽근채소 주요 품목별 생산액(2017년 기준)은 배추가 8천 9백 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4천 8백 억 원), 양배추(1천 6백 억 원), 당근(9백 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1.  엽근채소 생산액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9－1.  엽근채소 품목별 생산액(2017년 기준)
단위: 10억 원, %

구분 전체 배추 무 양배추 당근 기타

생산액 2,256 893 477 163 89 634

비중 100.0 39.6 21.1 7.2 3.9 28.2

주: 기타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연근 등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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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급동향

∙ 엽근채소(배추, 무, 당근, 양배추) 전체 공급량은 2000년 524만 9천 톤에서 2018년 

468만 7천 톤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하였다. 순수입량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이 

확대되면서 2018년 67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자급률은 86%까지 낮아졌다. 

-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2000년 10만 1천 ha에서 2018년 6만 2천 ha로 연평균 3%씩, 

생산량은 동기간 528만 톤에서 401만 6천 톤으로 연평균 2%씩 감소하였다.

∙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113kg에서 2018년 90kg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하였다. 

표 19－2.  엽근채소 수급 동향

구분 단위 2000 2005 2010 2016 2017 2018

재배면적 ha 101,373 71,885 66,956 53,580 64,605 62,283

공급량(A=B+C) 천 톤 5,249 4,216 4,351 3,776 4,627 4,687

국내 생산량(B) 천 톤 5,280 3,973 3,869 3,175 3,977 4,016

순수입량(C) 천 톤 -31 242 483 601 651 670

1인당 소비량 kg 113 88 88 75 90 90

자급률(B/A) % 100.6 94.2 88.9 84.1 86.0 85.7

주: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의 합계이며,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전라남도청, 관세청

1.3. 수급환경 변화

1.3.1. 기상환경 변화

∙ 최근 여름철 고온, 집중호우, 겨울철 한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엽근채소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철의 경우에는 주산지가 강원, 전남, 제주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상변화가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지역에서 고랭지채소가 생산되어 출하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고랭지채소 주산지 평균기온(6∼9월, 대관령, 강릉 

기준)이 23℃ 이상인 날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엽근채소 중 생산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은 고랭지배추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무름병 등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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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중‧하순에는 강원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여 7월 중‧하순∼8월에 

출하되는 고랭지채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실제 2018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평년(10.1일)보다 증가한 31.5일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였다. 

그림 19－2.  고랭지배추 단수 및 평균기온 23℃ 이상인 날의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기상청

표 19－3.  겨울배추 출하기(12월∼익년 4월) 최저기온별 날의 수 및 도매가격
단위: 일, 원/10kg

구분 -3℃ -5℃ -8℃ -10℃ -12℃ 합계 도매가격

2010 34 19 2 0 0 55 7,754

2011 59 38 16 4 0 117 10,717

2013 45 26 1 1 1 74 9,199

2016 42 22 3 0 0 67 8,004

2017 52 26 6 1 0 85 8,620

2018 49 33 16 6 3 107 7,335

평년 38 12 0 0 0 50 6,723

자료: 기상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여름철 고온현상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겨울철 한파 발생으로 엽근채소 겨울 작형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겨울배추는 전남 해남, 진도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다. 과거 기상 데이터 분석 결과, 

출하기(12월∼익년 4월)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인 날의 수가 20일이 초과하고, 

영하 8도 이하인 날이 존재할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영하 12도 이하인 날에는 예외 없이 가격이 상승하였다. 

- 월동무는 제주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며, 출하기(12월∼익년 5월) 최저기온이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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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 이하의 날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2017년산(19회)과 2014년산(14회)의 경우 

저온피해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아졌던 2016년산과 

2018년산의 경우에는 냉해 피해 발생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표 19－4.  고랭지배추ㆍ무 단수와 표준강수지수(SPI) 관계분석 결과

주: 1)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2) SPI1, SPI2, SPI3은 각각 30일, 60일, 90일의 누적 강수량을 지수화한 것이며 정상일 때는 ‘0’, 가뭄과 

습함일 경우 ‘1’이 적용되는 더미변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2018.10

∙ 봄철에는 여름과 겨울철에 비해 기상변화에 따른 작황 피해가 크지 않으나, 최근 잦은 

가뭄으로 엽근채소 생육이 지연되거나 수확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3∼

2017년간 봄철 강수량은 평균 64mm 내외로 평년의 50% 수준이었다.

∙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1), 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

자료(1988∼2016년)를 활용하여 봄철 가뭄이 주요 엽근채소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랭지배추는 6월 1개월 누적 SPI의 ‘가뭄’과 ‘습함’ 변수

(정상을 ‘0’, 가뭄과 습함을 ‘1’)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랭

지배추가 생육 초기일수록 가뭄이나 강우 등에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고랭지무는 6월 1개월 누적 SPI와 9월 3개월 누적 SPI의 ‘가뭄’ 변수, 8월 1개월 누적 

1) Mckee, Doesken & Kleist(1993)가 개발한 가뭄지수로 강수량만을 이용하여 가뭄 심도를 산정하며 각 시간 단위에 따른 강수량
의 과잉 혹은 부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 단위에 따라 장·단기가뭄을 유연하게 나타낼 수 있음. SPI1, SPI2, SPI3, SPI6, ..., 
SPI12 등은 각각 30일, 60일, 90일, 180일, 360일 등의 누적 강수량을 분석한 의미임. SPI3의 경우 1개월을 30일로 간주하고 
90일을 누적하여 입력자료를 위한 365개의 일자별 강수 시계열 작성(발표일 기준 1일 전 강수량 반영)자료 임.

구분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상수항
-11553.3**
(5421.725)

-23483**
(8958.84)

SPI1
(가뭄)

6월
-319.733**
(148.336)

-383.626**
(193.256)

SPI3
(가뭄)

9월
-454.61**
(233.46)

SPI1
(습함)

6월
-298.793**
(124.924)

8월
-310.3375*
(178.0328)

최고기온 8~9월
1076.765**
(434.912)

2006.656***
(706.764)

최고기온 8~9월
-17.8395**
(8.66154)

-36.8332***
(13.8567)

  (adjusted) 0.27 0.45

F-statistic 6.005 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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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의 ‘습함’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랭지무가 생육

초기부터 출하기까지 가뭄이 발생하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하며, 8월에 습할수록 

단수 감소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3.2. 소비환경 변화

∙ 채소류 소비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과거 원물 중심에서 

반가공 형태인 절임배추, 세척무 등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점과 대형수요

처는 김치, 당근 등을 중심으로 수입산 사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김장배추의 구매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절임배추의 소비자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 절임배추 선호비중이 신선배추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김장배추 구매 선호도에서도 절임배추가 53%로 신선배추

(4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9－3.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 비중 추이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치(2011∼2018년)

∙ 무의 경우에도 최근으로 올수록 ‘흙무’보다 ‘세척무’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척무’의 구매의향 비중은 2013년 62%에서 2018년 71%로 증가하여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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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5.  무의 형태별 선호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5 2016 2017 2018

세척무 61.5 64.5 64.4 68.4 71.0

흙무 38.5 35.5 35.6 31.6 29.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치(2013∼2018년)

∙ 한편, 엽근채소 중 여타 품목에 비해 수입이 많은 배추(김치)와 당근의 경우 음식점과 

대형수요처에서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관측본부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결과, 김치는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구매

비중도 2011년 40%에서 2017년 80%까지 높아졌으며, 당근도 동기간 17%에서 

36%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국산보다 매입단가가 

저렴하며,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9－4.  김치, 당근 원산지별 구매 비중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2011∼2017년)

∙ 엽근채소는 최근 잦은 기상변화로 생산이 불안정하여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가격 변동이 크고, 물량 수급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음식점, 대형수요처 등의 

수입산 구매비중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국내 엽근채소 품목의 자급률이 낮아지고 

국내산 소비도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치>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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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2

2.1. 수급동향 

2.1.1. 생산동향 

∙ 배추 재배면적은 2000년 5만 2천 ha에서 2017년 3만 2천 ha로 연평균 3%씩 감소

하였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2)한데다 가정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배추 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재배면적 감소폭이 줄었는데, 이는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가구의 김장소비가 꾸준하여 2000년대부터 일정수준 유지되었다. 

이는 절임배추 보급 확산3) 등으로 김장이 편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재배면적 감소폭은 봄 및 고랭지배추가 각각 연평균 4%씩, 가을 및 겨울배추는 각각 

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5.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주: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겨울배추는 행정통계 및 농업관측본부 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하였으며, 봄배추는 전체 생산량에서 겨울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전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2) 한국의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0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에서 
2017년 29%로 증가하였음(통계청). 

3) 김장철 절임배추 보급은 1990년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절임배추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해 
2016년 기준 절임배추 출하규모는(해남, 괴산, 영월 등 주산지 기준) 1,824억 원에 달함(aT, 2017 가공식품세분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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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6.  배추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자료: 통계청

∙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은 가을 및 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남과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지역이 각각 29%, 22%로 높았으며, 전남지역은 과거(2000~2009년)에 비해 최근

(2010∼2017년) 재배면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해남을 중심으로 김장철에 절임배추를 생산

함으로써 재배면적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강원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재배면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10% 내외) 경북과 충북지역은 기상변화가 잦은 

여름철 가격 상승에 대비한 저장수요가 늘어나면서 재배면적이 과거와 비슷하거나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배추 단수는 2000년 6,080kg/10a에서 2017년 7,390kg으로 연평균 1%씩 증가하였다.

- 단수는 단기적으로는 기상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봄 및 가을배추 단수는 

기상 여건이 좋아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기상변동(폭염, 한파 등)이 심한 시기에 

생산되는 고랭지 및 겨울배추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체 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씩 감소하여 2017년에는 

239만 6천 톤이었다. 

- 재배면적이 연평균 3%씩 감소하였으나, 단수는 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형별로는 고랭지배추 생산량이 연평균 5%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봄 및 겨울배추(-2%), 가을배추(-1%)순이었다. 고랭지배추 생산량 감소는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기상변화에 따른 단수 감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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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7.  배추 작형별 단수 동향

주: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전라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2018년 배추 생산량은 2017년과 비슷한 238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수가 

2017년 대비 7%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이 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단수의 경우 7월 

중‧하순 극심한 폭염 등 이상기상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기상여건이 좋아 2017년

보다 증가하였다. 

∙ 2018년 봄배추 생산량은 2017년 대비 19% 감소한 47만 2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 출하기 시세가 낮아 재배면적 감소폭(23% 감소)이 컸기 때문이다. 

∙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2017년 대비 10% 증가한 18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여름철 폭염으로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으나, 후기 작황(9월 이후 출하분) 호전과 

최근 2년간 고랭지배추 출하기 가격이 좋아 재배면적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가을배추 생산량은 139만 4천 톤으로 2017년보다 2%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재배면적이 감소한 반면, 기상이 좋아 단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겨울배추 생산량은 2017년 대비 17% 증가한 33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전년산 저장 출하기 시세가 낮아 전년보다 2% 감소한 반면, 단수는 기상 호조로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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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6.  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ha,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전체
면 적 51,801 37,203 37,976 32,020 32,027 27,174 24,902 32,416 30,165 30,407

생산량 3,149 2,325 2,478 2,299 2,539 2,135 1,793 2,396 2,385 2,277

봄
면 적 20,405 15,516 15,032 7,542 7,965 6,156 5,641 9,538 7,368 7,221

생산량 768 584 755 202 301 294 241 580 472 279

고랭지
면 적 10,206 6,502 4,929 5,498 5,140 4,721 4,370 5,385 5,727 5,082

생산량 385 254 136 201 183 150 141 165 183 166

가을
면 적 16,413 11,001 13,540 15,095 15,233 12,724 11,429 13,674 13,313 13,831

생산량 1,617 1,115 1,188 1,536 1,698 1,436 1,128 1,363 1,394 1,445

겨울
면 적 4,777 4,184 4,475 3,885 3,689 3,573 3,462 3,819 3,757 3,694

생산량 379 372 398 361 356 255 283 287 336 309

주: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겨울배추는 행정통계 및 농업관측본부 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하였으며, 봄배추는 전체 생산량에서 겨울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전라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2.1.2 수출입 동향

∙ 신선배추 수출량은 2000년 492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만 5천 톤

이었으며, 2018년 수출량은 2017년과 비슷한 2만 4천 톤이었다. 

- 특히 대만으로의 신선배추 수출량은 2000년 57톤 이었으나, 2005년 751톤, 2017년 

2만 4천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 비중도 2000년 12%에서 2017년 94%로 높아져 

최근에는 신선배추를 대부분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치 수출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0년 이후 대일본 수출이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수출량은 2017년 대비 16% 증가한 2만 8천 

톤이었다.

- 대일본 김치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대만, 홍콩,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김치 수출국은 

다변화되었으며, 수출국은 2000년 27개국에서 2017년 5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 신선배추 수입량은 2011년 이후로 품질문제와 국내 수요처 부재 등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치 수입량은 음식점 등 고정수요처가 늘어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는 27만 6천 톤, 2018년은 2017년보다도 5% 많은 29만 1천 

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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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산 김치는 음식점 등의 고정수요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수입산을 사용하게 

되면 국내산으로 잘 전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주요 김치 수입국은 대부분 중국으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 이상이며, 

주로 산동성에서 제조된 김치를 수입한다.

∙ 김치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국 수급 상황에 따라 

월별로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고정수요처의 영향으로 월별 수입량 변동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치 수입은 일반적으로 저장배추 출하기인 3월에 증가한 이후 감소하다, 고랭지배추 

출하기인 9월부터 다시 증가하여 연말까지 유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 3월과 9월은 국내 생산량이 적어 배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며, 9~12월은 

중국의 가을배추 출하기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김치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7.  신선배추 및 김치 수출입 동향
단위：톤

구분
신선배추 김치 전체(환산량)

수출 수입 순수입 수출 수입 순수입 수출 수입 순수입

2000 492 11,353 10,861 23,433 473 -22,960 53,517 12,435 -41,082

2005 3,378 1,369 -2,009 32,307 111,459 79,152 76,963 257,157 180,194

2010 2,546 13,565 11,019 29,672 192,937 163,265 69,313 447,943 378,631

2015 18,087 317 -17,770 23,111 224,124 201,013 70,370 506,502 436,132

2016 14,798 381 -14,417 23,491 253,432 229,942 67,853 571,919 504,066

2017 25,293 288 -25,022 24,311 275,631 251,320 80,281 622,957 542,655

2018 23,596 83 -23,513 28,188 290,742 262,554 87,361 658,482 571,121

평년 15,603 329 -15,274 24,181 232,591 208,410 69,368 525,985 456,617

주: 1) 전체 배추 수출입량은 수출입 시기를 기준으로 각 작형별 수율(봄･겨울 45%, 고랭지 40%, 가을 52%)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치임. 

2) 2015년 이후 신선배추 수입량은 실제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대만 등으로 수출했다가 검역 
문제로 반품된 물량임.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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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8.  김치 수입량 추이

<연간 김치 수입량> <시기별 김치 수입량>

주: 1~6월은 봄배추(월동포함), 7~10월 고랭지배추, 11~12월은 가을배추 출하기로 구분함. 
자료: 관세청, 농업관측본부

2.1.3 총 공급 동향

∙ 신선배추 및 김치 수출입량을 고려한 배추 총 공급량은 2000년 310만 7천 톤에서 

2017년 293만 8천 톤으로 연평균 0.3%씩 감소하였다. 동기간 국내 생산량은 연평균 

2%씩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배추 공급량은 2017

보다 소폭 증가한 295만 6천 톤으로 예상된다.

표 19－8.  배추 공급 동향
단위：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총공급량(A=B+C) 3,107 2,506 2,856 2,734 2,951 2,571 2,297 2,938 2,956 2,735

국내 생산량(B) 3,149 2,325 2,478 2,299 2,539 2,135 1,793 2,396 2,385 2,277

순수입량(C=D-E) -42 180 379 435 412 436 504 543 571 457

수입량(D) 12 257 448 500 482 507 572 623 658 526

수출량(E) 54 77 69 65 70 70 68 80 87 69

주: 수출입량은 김치를 배추로 환산하여 신선배추와 합한 수치이며,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전라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2.1.4 소비 동향

∙ 배추 1인당 소비량은 국내 김치 소비 감소로 2000년 66kg에서 2017년 57kg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하였으며, 2018년은 2017년과 비슷한 57kg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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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수출입(김치 포함)을 포함한 국내 자급률은 2000년 이후 국내 생산량 감소와 김치 

수입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0년 101%에서 2017년 82%까지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 2017년보다 1%p 하락한 81% 내외로 예상된다.

그림 19-9.  1인당 배추 소비량 및 자급률 동향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배추 소비량=[(신선배추 추정 생산량)+(김치 신선배추 환산 수입량)-(김치 신선배추 환산 수출량)]/인구수
3) 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생산량+순수입량)

자료: 이계임 외 2인, 「김치 수요의 변화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0) 추정방법을 참조하여 재추정, 통계청, 관세청

포장김치 소비자 판매 동향 및 선호도

∙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김치의 선호도가 늘고 있는 반면, 김장을 하거나 지인에게 

조달받는 양은 감소하고 있다.

∙ 실제로 포장김치의 소매단계 판매 매출액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판매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판매액의 분기별 패턴을 보면 1/4분기 판매량이 가장 적고 여름철 휴가가 집중되는 

3/4분기까지 증가하다 4/4분기(김장철)에는 소폭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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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포장김치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에는 16% 수준까지 늘었다.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와 ‘김장하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포장김치 구매 장소는 2017년 기준 대형유통업체가 38%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 

에는 인터넷, 홈쇼핑이 43% 가장 높아 온라인판매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국내 포장김치 판매는 1인 가구 증가, 편리성 추구 등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9-10.  소매단계 포장김치 매출액 및 연간 판매비중

<포장김치 매출액 추이> <연간 포장김치 판매 비중>

주: 1) 연간 판매비중은 2012~2018년 평균값임. 
2) 2018년 판매액은 분기별 증감을 적용한 추정치임.

자료: 닐슨코리아, 식품산업통계정보

그림 19-11.  포장김치 선호도 추이 및 구매 이유

<포장김치 선호도 추이> <포장김치 구매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치(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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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가격 동향

∙ 연평균 배추 실질 도매가격은 이상기상 증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가운데, 봄, 가을, 겨울배추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일정 가격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태풍, 폭염 등의 잦은 기상변화로 가격 수준도 높아졌다.

∙ 그러나 고랭지배추는 타 작형과 달리 가격 상승 시기가 2000년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랭지배추 주산지의 경우 대부분 단모작으로 연작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호냉성 작물인 배추를 폭염이 심한4) 여름철에 재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19-12.  작형별 배추 실질가격 추이

주: 1) 실질가격은 5개년 이동평균값임.
2) 실질가격은 도매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한국은행)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上品)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은행
<>

∙ 배추가격의 변이계수 추이를 보면, 최근(2010~2018년) 변이계수가 과거

(2000~2009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작형별로 가을과 겨울배추의 변이계수는 감소한 반면, 봄과 고랭지배추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배추의 가격 변이계수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이유는 여름철 

폭염 등과 같은 이상기상 발생으로 단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월별로는 고랭지배추 출하기인 8~9월, 가을과 겨울배추 전환기인 12월에 가격 변이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4) 8월 고랭지배추 주산지(강릉, 원주, 태백, 정선) 폭염발생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평균 4일이었던 폭염(최고기온 33℃ 이상)이 
2010년대 6일까지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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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3.  시기별 실질가격 변이계수 추이

<작형별 가격 변이계수 추이> <월별 가격 변이계수 추이>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배추 도매가격은 7,100원/10kg(상품 기준)으로 2017년(7,690원) 대비 8% 

하락하였으나, 평년(6,680원)보다는 6% 높았다.

－ 1∼4월(2017년산 월동배추 출하기) 도매가격은 2017년보다 낮았으나,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평년보다는 높았다.  

－ 5∼6월(봄배추 출하기) 도매가격은 시설 및 노지봄배추 생산량 감소로 2017년보다 

높았으나, 평년보다는 낮게 형성되었다.  

－ 7∼10월(고랭지배추 출하기) 도매가격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평년보다 높았으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2017년보다는 낮았다.  

－ 11∼12월(가을배추 출하기) 도매가격은 재배면적이 감소한 반면, 작황 호전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2017년과 평년보다 낮았다. 

그림 19－14.  배추 월별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3년 1월∼201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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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급 전망

2.2.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8년산(2018년 12월∼2019년 5월 출하) 겨울배추 생산량은 2017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17%, 9% 증가한 33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17년산보다 2%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2% 증가한 3,757ha이다. 

－ 단수는 저온으로 초기 작황이 부진했으나, 11월 들어 기상이 호전되면서 2017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7% 증가한 8,948kg/10a으로 추정된다. 

표 19－9.  2018년산 겨울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8년산 3,757 8,948 336.2

2017년산 3,819 7,527 287.4

평년 3,694 8,360 308.8

증감률
전년 대비 -1.6 18.9 17.0

평년 대비 1.7 7.0 8.9

∙ 2019년 1~2월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출하량 증가로 전년(7,010원)과 평년(5,850원)

보다 낮겠으며, 3~4월에도 겨울배추 저장량이 전년보다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겨울철 한파 등 기상에 따라 겨울배추 출하기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 농업관측본부 모니터 조사결과(2019년 1월), 2019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지속된 

배추 가격 약세로 2018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 

봄배추가 2018년보다 각각 7%, 8%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지봄배추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지봄

배추가 고랭지배추 출하시기 대비 저장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 KREI-KASMO 추정결과, 2019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2018년보다 4% 감소한 5,507ha이며, 가을배추 재배면적도 2018년보다 6% 감소한 

1만 2,558ha로 전망된다.

주: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3~2017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전라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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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중장기 전망

∙ 전체 배추 재배면적은 2019년 2만 8,630ha에서 연평균 1%씩 감소하여 2028년에는 

2만 5,716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배추 총 공급량은 2019년 279만 4천 톤에서 2028년 268만 5천 톤으로 연평균 

0.4%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추 생산량은 2019년 220만 8천 톤에서 2028년 204만 8천 톤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하는 반면, 순수입량(김치 환산량 포함)은 2019년 58만 6천 톤에서 2028년 63만 

7천 톤으로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추 1인당 소비량은 2019년 54kg에서 2028년 51kg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하며,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감소와 김치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8년에는 76%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10.  배추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30,165 28,630 27,380 25,716 

총공급량(A=B+C) 천 톤 2,956 2,794 2,750 2,685 

국내 생산량(B) 천 톤 2,385 2,208 2,143 2,048 

순수입량(C=D-E) 천 톤 571 586 607 637 

수입량(D) 천 톤 658 677 704 741 

수출량(E) 천 톤 87 91 98 104 

1인당 소비량 kg 57.2 53.7 52.3 50.6 

자급률(B/A) % 80.7 79.0 77.9 76.3

주: 1) 수출입량은 김치를 배추로 환산하여 신선배추와 합한 수치임.
2) 자급률은 국내생산량에서 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전라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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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5.  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장기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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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3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무 재배면적은 2000년 4만 2백 ha에서 2010년 2만 2천 ha로 연평균 6%씩 감소

하였다. 이는 1인가구가 증가한데다 식생활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0년대 

이후에는 재배면적 감소폭이 줄었는데, 이는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봄무 재배면적은 2000년 2만 2천 ha에서 2017년 7천 5백  ha로 연평균 6%씩 감소

하였다. 고랭지무는 2000년 3천 4백 ha에서 2017년 3천 ha로 연평균 1%씩, 가을

무는 동기간 1만 5천 ha에서 6천 ha로 연평균 5%씩 감소하여 봄 및 가을무의 재배

면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월동무 재배면적은 2000년 6백 ha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6천 3백 ha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16.  무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주: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봄무는 전체 면적에서 월동, 고랭지, 가을무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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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7.  무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자료: 통계청

∙ 2010~2017년 기준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은 고랭지 및 월동무 주산지인 강원과 제주

지역이 각각 16%, 29%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의 재배면적 비중이 과거

(2000~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봄 및 가을무 주산지인 경기, 충청, 호남지역 

등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지역의 월동무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을 및 봄무와 출하 시기가 

겹쳐져 봄과 가을무 재배면적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무 단수는 2000년 4,372kg/10a에서 2017년 5,099kg으로 연평균 1%씩 증가하였다.

- 단수는 당해 연도의 기상상황에 따라서 증감을 반복하나, 품종 및 재배기술이 발전

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작형별로는 시기적으로 기상변화가 크지 않은 가을무의 단수는 연평균 1%씩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상변화가 심한 고랭지 및 월동무는 1%씩 감소하거나 여전히 

2000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체 무 생산량은 단수가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씩 

감소하여 2017년에는 115만 9천 톤이었다. 

- 작형별로는 봄과 가을무가 연평균 각각 5%, 4%씩 감소한 반면, 월동무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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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8.  무 작형별 단수 동향

주: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2018년 무 생산량은 2017년 대비 4% 증가한 120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2017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단수가 6%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봄무는 재배면적 

감소, 고랭지무는 여름철 기상 악화(가뭄, 폭염 등)로 생산량이 2017년보다 적었으나, 

생산량 비중이 높은 가을과 월동무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2017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봄무 생산량은 최근 2년간(2016~2017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2017년보다 4％ 적은 29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 고랭지무 생산량은 2017년 대비 12% 감소한 8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파종기 가뭄, 정식기 폭염 등과 같은 

기상 악화로 단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2017년 대비 2% 많은 46만 7천 톤, 월동

무는 19% 증가한 34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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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11.  무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전체
재배면적 40,238 27,130 21,891 23,264 21,030 20,106 19,255 22,728 22,315 21,288

생산량 1,759 1,277 1,039 1,243 1,297 1,249 1,012 1,159 1,201 1,217

봄
재배면적 21,630 13,234 8,429 8,841 6,969 6,879 6,134 7,496 6,845 7,115

생산량 751 452 298 241 307 302 259 311 299 289

고랭지
재배면적 3,377 2,072 2,161 2,195 2,608 1,981 2,607 2,954 2,900 2,470

생산량 98 64 55 62 79 58 88 98 86 76

가을
재배면적 14,627 8,854 7,473 7,532 5,498 5,769 5,414 6,003 6,095 5,757

생산량 882 579 473 639 482 519 401 458 467 486

월동
재배면적 604 2,970 3,828 4,696 5,955 5,477 5,100 6,275 6,475 5,716

생산량 28 182 212 302 429 370 264 292 349 331

주: 1)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봄무는 전체 면적에서 월동, 고랭지, 가을무를 
제외한 수치임.

2) 월동무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0~2013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이후에는 통계청 자료임. 
3) 평년은 2013~2017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이며, 월동무는 통계청 발표가 시작된 2014~2017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3.1.2. 수출입 동향

∙ 무 수출량은 2000년 2백 톤에서 2017년 3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은 2017년

보다 34% 많은 4천 톤이었다. 

- 무 수출은 겨울(1~5월)에 1,288톤으로 연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다음으로 가을, 

고랭지, 봄 순으로 나타났다. 

- 무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던 2008년부터 제주 성산일출봉 농협에서는 미국

(하와이), 유럽, 일본 등지로 연간 1천 톤의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평년 수출량의 50% 수준이다. 

∙ 무 수입량은 2000년 2백 톤에서 2017년 3천 6백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내 한파 및 이상저온 등으로 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산 무 수입이 1만 7천 여 톤

까지 급증한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수입량은 2017년 대비 68% 

감소한 1천 1백 톤이었다. 

- 무 수입량은 기상여건 변화와 저장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하여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월동무 출하시기(1~5월)에 가장 많은 2천 8백 톤으로 나타났다. 

- 무 수입은 주로 단무지무, 백색무, 청무, 신선무, 절단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식자재업체, 차이나 타운 등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639

∙ 무 주요 수출국은 미국(82%), 캐나다(5%), 일본(3%) 등이며, 수입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9－12.  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구분
중량 금액

수출(A) 수입(B) 순수입(B-A) 수출(A) 수입(B) 순수입(B-A)

2000년 207 227 20 79 40 -39

2005년 1,681 169 -1,512 775 20 -755

2010년 2,575 6,117 3,542 1,444 1,805 361

2012년 915 16,933 16,018 613 3,485 2,862

2013년 1,312 14,133 12,821 709 3,428 2,719

2014년 1,812 8,383 6,571 889 2,281 1,392

2015년 3,019 4,391 1,372 1,381 1,111 -270

2016년 2,094 4,601 2,507 1,096 1,006 -90

2017년 3,024 3,566 542 1,756 735 -1,021

2018년 4,037 1,142 -2,895 2,524 360 -2,165

평년 2,308 5,792 3,483 1,122 1,466 344

작
형
구
분

겨울(1~5월) 1,288 2,755 1,468 599 699 70

봄(6~7월) 45 641 595 38 182 143

고랭지(8~10월) 88 710 621 65 205 140

가을(11~12월) 887 1,686 799 419 410 -9

주: 무(신선, 냉장), HS코드 0706901000의 실적임. 
자료: 관세청

3.1.3. 총 공급 동향

∙ 무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00년 175만 9천 톤에서 2017년 116만 

톤으로 연평균 3%씩 감소하였다. 2018년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로 2017년

보다 3% 많은 119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 무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10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들어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100%대가 일시적으로 무너졌으나, 타 채소품목5)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증가 및 수입량 감소로 2017년

보다 0.2%p 증가한 100.2%로 추정된다. 

5) 평년 기준 배추의 자급률은 84%, 당근 45%, 건고추 55%, 마늘 85%, 양파 95%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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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13.  무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총 공급량(A=B+C) 1,759 1,276 1,043 1,256 1,304 1,251 1,015 1,160 1,198 1,221

국내 생산량(B) 1,759 1,277 1,039 1,243 1,297 1,249 1,012 1,159 1,201 1,217

순수입량(C=D-E) 0.0 -1.5 3.5 12.8 6.6 1.4 2.5 0.5 -2.9 3.5

수입량(D) 0.2 0.2 6.1 14.1 8.4 4.4 4.6 3.6 1.1 5.8

수출량(E) 0.2 1.7 2.6 1.3 1.8 3.0 2.1 3.0 4.0 2.3

자급률(B/A) 100.0 100.1 99.7 99.0 99.5 99.9 99.8 100.0 100.2 99.7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에서 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3.1.4. 소비 동향

∙ 무 1인당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 및 김치소비 감소에 따라 2000년 37.4kg에서 2017년 

23.5kg으로 연평균 3%씩 감소하였으며, 2018년은 생산량 증가로 2017년보다 3% 

증가한 24.1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9－19.  무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1인당 소비량은 연간 총 공급량을 추계인구수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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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월동무 재배면적 확대 및 주산지 변화

∙ 제주 월동무 재배면적은 2000년 604ha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5,100ha로 증가

하였고 2017년에는 6,275ha로 역대 최대 면적을 보였다. 

∙ 월동무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출하되기 이전에는 가을무가 저장되어 시설봄무가 

출하되기 이전인 익년 4월까지 출하되었다. 그러나 월동무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

하면서 12월~익년 5월까지 월동무 출하비중이 높아져 가을 및 봄무의 재배면적이 

축소되는 등 무 작형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 제주 월동무 재배면적이 증가한 요인은 내륙에서 재배되는 봄, 고랭지, 가을무와 

달리 세척무 형태로 출하되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제주도 안에서 마땅한 대체

작목이 없으며 타작목 보다는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지역 채소류 

중에서는 조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아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 2000년 월동무는 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의 4%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43%까지 증가하였으며, 조수입은 제주지역 월동채소류인 마늘(17%), 양배추

(12%), 당근(10%)보다 높은 비중(2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20.  월동 채소류 재배면적 및 조수입 변화

<월동무 재배면적 비중 추이> <채소류 조수입 비중>

주: 채소류 조수입 비중은 평년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 월동무는 주로 동부(성산)지역에서 재배되었으나, 최근 3년간(2016~2018년)간 

한파에 따른 월동무 가격 상승으로 재배지역이 당근, 감자 주산지인 구좌, 조천, 남원 

등의 동부지역과 마늘, 양파, 양배추 주산지인 대정, 한림 등의 서부지역까지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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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가격 동향

∙ 2000년 이후 연평균 무 실질 도매가격은 국내 수급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나, 2009년 

까지는 큰 상승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기상이변(태풍, 

폭염, 집중호우 등) 발생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가격 수준도 높아졌다. 

- 명목가격은 2000년 6,290원에서 2017년 13,040원으로 연평균 4%씩 상승하였고, 실질

가격은 동기간 6,430원에서 15,150원으로 연평균 3%씩 상승하였다. 

- 생산량의 감소로 명목 및 실질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0년과 2016년이었다.

- 특히 2016년과 2018년은 한파에 따른 동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2016년 1월 하순에는 영하 4℃ 내외의 낮은 기온이 유지되었고, 

2018년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5℃이하인 날의 수가 9번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9－21.  제주 월동무 지역별 재배면적 변화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표 19－14.  월동무 출하기(12월∼익년 2월) 최저기온 –5℃ 이하인 날의 수 추이
단위: 회, 원/20kg, ha

구분 1월 2월 합계 도매가격 재배면적
평년 2 2 4 10,225 5,716
2018 5 4 9 17,560 6,475
2017 1 1 15,868 6,275
2016 2 2 13,417 5,100
2015 0 8,041 5,477
2014 0 6,169 5,955

주: 무는 영하 4~5℃이하 온도 발생시, 한파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크고 수급 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있음. 
자료: 기상청,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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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2.  무 연도별 명목 및 실질가격 동향

주: 1) 명목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상품(上品) 가격 기준임.
2)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한국은행)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上品)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은행

∙ 가격 변이계수 추이를 보면, 최근(2010~2018년) 변이계수가 과거(2000~2009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작형별로 봄과 월동무의 변이계수는 감소한 반면, 고랭지와 가을무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랭지와 가을무 가격 변이계수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이유는 여름과 가을철 

잦은 기상변화로 단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 월별로는 고랭지와 가을무 전환기인 10월과 가을무 출하기인 11~12월에 변이계수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23.  시기별 실질가격 변이계수 추이

<작형별 가격 변이계수> <월별 가격 변이계수 추이>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644   산업별 중장기 미래

∙ 2018년 무 도매가격은 2017년(13,040원)과 평년(10,450원)보다 각각 22%, 43% 

높은 15,840원/20kg(상품 기준)이었으며, 가을무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1월 이전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시세가 지속되었다. 

- 1~5월(2017년산 월동무 출하기) 도매가격은 1월 상순 이후 월동무 주산지인 제주지

역에 3차에 걸친 한파로 월동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2017년과 평년보다 높았다. 

- 6~7월(봄무 출하기) 도매가격은 시설 및 노지봄무 재배면적 감소로 2017년과 평년

보다 높았다.

- 8~10월(고랭지무 출하기) 도매가격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상으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과 평년보다 높았다. 

- 11~12월(가을무 출하기) 도매가격은 전작형(고랭지무) 작황부진에 따른 가을무 

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재배면적이 늘면서 2017년과 평년보다 낮았다. 

그림 19－24.  무 월별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3년 1월~201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2. 수급전망

3.2.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8년산 월동무(2018년 12월~2019년 5월 출하) 생산량은 2017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20%, 5% 증가한 34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던 2017년산보다 

3% 증가하고 평년보다도 13% 증가한 6,475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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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는 한파로 작황이 크게 부진하였던 2017년산보다 16% 증가하나, 파종 및 생육기 

태풍(솔릭, 콩레이), 집중호우로 평년보다는 7% 감소한 5,383kg/10a으로 추정된다. 

표 19－15.  2018년산 월동무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8년산 6,475 5,383 348.5

2017년산 6,275 4,649 291.7

평년 5,716 5,786 330.7

증감률
전년 대비 3.2 15.8 19.5

평년 대비 13.3 -7.0 5.4

주: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4~2017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 월동무 출하기인 2019년 1~2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5,380원)과 평년

(10,490원)보다 낮겠으며, 3~5월 가격도 월동무 생산량 및 저장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낮은 수준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월동무 저장작업과 시장출하작업 병행으로 출하조절이 이루어지는 3월 이후 가격은 

산지 출하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1~2월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겨

울철 한파 등의 기상에 따라 가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 농업관측본부 주산지 모니터 조사결과(2019년 1월), 2019년 시설봄무 재배의향면

적은 2018년보다 10% 감소하는 반면, 노지봄무는 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봄무 재배의향이 감소하는 이유는 월동무 생산량 증가로 시설봄무 출하기(5월) 

가격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며, 노지봄무는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재배의향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KREI-KASMO 추정결과, 2019년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2018년보다 5%, 평년보다 13% 증가한 3,045ha이며, 가을무는 전년도 출하기 가격

이 낮아 2018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5,799ha로 전망된다. 

3.2.2. 중장기 전망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무 총 공급량은 재배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119만 5천 톤에서 2028년 110만 9천 톤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할 전망이다.

- 재배면적은 2019년 21,302ha에서 2028년 19,239ha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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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수입량은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향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량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무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와 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2018년 24kg에서 2028년 

22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16.  무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22,315 21,302 20,075 19,239

총 공급량(A=B+C) 천 톤 1,198 1,195 1,143 1,109

국내 생산량(B) 천 톤 1,201 1,196 1,144 1,111

순수입량(C=D-E) 천 톤 -3 -1 -1 -2

수입량(D) 천 톤 1 1 1 1

수출량(E) 천 톤 4 3 3 3

1인당 소비량 kg 24.1 24.1 22.9 22.1

자급률(B/A) % 100.2 100.1 100.1 100.2

주: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에서 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19－25.  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장기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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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4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양배추 재배면적은 2000년 4천 9백 ha에서 2017년 6천 8백 ha로 연평균 2%씩 

증가하였다.

- 봄·가을양배추 재배면적은 2000년 1천 9백 ha에서 2017년 2천 2백 ha로, 고랭지는 

동기간 1천 2백 ha에서 1천 4백 ha로 연평균 각각 1%씩 증가하였다. 겨울양배추는 

2000년 1천 7백 ha에서 2017년 3천 2백 ha로 연평균 4%씩 증가하여 타 작형에 비해 

재배면적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26.  양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주: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양배추 단수는 2000년 4,388kg/10a에서 2017년 4,873kg으로 연평균 1%씩 증가

하였다. 단수는 종자개량과 육묘기술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잦은 기상 변화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양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2000년 21만 4천 톤에서 2017년 33만 1천 톤으로 

연평균 3%씩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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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7.  양배추 작형별 단수 동향

주: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2018년 양배추 재배면적은 2017년보다 4% 증가한 7천 1백 ha로 추정된다. 봄·가을

양배추 재배면적은 2017년보다 4% 감소한 반면, 고랭지 및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2017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각각 16%, 4% 증가하였다.  

∙ 2018년 양배추 단수는 2017년보다 높은 4,883kg/10a으로 추정된다. 봄·가을 및 

고랭지양배추 단수는 폭염 등의 잦은 기상변화로 작년보다 각각 6%, 18% 감소한 반면, 

생산비중이 높은 겨울양배추는 작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양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2017년보다 4% 많은 34만 5천 톤으로 전망

된다. 봄·가을 및 고랭지양배추 생산량은 2017년보다 각각 9%, 5% 감소한 반면, 

겨울양배추는 2017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17.  양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전체
면 적 4,875 4,467 4,425 7,163 6,425 6,757 6,790 7,068 6,657

생산량 214 251 249 369 318 292 331 345 326

봄·가을
면 적 1,927 1,373 1,254 2,325 1,853 2,086 2,193 2,112 2,044

생산량 80 72 70 111 83 102 110 100 99

고랭지
면 적 1,230 1,200 973 1,956 1,675 1,682 1,425 1,654 1,594

생산량 50 65  45 86 64 81 64 61 70

겨울
면 적 1,718 1,894 2,198 2,882 2,897 2,989 3,172 3,302 3,077

생산량 84 114 134 172 171 108 157 184 168

주: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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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양배추 재배면적 확대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타 작목에서 양배추로의 작목전환(마늘, 브로콜리 등), 소

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제주지역의 2018년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2000년 대비 1300ha 증가한 2,324ha

이며, 전남지역은 882ha로 2000년 대비 300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28. 겨울양배추 주산지별 재배면적 변화

 주: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 확대로 2000~2018년 생산량은 연평균 4% 증가하였으나, 가격

은 2% 상승하였다. 이는 겨울양배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림 19－29. 겨울양배추 생산량 및 가격 변화
<생산량 및 가격 추이> <연평균 증감률(2000~2018년)>

 주: 겨울양배추 생산량 및 가격은 5개년 이동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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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수출입 동향

∙ 양배추 수출량은 2000년 944톤에서 2017년 8천 3백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수출량은 2017년 대비 12% 많은 9천 2백 톤이었다. 

- 주요 수출국 비중은 일본과 대만이 95% 이상을 차지하며, 캐나다, 싱가폴, 러시아 등

으로도 일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양배추 수입량은 2000년 1천 7백 톤에서 2017년 1만 3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은 2017년 대비 7% 감소한 1만 2천 톤이었다.

- 양배추 수입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미국, 베트남 등에서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18년 양배추 수출량은 겨울양배추 출하시기(1~4월)에 5천 3백 톤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봄, 고랭지, 가을양배추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은 폭염으로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고랭지 출하시기(8~10월)에 6천 9백 톤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표 19－18.  양배추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구분
중량 금액

수출 수입 순수입 수출 수입 순수입

2000년 944 1,693 749 392 433 41

2005년 8,127 351 -7,776 3,723 97 -3,626

2010년 5,030 22,452 17,422 2,762 7,654 4,892

2013년 6,177 25,138 18,961 3,328 8,605 5,277

2014년 17,533 859 -16,674 7,629 240 -7,389

2015년 11,998 3,391 -8,607 6,047 1,155 -4,892

2016년 10,827 6,130 -4,697 5,364 2,474 -2,890

2017년 8,256 13,294 5,038 3,101 4,575 1,474

2018년 9,220 12,417 3,197 5,834 4,010 -1,824

평년 10,360 7,605 -2,755 4,913 2,735 -2,178

작형 
구분

겨울(1~4월) 5,255 3,103 -2,152 3,690 810 -2,880

봄(5~7월) 2,594 803 -1,791 1,245 240 -1,005

고랭지(8~10월) 1,074 6,901 5,827 663 2,493 1,830

가을(11~12월) 296 1,610 1,314 236 467 231

주: 양배추(신선, 냉장), HS코드 0704901000의 실적임.
자료: 관세청

4.1.3. 총 공급량 동향

∙ 양배추 총 공급량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2000년 21만 5천 톤에서 2017년 33만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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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연평균 3%씩 증가하였으며, 2018년은 2017년보다 4% 많은 34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자급률은 국내산 양배추 수급여건이 나빠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90%대로 낮아졌으나, 대부분은 100% 내외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표 19－19.  양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총 공급량(A=B+C) 215 243 266 301 352 309 287 336 348 316

국내 생산량(B) 214 251 249 282 369 318 292 331 345 326

순수입량(C=D-E) 1 -8 17 19 -17 -9 -5 5 3 -2

수입량(D) 2 0 22 25 1 3 6 13 12 8

수출량(E) 1 8 5 6 18 12 11 8 9 10

자급률(B/A) 99.7 103.1 93.5 93.6 104.7 102.8 101.6 98.5 99.1 103.3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에서 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4.1.4. 소비 동향

∙ 양배추 1인당 소비량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식 소비 증가로 2000년 5.8kg에서 

2017년 6.5kg으로 연평균 1%씩 증가하였으며, 2018년은 2017년보다 3% 증가한 

6.7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9－30.  양배추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임. 
2) 1인당 소비량은 연간 총 공급량을 추계인구수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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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가격 동향

∙ 양배추 명목가격은 2000년 4,370원/8kg(상품 기준)에서 2017년 7,120원으로 

연평균 3%씩 상승하였으며, 실질가격은 2000년 5,530원에서 2017년 6,940원으로 

연평균 1%씩 상승하였다.     

- 양배추 가격은 생산량 변화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로 도매 및 실질가격이 높았던 시기는 2010년과 2016년이었다.

∙ 가격 변이계수 분석결과, 과거(2000~2009년)보다 최근(2010~2018년) 가격 변동

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변동성이 가장 높은 작형은 가을양배추이며, 가격변동성이 증가한 작형은 봄 및 

고랭지양배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봄양배추 출하기인 5~6월, 고랭지양

배추 출하기인 9~10월의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19-31.  양배추 연도별 명목 및 실질가격 동향

주: 1) 명목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가격 상품(上品) 기준임.
2)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한국은행)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上品)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은행

그림 19－32.  시기별 실질가격 변이계수 추이
<작형별 가격 변이계수 추이> <월별 가격 변이계수 추이>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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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2017년보다 6% 하락한 6,680원/8kg이며, 실질

가격은 8% 하락한 6,390원이었다. 2018년 가격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시세를 

보인 가운데, 봄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5∼6월과 겨울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2월 

가격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2017년산 겨울양배추 도매가격(1~4월)은 태풍 피해가 있었던 전년보다  29% 하락

하였으나, 한파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는 8% 상승한 6,140원이었다.

- 봄양배추 도매가격(5~7월)은 작황이 좋았던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45%, 3% 상승한 

5,080원이었다. 

- 고랭지양배추 도매가격(8~10월)은 폭염 및 가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0%, 60% 상승한 10,200원이었다. 

- 가을양배추 도매가격(11~12월)은 생육기 작황 호전으로 2017년보다 22% 하락하나, 

정식기 폭염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평년보다는 6% 상승한 4,890원이었다.  

그림 19-33.  양배추 월별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3년 1월~201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2. 수급전망

4.2.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8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2017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18%, 10% 증가한 18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출하기(12~3월) 높은 가격으로 2017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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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3,302ha이며, 단수는 생육기 적절한 강우로 작황이 양호하여 2017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1% 증가한 5,577kg/10a으로 추정된다.

∙ 2019년 1~4월 가격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전년(6,140원/8kg)과 평년(5,400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만생종 생산비중 감소로 3~4월 가격이 1~2월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20.  2018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8년산 3,302 5,577 184.1

2017년산 3,172 4,943 156.8

평년 3,077 5,531 168.2

증감률
전년 대비 4.1 12.8 17.5

평년 대비 7.3 0.8 9.5

주: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3년~2017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본부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9년 봄작형 재배의향면적은 2018년 출하기

(5~6월) 가격 약세로 2018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형별로는 시설 

및 노지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이 2018년보다 각각 6%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4.2.2. 중장기 전망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양배추 재배면적은 외식수요로 인한 소비 증가로 

2019년 6,916ha에서 2028년 7,173ha으로 연평균 0.4%씩 증가할 전망이다.

∙ 양배추 총 공급량은 2019년 34만 3천 톤에서 연평균 1%씩 증가하여 2028년에는 

37만 톤으로 전망된다. 

- 양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2019년 34만 2천 톤에서 2028년 36만 8천 톤으로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양배추 1인당 소비량은 2019년 6.6kg에서 2028년 7.0kg으로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배추 자급률은 국내 수급 불안에 따라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제외

하고는 10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655

표 19－21.  양배추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7,068 6,916 7,039 7,173

총 공급량(A=B+C) 천 톤 348 343 356 370

국내 생산량(B) 천 톤 345 342 354 368

순수입량(C=D-E) 천 톤 3 1 2 2

 수입량(D) 천 톤 12 12 15 17

 수출량(E) 천 톤 9 11 13 15

1인당 소비량 kg 6.7 6.6 6.8 7.0

자급률(B/A) % 99.1 99.7 99.4 99.5

주: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에서 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19－34.  양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장기 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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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5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당근 재배면적은 중국산 수입이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면서 2000년 4천 5백 ha에서 

2017년 2천 7백 ha로 연평균 3%씩 감소하였다. 

- 봄·가을당근 재배면적은 2000년 1천 2백 ha에서 2017년 1천 1백 ha로 연평균 1%씩 

감소하였다. 고랭지당근은 2000년 6백 ha에서 2017년 1백 ha로 연평균 8%씩, 

겨울당근은 동기간 2천 6백 ha에서 1천 4백 ha로 연평균 4%씩 감소하였다.  

그림 19－35.  당근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주: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당근 단수는 2000년 3,551kg/10a에서 2017년 3,390kg으로 연평균 0.3%씩 감소

하였다. 봄·가을당근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씩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상변

화가 큰 시기에 재배되는 고랭지·겨울당근은 연평균 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근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00년 15만 8천 톤에서 2017년 9만 1천 톤으로 연

평균 3%씩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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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6.  당근 작형별 단수 동향

 주: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 2018년 당근 재배면적은 2017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2017년보다 2% 증가한 2천 

7백 ha로 추정된다. 

- 봄·가을당근 재배면적은 2017년보다 2% 증가한 1천 1백 ha, 고랭지·겨울당근은 

2017년보다 각각 10%, 2% 증가한 2백 ha, 1천 4백 ha이었다.

∙ 2018년 당근 단수는 파종·생육기 한파, 폭염 등의 잦은 기상변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2017년보다 8% 감소한 3,121kg/10a으로 추정된다.

∙ 2018년 당근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한 반면, 단수 감소의 영향으로 2017년보다 

6% 적은 8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표 19－22.  당근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전체
면 적 4,459 3,085 2,664 2,661 3,199 2,699 2,671 2,735 2,624

생산량 158 120 103 94 114 78 91 85 90

봄ㆍ가을
면 적 1,228 621 1,031 885 1,562 1,010 1,098 1,120 1,019

생산량 28 16 31 23 53 36 36 32 33

고랭지
면 적 614 342 193 82 108 321 165 181 124

생산량 20 11 5 3 3 8 4 4 3

겨울
면 적 2,617 2,122 1,440 1,694 1,529 1,368 1,408 1,434 1,481

생산량 111 93 67 68 58 34 50 50 54

주: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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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수출입 동향

∙ 당근 수입량은 2000년 1만 5백 톤에서 2017년 10만 2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은 2017년보다 1% 감소한 10만 4백 톤이었다. 

- 시기별 수입량은 겨울당근 출하시기(1∼4월)에 2만 7천 톤(30%), 봄당근 출하시기

(5~8월)에 2만 7천 톤(30%)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는 베트

남산 당근 수입도 겨울(1∼5월)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산 당근의 월

별 수입비중(평년 기준)은 1월 이후 점차 증가하여 3월에 19%까지 증가하며, 이후 

다시 감소하여 6~12월에는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당근 수출량은 2016년 915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182톤

이었다.

표 19－23.  당근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중국 베트남 기타 전체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0 - 9,248 - - 10 1,211 10 10,459

2005 113 70,462 - - 65 203 178 70,665

2010 72 82,634 - 24 67 0 139 82,658

2013 - 103,248 - 50 100 120 100 103,418

2014 - 90,002 - 4,623 90 -1 90 94,624

2015 - 87,785 177 4,521 244 13 421 92,319

2016 - 94,600 - 5,715 915 141 915 100,456

2017 - 96,978 - 4,755 153 1 153 101,734

2018 - 94,485 - 4,921 182 1,040 182 100,446

평년 - 93,860 - 4,633 166 45 225 98,938

작형 
구분

겨울(1~4월) - 26,563 - 3,390 50 - 50 29,953

봄(5~8월) - 26,931 - 1,196 61 1,468 61 29,595

고랭지(9~10월) - 21,900 - - 35 - 35 21,900

가을(11~12월) - 18,998 - - 36 - 36 18,998

주: 1) 당근(신선, 냉장), HS코드 0706101000의 실적임.
2) 기타 수출입국은 북마리아나 군도, 대만, 미얀마, 몽골, 홍콩, 러시아, 일본 외 20개 국가임.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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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7.  당근 국가별 월별 수입비중

 주: 당근(신선, 냉장), HS코드 0706101000의 실적이며, 수입량은 2013~2017년 평년치임.     
자료: 관세청

5.1.3. 중국산 당근 가격 동향

∙ 2018년 중국산 당근 국내 판매가격은 국내산 상품 가격의 58%, 중품가격의 72% 

수준인 910원/kg 내외로 추정되며, 중국산 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입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9%, 관세 및 유통 마진은 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24.  2018년 중국산 당근의 국내 판매가격 추정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중국산
국내 판매가격(A)

945 1,128 949 766 920 961 875 974 914 931 831 687 907

수입단가 427 524 608 607 545 541 557 524 538 563 542 485 539

관세 및 
유통마진

518 604 341 159 375 420 318 450 376 368 289 202 368

국내산 
도매
가격

 상품(B) 997 1,195 982 1,286 1,521 1,621 1,765 2,489 3,320 2,803 2,184 1,475 1,803

 중품(C) 873 1,062 809 974 1,268 1,348 1,519 2,059 2,511 2,032 1,541 1,039 1,420

A/B (%) 95 94 97 60 60 59 50 39 28 33 38 47 58

A/C (%) 108 106 117 79 73 71 58 47 36 46 54 66 72

주: 1) 중국산 국내 판매가격 및 국내산 도매가격은 가락도매시장 기준임.
2) 수입단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해상운임, 보험 등을 포함한(CIF) 가격임.
3) 관세ㆍ유통마진 = 관세(30%)+통관비용+물류비+수입업체 이윤(10%)+도매시장상장수수료.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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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총 공급량 동향

∙ 당근 총 공급량은 2005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국내산 생산량이 

증가(감소)할 경우 수입량은 감소(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당근 자급률은 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당근 공급량은 2017년 대비 

4% 감소한 18만 5천 톤이었다.

표 19－25.  당근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총 공급량(A=B+C) 168 191 186 187 189 206 177 193 185 189

국내 생산량(B) 158 120 103 84 94 114 78 91 85 90

순수입량(C=D-E) 10 71 83 103 95 92 99 102 100 99

수입량(D) 10 71 83 103 95 92 100 102 100 99

수출량(E) 0 0 0 0 0 0 1 0 0 0

자급률(B/A) 94.0 62.8 55.4 44.9 49.7 55.3 44.1 47.2 45.9 47.6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에서 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5.1.5. 소비 동향

∙ 당근 1인당 소비량은 연도별 공급 및 소비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2000년 3.6kg에서 2017년 3.7kg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8년 당근 1인당 

소비량은 2017년보다 7% 감소한 3.5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9－38.  당근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1인당 소비량은 연간 총 공급량을 추계인구수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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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당근 구매비중 및 구매의향 변화

∙ 가구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고 있는 흙당근은 국내산이 대부분이며, 세척당근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유통

되는 당근은 모두 세척당근이다.

∙ 수입산 세척당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당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여

전히 많은 편이나, 국내산 선호비중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측본부 소비자 조사결과, 2015~2017년 국내산 당근의 구매 선호비중은 9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88%까지 낮아졌으며, 수입산 당근의 선호비중은 

12%까지 높아졌다. 수입산 당근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53%)과 손질 

및 조리시간 단축(2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39.  국내산 및 수입산 세척당근 구매 선호비중 변화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치(2015~2018년)

∙ 수입산 세척당근 구매의향 조사 결과에서도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산 세척당근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17년에는 전체 소비자 중 54%이었으나, 2018년에는 

50%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40. 수입산 세척당근 구매의향 변화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치(2017~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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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가격 동향

∙ 당근 명목가격은 2000년 13,950원(20kg, 상품 기준)에서 2017년 31,300원으로 

연평균 5%씩 상승하였으며, 실질가격은 2000년 20,210원에서 2017년 30,530원

으로 연평균 2%씩 상승하였다.

∙ 가격 변이계수 분석결과, 과거(2000~2009년)보다 최근(2010~2018년) 가격 변동

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변동성이 가장 높은 작형은 겨울당근이며, 가격변동성이 증가한 작형은 가을·

겨울당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겨울당근 출하기인 1~4월, 가을당근 출하

기인 11~12월의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9－41.  당근 연도별 명목 및 실질가격 동향

주: 1) 명목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가격 상품(上品) 기준임.
2) 실질가격은 도매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한국은행)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上品)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은행

그림 19－42.  시기별 실질가격 변이계수 추이

<작형별 가격 변이계수 추이> <월별 가격 변이계수 추이>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663

∙ 2018년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17년보다 15% 상승한 36,040원이며, 실질가

격은 13% 상승한 34,450원이었다. 2018년 가격은 봄당근이 출하되는 5월부터 

12월까지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지속되었다. 

- 2017년산 겨울당근 도매가격(1~4월)은 산지 출하 및 겨울당근 저장 출하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42%, 13% 하락한 22,300원이었다.

- 봄당근 도매가격(5~8월)은 파종기 한파 피해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57%, 32% 

상승한 36,990원이었다. 

- 고랭지당근 도매가격(8~10월)은 생육기 폭염 및 집중호우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43%, 61% 상승한 61,230원이었다. 

- 가을당근 도매가격(11~12월)은 생육기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78%, 75% 상승한 36,470원이었다.   

그림 19-43.  당근 월별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3년 1월~2017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5.2. 수급전망

5.2.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8년산 겨울당근 생산량은  2017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1%, 7%  감소한 5만 여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하나, 파종기 폭염 및 태풍으로 평년보다는 3% 감소한 

1,434ha, 단수는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4% 감소한 3,473kg/10a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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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4월 가격은 겨울당근 출하량 증가로 전년(22,300원)과 평년(25,62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겨울당근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생육기 기상여건이 좋아 1월 이후 출하 

예정인 당근의 작황이 호전되어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9－26.  2018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8년산 1,434 3,473 49.8

2017년산 1,408 3,565 50.2

평년 1,481 3,623 53.6

증감률
전년 대비 1.8 -2.6 -0.8

평년 대비 -3.2 -4.1 -7.2

주: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3~2017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본부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9년 봄작형 재배의향면적은 2018년 출하기

(5~7월) 가격 강세로 2018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작형별로는 시설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2018년보다 6%, 노지봄당근은 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5.2.2. 중장기 전망

∙ KREI-KASMO 모형 추정결과, 당근 재배면적은 2019년 2,849ha에서 2028년 

2,520ha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근 총 공급량은 2019년 19만 6천 톤에서 2028년 19만 4천 톤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생산량은 2019년 9만 8천 톤에서 2028년 9만 1천 톤으로 연평균 1%씩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동기간 9만 8천 톤에서 10만 3천 톤으로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근 1인당 소비량은 3.6kg 내외 수준을, 자급률은 5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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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27.  당근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2,735 2,849 2,711 2,520

총 공급량(A=B+C) 천 톤 185 196 195 194

국내 생산량(B) 천 톤 85 98 95 91

수입량(C) 천 톤 100 98 100 103

1인당 소비량 kg 3.5 3.7 3.6 3.6

자급률(B/A) % 45.9 50.0 48.7 46.9

주: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에서 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19－44.  당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장기 전망

 주: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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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6

6.1. 수급동향

6.1.1. 생산동향

∙ 농산버섯 재배면적은 2000년 1,093ha에서 2005년 1,361ha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버섯 가격이 하락하면서 2010년 764ha, 2017년 410ha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산버섯 중 느타리버섯의 재배면적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농산버섯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2010년 17만 4천 톤에서 2017년 15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전통적인 균상재배 방식에서 병재배 방식의 대규모 공장형 재배로 전환

되면서 재배면적 감소폭 대비 생산량 감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느타리버섯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 진행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단수가 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 느타리버섯 2018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5% 적은 5만 1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양송이버섯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이후 귀농인구 

증가로 1만 톤 내외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 양송이버섯 2018년 생산량은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

목 선정으로 인한 폐업농 증가로 전년보다 5% 감소한 1만 1백 톤 내외로 예상된다.

∙ 새송이버섯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로 2010년

부터 4만 8천 톤 내외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5% 

적은 4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 팽이버섯은 2010년 45ha에서 5만 3천 톤을 생산하다 이후 재배면적이 30ha내외로 

감소하면서 생산량 감소추세에 있다. 2018년 생산량은 팽이버섯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5% 적은 2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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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28.  농산버섯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단위: ha, 천 톤

구 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재배면적 1,093 1,361 764 660 778 726 463 410 402 613

느타리 731 556 215 201 174 168 168 155 152 168

양송이 162 174 125 51 93 92 92 94 92 92

새송이 - 249 114 97 109 106 106 92 90 103

팽이 67 84 45 26 26 18 28 34 33 27

기타 134 299 265 285 375 342 69 35 34 231

생산량 118 163 174 162 183 167 162 150 142 164

 느타리 71 57 45 66 76 62 59 54 51 62

양송이 22 19 23 7 11 10 10 11 10 10

새송이 0 43 44 44 48 47 49 51 48 48

팽이 24 40 53 33 33 38 38 29 27 35

기타 1 4 8 11 14 11 7 7 6 10

주: 1) 기타는 영지, 상황, 신령, 만가닥버섯 등임. 
2) 2016년부터 표고버섯 재배면적이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3)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6.1.2. 수출입동향

∙ 농산버섯 수출량은 팽이버섯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0년 2만 1천 

톤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2010년 이후 중국 내 팽이버섯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 최근 5년간 농산버섯 수출량 중 팽이버섯의 비중은 평균 62% 내외, 새송이버섯은 

31% 내외로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이 전체 농산버섯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팽이버섯 수출량은 2010년 1만 7천 톤에서 2017년 1만 6백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은 전년보다 5% 증가한 1만 1천 톤이었다.  

- 팽이버섯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며, 수출된 버섯은 한인타운에서 

주로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새송이버섯 수출량은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2010년 2천 7백 톤에서 2017년 

5천 6백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은 전년보다 9% 많은 6천 1백 톤이었다. 

- 새송이버섯의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호주, 미국 등으로 2013년 항공 운송을 시작

으로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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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버섯 수입량은 최근 5년간 1만 1천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5% 적은 1만 1천 톤이었다.

∙ 농산버섯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송이버섯의 수입량은 최근 5년간 평균 

7천 1백 톤 내외이며, 2018년은 작년 대비 8% 적은 6천 9백 톤이었다. 양송이버섯의 

주요 수입국은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하는 중국이었으며, 수입형태는 조제 · 저장처

리된 양송이버섯이 98%로 가장 많았다.

구 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수출 768 1,245 21,273 16,669 15,533 15,151 15,654 17,468 18,391 15,952

느타리 12 194 285 298 334 441 369 282 272 334

양송이 50 10 - 31 4 3 38 35 11 23

팽이 15 161 17,174 11,488 10,236 9,194 9,370 10,629 11,153 10,079

새송이 - - 2,720 3,858 4,116 4,755 5,118 5,599 6,101 4,663

기타 690 880 1,095 995 844 758 758 923 855 842

수입 15,655 13,407 11,192 9,093 10,160 10,526 10,867 13,224 11,205 10,518

 
양송이 7,807 10,280 7,585 6,259 6,911 7,128 6,861 7,552 6,944 6,967

기타 7,746 3,101 3,607 2,834 3,249 3,398 4,006 5,672 4,261 3,551

표 19－29.  농산버섯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주: 1) 건버섯의 생버섯 수율은 10%로 하였음.
2) 기타는 영지, 상황, 신령, 만가닥버섯 등을 포함함.

자료: 관세청

6.1.3. 공급 동향

∙ 농산버섯 공급량은 2010년 16만 3천 톤에서 2014년 17만 7천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면서 2017년 14만 6천 톤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출 증가로 2009년부터 국내 자급률은 100%를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8년 공급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적은 13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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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총 공급량(A=B+C) 133 175 163 154 177 163 158 146 135 158

국내 생산량(B) 118 163 174 162 183 167 162 150 142 164

순수입량(C=D-E) 15 12 -10 -8 -5 -5 -5 -4 -7 -5

수입량(D) 16 13 11 9 10 11 11 13 11 11

수출량(E) 1 1 21 17 16 15 16 17 18 16

자급률(B/A) 88.8 93.0 106.2 104.9 103.0 102.8 103.0 102.9 105.3 103.0

표 19－30.  농산버섯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수출입 물량 중 건버섯의 생버섯으로의 수율은 10%로 하였음.

자료: 통계청, 관세청

6.1.4. 소비 동향

∙ 최근 5년간 농산버섯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에 따라 3.1kg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8년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 및 수출 증가로 총 공급량이 

줄면서 전년보다 8% 적은 2.6kg으로 추정된다.

그림 19－45.  농산버섯 1인당 소비량

주: 1)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1인당 소비량은 연간 총 공급량을 추계인구수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 품목별로 최근 5년간 1인당 소비량을 살펴보면, 생산 비중이 높은 느타리버섯의 소비량이 

1.2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새송이버섯 0.8kg, 팽이버섯 0.5kg, 양송이버섯 

0.3kg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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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농산버섯 2.8 3.6 3.3 3.2 3.4 3.1 3.5 3.2 3.1 2.8 2.6 3.1

느타리 1.5 1.2 0.9 0.9 1.0 1.3 1.5 1.2 1.1 1.0 1.0 1.2

양송이 0.6 0.6 0.6 0.5 0.4 0.3 0.4 0.3 0.3 0.4 0.3 0.3

새송이 - 0.9 0.8 1.1 0.9 0.8 0.9 0.8 0.9 0.9 0.8 0.8

팽이 0.5 0.8 0.7 0.6 0.8 0.4 0.5 0.6 0.6 0.4 0.3 0.5

기타 0.2 0.1 0.2 0.2 0.2 0.3 0.3 0.3 0.2 0.1 0.1 0.2

표 19－31.  농산버섯 1인당 연간 소비량
단위: kg

자료: 관세청,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6.1.5. 가격 동향

∙ 느타리버섯 도매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6,160원/kg에서 

2010년 3,330원으로 하락한 이후 2011년부터는 생산량 증감과 관계없이 2,880원 

내외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가격도 전년과 비슷한 2,800원이었다. 

∙ 양송이버섯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00년 4,910원/kg에서 2010년 6,680원, 2017

년 8,530원으로 상승하였다. 2018년 가격은 여름철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

와 FTA 폐업지원 신청 농가 발생에 따른 입상 감소로 전년보다 11% 높은 9,480원이

었다. 

∙ 새송이버섯 가격은 2001년 10,540원/kg으로 타 버섯에 비해 높았으나, 생산량이 

급증한 2005년 3,980원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최근 10년간 3,470원 수준에서 보합세

를 유지하였다. 2018년 가격은 전년보다 3% 낮은 3,150원이었다.

∙ 팽이버섯 가격은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2000년 3,110원/kg에서 2005년 1,540원

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후에는 1,700원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8년 가격은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36% 높은 2,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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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46.  농산버섯 연도별 생산량 및 도매가격 동향 

주: 새송이버섯 2000∼2002년 생산량은 통계자료 없음.
자료: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송이버섯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 선정

∙ 양송이버섯은 2018년 5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9조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 이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및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확인 결과, 총 7개 시군에서 133농가가 

신청하여, 142억 2,970만원의 자금이 교부되었으며, 양송이버섯 최대 주산지인 

부여에서는 등록된 350농가 중 70농가가 폐업심의위원회 개최 후 최종 확정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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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급전망

∙ 농산버섯 재배면적은 2019년 390ha에서 2028년 373ha로 연평균 1%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시설 규모화, 재배 기술 향상 등의 영향으로 단위면적당 수

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버섯 생산량은 2019년 14만 톤에서 2028년 

14만 5천 톤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적으로 농산버섯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출 증가폭이 수입보다 커 향후 자급률은 

100%를 초과하는 수준이 계속될 전망이다. 

표 19－32.  농산버섯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402 390 379 373

총 공급량(A=B+C) 천 톤 135 133 134 138

국내 생산량(B) 천 톤 142 140 141 145

순수입량(C=D-E) 천 톤 -7 -7 -7 -7

수입량(D) 천 톤 11 12 13 14

수출량(E) 천 톤 18 19 20 21

1인당 소비량 kg 2.6 2.6 2.6 2.6

자급률(B/A) % 105.3 105.3 105.3 105.1

주: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에서 총 공급량(국내 생산량+순수입량)을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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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채소 산업 위상1

1.1. 양념채소 산업 현황

∙ 양념채소 실질생산액은 재배면적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2000년 3조 181억 원에서 

2006년 1조 8,395억 원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생산량 감소와 중국산 양념채소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내 양념채소 가격이 상승하여 2012년 실질생산액은 4조 

7,60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실질생산액은 국내 양념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여건에 의한 생산량 변동으로 3조 2,000억 원 내외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다. 

∙ 2017년 기준 양념채소 명목생산액은 농업 생산액(48조 1,704억 원)의 7.6%를 점유

하고 있다. 품목별 비중은 양파가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마늘 30.4%, 고추 

19.0%, 파 17.8% 순이다.

그림 20－1.  양념채소 실질생산액 추이

  주: 양념채소는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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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급 동향

∙ 양념채소류 재배면적(고추, 마늘, 양파, 대파 기준)은 2000년 15만 1천 ha에서 

2015년 8만 3천 ha로 연평균 3%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재배면적은 면적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9만 

6천 ha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양념채소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배기술의 발달, 품종개량, 기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증감을  보이고 있다.  

그림 20－2.  양념채소 품목별 명목생산액(2017년 기준)

단위: 10억 원

                  자료: 통계청

그림 20－3.  양념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동향

   주: 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생산량 합계 기준이며, 2018년은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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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채소 공급량은 2000년 208만 톤에서 2018년 259만 톤으로 연평균 1% 증가

하였다. 동기간 생산량은 연평균 1% 증가하였으나, 중국산 수입량이 크게 늘어 순

수입량은 연평균 5% 증가하였다.

표 20－1.  양념채소 공급량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7 2018

양념채소 공급량
(자급률)

2,075
(93.6)

2,127
(89.3)

2,392
(87.1)

2,333
(80.7)

2,594
(87.7)

국내 생산량 1,941 1,899 2,084 1,883 2,274

순수입량 116 214 290 401 272

  주: 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공급량 합계 기준이며, 2018년은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양념채소 자급률은 2000년 94%에서 2003년 84%까지 하락한 이후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8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양념채소 

자급률은 양파의 작황부진과 수입량 급증으로 77%까지 하락하였다. 2018년 양념

채소 자급률은 마늘과 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년 81% 대비 7%p 상승한 88%를 

나타냈다. 

그림 20－4.  양념채소 자급률 추이

  주: 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비중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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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채소 10a당 실질조수입은 2000년 200만 원에서 2012년 397만 원까지 연평균 

6%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실질조수입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370만 원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다. 2018년 마늘과 양파의 실질조수입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실질생산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 2010년 이후 양념채소의 10a당 실질소득률은 평균 6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7년 양념채소 10a당 실질생산비는 농약비와 노동비 하락으로 전년보다 3% 하락

하였다. 2018년 마늘과 양파의 실질생산비는 노동비와 비료비 상승으로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그림 20－5.  양념채소 조수입 및 비용 추이

<조수입 추이> <생산비 구성>

  주: 조수입, 생산비, 경영비는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자료로 환산함.
자료: 통계청

∙ 양념채소 1인당 소비량은 2000년 43.5kg에서 2011년 51.2kg으로 연평균 2% 

증가하였으나, 이후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18년 양념채소 1인당 연간 소비량은 49.2kg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양파가 30.3kg, 대파 8.3kg, 마늘 7.3kg, 고추 3.3kg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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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6.  양념채소 1인당 연간 소비량

   주 1) 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소비량 합계 기준이며, 2018년은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마늘 소비량은 종자용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본부

1.3. 수급환경 변화

∙ 양념채소류 수입량은 2000년 5만 1천 톤에서 2018년 29만 5천 톤으로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신선 양념채소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2007년 

이후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냉동 양념채소와 고추장, 혼합소스 등 고추 관련품목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신선 양념채소 수입량은 2000년 1만 4천 톤에서 2018년 7만 3천 톤으로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반면에 냉동 양념채소 수입량은 2000년 1만 톤에서 2018년 14만 

5천 톤으로 연평균 16% 증가하였다.

∙ 2010년 이후 양념채소 수입량에서 신선 양념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1% 내외이며, 

2018년 신선 양념채소 수입비중은 25%였다. 반면 2010년 이후 냉동 양념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44%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냉동 양념채소 수입비중은 

49%까지 확대되었다. 

∙ 2010년 이후 신선 양념채소 수입량은 기상변화에 의해 국내산 양파 생산량이 급감하여 

신선양파 수입이 급증하였던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냉동 양념채소 수입량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신선양파에 대한 요식업소의 수요 증가로 신선 

양념채소 수입량은 2000년대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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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7.  양념채소 연도별 수입실적

  주: 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수입량 합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0   산업별 중장기 미래

건고추2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건고추 재배면적은 재배농가의 고령화와 높은 생산비로 인한 수익 저하로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 2000년 7만 4,471ha에서 2017년 2만 8,337ha까지 연평균 

6% 감소하였다.

∙ 2018년산 재배면적은 2017년산보다 2% 증가한 2만 8,824ha이었다. 이는 2017년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재배면적 증가폭이 작은 것은 고추 

재배농가의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0－8.  건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 지역별로는 경기, 충남, 전북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의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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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충북과 경북의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9%, 6%씩 감소하여 2017년에는 

각각 2,584ha, 6,449ha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826ha, 6,849ha로 

전년 대비 각각 6%, 9% 증가하였다.

그림 20－9. 건고추 지역별 재배면적

단위: 천 ha

  주: 지역별 재배면적은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 건고추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2000년 이후 대과종, 내병성 품종 등의 보급과 재배

기술의 발달로 10a당 245kg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기상여건에 따라 증감을 

보이고 있다. 2018년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작황이 크게 나빴던 전년보다는 높으나 

여름철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평년보다 5% 낮은 248kg이었다.

∙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상여건과 

병충해에 따른 단수 변화에 따라 증감을 보이고 있다. 2018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28%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는 20% 적은 7만 1,509톤 

이었다.



682   산업별 중장기 미래

∙ 고추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재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2005년 191시간에서 2017년 

145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마늘(125시간), 양파(100시간) 등 다른 작목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이는 방제 및 경운ㆍ정지 단계 등에서의 기술발전 등으로 일정 수준 기계화가 진행

되었으나, 이마저도 밭농업 평균 기계화율보다 낮고, 정식과 수확작업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노동투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러한 원인으로 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에도 2018년산 면적 증가폭이 작은 이유 중 하나이다.

표 20－2.  밭농업 기계화 현황
단위: %

작목 경운정지 파종ㆍ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평균

벼 100.0 99.9 - 99.0 99.9 97.8

콩 99.5 15.1 73.9 95.9 21.0 61.0

감자 99.9 2.7 84.9 97.9 70.9 71.2

배추 99.8 1.8 89.1 96.9 0 57.5

고추 98.7 2.0 58.5 90.9 0 50.0

마늘 99.6 19.6 54.3 96.8 35.1 61.1

양파 99.9 7.0 86.5 98.5 0 58.4

무 99.9 0.1 95.9 97.3 0 58.6

평균 99.8 5.0 67.6 95.8 13.3 56.3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이용실태 및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 연구」, 2015.

∙ 고추 10a당 실질조수입은 재고가 누적되어 생산량 감소에도 가격이 하락하였던 2013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며,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6년에는 260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2017년 고추 조수입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전년보다 18% 증가한 

307만 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5개년 평균 소득률은 65%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6년 63%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17년 소득률은 높은 가격으로 전년보다 6%p 상승한 69%로 나타났다.

- 실질조수입이 하락세를 유지했음에도 고추의 소득률이 다른 품목의 소득률보다 높아 

재배면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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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실질생산비는 10a당 3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추의 노동집약적인 품목 

특성으로 노동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고추 실질

생산비는 2016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양파 등 다른 작목보다 높은 10a당 296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0－10. 고추 조수입 및 비용 추이

<조수입 추이> <생산비 구성>

주: 조수입, 생산비, 경영비는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자료로 환산함.
자료: 통계청

2.1.2. 수출입 동향

∙ 고추류 총 수출량은 소비량의 10%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으며, 기타소스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7년 고추류 수출량(연산기준:8월∼익년 7월)은 2만 9,368톤으로 2016년 대비 

6% 증가하였다. 건고추 수출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관련품목의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추류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건고추 비중은 2009년 26%에서 2017년 1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관련품목 비중은 74%에서 87%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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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3.  고추 수출 실적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

건고추1)(A) 3,195 3,273 3,626 3,972 3,639 3,887 4,211 3,911 3,861 1,980

관련품목
수출량2)(B)

9,220 11,170 12,453 14,302 16,124 18,060 20,234 23,763 25,508 11,532

전체(C=A+B) 12,415 14,444 16,079 18,274 19,762 21,947 24,445 27,674 29,368 13,512

 주 1) 고춧가루를 건고추로 환산한 물량을 합한 수치이며 고춧가루 수율은 63.8%임.
2) 관련품목 수출량은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를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임.
3) 2018년산은 8~12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고추류 관련품목 중 냉동고추를 제외한 기타소스 등 다른 품목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냉동고추 등의 고추류를 수입하여 혼합조미료와 기타소스 등으로 

가공한 뒤 수출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0－11.  고추 관련품목 수출실적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주 1) 냉동고추는 빙점 아래로 냉각한 홍고추이며 수율은 20%임.
  2) 혼합조미료는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 등을 향신료와 혼합하여 단순가공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물질이며 수율은 62.7%임.
3) 기타소스는 혼합조미료를 소스로 가공한 제품이며 수율은 62.7%임.
4) 고추장 수율은 12.5%임. 
5) 김치는 고춧가루를 3% 함유하고 있으며 수율은 4.7%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고추류 수입은 관세가 높은 건고추나 고춧가루(270%)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냉동고추(27%), 기타소스(45%) 등 관련품목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 

수입량(연산기준 8월∼익년 7월)은 2010년 10만 1,422톤이 수입된 이후 매년 10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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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율관세할당량(이하 TRQ)은 2004년부터 매년 7,185톤이 배정되어 있으나, 전체 

고추류 수입량의 10% 미만이며, 대부분의 수입량은 냉동고추, 기타소스 등 민간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수급불균형으로 TRQ 1만여 톤이 이행되었으나, 이후 

국내 생산량과 민간 수입 증가로 최근에는 TRQ 이행실적이 없었다.

표 20－4. 국내산 생산량과 고추 수입실적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3)

생산량 123,509 117,324 95,391 77,110 104,146 117,816 85,068 97,697 85,453 55,714 71,509

TRQ 
수입량(A)

5,669 4,073 7,585 10,063 440 - 160 - - - -

민간수입량
(B=C+D)

80,689 77,087 93,837 109,193 96,309 96,407 105,547 105,622 110,189 122,484 52,020 

건고추1)(C) 3,789 3,577 4,150 10,382 4,795 6,543 7,849 6,087 4,083 4,135 1,973

고추 
관련품목

수입량2)(D)
76,900 73,510 89,686 98,812 91,514 89,864 97,697 99,535 106,105 118,349 50,047

전체
(E=A+B)

86,358 81,160 101,422 119,256 96,749 96,407 105,707 105,622 110,189 122,484 52,020

주 1) 고춧가루는 건고추로 환산한 물량을 합한 수치이며 고춧가루 수율은 63.8%임.
2) 고추 관련품목 수입량은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를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임.
3) 2018년산은 8~12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고추 관련품목 수입량은 2008년 7만 6,900톤에서 2017년 11만 8,349톤까지 연평균 

5%씩 증가하여 전체 수입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냉동고추 수입량은 2008년 3만 311톤에서 2017년 4만 9,134톤으로 연평균 5%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기타소스도 연평균 5% 증가하여 2017년에는 5만 3,199톤이 

수입되었다.

- 김치에 포함된 건고추는 2017년 1만 3,365톤이 수입되며 역대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냉동고추와 고추장은 베트남과 일본에서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혼합조미료는 중국과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이 70% 이상이며, 기타소스는 대중국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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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2.  고추 관련품목 수입실적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주 1) 냉동고추는 빙점 아래로 냉각한 홍고추이며 수율은 20%임.
  2) 혼합조미료는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 등을 향신료와 혼합하여 단순가공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물질이며 수율은 62.7%임.
  3) 기타소스는 혼합조미료를 소스로 가공한 제품이며 수율은 62.7%임. 
  4) 고추장 수율은 12.5%임. 
  5) 김치는 고춧가루를 3% 함유하고 있으며 수율은 4.7%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2.1.3. 공급 동향

∙ 건고추 공급량(연산기준 8월∼익년 7월)은 수입량 증가폭보다 국내 생산량이 더욱 

크게 감소하여 2008년 이후 연평균 3%씩 감소하고 있다.

표 20－5.  건고추 공급 동향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천 톤, %

연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급량 200 185 179 183 181 187 171 173 171 156

전년이월 1 - 1 4 1 2 10 8 14 11

생산량 124 117 95 77 104 118 85 98 85 56

수입량 86 81 101 119 97 96 106 106 110 122

수출량 10 12 14 16 18 20 22 24 28 29

기말재고 1 1 4 1 2 10 8 13 11 6

자급률 62.0 63.3 53.1 42.0 57.3 63.2 49.8 56.6 49.8 36.3

주 1) 수출입량은 기타소스ㆍ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고춧가루와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고춧가루 수율을 
적용하여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입량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고는 정부보유물량(수매ㆍ비축 및 TRQ 이행량)을 의미함.
3)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생산량, 수입량, 전년 이월 합계)에서 수출량과 기말재고를 제외한 순공급량  

으로 나누어서 추정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REI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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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을 기점으로 대량수요처의 수요가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어 건고추 자급률은 2008년 62%에서 2016년 

50%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자급률이 

3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2.1.4. 소비 동향 

∙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2000년대 초반 4kg 후반을 유지하였으나 식생활 패턴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이 변화하면서 고추장, 김치 등 건고추가 포함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 연평균 2% 감소하였다. 2018년산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2018년산 

생산량 증가로 전년(3.2kg)보다 4% 증가한 3.3kg으로 추정된다.

그림 20－13.  건고추 1인당 소비량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주: 소비량은 공급량 중 감모분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 가구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본부, 2018. 12.), 건고추 구입 형태는 고춧

가루나 김치ㆍ고추장 등과 같이 1ㆍ2차로 가공된 형태로 구입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건고추나 홍고추 원물 형태로 구입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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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4.  고추 구입형태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각 연도

∙ 고춧가루나 김치 등과 같은 1ㆍ2차 가공된 고추의 구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나 2018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7년산 건고추 

생산량 감소로 많은 소비자들이 계획만큼 구입하지 못해 가공품 구입을 전년보다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하지만 1ㆍ2차 가공된 고추의 구입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소비자는 건고추나 홍고추 원물을 구입하기보다 가공된 고추를 구입하는 비중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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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가격 동향

그림 20－15.  연도별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1) 가격은 연산기준(8월∼익년 7월) 평균 가격임.
2) 실질가격은 연도별 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하여 건고추 연산기준(8월∼익년 7월)으로 

환산한 가격임.
3) 2018년산 가격은 8∼12월까지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건고추 도매가격은 국내산 생산량에 따라 매년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대량수요처의 

수요가 수입산으로 전환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

- 2000년대 초반 600g당 6,000원 내외였던 건고추 실질가격은 2011년 국내산 생산량 

감소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대량수요처에서 수입산 건고추로 수요를 

전환함에 따라 국내산 소비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 2018년산(8∼12월) 건고추 실질도매가격은 여름철 지속된 폭염과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로 수확초기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산보다 높은 600g당 1만 2,650원

이었다.

- 2018년산 건고추 가격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늘어났으나, 여름철 기상악화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데다, 전년산 생산량 감소로 건고추 구입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수확 

초기에 구입을 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작황회복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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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가격은 2017년 이전까지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 2016년 

2월 4,168원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대량수요처의 수요가 수입산으로 전환되어 국내산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2017년산 생산량 감소로 이월된 재고가 

소진되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산(8∼12월)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1만 

680원이다.

그림 20－16.  화건 산지가격 동향

주: 월별 가격은 일별 상품 최고 경락가격과 중품 최고 경락가격의 평균 가격임. 
자료: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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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 원료 소비 실태

∙ 가공식품 제조업종의 세부업종별 식품제조 산업 내에서 농축수산물 원료와 가공

식품 소재 원료의 조달과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건고추 원료 소비실태를 확인하여 국내산과 수입산 건고추의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김치 제조업체 혹은 장류 제조업체 등에 대한 건고추와 고춧가루 사용량 조사 결과, 

건고추보다 고춧가루의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고추는 국내산 사용 

비중이 높았으나, 고춧가루는 수입산 사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수입산 건고추의 경우 수입 관세가 높아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내산 사용비중이 높으나, 고춧가루는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사용하면 제조 단가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6.  건고추ㆍ고춧가루 연도별 사용량
단위: 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건고추류

합계 86,087 53,201 85,260 90,648 81,422 -

국내산 31,030 27,984 39,436 41,742 41,633 -

수입산 55,058 25,216 45,826 50,475 44,789 -

건고추

합계
23,322
(27.1%)

19,997
(37.6%)

39,577
(46.4%)

37,059
(40.9%)

32,279
(39.6%)

31,920

국내산 15,644 13,904 26,586 23,115 23,153 18,928

수입산 7,679 6,092 12,991 13,945 14,126 12,992

고춧가루

합계
62,765 
(72.9%)

33,204 
(62.4%)

45,683 
(53.6%)

53,589
(59.1%)

49,143
(60.4%)

-

국내산 15,386 14,080 12,850 18,627 18,480 -

수입산 47,379 19,124 32,835 36,530 30,663 -

주 1) 고춧가루는 수율을 적용하여 건고추로 환산한 수치임
2)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 건고추류 중 건고추와 고춧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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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EI 농업관측본부, 외식업체 및 대량수요처 조사결과, 2016.12.

표 20－7.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 연도별 평균 도매가격
단위: 톤, 원/600g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고추 생산량 104,146 117,816 85,068 97,697 85,453 55,714

연평균 도매가격 9,732 6,714 8,369 7,750 5,898 11,952 

  주: 가격은 연산기준(8월∼익년 7월) 평균가격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국내산 재고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였던 2013년 

이후에도 국내산 사용량은 크게 늘지 않아 대량수요처에서의 수입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건고추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은 고춧가루 등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전체 건고추 사용량 중 90% 내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춧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업종은 장류와 김치 제조업체로 전체 고춧가루 사용량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8.  건고추ㆍ고춧가루 업종별 사용 비율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고추

조미
식품

비중 90.3 93.9 84.5 88.7 92.0 89.4
국내산 65.9 68.5 68.4 63.7 62.7 60.6
수입산 34.2 31.5 31.6 36.3 37.3 39.4

비중 2.7 3.3 0.8 6.3 2.2 2.3

김치 국내산 81.1 97.4 94.6 34.4 79.1 65.2

수입산 18.9 2.6 6.0 65.6 20.9 34.8

고춧
가루

비중 26.8 57.0 60.3 50.7 56.2 -

김치 국내산 46.6 57.0 41.0 45.8 48.6 54.6

수입산 53.4 43.0 59.0 54.2 51.4 45.4

비중 51.2 13.0 12.1 21.6 13.9 -

장류 국내산 19.6 29.0 8.3 2.8 10.8 66.2

수입산 80.4 71.0 91.7 97.2 89.2 33.8

주: 고춧가루는 수율을 적용하여 건고추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각 연도

∙ 대량수요처 조사결과1) 수입산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매입단가, 안정적인 물량 확보, 

색상(ASTA color) 등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수입산으로 전환된 수요가 국내산으로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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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 동향

2.2.1. 생산 동향

∙ 중국의 건고추는 타 작목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경제작물로 평가받고 있어 재배면적이 

2000년 3만 5천 ha에서 2016년 4만 6천 ha까지 연평균 2%씩 확대되었으며, 2017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한 4만 7천 ha이다.

∙ 중국의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2000년 21만 2천 톤에서 2016년 30만 8천 

톤으로 연평균 2%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31만 4천 톤이다. 

그림 20－17.  중국 건고추 생산 동향

자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ww.fao.org)

∙ 농업관측본부 중국 모니터 조사 결과, 2018년산 중국 건고추 재배면적은 산동성, 

내몽고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여름철 강우로 작황이 다소 부진하여 2017년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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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출 동향

∙ 중국의 건고추 수출은 수출량이 가장 많았던 2008년 9만 6,175톤에서 2017년 6만 

1,677톤으로 연평균 5% 감소하고 있다.

그림 20－18.  중국의 건고추 주요 수출국

주: 수출 비중은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 태국, 스페인, 멕시코로의 수출 비중이 높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스페인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은 국내 수급이 불안했던 2011년과 2012년에 18%까지 증가

하였으나 이후 냉동고추 등 관련품목 위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국 수출

비중이 5% 내외까지 감소하였다.

2.2.3. 가격 동향

∙ 중국의 2017년 건고추 평균 거래가격(연산기준: 8월∼익년 7월)은 생산량 증가로 

2016년보다 8% 하락한 톤당 8,694위안이었다. 2018년 8∼12월 평균 거래가격은 

작황악화에 의한 중국 건고추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한 1만 250

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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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9.  중국 건고추 꼭지제거 전 평균거래가격 

   주: 신강지역 금탑품종의 월별 최고, 최저 거래가격의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3. 수급 전망

2.3.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8년 8∼12월 건고추 공급량은 이월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4% 많은 12만 1천 톤으로 추정되며, 소비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11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2018년 12월 말 기준 건고추 전체 재고량은 8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재고량이 적었던 2017년에 비해서는 174% 많으나, 평년

보다는 53% 적은 수준이다.

표 20－9.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 추정(‘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톤, %

연산 생산량 (A)
이월ㆍ수입량 

(B)
공급량

(C=A+B)
8∼12월

소비량 (D)
12월 말 재고량

(E=C-D)

2018 71,509 49,371 120,880 113,280  7,600

2017 55,714 60,021 115,735 112,963  2,772

평년 89,406 53,055 142,461 117,846 16,018

증감률
전년  28.4 -17.7   4.4  0.3 174.2

평년 -20.0 - 6.9 -15.1 -3.9 -52.6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REI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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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국내 공급량은 2018년산 건고추 생산량 증가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건고추 수입량은 급식업체나 외식업체 등 대량수요처에서 수입산 건고추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내산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1∼7월 건고추 도매가격은 국내산 공급량이 전년보다 소폭 많으나 평년보다는 

크게 적어 평년(7,410원)보다 높겠으며, 전년(11,690원/600g)과 2018년 12월

(12,010원)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가격 상승 등으로 2018년보다 2% 내외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8%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적어 국내산 생산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8월 이후 건고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3.2. 중장기 전망

∙ 건고추 재배면적은 2019년 2만 9,300ha에서 2028년 2만 5,900ha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고령화와 고추 재배특성상 재배의 어려움으로 재배

면적은 중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대과종 등 수확량 높은 품종들의 개발로 증가 

하나 재배면적 감소폭이 커 2028년 6만 8천 톤까지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건고추 소비량은 식생활 패턴 변화로 김치, 고추장 등 건고추가 포함된 식품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2019년 16만 톤에서 2028년 15만 톤으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추류 수입은 대량수요처에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냉동고추, 기타소스 등 관련

품목 위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1∼12만 톤 수준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산 생산량 감소로 건고추 총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건고추 수입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자급률은 4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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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0.  건고추 중장기 수급 전망 (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연산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28,824 29,304 27,163 25,903

총 공급량 천 톤 197 191 188 186

생산량 천 톤 72 74 70 68

수입량 천 톤 125 117 118 118

총 수요량 천 톤 199 193 190 189

소비량 천 톤 170 160 156 153

수출량 천 톤 28 30 31 34

자급률 % 42.1 46.3 44.6 44.4

주 1)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통계청 확정치이며, 총 공급량은 전년이월량, 총 수요량은 기말재고량이 포함됨.
2) 2018년산 수입량과 수출량, 2019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0－20.  건고추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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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3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마늘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식단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로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고 있다.

-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로 2010년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2011∼2013년까지 면적이 

증가한 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15∼2016년 가격이 

상승하자 2017∼2018년 면적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다.

∙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등 생산기반 안정화 정책 

확대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2만 8,351ha이었다. 2018년산 난지형 마늘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만 2,972ha, 한지형 마늘은 1% 증가한 5,379ha이었다.

그림 20－21.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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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면서 대체로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

되었다. 2018년 마늘 생산량은 면적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9%, 6% 많은 33만 

2천 톤이었다.

－ 난지형 남도종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의 생산량은 면적이 줄면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대서종 재배면적이 확대된 경남, 경북, 충남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재배기술 발달 및 신품종 보급으로 2010년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계화 도입 등으로 과거보다 재배농가의 생산 

수준이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요인 급변으로 2010∼2018년 연평균 

수확량은 소폭 감소하였다.

∙ 2018년 마늘 10a당 수확량은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난지형 대서종 마늘의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육 부진으로 전년보다 4% 감소한 

1,170kg이었다.

- 2018년 마늘 10a당 수확량은 파종기 한파, 봄철 불규칙한 일조시간과 잦은 강우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단위당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고온 

피해가 심했던 경북은 유일하게 단위당 수확량이 증가하였다.

표 20－11.  마늘 품종별 재배면적과 단위당 수확량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재배면적(ha) 44,941 31,766 22,414 24,035 20,759 24,864 28,351

비중
(%)

한지형 22.0 19.9 21.5 23.0 20.5 21.3 19.0

난지형 78.0 80.1 78.5 77.0 79.5 78.7 81.0

단수(kg/10a) 1,056 1,180 1,212 1,227 1,327 1,221 1,170

한지형 698 807 838 790 915 823 812

난지형 1,157 1,273 1,314 1,358 1,434 1,329 1,254

생산량(천 톤) 474 375 272 295 276 304 332

한지형 69 51 40 43 39 44 44

난지형 405 324 231 224 237 260 288

자료: 통계청

∙ 마늘 10a당 실질조수입은 생산량이 줄면서 2016년까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

으나,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12∼2018년 마늘 실질

조수입은 연평균 4% 하락했고, 동기간 실질경영비는 5% 상승했다.

- 마늘 실질소득률은 2012년 65%에서 2018년 40%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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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마늘 10a당 생산비와 경영비가 상승한 반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

하면서 농가 조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a당 실질생산비와 실질

경영비는 전년 대비 6%, 12% 상승한 321만 원, 193만 원이었고, 실질조수입은 323만 

원이었다.

∙ 2018년 마늘 10a당 실질노동비는 167만 원으로 전년보다 5% 상승하였고, 실질

비료비는 26% 상승한 27만 6천 원이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구 갱신사업 등 

농가 지원 활동으로 실질종묘비와 실질농약비는 전년보다 4%, 5% 하락한 69만 9천 원, 

8만 4천 원이었다.

그림 20－22.  마늘 조수입 및 비용 추이

<조수입 추이> <생산비 구성>

  주 1) 조수입, 생산비, 경영비는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자료로 환산함.
     2) 조수입은 소득과 경영비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마늘 생산 동향 및 투입 요소 추이

∙ 과거 타 작목에 비해 비교적 주산지가 명확했던 마늘은 최근에는 점차 비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산지 인근지역에서도 

재배가 확대되면서 2017년 이후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였다.

∙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던 2015∼2016년과 증가 추세인 2017∼2018년을 비교한 

결과 대서마늘 중심의 경남과 경북에서는 주산지의 재배면적 확대 및 인접 시군의 

신규 재배가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재배가 적었던 충남과 전북에서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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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3.  마늘 지역별 재배면적 변화

  주: 지역별 재배면적은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 2010∼2017년간 농기계 임차료는 연평균 3%씩 상승했으며, 동기간 농업노동

임금은 6% 상승하여 노동임금 상승 폭이 더 컸다. 2018년 마늘 재배면적 증가로 

동력사용시간도 늘어났으나, 노동력투입시간도 함께 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24.  마늘 생산 투입 요소 동향

<마늘 노동력 및 동력 사용시간 추이> <2017년 농가 구입가격지수 추이>

  주: 농가 구입가격지수는 2010년 대비 2017년 가격 간 차이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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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출입 동향

∙ 마늘 수출량은 생산량이 많았던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100톤 

내외까지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이며, 

통마늘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18년 6∼12월 마늘 수출량은 평년 동기(73톤)와 비슷한 72톤이었으며, 이 가운데 

통마늘이 22톤, 건조마늘이 30톤이었다.

표 20－12.  마늘 수출 실적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총 수출량 7,097 302 205 289 105 102 72

깐마늘 - 60 17 5 19 11 4

통마늘 6,793 33 38 143 8 54 22

냉동마늘 - 2 40 53 27 8 6

건조마늘 9 124 75 55 21 17 30

초산조제 295 84 35 34 30 12 10

  주: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마늘로 환산했으며, 2018년은 6∼12월의 수출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마늘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05년 4만 톤에서 2016년 7만 톤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생산량이 늘면서 수입량이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다. 

∙ 통마늘 수입량은 당해연도 국내산 마늘 수급에 따라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관세율

(360%)이 높은 통마늘을 TRQ(저율관세할당량)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통마늘 수입량은 국내산 생산량이 많았던 2013년에는 전체 수입량의 2%인 1천 톤, 

생산량이 적었던 2015년에는 39%인 3만 톤이 수입되었다. 2017년 이후 국내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통마늘 수입량은 4천 톤 내외로 감소하였다.

∙ 냉동마늘 수입량은 수입관세율(27%)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산 공급량이 부족했던 

2010∼2011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국내 마늘 생산량 증감

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외식업체 소비로 연간 약 4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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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3.  마늘 수입 실적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생산량 374,980 271,560 266,272 275,549 303,578 331,741

총수입량(A) 42,969 90,205 76,926 69,856 51,109 28,719

깐마늘 1,751 2,135 2,619 1,248 594 442

통마늘 9,625 36,003 30,355 26,031 3,781 4,343

냉동마늘 23,027 47,227 38,892 38,955 42,658 21,376

건조마늘 3,781 904 811 56 228 283

초산조제 4,786 3,936 4,249 3,567 3,848 2,275

TRQ(B) 14,467 38,059 30,331 32,906 - -

민간수입량
(C=A-B)

28,467 52,146 46,595 36,950 51,109 28,719

  주: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마늘로 환산했으며, 2018년은 6∼12월의 수입 실적임.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산 마늘 수입량은 국내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감소하였다. 2018년 

6∼12월 통마늘 수입량은 TRQ 도입실적이 없어 평년 동기(9,400톤)보다 적은 약 4천 

톤, 신선마늘로 환산한 냉동마늘 수입량은 평년 동기(2만 4,184톤)보다 감소한 2만 

1천 톤이었다.

∙ 마늘 수입량에 따라 수입단가도 2000년대 평균 0.5달러/kg에서 2010년대 1.1달러

/kg로 2010년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 2018년산 수입단가는 중국 내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낮은 0.9달러/kg이다.

그림 20－25.  마늘 수입 동향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연간 수입 형태> <연도별 수입단가 추이>

  주: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마늘로 환산했으며, 2018년은 6∼12월의 수입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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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 수입 통마늘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기본관세 360%를 적용할 경우 국내산 

통마늘 도매가격의 60% 수준인 3,300원, TRQ(50%)로 수입될 경우에는 국내산의 

21% 수준인 1,1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 내 공급량 증가로 전년보다 

42% 하락한 수준이다.

표 20－14.  수입산 통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 %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수입가격
2,782 
(947)

12,685 
(4,318)

8,530
(2,904)

12,592
(4,287)

5,142
(1,751)

2,963
(1,009)

수입산 
추정 도매가격(A)

3,060
(1,042)

13,953
(4,750)

9,383
(3,194) 

13,852
(4,715)

5,656
(1,926)

3,260
(1,110)

국내산 도매가격(B) 2,041 5,454 5,346 6,169 5,855 5,396

A/B
150.0
(51.1)

255.8
(87.1)

175.5
(59.7)

224.5
(76.4)

96.6
(32.9)

60.4
(20.6)

  주 1) 괄호 안은 저율관세(50%)를 적용했으며, 수입산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마진 10%를 적용함.
     2) 2018년은 6∼12월 기준임.
     3)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상품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본부

∙ 2018년산 수입 냉동마늘(수입관세 27%)의 국내 도매가격은 국내산 통마늘과 깐마늘

(중품 기준)의 각각 33%, 28% 수준인 kg당 1,500원으로 추정된다.

표 20－15.  수입산 냉동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 %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수입가격 804 2,030 1,765 2,611 1,947 1,380

수입산 
추정 도매가격(A)

885 2,234 1,941 2,872 2,142 1,518

국내산
도매가격(B)

1,851
(3,000)

4,960
(6,643)

4,712
(6,649)

5,560
(6,754)

5,108
(6,049)

4,588
(5,355)

A/B
47.8
(29.5)

45.0
(33.6)

41.2
(29.2)

51.7
(42.5)

41.9
(35.4)

33.1
(28.3)

  주 1) 수입산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마진 10%를 적용함.
     2) 2018년은 6∼12월 기준임.
     3)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중품 기준(괄호 안은 깐마늘 중품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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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마늘 소비 실태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품산업에 사용된 마늘 사용량은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 마늘 생산량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했던 2013년 국내산 사용비중은 오히려 감소

했는데 이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 마늘 가격도 하락하면서 국내산 원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20－16.  마늘 연도별 사용량 및 국내산 비중
단위: 톤, 원/kg,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마늘 사용량 26,153 26,459 29,755 36,471 43,125 49,114

국내산 
사용 비중

76.7 57.5 75.9 72.7 62.6 50.9

수입산 추정 
도매가격

6,844 4,808 5,103 9,383 13,852 5,656

  주: 마늘 사용량은 깐마늘을 포함한 수치이며, 수입산 추정 도매가격은 통마늘 기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EI 농업관측본부

∙ 김치에 활용되는 원료 총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추류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다. 마늘 사용량은 국내산 가격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깐마늘을 포함한 마늘은 국내산 비중이 90% 내외인 반면, 다진마늘은 

관세가 낮은 수입산 냉동마늘 가격에 따라 19∼82%까지 변동하고 있다.

표 20－17.  김치류 원료별 사용량 추이
단위: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김치류 원료 
총 사용량

487,252 484,244 560,099 578,325 621,502 589,198

고추류 사용량 12,686 13,541 18,107 19,838 19,651 16,052

마늘류 사용량 6,837 9,449 7,400 8,093 7,787 5,894

  주: 고추류는 고추, 건고추, 고춧가루의 합계이며, 마늘류는 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마늘분말을 포함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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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급 동향

∙ 마늘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2010년 이후 35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수입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지만 평균적으로 80%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 생산량이 많았던 2013∼2014년 이후 마늘 공급량은 40만 톤을 밑돌고 있으며, 

2017년 공급량도 평년(38만 3천 톤)보다 적은 약 35만 6천 톤이었다.

표 20－18.  마늘 공급 동향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공급량 481 418 362 345 338 356

전년 이월 3 1 - 5 3 10

생산량 474 375 272 266 276 304

수입량 26 43 90 77 70 51

수출량 7 0.3 0.2 0.3 0.1 0.2

기말 재고 15 1 - 3 10 9

자급률 98.5 89.8 75.1 77.2 81.5 85.4

  주: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는 신선마늘로 환산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REI 농업관측본부

3.1.4. 소비 동향

∙ 마늘 1인당 소비량은 가정 내 조리비중 및 김치 선호도 감소 등으로 연평균 2%씩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종자용을 제외한 마늘 1인당 소비량은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많았던 2013년 8.1kg 이후 평균 6.3kg 내외로 감소하였다.

－ 2000년 이후 국내 인구수는 연평균 0.5%씩 증가하는 반면, 마늘 전체 소비량은  

2000년 50만 톤에서 2015년 이후 평균 35만 톤 내외로 연평균 1.3%씩 감소하였다.

∙ 2018년산 마늘 1인당 소비량은 국내산 마늘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평년 수준인 

6.7kg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산 마늘 소비량은 국내산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6%, 2% 

많은 37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707

그림 20－26.  1인당 마늘 소비량 추이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주: 식용소비량은 국내산 생산량 중 종자용(인편 수 기준 10.7%)을 제외하고 산정함.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 품종별 마늘 1인당 소비량은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한지형의 경우 2010년 0.7kg

까지 감소한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난지형의 경우

에는 생산량에 따라 한지형 마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마늘 전체 소비량 가운데 난지형 마늘의 비중이 약 90% 내외를 차지하면서 전체 

소비량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8년산 마늘 1인당 소비량은 평년 수준인 6.7kg까지 회복되었으나, 이는 난지형 

마늘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이며 한지형 마늘 소비량은 오히려 평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0－19.  마늘 1인당 소비량 및 품종별 비중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1인당 소비량(kg) 9.2 7.9 6.9 6.2 6.1 6.3 6.7

한지형(%) 13.8 11.5 10.3 11.6 10.8 11.5 10.9

난지형(%) 86.2 88.5 89.7 88.4 89.2 88.5 89.1

생산량(천 톤) 474.4 375.0 271.6 266.3 275.5 303.6 331.7

한지형(%) 14.6 13.6 14.8 16.0 14.1 14.4 13.2

난지형(%) 85.4 86.4 85.2 84.0 85.9 85.6 86.8

  주: 1인당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종구용 제외)과 수입량, 전년 이월량에서 수출량과 익년 이월량을 제외하고 
1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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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마늘 생산량 증감에도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 소비량 비중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마늘 소비가 감소한다면 가정 내 소비가 

많은 한지형 마늘의 소비량 감소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 KREI 농업관측본부 가구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본부, 2018. 12.), 한지형 

마늘을 선호한다는 소비자는 2014년 56%에서 40%로 감소한 반면 품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소비자가 27%에서 52%로 증가하였다.2)

∙ 2018년 가구 소비자의 신선마늘3) 구입 시 국내산을 구매한 비중은 97%로 매우 높은 

반면, 가공마늘의 국내산 구매비중은 84%이며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고 구매한다는 

응답도 1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입산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 가정용 마늘로 국내산을 선호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는 식품 안전성(77%)을 가장 중요

하게 여기고 있으나, 외식 소비 시에는 수입산임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소비

한다는 응답과 위생ㆍ가격 등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로 나타나 

실제 가정용 마늘과 외식용 마늘 소비행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0－27.  소비자 마늘 구입 행태

<가정용 마늘 형태별 구입비중> <수입산 마늘에 대한 외식 소비자 반응>

구분 국내산 수입산
원산지 

고려하지 
않고 구매

신선마늘 96.5 1.4 2.1

가공마늘 84.1 4.8 11.1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2018. 12.

∙ 2018년 가구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마늘 가공품은 깐마늘, 마늘빵ㆍ과자류, 

마늘햄 등 육가공품, 다진마늘 순이었으며, 2017년 조사 결과 중 향후 마늘 소비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마늘 분말 등 소스ㆍ조미료는 

8%에 불과해 향후 상품 개발ㆍ확대 시 잠재 소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2014 가구 소비자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연령이 낮아질수록 마늘 품종을 구분한다는 비중이 감소했으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유로는 국내산이면 비슷할 것 같아서(52%), 맛이나 향의 차이를 못 느껴서(24%)가 가장 많았다.

3) 신선마늘이란 주대마늘, 통마늘과 같은 일반적인 마늘을 의미하며, 가공마늘이란 깐마늘, 다진마늘, 슬라이스마늘, 절임마늘, 소스ㆍ
조미료, 마늘육가공품, 마늘빵ㆍ과자류, 마늘건강기능식품 등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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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마늘 가공품에 대해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가장 신뢰하였으나, 

한편으로 가공과정과 국내산 원료에 대한 불신도 높게 나타나 향후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1.5. 가격 동향

∙ 깐마늘 가격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생산량 증가와 함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8년 깐마늘 실질 도매가격은 국내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1% 낮은 

5,700원/kg, 소매가격은 도매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7% 낮은 8,700원/kg이었다.

∙ 생산량 감소로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10년 이후 가격 변동성은 크게 확대

되었다. 도ㆍ소매 실질가격의 변이계수는 2010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실질 도매가격의 변동 폭이 실질 소매가격보다 큰 폭으로 나타났다.

그림 20－28.  깐마늘 실질 도ㆍ소매가격 동향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깐마늘 도ㆍ소매 실질가격> <도ㆍ소매 실질가격 변이계수>

  주 1) 도․소매 실질가격은 각각 생산자물가지수(2010=100)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로 디플레이트 
     하여 마늘 연산기준(6월∼익년 5월)으로 환산한 가격임.

      2) 2018년산은 6∼12월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마늘 도매가격은 2010년 이후 연도별로 가격 변동성이 커졌으나, 월별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난지형 마늘의 2004∼2009년산 월평균 도매가격 

지수는 수확기 이후 단경기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0∼2017년산은 변동 

폭이 완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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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마늘 월별 가격지수의 변동폭이 난지형 마늘의 변동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지 수확 후 가공 단계가 일정하고 상대적으로 연중 고정적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20－29.  마늘 도매가격 동향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난지형 마늘 월별 도매가격 지수> <깐마늘 월별 도매가격 지수>

  주 1) 월별 도매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0=100)으로 디플레이트하였음.
     2) 월별 가격지수는 연평균 가격으로 지수화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 중국 동향

3.2.1. 생산 동향

∙ 중국의 마늘 생산규모는 200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여 전세계 재배면적의 55%, 

생산량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재배면적은 82만 ha, 생산량은 2,200만 

톤까지 확대되면서 역대 최다 생산 실적을 기록하였다.

∙ 중국 마늘은 단위당 수확량이 높은 품종 위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10a당 2,000kg 이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에 2,709kg까지 증가하였다.

∙ 중국의 2018년산 마늘 생산량은 2017년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재배면적을 축소

하여 전년 대비 14%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KREI 농업관측본부 중국 모니터 조사 결과, 중국 마늘 주산지인 산동성의 2019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7년산 이후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보다 2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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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0.  중국 마늘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재배면적 560 648 804 840 816 820 753

생산량 7,486 11,083 18,549 21,803 21,635 22,217 19,058

  주: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KREI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ww.fao.org)

3.2.2. 수출입 동향

∙ 중국의 마늘 수출입 규모는 생산량 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FAO 기준

2016년 수입량이 전 세계의 1%인 반면, 수출량은 78%에 달하는 최대 마늘 수출국이다. 

특히, 중국 이외의 주요 수출국인 스페인 8%, 아르헨티나 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 마늘 수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 중국 마늘은 55% 내외가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에서는 신선ㆍ냉장 형태로만 수입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약 1%로 미미한 

수준이며 신선ㆍ냉장 외에 냉동 등 가공 마늘도 함께 수출되고 있다.

그림 20－30.  중국 마늘 국가별 수출 실적

  주: 수출량은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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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국의 마늘 전체 수출량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2%, 6% 증가하였다. 2017년 중국의 대한국 수출비중은 국내 생산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 대비 하락한 0.7% 수준이었다.

∙ 중국의 마늘 수출단가는 수출입 규모 확대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0년 이후

부터는 생산량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중국 마늘 수출단가는 공급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1.7달러/kg로 추정된다. 

3.2.3. 가격 동향

∙ 중국의 마늘 도매가격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수확기 이후 점차적으로 상승하다가 차기

년도 마늘 생산을 앞둔 단경기에 하락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18년산 마늘 도매가격은 수년간 지속된 생산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 대비 하락하였다. 

6∼12월 평균 도매가격은 4.0위안/kg으로 전년보다 낮았으나, 월별로는 6월 2.7위안

에서 12월 4.7위안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생산량이 크게 많았던 2017년산의 영향으로 2018년산 수확기 가격은 크게 낮았으나, 

이후 자국 내 소비 및 수출로 공급량이 안정을 찾으면서 월별 가격은 상승하는 양상

이었다.

그림 20－31.  중국 마늘 도매가격 추이

자료: 북경 신발지(新發地) 농부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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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급 전망

3.3.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9년 마늘 재배면적은 농가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안정 지원제도 확대로 

2018년보다 소폭 감소하고 평년보다는 17% 증가한 2만 7,700ha 내외로 전망된다. 

∙ KREI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본부, 2018. 12.), 현재까지의 

생육은 전년과 평년 대비 양호하며 이를 감안한 2019년 마늘 생산량은 약 36만 5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상이변이 없다면 2019년 6월 이후 마늘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21.  2019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 27,703 1,316 364.6

2018 28,351 1,170 331.7

평년 23,728 1,285 304.9

증감률
전년 -2.3 12.5  9.9

평년 16.8  2.4 19.6

  주: 2019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2018년산 마늘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시기 기상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면적 증가분보다 생산량 증가분이 적었다. 이로 인해 저장마늘의 품질도 

전년과 평년보다 저하되었다.

∙ 따라서 2019년 상반기(1∼5월) 마늘 도매가격은 2018년산 마늘 재고량이 평년보다 

적으나 높은 감모율과 익년도 마늘 생산량 증가 예상으로  평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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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중장기 전망

∙ 마늘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생산비 상승으로 생산 농가가 줄어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2019년 이후 마늘 재배면적은 연평균 4% 감소하여 2023년 2만 

3,100ha, 2028년에는 1만 9,90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함께 감소하여 2023년 30만 9천 톤, 2028년 27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단위당 수확량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난지형 대서종 마늘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기상이변이 없다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마늘 수입량은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마늘 생산기반 감소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2028년에는 5만 5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산 마늘 공급량은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단위당 수확량 증가로 생산량이 

늘면서 2018년산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이후 공급량은 점차 감소

하여 2028년 33만 톤 내외까지 줄겠으며, 자급률도 83%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

표 20－22.  마늘 중장기 수급 전망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28,351 27,703 23,127 19,858

총 공급량 천 톤 389 418 365 327

생산량 천 톤 332 365 309 271

수입량 천 톤 48 41 49 55

총 수요량 천 톤 389 418 364 327

소비량 천 톤 376 405 359 327

수출량 천 톤 0.1 0.1 0.1 0.1

자급률 % 88.2 90.0 86.1 83.0

  주 1)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통계청 확정치이며, 총 공급량은 전년이월량, 총 수요량은 기말재고량이 
포함됨.

     2) 2019년산 재배면적 및 생산량, 수출입량, 2019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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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2.  마늘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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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4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양파 재배면적은 양파 수확기 가격 및 생산 대체관계에 있는 마늘, 무, 보리 등의 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양파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배면적은 

연평균 3% 내외 증가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2009~2018년) 양파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5% 증가하고 있다. 품종별로 

매년 증감폭이 변화하나, 최근 10년간 조생종양파와 중만생종양파의 연평균 재배면적 

증가폭은 5%로 동일하였다.

- 다만, 최근 5년간(2014~2018년)의 품종별 재배면적 증감률은 중만생종양파가 연

평균  1% 증가한 반면, 조생종양파는 연평균 20% 증가하여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 최근 3년간(2016~2018년) 양파의 평균 재배면적은 2만 1,953ha로 이전 3년

(2013~2015년)보다 6% 증가하였다. 품종별로는 조생종양파의 최근 재배면적이 

3,121ha로 과거 대비 72% 증가한 반면, 중만생종양파는 최근 1만 8,832ha로 과거

(1만 8,834ha)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면적 증가는 조생종양파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2만 6,425ha이다. 품종

별로는 조생종이 28%, 중만생종이 37%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산 생산량 감소로 

수확기(4~6월) 가격이 전년보다 23% 상승한 1,040원/kg이었기 때문이다.

∙ 양파 생산량은 최근 10년간(2009~2018년) 연평균 1%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배면적이 연평균 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번한 기상악화로 인한 단수

감소로 생산량 증가폭은 1%에 그쳤다. 품종별로는 조생종양파 생산량이 연평균 3%씩 

증가하였으며, 중만생종양파는 연평균 1%씩 증가하였다. 

∙ 2018년 양파의 생산량은 평년(2013∼2017년)보다 22% 증가한 152만 1천 톤이었다. 

이는 단수가 평년보다 9%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34%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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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 양파의 재배면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단수 감소로 생산량은 

과거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14년(159만 톤)보다는 적었다.

그림 20－33.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자료: 통계청

∙ 최근(2016∼2018년) 지역별 재배면적은 최대 주산지인 전남이 1만 78ha로 과거

(2010~2012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경남은 4,774ha로 

과거보다 4% 증가하였다. 

- 2018년 기준, 전남의 재배면적은 1만 1,392ha로 전국 재배면적의 43% 비중을 

보였으며, 경남은 5,567ha로 21%를 차지하였다.  

∙ 반면,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었던 전북, 경북, 제주, 충청 지역은 과거 대비 

4~58%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겨울철 휴경을 하던 농지에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18년 기준, 경북의 재배면적은 3,632ha로 전국에서 3번째 규모이며, 전북

(2,646ha), 충청(1,329ha), 제주(1,254ha)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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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4.  양파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주: 지역별 재배면적은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 양파의 단수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재배기술의 발달과 기상 호조로 연평균 5%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잦은 기상이변 및 병해 발생으로 단수는 

연평균 2%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 품종별로 조생종양파의 단수는 과거(2000∼2009년) 연평균 2%씩 증가하다 2009년 

이후 연평균 1%의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중만생종양파는 과거 연평균 5%의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이후부터 연평균 3%의 감소세를 보였다.    

∙ 단수 감소의 주원인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연작으로 인한 병해 

때문으로 판단된다.

∙ 2012년에는 노균병과 생육 후기 고온 및 가뭄으로 단수가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중만생종 생육 후기 고온과 가뭄으로 구비대가 원활하지 않아 단수가 감소하였다. 

∙ 2018년에는 월동기 한파로 결주율이 증가한데다 전국적으로 고온과 가뭄이 지속

되었고, 최대 주산지인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습해가 발생하였다.

- 2017년산(5,858ka/10a)과 2018년산(5,756kg/10a)은 평년(2013~2017년산) 대비 

각각 7%, 9%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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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5.  양파 단수 추이

  주: 점선은 3개년 이동평균곡선
자료: 통계청

∙ 양파의 10a당 실질생산비는 2012년 178만 원 이후 연평균 6%씩 상승하여 2018년에는 

238만 원이었다. 하지만 생산농가의 10a당 조수입과 소득률은 생산량에 따른 가격

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최근 3년간(2016~2018년) 10a당 평균 실질조수입은 327만 원으로 과거(2013∼

2015년) 323만 원보다 1%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동기간 생산비는 206만 원에서 

229만 원으로 12% 상승하였다. 생산비 증가폭이 조수입의 증가폭보다 더욱 커짐에 

따라 10a당 평균 소득률은 과거 60%에서 최근 3년간 53%로 7%p 하락하였다. 

∙ 특히, 2018년산 양파의 10a당 실질조수입은 241만 원으로 생산비(238만 원) 보다 

1% 높았으며, 소득률은 36%로 평년(59%) 대비 23%p 하락하였다. 소득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2018년산 양파의 10a당 수확량이 평년보다 9% 감소한 반면, 재배면적 증가로 

전체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22%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2018년산 양파의 실질생산비는 10a당 2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 상승하였다. 이는 

평년(2013~2017) 기준 생산비의 14%를 차지하는 종묘비와 농약비가 전년보다 각각 

9%, 2%  하락하였으나, 생산비의 66%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비(55%)와 비료비(10%)가 

전년보다 각각 2%, 16%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표본농가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본부, 2018. 12.), 2019년산 양파 정식에 기계를 

사용하는 농가의 비중은 전년(5%)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체 농가의 7%에 불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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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노동집약적 생산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최근 기상여건의 변화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변동폭이 

커져 양파 농가 소득률의 변동폭은 과거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소득률의 변이계수는 2000년대 0.07에서 2010년 이후 0.22로 상승하였다. 

그림 20－36.  양파 조수입 및 비용 추이

<조수입 추이> <생산비 구성>

<노동비 및 고용노동비 비중 추이> <농가의 기계 정식 비중>

   주: 조수입, 생산비, 경영비는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자료로 환산함.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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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수출입 동향

∙ 양파의 수출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양파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

되고 있으며, 과잉 생산으로 국내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전체 생산량의 1% 내외의 

양파가 주로 신선양파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 국내산 양파의 수출량이 2만 4,337톤으로 가장 많았던 2014년은 양파 생산량이 

159만 톤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560원으로 평년(2009~2013) 

대비 39% 하락하였다.    

∙ 2018년 역시 양파 생산량 증가로 연평균 가격이 평년보다 24% 하락하면서, 수출량은 

평년 동기(4~12월)보다 34% 증가한 3,428톤이었다. 주요 수출 형태는 신선양파였으며, 

주요 수출국 비중은 대만이 53%로 가장 높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순이다. 

표 20－23.  양파 수출 실적 (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수출량 1,154 799 24,337 224 8,916 582 3,428

신선양파 941 798 24,332 224 8,887 550 3,426

건조양파 185 1 3 0.1 0.2 1 0.2

냉동양파 28 0.1 1 - 28 28 -

초산조제양파 - 0.3 - - 1 4 2

  주: 건조, 냉동, 초산조제 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하였으며, 2018년은 4~12월의 수출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양파 수입량은 국내 수급상황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산지가격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수입 형태는 주로 신선양파이며, 냉동양파, 건조양파, 초산조제양파 순이다.  

∙ 2015년에는 양파의 생산량 부족으로 TRQ 도입이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물량인 21만 

4,878톤이 수입되었지만, 2016년에는 국내산 생산량이 전년보다 19% 증가하여 

수입량은 전년보다 65% 감소한 7만 4,265톤이었다.

∙ 2017년에는 국내산 생산량이 평년보다 9% 감소한 반면,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량은 전년보다 144% 증가한 18만 1,400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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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4.  양파 수입 실적 (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수입량 84,237 64,996 24,033 214,878 74,265 181,400 54,082

신선양파 62,944 36,264 934 181,593 41,730 145,979 28,569 

건조양파 17,461 21,407 17,264 24,550 22,602 24,042 16,084

냉동양파 3,753 7,274 5,819 8,710 9,910 11,365 9,423

초산조제양파 80 52 16 25 22 14 7

  주: 건조, 냉동,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하였으며, 2018년은 4~12월의 수입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8년 4~12월까지 중국산 양파의 국내도매시장 출하가능가격은 810원으로 국내산

양파의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730원)보다 10% 높았다. 중국산 양파의 국내 도매

시장 출하가능가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12월까지 5만 4,082톤의 

양파가 수입되었다. 이는 2018년산 국내산 양파의 전체적인 크기와 품질이 평년보다 

좋지 않아, 일부 요식업체 및 식품가공업체에서 양파의 수입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표 20-25. 중국산 신선양파의 국내 판매가능가격(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국산 수입가능가격 1,232 1,076 761 1,142 1,021 934 734

중국산 국내 도매시장 출하가능 가격(A) 1,355 1,183 837 1,257 1,123 1,025 808

국내산 평균도매가격(B) 1,206 1,030 560 1,314 1,001 1,087 732

(A/B)*100 112 115 150 96 112 94 110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KREI 농업관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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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양파 이용 실태와 소비자 인식 

∙ 현재까지는 수입산 양파에 대한 일반 가정 소비 수요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가구 

소비자 조사결과(KREI 농업관측본부, 2018. 12.), 중국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의 

70% 수준일 경우 4%의 소비자가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일 경우 

23%, 30%수준일 경우 32%의 소비자가 구매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격과 상관없이 중국산 구매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8%로 나타나 중국산 

양파에 대한 선호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품안전성(68%)이며, 국내산이 더 

맛있다는 응답이 18%,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다는 응답은 9%로 조사되었다.

∙ 일반 가정용 소비에는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대부분이었으나, 

방문한 음식점에서 중국산 양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행동

하겠냐는 설문에는 84%의 소비자가 거부감이 생기겠으나, 음식의 맛, 서비스, 위생 

등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양파의 원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6%로 나타났다. 반면, 재방문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에 

그쳤다.

∙ 따라서, 가구 소비자는 신선 양파 구매시,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음식점

에서 사용한 중국산 양파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26.  가격 수준에 따른 중국산 양파 구입의향

단위: %

구  분
국내산 대비 가격 수준(누적 비중) 중국산

구매 안함
합계

70% 수준 50% 수준 30% 수준

2018 4.1 22.7 31.7 68.3 100.0

2017 5.8 24.7 32.6 67.4 100.0

2016 4.5 24.7 33.6 66.4 100.0

2015 10.6 33.2 41.9 58.1 100.0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각 연도

∙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양파의 사용량은 2012년 4만 9,894톤에서 

2017년 6만 9,300톤으로 연평균 8%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기준 수입산 

원료의 사용 비중은 13%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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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7.  국내산 및 수입산 양파 연도별 식품 원료 사용량
단위: 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파

합계 49,894 57,198 59,600 63,337 65,042 69,300

국내산 43,031 47,713 52,613 61,053 60,807 60,660

수입산 6,863 9,485 6,987 2,284 4,236 8,640

수입산 사용 비중 13.8 16.6 11.7 3.6 6.5 1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각 연도.

∙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결과, 채소류 중 양파는 국내산의 사용 비중이 

98%로 높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료 사용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양파 사용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식당의 국내산 사용 

비중이 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수입산 식재료 사용의 이유(1순위)는 ‘가격이 저렴해서(63%)’였으며, ‘조달이 용이

해서(24%)’로 조사되었다.   

표 20－28.  업종별/품목별 국산 식재료 사용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업종

일반음식점
일반

음식점 외비중 순위 소계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양파 97.5 4 97.3 97.6 93.6 97.2 97.2 95.7 98.3

마늘 91.2 6 91.7 92.2 84.5 91.9 89.8 84.6 89.7

파(대파) 99.4 2 99.4 99.4 99.3 98.3 100.0 100.0 99.4

고추 97.5 4 97.6 97.9 94.3 97.3 99.7 91.4 96.8

고춧가루 77.5 7 78.0 79.5 61.5 75.7 79.2 75.2 75.2

배추 99.1 3 99.2 99.2 98.4 97.9 97.9 100.0 98.9

당근 94.1 5 93.9 94.9 85.0 91.4 96.0 94.4 94.6

무 99.7 1 99.6 99.7 99.2 98.6 100.0 100.0 99.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보고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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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공급 동향

∙ 양파의 연간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증가 추세인데다, 국내 생산량 부족 시에는 

수입량이 증가하여 140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파의 자급률은 

2015년, 2017년과 같이 생산량 감소로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9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2014년에는 큰 폭의 생산량 증가로 역대 최고인 161만 톤이 공급되었으며, 자급률은 

103%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1% 감소하면서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8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표 20－29.  양파 공급 동향 (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천 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급량 1,280 1,359 1,614 1,353 1,373 1,326

전년이월 - - - 44 - -

생산량 1,196 1,294 1,590 1,094 1,299 1,144

수입량 84 65 24 215 74 181

수출량 1 1 24 0.2 9 1

기말재고 1 - 44 - - - 

자급률 93.6 95.3 102.9 80.9 95.2 86.4

  주 1) 건조, 냉동, 초산조제 양파의 수입, 수출량은 신선ㆍ냉장 양파로 환산한 물량임.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생산량, 수입량, 이월 재고량)에서 수출량과 기말재고를 제외한 순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함.
  3) 2018년 수출입량은 4∼12월까지 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REI 농업관측본부

∙ 2017년 공급량은 132만 6천 톤이었다.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자급률은 86%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국내산 

생산량이 평년보다 22% 많아 자급률은 95%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파 저온저장고 저장량은 생산량과 저장시설의 증가로 2000년 39만 1천 톤에서 

연평균 4%씩 증가하였다.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2010년 이후 평균 

저장량은 63만 6천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8년산 양파의 저장량은 생산량 증가로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2%, 9% 많은 67만 2천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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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30.  양파 생산량 및 저장량 추이
단위: 천 톤,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생산량(A) 868 1,023 1,412 1,094 1,299 1,144 1,521

저장량(B) 391 478 574 556 632 553 672

(B/A)*100 45.0 46.7 40.6 50.9 48.7 48.3 44.2

  주: 저장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4.1.4. 소비 동향

∙ 양파의 생산량은 1990년 40만 7천 톤이었으나,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152만 1천 톤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1인당 소비량은 1990년 9.5kg에서 

2018년 30.3kg으로 20.8kg 증가하였다. 

∙ 2014년 1인당 소비량이 31.3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년간(2015~2017년)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반복되어 1인당 소비량은 26kg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8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1인당 소비량은 다시 

30kg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림 20－37.  양파 1인당 소비량(연산 기준: 4월 ∼익년 3월)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 가구 소비자 조사결과(KREI 농업관측본부, 2018.12.), 2018년 양파의 소비량이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중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늘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3%,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로 조사되었다. 구매량 증가의 원인은 

영양 성분이 건강 및 미용에 좋아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활용도(19%), 저렴한 가격(17%)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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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파의 포장 형태는 3kg 미만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3∼10kg 

포장의 일반 양파는 35%, 10kg 이상의 일반양파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8%로 나타나, 

92%의 가구 소비자는 일반 양파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소포장 된 

깐양파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중은 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양파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신선도(54%)였으며, 크기(17%), 가격

(17%), 맛(8%), 재배지역(4%)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크기는 지름 

7cm 내외의 중과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cm 이상 대과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16%, 6cm이하의 소과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4.1.5. 가격 동향

∙ 양파 도매가격은 생산량 변화에 따라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연도별 실질 도매

가격은 생산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18년까지 양파의 연평균 명목과 실질가격은 각각 2%, 0.3% 상승하였다. 

∙ 다만, 최근 5년간의 가격을 분석해보면, 2015년 생산량 감소로 역대 최고 가격인 상품 

kg당 1,310원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5%의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3년간 132만 톤 내외의 생산량을 유지한데다, 수입량의 증가로 연평균 공급량이 

142만 톤 내외였기 때문이다. 

그림 20－38.  양파 도매가격 동향

<연산 가격 추이(이동평균)> <최근 5년간 공급량과 가격 변화>

  주1)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10=100)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양파 연산기준(4월∼익년 
3월)으로 환산한 실질가격임.

    2) 2018년산은 4∼12월 평균임.
자료: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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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산(4~12월) 양파의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6%, 

24% 하락한 730원이었다. 품종별로는 조생종 주출하시기인 4~5월에는 평년 대비 

20% 하락하였으며, 중만생종 주출하시기인 6~12월에는 평년 대비 25% 하락하였다. 

그림 20－39.  양파 월별 가격 및 반입량 동향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과거 양파 가격은 대체로 저장출하가 시작되는 8월부터 저장업체의 비용(저장 및 

감모)을 고려한 출하조절로 가격이 전월 대비 다소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최근 

2년간(2017~2018)은 하락하였다. 이는 수확시기 입고가격 상승 및 수입량 증가

(2017년산), 생산량 증가와 품위저하(2018년산) 때문이다.

∙ 2018년산 중만생종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7월 평균 도매가격은 740원이었으며, 

8월에는 전월 대비 14% 상승한 840원이었다. 하지만, 가저장 양파 물량이 증가한데다, 

품위도 평년보다 낮아 9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4%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다. 따라서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크게(33%) 하락한 670원 내외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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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국 동향

4.2.1. 생산 동향

∙ 중국의 양파 재배면적은 소비량 증가로 2000년 68만 3천 ha에서 연평균 4% 내외 증가

하여 2017년에는 113만 3천 ha였다. 생산량 역시 2000년 1,451만 톤에서 연평균 

4% 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7년 2,540만 톤이었다.    

∙ 2018년산 양파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4월 수확되는 운남성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5~6월 수확되는 산동성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9~10월 수확되는 감숙성 양파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0－40.  중국 양파 생산 동향

  주: 생산량은 Onion, green과 Onion, shallots, dry의 합계임. 

자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ww.fao.org)

4.2.2. 수출 동향

∙ 중국의 양파 수출량은 2002년 22만 9천 톤에서 연평균 2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90만 4천 톤을 기록하였다. 

∙ 국가 수출 비중은 매년 해당국가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화하나, 대체로 일본, 베트남, 

한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수출국 비중은 일본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22%), 한국(16%), 말레이시아(13%), 러시아(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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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양파의 수출가격 역시 해외 수요 증가로 연평균 17%의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중국산 양파의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540달러였다.   

그림 20－41.  중국 양파 수출 동향

  주: 수출량 및 수출 단가는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4.3. 수급 전망

4.3.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9년 상반기(1~3월) 양파 재고량이 평년보다 많아, 가격은 평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파의 생육상황은 정식 후 적절한 강우와 기온이 지속되면서 평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의 작황을 감안할 경우 단수는 평년보다 4% 높은 6,373kg/10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확 전까지 생육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어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단수는 변동될 여지가 있다.   

∙ 현재의 생육상황을 감안할 경우, 2019년산 양파의 수확기(4~6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710원)보다는 높으나, 평년(900원)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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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31.  2019년산 양파 평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연산 좋음 비슷 나쁨

경기ㆍ강원 21.4 78.6 0.0

충청 23.1 73.1 3.8

호남 37.2 58.8 4.1

영남 32.2 64.9 2.9

제주 50.0 37.5 12.5

전체 34.7 61.2 4.1

  자료: 농업관측본부, 12월 31일 표본농가 조사치 

∙ 2019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18년산 양파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전년

보다 15% 내외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6% 내외 많은 2만 2,463ha로 추정된다. 12월 말

까지의 생육상황을 감안할 경우 2019년 양파 생산량은 143만 톤 내외로 평년보다 

10%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32.  2019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년산 22,463 6,373 1,432

2018년산 26,425 5,756 1,521

평년 21,120 6,142 1,297

증감률
전년 -15.0 10.7 -5.9

평년 6.4 3.8 10.4

4.2.2. 중장기 전망

∙ 2018년산 양파의 재배면적은 역대 최대인 2만 6,425ha를 기록하였다.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0년까지는 재배면적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연평균 

1%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며, 2028년에는 2만 2,552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2019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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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생산량은 기상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 감소세가 이어지겠으나, 이후 연평균 1%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되어 2028년에는 148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파 공급량은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로  2028년 15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파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8년까지 자급률은 

95%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33.  양파 중장기 수급 전망 (연산기준: 4월∼익년 3월)

연산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26,425 22,463 21,307 22,552

총 공급량 천 톤 1,576 1,492 1,442 1,552

생산량 천 톤 1,521 1,432 1,375 1,478

수입량 천 톤 55 61 67 75

총 수요량 천 톤 1,576 1,492 1,442 1,552

소비량 천 톤 1,570 1,492 1,441 1,552

수출량 천 톤 6 0.5 0.5 0.5

자급률 % 96.9 96.0 95.4 95.2

  주 1) 2018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통계청 확정치이며, 총 공급량은 전년이월량, 총 수요량은 기말재고량이 포함됨.
    2) 2019년산 재배면적 및 생산량, 수출입량, 2019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0－42.  양파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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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5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대파 재배면적은 2010년 이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 이후 평균 1만 

1천 ha 내외를 유지하며 대파 가격에 따라 2∼3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최근 3년간(2016∼2018년) 대파 평균 재배면적은 1만 1,878ha로 이전 3개년

(2013∼2015년) 1만 525ha보다 13% 증가하였다. 동 기간 지역별로는 경기 22%, 

충청ㆍ세종ㆍ대전 42%, 호남 7%, 영남이 22%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파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다.

∙ 2018년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전년(1만 3,122ha)보다 8% 적으나 

평년(1만 772ha)보다 13% 많은 1만 2,115ha이며, 노지대파 재배면적 역시 전년보다 

8% 적으나, 평년보다는 8% 많은 1만 57ha이다. 

그림 20－43.  대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동향

주 1) 2000년 시설대파 면적 및 생산량은 통계자료 없음.
2)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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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생산량은 2004년 이후 재배면적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31만 6천 톤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2018년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8% 감소한 35만 톤으로 추정된다.

∙ 최근 3년간 지역별 대파 재배면적 비중은 호남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2%, 

영남 19%, 충청 12% 순이었다. 호남의 경우 전남의 겨울대파 재배면적 및 전북의 

시설면적 증가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그림 20－44.  대파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

단위: %

  주: 지역별 재배면적은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시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 여름작형 주산지인 경기의 노지대파 재배면적은 2001년 2,252ha에서 2004년 

2,931ha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등으로 2015년에 1,297ha

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파가격이 상승하면서 2018년에 2,027ha로 다시 

증가하였다. 

∙ 고랭지대파 주산지인 강원은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후적 여건을 바탕으로 

2001년 373ha였던 재배면적이 2018년 804ha로 증가하는 등 여름작형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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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45.  주요 여름작형 면적 동향

자료: 통계청

∙ 최근 5년간 대파 재배농가의 평균 실질조수입은 10a당 313만 원, 실질소득은 182만 원 

내외로 평균 실질소득률은 58%로 나타났다. 2017년 실질조수입은 대파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298만 원/10a이었으며, 실질소득률 역시 전년 대비 4%p 

하락한 59%이었다.

∙ 2017년 10a당 실질생산비는 전년보다 15% 낮은 197만 원으로, 중간재비 및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노동비 감소로 경영비가 줄면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경영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파 가격 약세에 따라 조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0－46.  대파 소득 및 비용 추이

<조수입 추이> <생산비 구성>

  주: 조수입, 생산비, 경영비는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이용하여 실질자료로 환산함.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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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재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은 최근 대파 정식 등의 작업이 기계화되면서 2001년 

200시간/10a에서 2010년 121시간, 2017년 90시간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0－47.  대파 노동시간 동향

자료: 통계청

5.1.2. 수출입 동향

∙ 한국의 대파 수출은 냉동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그 양이 매우 적은 수준이며, 

2012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수출량은 냉동대파 179톤을 

포함한 194톤이었으며, 그 중 80%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산 

대파는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표 20－35.  대파 수출 실적
단위: 톤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수출량 26 891 127 493 665 358 290 256 200 292 194

신선대파 1 0 6 0 8 0 7 22 2 2 1

건조대파 14 34 0 161 345 14 7 0 0 106 14

냉동대파 11 856 121 331 311 344 276 234 198 184 179

주: 건조대파 수출량은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수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파 수입량은 국내산 대파 가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나, 냉동대파 수입이 늘면서 

전체 수입량은 2000년 4만 3천 톤에서 2010년 5만 9천 톤, 2018년 8만 1천 톤 등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10년간 신선대파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던 해는 2011년과 2013년, 2017년으로 

전남지역 겨울대파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적어 1∼4월 대파 가격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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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상승하였던 때이다. 이들 3개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평균 3천 4백 톤 

내외의 신선대파가 수입되었다. 2018년 신선대파 수입량은 겨울철(1∼2월) 한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던 3월에 증가하였다.

∙ 반면 냉동대파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5천 톤 수준이던 냉동대파 

수입량은 2010년 3만 톤 내외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5만 2천 톤이 수입되었다. 

전체 수입량 중 냉동대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12%, 2010년 51%에서 

2018년 64%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 냉동대파는 절단ㆍ가공 형태로 유통되어 신선대파에 비해 단가가 20% 이상 높지만, 

사용이 간편하여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냉동대파 수입이 늘면서 건조대파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전체 수입량 중 건

조대파 비중은 87%에 달하였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44%, 

2018년에는 27%를 차지하였다. 2018년 건조대파 수입량은 2만 2천 톤이었다.

표 20－36.  대파 수입 실적
단위: 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수입량 59,165 73,030 59,984 69,301 56,833 62,118 63,684 71,959 81,300

신선대파 3,074 16,943 4,610 8,374 1,226 3,700 3,939 8,383 7,354

건조대파 25,863 26,406 22,124 25,402 20,102 19,442 18,559 17,434 22,191

냉동대파 30,228 29,681 33,250 35,525 35,505 38,976 41,186 46,141 51,755

주: 건조대파는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0－48.  유형별 대파 수입량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 분



738   산업별 중장기 미래

∙ 대파 수입국을 살펴보면 전체 대파 수입량 중 대부분(95%)이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그 외 베트남(2%), 스페인(1%) 순이었다. 신선대파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 2018년 중국산 대파의 국내 판매가격은 kg당 신선대파 1,070원, 냉동대파 1,540원으로 

신선대파는 국내산 가격의 64% 수준, 냉동대파는 92%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국산 

대파 작황 부진으로 신선 및 냉동대파의 수입단가가 전년 대비 각각 3%, 7% 상승

하였으나, 환율이 하락하면서 국내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표 20－37.  중국산 대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치

단위: 원/kg, %

2014 2015 2016 2017 2018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중국산
국내판매가격(A)

1,443 1,393 1,113 1,513 1,208 1,506 1,071 1,487 1,072 1,540

CIF 가격 916 881 688 963 753 959 658 946 658 981

통관 제비용1) 527 511 423 549 455 547 413 542 414 559

국내산
도매가격(B)2)

975 1,685 1,975 1,700 1,676

A/B 148.1 142.9 66.1 89.8 61.2 76.3 63.0 87.5 63.9 91.9

주 1) 통관 제비용은 관세(27%), 수입 제비용, 수입업체 이윤,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등이 포함됨.
2) 국내산 도매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파 상품 연평균 가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KREI 농업관측본부

5.1.3. 공급 동향

∙ 대파 공급량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파 재배면적이 줄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국내 생산량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대파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이 많았던 2000년 초반에는 90%에 가까웠으나, 최근 5년

간은 생산량 변동에 따라 8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2018년 대파 공급량은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폭이 

더 커 전년보다 4% 적은 43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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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급량 439 395 364 435 305 374 397 329 376 450 431

생산량 396 339 305 362 246 305 340 267 312 379 350

수입량 43 56 59 73 60 69 57 61 64 72 81

수출량 0.33 0.20 0.72 0.49 0.66 0.36 0.29 0.26 0.20 0.29 0.20

자급률 90.2 85.8 83.9 83.3 80.6 81.6 85.7 81.2 83.1 84.1 81.2

표 20－38.  대파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주 1) 2018년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2) 수출입 물량 중 건조대파는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수치임.
3) 자급률은 생산량을 수출량을 제외한 공급량으로 나누어 준 값임.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KREI 농업관측본부

5.1.4. 소비 동향

∙ 대파 1인당 소비량은 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7.6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은 수입 증가에 비해 생산량 감소폭이 커 전년

보다 6% 감소하였으나, 평년(7.6kg)보다는 증가한 8.3kg으로 추정된다.

그림 20－49.  대파 1인당 소비량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 가구 소비자 조사 결과(농업관측본부, 2018. 12.), 대파 구입 빈도는 월 1∼2회가 

전체의 86%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월 1∼2회 대파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2회 대파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2013년부터 85%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대파 구입 빈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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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구입량은 1∼2단이 55%로 과반수 이상이 1kg 이상의 단으로 포장된 대파를 구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kg, 500g 미만의 소포장 대파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각각 21%, 22%를 차지하였다. 

∙ 대파 1회 구입량이 1∼2단인 소비자의 비중은 2018년이 55%로 전년(51%)보다 많았

는데, 이는 대파 가격 하락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6년에는 이 비중이 40%로 가장 낮았으나, 그 외에는 대파 가격에 따라 

52%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소비자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 중 17%는 집에서 대파를 재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분, 생수병 등에서 대파 키우기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 대파를 집에서 키운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44%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다시 시판 대파 구입으로 전환하였다고 응답했지만, 56%는 대파 구매

횟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0－50.  소비자 대파 구매 행태

<대파 구매 단위 비중> <대파 재배 경험에 따른 구매 횟수 변화>

자료: KREI 농업관측본부,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각 연도

5.1.5. 가격 동향

∙ 대파 가격은 2∼3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가격 대비 실질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2018년 대파 

상품 kg당 명목가격은 1,680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낮았으나, 여름철 작황 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평년보다 5%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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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월별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1∼4월 도매가격은 겨울대파 주 출하지인 전남의 

재배면적이 크게(전년 대비 23%) 늘어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1%, 17% 낮은 1,450원

/kg이었다. 

∙ 5∼7월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7% 낮은 1,240원/kg이었다. 이는 주 

출하지인 전남 영광과 경기지역 위주로 재배면적이 늘었고, 작황이 양호하여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8∼11월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8%, 47% 높은 2,250원/kg으로 주 출하지인 

경기ㆍ강원지역에 여름철 가뭄과 폭염 피해가 발생하여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20－51.  대파 가격 동향

<연도별 도매 및 실질 가격> <월별 가격>

  주: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로 디플레이트한 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5.2. 중국 동향

5.2.1. 생산 동향

∙ 중국 내 대파 재배면적은 대파 가격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대파 

면적은 2010년 3만 930ha에서 2017년 3만 5,740ha로 연평균 2% 증가하였으며, 

2013년부터 매년 재배면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8년 재배면적은 대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다소 많은 3만 5,890ha로 추정된다.



742   산업별 중장기 미래

∙ 중국의 겨울 주 출하지인 복건성과 해남성, 산동성의 재배면적은 2018년 출하기(1∼

3월) 및 정식기(가을) 대파 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의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8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1% 많은 120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20－52.  중국 대파 생산 동향

  주: 골파는 Onions, shallots, green로 표기됨.
자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www.fao.org)

5.2.2. 가격 동향

∙ 중국산 대파 가격은 대파 수요 증가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 대파 실질가격은 kg당 0.7위안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3위안까지 상승하여 연평균 7%의 상승률을 보였다. 

∙ 2018년 중국산 대파 가격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 높은 2.3위안/kg이었다. 

여름철(7∼8월)에는 폭염, 9월에는 잦은 비로 대파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여 

평년보다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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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3.  중국 대파 가격 동향

<연도별 도매 및 실질 가격> <월별 가격>

  주: 실질가격은 명목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중국)로 디플레이트한 가격임.
자료: 북경 신발지 농부산물도매시장,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

∙ 국내산 및 중국산 대파 가격과 이에 따른 수입량을 비교하면, 2018년에는 중국산 

대파와 국내산 대파 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며, 국내 대파 수입량도 평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2017년의 경우 1∼3월 국내산 대파 가격은 전라남도의 

겨울대파 재배면적 감소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중국산 대파 가격은 중국 내 작황이 

좋아 하락하여 3월에 많은 양의 신선대파가 국내로 수입되었다.  

∙ 평년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5∼12월에는 국내산과 중국산 대파 가격이 비슷한 흐름

으로 변동하지만, 1∼2월 사이 한파로 가격이 상승하는 국내산과 달리 중국산은 1월 

이후부터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내 겨울(3∼4월) 주출하지인 복건성의 

위도가 우리나라의 제주와 비슷하여 겨울 평균기온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파 수입은 중국산 가격이 하락하는 3월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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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54.  국내산 및 중국산 대파 가격 동향과 신선대파 수입량

수입량 단위: 천 톤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북경 신발지 농부산물도매시장

5.3. 수급 전망

5.3.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9년 상반기에 주 출하되는 전남지역의 노지대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9% 적으나, 

평년보다는 5% 많은 3,570ha(통계청)이다.

∙ 표본농가 조사결과, 겨울대파 작황은 신안의 경우 12월에 내린 폭설로 전년보다 다소 

부진하나, 진도는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겨울대파 출하는 대파 가격 

약세로 포전거래가 부진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있다.

∙ 2019년 4∼6월 출하되는 봄대파 정식(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으나, 

하반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남지역 겨울대파 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포전거래 부진으로 출하가 지연될 경우, 향후 단수 증가 가능성에 더해 시설 

봄대파와 출하시기 중복으로 인한 봄철 출하량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2019년 

봄철 가격은 전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745

겨울대파 재배면적과 겨울철 대파 가격 동향

∙ 겨울대파는 5월 전후에 정식되어 12월∼익년 5월까지 출하되는 대파를 의미하며, 

주산지는 전남과 부산 등이다.   

∙ 부산의 대파 재배면적은 도시화,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000년 1천 ha에서 2018년 

4백 ha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남의 면적은 증감을 반복하며 2010년 

이후 3천 4백 h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대파 재배면적이 감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남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 겨울철(12월∼익년 4월) 대파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빈번하여 2∼3년을 주기로 전남을 중심으로  시장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이후 대파 시장격리가 이루어진 것은 총 6회로, 

전남의 노지대파 재배면적이 3천 5백 ha를 초과하였던 해는 모두 시장격리가 시행

되었다.

그림 20－55.  전남 대파 재배면적 및 겨울철 대파 가격 동향

  주: 전남 재배면적은 노지대파 면적이며, 겨울철 가격은 12월∼익년 4월 가격임.
자료: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겨울대파는 출하기간이 길고, 출하 기간 중 차기 작형(시설 봄대파, 노지 여름(고랭지)

대파 등)의 정식과 출하도 이루어져 연평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실제로 12월∼익년 4월 가격 뿐만 아니라 시설 및 노지 봄대파가 주로 출하되는 5

∼6월 가격도 전남의 노지대파 재배면적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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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중장기 전망

∙ 2019년 재배면적은 2018년 대파 가격 하락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파 재배면적은 연평균 1%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8년에는 1만 1천 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2028년에 32만 6톤 내외로 감소하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에 8만 7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여 2028년 대파 자급률은 79%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39.  대파 기간별 가격함수 추정 결과(log-log)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겨울철 
가격

상수항 30.81 6.84 4.51＊＊＊

전남 노지대파 면적 -2.90 0.84 -3.47＊＊＊

5∼6월 
가격

상수항 24.84 5.14 4.83＊＊＊

전남 노지대파 면적 -0.75 0.15     -4.96＊＊＊

경기 시설대파 생산량 -1.27 0.58 -2.18＊＊

주 1) ＊＊＊, ＊＊는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01∼’18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는 겨울 가격이 0.44, 5∼6월 가격이 0.68임.

자료: 통계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KREI 농업관측본부

∙ 현재 겨울대파 생산 과잉으로 2∼3년을 주기로 한 시장격리가 시행되고 있고, 겨울

대파 재배면적이 차기 작형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통한 수급안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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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40.  대파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재배면적 ha 12,115 11,705 11,361 11,017

총 공급량 천 톤 431 420 416 413

생산량 천 톤 350 339 332 326

수입량 천 톤 81 81 84 87

총 수요량 천 톤 431 420 416 413

소비량 천 톤 431 420 416 413

수출량 천 톤 0.19 0.19 0.05 0.03

자급률 % 81.2 80.7 79.8 79.0

주: 2018년 생산량과 2018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0－56.  대파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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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드론의 현재1

1.1. 농업관측 드론의 필요성

∙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Remote control)을 이용한 반자동(Semi-auto-piloted) 형식으로 운영

하거나 사전 프로그램 된 경로에 따라 자동(Autopiloted)으로 운영되는 비행체를 

의미하며, 넓은 범위에서는 비행체 뿐만 아니라 이를 제어하는 지상통제장비

(Ground Control System; GCS)와 통신장비, 지원장비 등의 전체 시스템까지도 포함

- 일반적으로 드론(Drone)으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드론의 어원이 ‘벌이 윙윙 

거린다’라는 뜻의 영어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때, 드론은 단순히 회전익 

기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전익 기체와 고정익 기체를 통칭할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 또는 UAV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1).

-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인비행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UAS)은 UAV가 기존의 군사적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사용성이 확장됨에 따라 

단순한 이동체(Vehicle)가 아닌 안전성을 확보하는 항공기(Aircraft)임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UAV와 같은 의미로 정의

- 우리나라의 항공법상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회

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의 경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

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으로 규정(Kim et al., 2014)

∙ 드론은 위성영상, 유인항공기 등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운용이 용이하여 그 

적용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주요 농작물의 과학적 작황예측을 통한 수급정책의 정교화 기반이 마련됨.

∙ 이에 따라 기간 채소(배추·마늘·양파 등)의 안정적 수급 정책 수립 및 합리적 영농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과학적 작황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됨.

- 재배면적 및 단위면적당 수량의 변동폭은 주요 채소류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수급불안의 주 요인으로 작용

1) 본 원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드론’으로 용어를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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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평년대비 농작물 생산량 및 가격 변화율(’10년)
단위: %

품 목 단위수량증감 가격증감 품 목 단위수량증감 가격증감

쌀 -3.4 -2.7 건고추 -12.7 41.1

콩 -15.7 95.6 풋고추 -4.7 23.5

사과 -6.0 3.3 마늘 -4.8 137.1

배 -20.7 12.8 양파 -4.0 21.3

복숭아 -31.6 16.9 대파 -3.6 78.6

포도 -2.2 7.8 쪽파 -6.9 73.2

감귤 -7.1 -0.4 배추 -5.1 81.8

단감 -6.6 9.1 무 -3.7 103.2

자료: 통계청,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 빈도 및 강도의 증가는 기후 취약산업인 농업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

- 우리나라 농가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품목이 분포하고 있어 재배적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광범위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성·항공영상 

활용 필요

 * 기온 2℃상승 시 배추 안전재배지대 축소로 재배면적 21천ha→6천ha(69.3% 감소)

∙ 기상변화·이상기상에 따른 태풍·병해충 등 자연재해가 광역화·다양화됨에 따라 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공동 대응 추진

- 들녘경영체(농식품부) : (’14) 158개소, 32천ha → (’19) 500, 100

- 기초단계경영체(농진청, 지자체) : (’15) 580개 → (’19) 2,900

∙ 농업재해·작황 평가는 현재 목측(目測)ㆍ청취 위주의 평가로, 들녘단위의 과학적·

객관적인 농경지 관측 기술 개발과 농작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관측정보의 현장확산 측면에서는 연중 정보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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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1.2.1. 국외 동향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3차원 농경지 매핑

(mapping)을 비롯하여 농작물 수량, 생육지수, 잡초식별, 토양상태(온도, 수분량, 

비료량) 등을 분석할 수 있는 S/W을 구축하고, 경작지 또는 농작물에 직접 부착 

가능한 센서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 (미국) 농가의 40% 이상이 과학영농 실시, 드론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농작업(비료·농약 살포, 농수공급) 실시 및 전문 컨설팅회사의 정밀농업 

서비스 제공 등

- (유럽) 포도 생산 계획과 모니터링, 항공방제용 살포 지도, 품질관리를 위한 GIS 

구축. 드론과 무인농기계를 접목한 협력형 정밀농업 시스템 구현을 추진 중

- (덴마크) 정밀농업 적용 농가에 대해 품질관리 국제기준 인증 제도 구축

- (독일) 수확량과 토양 지도를 대단위 집단 농장에 적용하여 환경보전 및 수익성 개선

- (호주) ‘사마귀’와 ‘새우’로 불리는 농업용 드론 개발 및 현장 운용, 과실 성숙도 

체크, 토양 및 양분 상태 파악, 영농관련 정보 수집 등

- (중국) ’99년부터 정밀농업 계획 수립. 비료살포기와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 독자개발

- (일본) 벼농사 중심의 정밀농업 센서와 작업장치 개발. 벼재배 농가의 토양 분석 

및 비료 살포량 지도를 작성

1.2.2. 국내 동향

∙ 농업재해·작황 평가는 목측(目測)·청취조사, 현장 생육조사가 활용되며, ICT 융합 

기술을 적용한 농경지 관측 기술은 초기 단계임.

∙ 배추·무·마늘·양파·고추(5대 기간채소)의 안정적인 수급 정책 수립 및 합리적 영농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작황 변동의 선제적 평가 및 정보 제공 추진

- 고랭지 배추 주산단지 필지별 정식시기 분포지도 작성(’14, 농진청)

 *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정식시기를 추정, 작물구분 및 면적 추정

∙ 재해 평가 및 작황 추정을 위한 들녘단위 생육정보 수집 및 평가

- 비료사용량 추천을 위한 필지별 풋거름 작물 질소 함량 추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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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드론 및 위성활용 작황정보 생산 관련 기술개발 수준

작 물

들녘단위(드론) 시군단위(위성)

재배
면적

생육
상황

생육
인자

이상
판별

단수
예측

재배
면적

생육
상황

생육
인자

이상
판별

단수
예측

고랭지배추 ● ● ● ● ◐ ▨ ▨ ▨ ▨ ▨

가을/겨울배추 ● ● ● ◐ △ ◐ △ △ △ ▨

무 ● ● ◐ △ ▨ ◐ △ △ △ ▨

양파 ● ● ● ◐ △ ◐ ◐ △ △ ▨

마늘 ● ● ● ◐ △ ◐ ◐ △ △ ▨

고추 ● ● ◐ △ ▨ ◐ △ △ △ ▨

  주: ● 연구개발 완료, ◐ 고도화 필요, △ 추가연구 필요, ▨ 기술개발 필요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3. 국내외 시장동향 및 전망

∙ 전세계적으로 유망기술 분야에 농업용 드론 선정

- MIT 테크놀리지 리뷰 선정 “2014년 10대 혁신기술”에 농업 드론 포함

 * 10년 내 세상을 바꿀 신기술 10선에 1순위로 농업용 드론 선정

- 세계경제포럼 선정 “2015년 세계 10대 유망기술”에 드론 포함

 * 자율비행을 통한 농작물 모니터링 등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 정밀농업 관련 시장은 1.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며, 정밀농업을 통한 생산성 증가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정밀농업 시장은 ’13년 1.5~2.0B$에서 ’18년 3.0~3.5B$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 정밀농업 관련 상장사 : 14개사, 평균 TEV(Total Enterprise Value)=$16,896M

 * 정밀농업 투자사도 10개에 이르며, 정밀농업 참여 항공회사는 22개 수준임.

 * 정밀농업 관련 개인회사 : 88개사(미국65, 캐나다8, 호주4, 이스라엘3, 독일2, 프랑스2, 

영국1, 네덜란드1, 브라질1, 남아공1)

   ※ 출처 : “Precision Agriculture, M&A, Investment, and Start-ups on the Rise,” 

Focus Investment Bank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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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실시된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의 농민 2,654 명 

인터뷰 결과, 약 60% 이상이 정밀농업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밀농업 기술로 

인해 평균 15% 투입비 감소, 13% 이상 생산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http://www.cattlenetwork.com/news/precision-ag-outlook-2015

∙ 드론 세계 시장규모는 ‘13년 66억 달러에서 ’22년 11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임

(’12. Tetal Group)

- Precisionhawk(미국), senseFly(스위스), delair-tech(프랑스), Microdrones

(독일) 등은 드론을 활용한 농업용 영상 촬영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 및 판매 중

- 로보틱스(미국)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필요한 지역에만 농약을 뿌리는 드론 개발

   ※ 출처 : 농협경제연구소, 2014

∙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드론은 대부분 수도작 방제임무만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농업관측 분야에 대한 활용은 시작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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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농업관측 활용사례2)2

2.1. 재배면적 변동 모니터링

∙ 작물별 재배면적 변화에 대한 정보는 작물 수급 조절, 가격 예측,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판단 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재배면적의 산정은 

농업관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임.

∙ 드론을 이용하여 작물별 재배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작물분류(crop classification)와 

작물추출(crop extraction)로 나눌 수 있음.

- 작물분류 : 기존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토지이용도 및 토지피복도(Land Use & 

Land Cover; LULC)를 작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분류기법을 농경지에 적용하여 

촬영 범위 내 모든 작물에게 자동으로 클래스를 지정하는 방법

- 작물추출 : 기존의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된 작물별 판독 라이브러리를 참고

하여 육안판독에 의한 디지타이징(digitizing) 방법 또는 작물 생육단계별 식생

지수의 차이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여 특정 작물의 재배 필지만을 

추출하는 방법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고랭지배추 주산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과 현장 표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RGB 영상 지도, 식생지수 

분포 지도, 작물 분포 지도, 정식/수확시기 분포 지도, 생육인자 분포 지도 및 생육

이상 분포 지도 등을 작성하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농협 및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제공 중임.

- <그림 21-1>은 강릉 안반덕 고랭지배추 재배단지 내 작물 분포 지도임. 재배단지 

내 배추, 감자 및 양배추의 재배면적 산정은 1주일 주기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육안판독과 시계열 분석 방법을 혼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차별 재배면적 

변동 파악이 가능함. 또한, 작물 추출 결과는 고랭지배추 작황 분석 시 배추 고유의 

식생인자를 추출하기 위한 마스크맵(mask map)으로 활용이 가능함.

2) ｢국내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항공기 적용방안, 나상일 등, 2018, 대한원격탐사학회지 34(5)｣ 및 ｢Application of 
Highland Kimchi Cabbage Status Map for Growth Monitoring based on Unmanned Aerial Vehicle, 나상일 등, 
2016, 토양비료학회지 49(5)｣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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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드론 기반의 고랭지배추 재배단지 작물 분포도

- <그림 21-2>는 감자, 양배추 및 배추 재배필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동일

시기에 촬영된 영상의 일부임.

그림 21－2.  드론으로 촬영된 작목별 필지 현황

- 감자의 경우 배추와 비교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식이 이루어지고 정식 패턴에서 

일정 간격의 선형을 확인할 수 있음.

- 양배추의 경우에는 정식은 감자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배추와 같이 필지 

전반에 고르게 정식되는 패턴을 보이며, 감자 및 배추와 비교하여 가장 어두운 

색상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재배단지 내 필지별 식생지수의 시계열 변화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배추를 

추출하고, 2차적으로 육안판독을 통해 감자와 양배추 추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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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드론 기반의 고랭지배추 정식시기 분포도

- 배추의 생육단계는 파종기, 육묘기, 정식기, 생육기, 수확기로 나눌 수 있는데 파종 

후 20~25일에 본밭에 정식하고, 정식 후 60~65일의 생육기를 거쳐 수확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각 필지의 정식시기를 알면 해당 필지의 수확시기 예측이 가능함.

- 또한 필지별 작황을 비교할 때 동일시기의 식생지수를 비교보다는 정식이 이루어진 

이후 날짜(Day After Planting; DAP)의 식생지수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작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따라서 정식시기 분포 지도는 작황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며, 

기상자료와 같이 활용한다면 생육이상 발생시 이상 원인을 규명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 이와 같이 드론을 활용한 들녘단위(50~300ha) 재배면적 산정에는 작물분류보다는 

작물추출 방법이 효과적임. 그러나 작물분류와 비교하여 판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결과에 반영될 여지가 있고 드론의 촬영 범위를 고려해보면 시군단위 이상의 작물

구분도 작성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상일 등(2017)은 위성영상과 드론 영상을 융합한 계층분류 

기법을 제안함. 계층분류 기법은 분류관심 항목과 다른 항목과의 혼재를 줄이기 

위하여 관심계층을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의 세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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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분류 기법의 특징은 시군단위 위성영상을 대상으로 기존의 화소단위 분류가 아닌 

스마트팜 맵 기반의 필지단위 분류를 수행하고 작물 세분류를 위한 훈련자료 작성에 

들녘단위 드론 영상을 사용하는데 있음.

- 광역 촬영이 가능한 위성영상의 장점과 촬영 범위는 작지만 공간해상도가 높아 

육안판독이 가능한 드론의 장점을 모두 고려한 방법으로 해당 시군센터에서 

조사한 재배면적 자료와 비교한 결과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 산정 오차가 ±5% 

이내로 나타남.

그림 21－4.  드론을 활용한 위성영상 기반 양파/마늘 작물구분도(창녕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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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드론을 활용한 위성영상 기반 가을·겨울배추 재배필지 분포도(해남군)

    

∙ 정확한 재배면적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공간 규모(필지, 들녘, 읍면동 

및 시군단위 등)에 따라 플랫폼과 분석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표 21－3.  재배면적 모니터링을 위한 공간규모별 플랫폼 및 분석방법

공간규모 해상도 플랫폼 방법

필지 < 0.05 m 회전익 드론 현장조사 & GIS

들녘 < 0.1 m 고정익 드론 육안판독 & 시계열 분석

읍면동 < 0.25 m 유인항공기 시계열 분석

시군구 < 5.0 m 위성영상 시계열 영상 분류

2.2. 작황 추정 및 생육이상 판단

2.2.1. 생육인자 및 생육상황 추정

∙ 드론을 이용한 생육인자 및 생육상황을 추정하는 단계는 농업관측에서 가장 본질적인 

목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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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의 생육인자를 직접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현재의 생육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황 판단이 가능함.

- 작물의 생장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엽면적의 

예측이 우선되어야 하며, 엽면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초고 및 엽장 등을 파악

하면 작물의 생장 및 단수 예측에 사용이 가능함.

∙ 드론 기반의 영상 지도는 RGB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디지털 수치정사 영상 

지도로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칼라 이미지로 표현됨(그림 21-5).

그림 21－6.  드론 기반의 고랭지배추 주산지 영상 지도

- 정사보정을 통해 높이나 경사 등 지형으로 생긴 기하학적 왜곡이 제거되어 모든 

필지를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위치와 지형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필지의 전체적인 형상 파악이 가능함.

- 드론 영상 지도는 위치정보와 시각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지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 현장 관측 및 조사시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그러나 필지별 구획 경계를 현실에 맞게 수정 및 갱신하였을 경우 토지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된 지적에 대한 지번 정리와 

함께 지목변경 등의 후처리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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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지수 분포 지도는 필지별 식생의 활력도를 정량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지도로서 

증가하는 양수 값은 식생 활력도의 증가를 의미함(그림 21-7).

그림 21－7.  드론 기반의 고랭지배추 식생지수 분포 지도

- 병충해는 필지 전반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필지내 작황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의한 작황 평가시 필지 전체의 

평균적인 작황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

- 식생지수 분포 지도와 같이 평균 식생지수를 필지별로 나타내면 단지전체의 

필지별 작황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함.

∙ 시계열 식생지수 분포 지도를 이용하여 작성한 식생지수 아노말리(anomaly) 분포 

지도는 필지별 미세한 작황 변화의 관측이 가능함(그림 21-8).

∙ 드론 기반의 시계열 식생지수 및 기상요인을 이용하여 생육인자별 관계식을 도출하고, 

각 인자별 분포도를 작성함(그림 21-9).

- 생육인자 분포도 작성에 적용한 생육 추정 모형은 현장조사 결과치와 비교해 볼 때, 

고랭지배추의 경우 평균 결정계수 (R2)는 0.914로 생육인자 변이의 91 % 이상 

설명이 가능하였으며, 초고와 엽장의 RMSE는 각각 2.22 cm, 1.90 cm 로 나타남

- 또한, 이를 지도형태로 표현하여 재배단지 내 필지별 생육인자 공간 변이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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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드론 기반의 고랭지배추 식생지수 아노말리 분포 지도

그림 21－9.  드론 기반의 고랭지배추 생육인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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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육이상 판단

∙ 여름철에 재배하는 고랭지배추는 습해와 병충해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악 경사지에 위치해 태풍 및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생리적인 문제와 함께 포전 

자체가 유실되는 경우도 많음.

∙ GIS 모델링과 육안 판독 및 현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생육이상 분포 지도를 작성함.

그림 21－10.  드론 기반의 고랭지배추 생육이상 분포 지도

- Sector C와 같이 드론 영상은 1m 이하의 고해상도 영상으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필지내 유실 피해 지역의 육안판독이 가능함.

- 병해충 피해 지역의 경우 생육이상 발생 시점 전후의 식생지수 차이를 이용하여 

피해강도와 범위 추정이 가능함(Sector A~B).

∙ 생육이상 분포 지도는 현 시점에서 생육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발생 지점에 대한 공간

정보만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 생육이상 상습 피해지역의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빈번히 발생할 기상재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생육이상 원인과 징후에 대한 유형별 정보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수집하여 농가 

및 관계자에게 맞춤형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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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확현황 파악

∙ 수확시기 분포 지도는 작황 판단 시점에서 재배단지의 수확면적 및 수확율을 나타내는 

지도로서 생육인자 분포 지도와 같이 활용하면 해당 시점에서의 출하량 및 출하 가능량 

등을 추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그림 21－11.  드론 기반의 고랭지배추 수확현황 분포 지도

표 21－4.  고랭지배추 주산단지 드론 영상 분석 결과
단위: ha

지역 촬영일자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육이상면적 출하가능면적

안반덕

’17.9.20 106.4 92.4 5.3 8.7

’18.9.19 113.6 100.3 2.5 10.8

전년대비 +7.2 +7.9 -2.8 +2.1

귀네미

’17.9.20 51.5 44.8 0.9 5.8

’18.9.19 48.0 28.0 8.8 11.2

전년대비 -3.5 -16.8 +7.9 +5.4

합계 +3.7 -8.9 +5.1 +7.5

주) 동일시기 2017년(9.20)과 2018년(9.19) 촬영영상 분석결과 비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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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 고도화를 위한 드론 활용 전망3

3.1. 필지단위 재배관리지도

∙ 기후변화ㆍ이상기상 등 자연재해의 다발생, 광역화 및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

하여 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농단계별 필지단위의 과학적·

객관적인 정보제공 체계개발이 요구됨.

- 드론의 기술적 발달 및 보급의 확산에 따라 과학적인 농경지 관측시스템으로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채소 영농단계별 필지단위의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고정밀 영상 촬영 기법 및 처리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임.

- 기존의 농업관측을 위한 드론 영상 촬영 및 처리는 주로 들녘단위의 정보 제공용

으로 개발되어 필지단위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농단위에서 직접 사용

하기에는 제한적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농경지 관측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을 위하여 2021년까지 채소 영농단계별 정보제공을 위한 드론 활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함.

- 채소 농경지 필지단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기술, 채소 객체추출을 위한 영상처리 

기술, 채소 생육변이 평가 기술 및 채소 생산성 평가 기술 등 드론 기반의 단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영농단계에 따른 필지단위 재배관리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드론을 활용한 기존의 필지단위의 작물 분류에서 더 나아가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작목 추출을 통해 생육변이와 생산량 평가의 정밀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필요한 영농 정보를 제공이 가능함.

- 또한 채소의 작물별/영농단계별 작목 추출 기술은 기존의 필지 단위의 채소 생육

이상 및 생산성 평가 기술을 작목 단위로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영농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간 채소의 안정적 수급 정책 수립 

및 과학적인 영농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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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재배현황지도 및 재배관리지도의 특징

구분 재배현황지도 재배관리지도

플랫폼 위성, 유인항공기, 드론 드론, 지상센서

공간범위  시군 및 들녘 단위  필지 단위

시간범위  정식 후 ~ 수확기  계획 단계 ~ 수확 후

제공주기  작물생육단계  영농단계

분석수준  필지별  작목 객체별

작성형태  2차원 공간정보  3차원 공간정보

확장성  공간 범위 확대(전국 단위)  분석 범위 확대(정밀농업)

사용대상  농식품부, 농경연 등 정책부서  시군센터, 농민 등 영농현장

제공정보
RGB 칼라 영상, 식생지수, 정식시기, 생육인자
(초고, 엽폭), 생육이상, 수확시기 등

필지 공간특성(향, 경사도, 거칠기 등), 필지내 
생육인자(초고, 주폭) 변이, 총주수, 결주율, 
시비량, 감수율, 생산량 등

그림 21－12.  재배관리지도 작성을 위한 데이터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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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드론의 농업관측 활용을 위한 제언

∙ (현황) 최근 드론 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로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큼.

- 공간해상도가 높고 재방문 주기도 빠른 외국 상업용 위성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과 몬순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상업용 위성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영상 취득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으로 드론의 활용은 더욱 증가될 전망

∙ (고려사항) 농업관측에 드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촬영시기 및 해상도, 관측주기의 

선정 등 드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작물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생체량과 엽록소 함량 등 생·물리적 

특성 정보를 추출하는데 드론 촬영 시기는 매우 중요

- 작물의 생육특성 파악을 위한 드론 촬영의 최적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작물의 

생육주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필요

-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작물 분류를 할 경우 생육 초기의 영상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작물 생체량 변화 모니터링 등 작황 관측 목적인 경우는 작물이 최대 

생육을 유지하는 시기의 영상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 따라서 농업관측에 드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현장조사와 함께 작물별 식생

지수가 최대치(Peak) 에 도달하는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한계) 드론을 이용한 농업관측은 위성영상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하여 영상 수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도 높은 고해상도 영상을 통한 필지 단위의 분석이 가능함.

-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배터리 용량의 제약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광역 촬영이 

불가능한 한계가 존재

- 따라서 드론 플랫폼 및 모터 등의 경량화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비행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

- 또한 기상요인과 같은 기초 자료의 고공간화에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도 지속 필요

∙ (향후방향) 재배면적, 생육인자, 생육이상 등의 농업관측 결과를 개별적으로 활용하

기보다는 다양한 관측 결과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농업관측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 구축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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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마늘 및 고추 등과 같이 전국에 걸쳐 주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작물의 경우에는 

재배기간 동안 각 주산지 단위로 재배현황에 대한 공간정보가 연차적으로 생산

- 따라서 생산된 다량의 공간정보들을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의 필지별, 시기별 비교 

및 제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GIS 기반의 공간정보 기술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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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년 이슈1

1.1.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세계적 확산

∙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생했다.

- ASF는 2018년 8월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중국내 최초 발생하여 2019년 1월 17일 현재 

106건이 발생하였다.

∙ 중국의 ASF 발병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1)이며,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

어 국내 양돈업계와 정부에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북한과 접경지역인 지린성(吉林省) 바이산시(白山市)에서 야생 멧돼지가 

ASF에 감염되어 폐사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염두

에 두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ASF는 유럽 13개 국가에서 발생 중이며, 이 중에는 국내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헝가리와 

벨기에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해당 국가의 돼지고기 수입(전체 수입량의 

4%  수준)을 전면 금지하였다.

- ASF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지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발생 국가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그림 22-1.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중국 발생 동향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검색일: 2019.1.17.)

1) 아시아에서는 중국 외에 몽골에서 ASF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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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육 수요처 다양화

∙ 지난해 육류 시장의 화두는 수입량 급증이었다.쇠고기 41만 6천 톤(전년 대비 20.8% 

증가), 돼지고기 46만 4천 톤(전년 대비 25.8% 증가)이 수입되면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쇠고기 수입량 증가는 한우고기 가격 강세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수입육 매장 

확대, 수입육 취급 전문 프랜차이즈 증가, 가정 간편식(HMR)과 식자재 등 가공 시장 

확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출국의 적극적인 마케팅 역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수입육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가격 하락과 햄, 캔 등 가공품 

판매가 늘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2018년(11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kg당 3달러로 전년보다 3.2% 하락하였으며, 

3분기까지 햄, 캔, 소시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6.0% 증가하였다.

그림 22-2.  햄/소시지류 매출액 변화

단위: 10억 원

  주: 매출액은 각 년도 3분기까지 누적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대형 유통업체의 육류별 매출 구성비에서도 수입육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A업체 자

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입육(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매출 비중은 한우고기(19%), 돼

지고기(33%)보다 컸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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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축종별 매출 구성비 변화

자료: (사)대한한돈협회, 미트저널·미트경제연구소 공동기획 심포지엄(2018.10.11.). ｢심층진단 칼날 위에 선 
돼지고기 유통시장, ‘길’을 묻다｣.

∙ 지난해 육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1인2)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의한 

HMR3)(Home Meal Replacement,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들 수 있다. HMR의 

원료로 사용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HMR 시장 성장에 따라 원료로 사용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

사’에 따르면 2016년 HMR에 사용된 쇠고기, 돼지고기는 6만 3,580톤으로 2015년

(2만 4,323톤) 대비 161.4% 증가하였다. HMR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료로 사용되는 육류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1.  가정 간편식의 원료육 사용 현황
단위: 톤

구분 2015 2016 증감률(%)

쇠고기 9,560 14,763 7.3

돼지고기 10,261 53,319 261.2

합계 24,323 63,580 16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2) 1인 가구 수 추이: (‘15) 5,238천 가구, (’16) 5,434천 가구, (‘17) 5,613천 가구(통계청)

3) 가정 간편식은 간편한 식사 대용품으로써 식품공전에 따른 품목 분류별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류’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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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에 따르면4) HMR이 2019년 외식산업 3대 트렌드 중 하나로 

꼽혔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내 소비시장에서 나홀로 소비가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홈쇼핑에서 프리미엄 HMR 등이 대거 출시되고 편의점 

도시락 등이 고급화되면서 HMR 시장 성장이 전망되었다.

∙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2019년 부상할 트렌드 중 하나로 ‘편도족5)의 확산’을 

꼽았다.

표 22-2.  국내 편의점 도시락 매출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 944 1,329 2,168 2,500 3,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리보는 2019 외식 트렌드」

∙ HMR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메뉴 다양성 증가로 올해 가정 간편식 소비층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성을 중시하는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주부들까지 포함

하여 소비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HMR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쇠고

기, 돼지고기 등 원료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4.  수입육 수요 변화

4)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2018.12.21.), 「소비 트렌드 이해를 통한 외식업 생존전략 모색」

5) 간편하고 편리한(Convenient) 식사와 편의점(CVS) 도시락 식사의 중의적 의미로,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끼니를 떼우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간편식으로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는 외식 소비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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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쇠고기 등급제도 개편 예정6)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안)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공포(2018.12.27.)하였다.

-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7).

- 주요 내용으로는 육량지수 산식 개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 조정, 근내지방도 병행표

시를 통한 가격･식육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 정부는 이번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다양한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2-3.  쇠고기 육질･육량 등급기준 주요 보완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육질
등급

- 근내지방도 1++등급(8, 9), 1+등급(6, 7)

-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평가하여 1~3등급 하향조정

- 근내지방도 1++등급(7, 8, 9), 1+등급(6)

- 근내지방도 외 육색·지방색·조직감 각각 개별

평가 후 최저등급 적용

육량
등급

-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1종)
- 성별, 품종별로 달리하여 육량산식 적용(6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1.8.)

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1.8.)를 발췌･인용함.

7) 생산 농가에게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는 한편, 도매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4천 개소) 및 식육
판매업체(약 49천 개소)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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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2

2.1. 쇠고기 공급과 가격 동향

∙ 2018년 한육우 도축 마릿수는 80만 9천 마리로 한우 암소와 육우 출하가 줄어 전년

(82만 1천 마리)보다 1.4% 감소하였다. 송아지 가격 강세로 농가의 번식의향이 높아져 

암소 도축이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 한우 암소 도축은 32만 8천 마리로 전년보다 3.2% 감소하였으며, 수소(거세우 포함)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40만 8천 마리였다. 육우 도축은 전년보다 7.4% 감소한 7만 3천 

마리였다.

그림 22-5.  한육우 도축 마릿수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2018년 쇠고기 수입량은 41만 6천 톤으로 역대 최고인 2016년(36만 2천 톤) 기록을 

경신하였다. 국산 쇠고기 가격 강세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수입육 매장 확대, 

가정 간편식(HMR)과 식자재 등 가공 시장의 확대, 수출국의 지속적･적극적인 판매

전략으로 수입육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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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늘리면서 2017년에 이어 수입육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2만 톤으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의 점유율은 52.9%를 차지하였다. 호주산은 40.3%, 뉴질랜드산은 

3.4%를 기록하였다.

∙ 지난 해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3만 7천 톤으로 도축 마릿수가 줄어 전년보다 0.9% 

감소하였으나,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쇠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보다 11.9% 

증가하였다.

- 국내 생산은 감소했으나, 수입은 증가하여 쇠고기 자급률은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2013년 50.1%로 정점을 찍은 자급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36.4%를 

기록하였다.

- 2018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전년보다 11.2% 증가한 12.6㎏

으로 추정된다.

표 22-4.  쇠고기 수급
단위: 천 톤(정육 기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p)

공급

전년 이월 2 - - - - -

생산 260 261 255 231 239 237

수입 257 280 298 363 344 416

계 519 541 553 594 583 653

수요

국산소비량 260 261 256 231 239 237

수입소비량 259 280 297 363 344 416

차년 이월 - - - - - -

계 519 541 553 594 583 653

총 소비량 519 541 553 594 583 653

자급률(%) 50.1 48.1 46.1 39.0 41.0 36.4

1인당 소비량(kg) 10.3 10.8 10.9 11.6 11.3 12.6

  주 1) 자급률 = 국산 쇠고기 생산량 ÷ 쇠고기 총 소비량
     2) 2018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17,792원/지육㎏으로 전년보다 6.4% 상승하였다. 공급 

부족으로 꾸준히 상승하던 한우 도매가격은 7월에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하였다. 

이는 당시 농가들이 하반기 가격 약세를 우려하여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추석 수요와 맞물려 한우 도매가격은 다시 상승하였으며, 

추석 이후에는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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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등급별 한우 도매가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8년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가격은 수송아지 386만 원, 암송아지 313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0%, 7.7% 상승하였다. 송아지 가격은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한우 가격 강세로 농가의 번식･입식의향이 높아져 

다시 강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2-7.  한우 산지가격

자료: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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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소비자 가격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지난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 간 가격 격차는 

지난해 기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018년 한우 갈비(1등급 기준) 소비자 가격은 5,219원/100g으로 전년보다 2.3% 상승

하였으나, 미국산 갈비살(냉장 기준) 가격은 2,198원/100g으로 21.3% 하락하였다.

그림 22-8.  한우 고기와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한육우 사육 동향

∙ 2018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09만 마리로 전년보다 2.4% 증가하였으며, 이중 한우 

마릿수는 294만 마리였다. 일정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던 한우 사육 마릿수 추세는 

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등의 영향으로 변화 주기가 과거보다 짧아졌다. 또한, 사육규모가 

커지면서 농가가 시장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되어 사육 마릿수의 증감폭도 

과거보다 축소되었다.

∙ 사육 마릿수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사육 농장수8)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사육 농장수는 

2018년 기준 9만 2천 농장으로 10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규모화의 진전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31.7마리를 기록하였다.

8) 2017년 9월 소 가축통계 조사방식이 이력제 자료로 대체되면서 2014년 이후 통계자료는 사육 농장수로 변경되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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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농장당 사육 마릿수

주: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일반적으로 암소 도축률은 번식농가의 수익성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사육규모의 

확장과 축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암소 도축률은 2012∼2014년 FTA 폐업농가 지원, 

암소감축사업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번식우 소득이 

개선되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도 암소 도축률은 송아지 가격 강세로 

번식우 농가 소득이 전년보다 상승하면서 하락하였다.

그림 22-10.  암소 도축률과 번식우 소득

주 1) 암소 도축률 = 전년도 1세 이상 암소 중 올해 도축된 마릿수 ÷ 전년도 1세 이상 암소 마릿수임.
2) 2018년 번식우 마리당 소득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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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쇠고기 수급과 가격 전망

∙ 2019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생산 마릿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1.8% 

증가한 299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사육 마릿수는 농가의 번식의향 유지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2023년 316만 마리, 2028년 326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한육우 전체 사육 마릿수는 309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국내 쇠고기 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국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2018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은 전년

보다 4.3% 하락한 1만 7,021원(764만 원/750㎏ 환산)으로 전망된다.

∙ 올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우 사육 마릿수는 증가가 

예상된다. 당분간 한우 도매가격은 박스권9)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오름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육농가의 소득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사육 마릿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11.  한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도매가격 전망

  주: 사육 마릿수 전망치는 각 년도 12월 1일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 2019년 한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암소 도축이 늘어나고, 거세우 출하대기 물량도 전년보다 많아 수소 

9) 가격이 일정한 폭에서만 등락을 거듭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향후 한우 도매가격은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보합세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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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산 쇠고기 생산량도 전년보다 

2.9% 증가한 24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이후 사육 및 도축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8년에 29만 7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쇠고기 수입량은 국내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지난해보다 1.6% 감소한 40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간편식 시장의 쇠고기 수요와 수입육에 대한 소비 증가로 수입량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이후 쇠고기 수입은 관세율 하락, 수출국의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수입량이 줄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수입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 전체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2.5㎏으로 전망된다.

∙ 쇠고기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급률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5.  쇠고기 수급과 가격 전망
단위: 천 톤(정육 기준)

구분
2018

(추정치)

전망

2019 2023 2028

생 산 237 244 272 297

수 입 414 407 457 508

1인당소비량(kg) 12.6 12.5 13.9 15.2

자급률(%) 36.4 37.4 37.3 36.9

한우 지육가격(원/kg) 17,770 17,021 17,742 19,07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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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3

3.1.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동향

∙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3년 모돈 감축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9월 1,164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 2013년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하여 도매가격이 2,700원/kg(탕박, 제주도 제외) 

수준까지 하락하여 농가에서는 모돈 감축을 시행해 사육 마릿수를 조절하였다.

- 2014년 사육 마릿수 감소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여 도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

되었다.

- 이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8년 9월 기준 모돈은 106만 마리로 

2017년 9월보다 1.0% 증가하였고, 전체 사육 마릿수는 1,164만 마리로 2017년보다 

1.3%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 양돈 농가의 전업화·규모화가 지속되면서 돼지를 1,00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이 감소하여 전체 사육 농장수는 6,196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하였다.

- 사육 농장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육 마릿수가 증가해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1,879마리였다.

표 22-6.  사육 마릿수와 사육 농장수 동향
단위: 천 마리

구 분
2017 2018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총 마릿수 11,005 11,187 11,493 11,273 11,156 11,304 11,641

모돈수 1,045 1,062 1,052 1,058 1,058 1,069 1,063

사육 농장수 6,387 6,357 6,347 6,313 6,275 6,195 6,196

농장당 사육 마릿수(마리) 1,723 1,760 1,811 1,786 1,778 1,825 1,879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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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늘어 2017년 89만 4천 톤보다 많은 

93만 9천 톤이었다.

- 2018년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7년보다 3.7% 많은 1,735만 마리였다.

∙ 2018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가격 하락과 햄, 

캔 등 가공품 수요 증가로 2017년 36만 9천 톤보다 25.8% 증가한 46만 4천 톤이었다.

∙ 2018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입량이 증가해 2017년 

24.5kg보다 2.6% 증가한 25.2kg이었다.

표 22-7.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p)

공급

전년 이월 120.0 107.7 91.2 129.1 96.4 88.9

생산 853.8 830.2 848.6 891.1 893.7 938.7

수입 185.0 273.9 357.9 318.5 369.2 463.5

소계 1,158.8 1,211.8 1,297.7 1,338.7 1,359.3 1,491.1

수요

소비 1,049.3 1,118.9 1,166.4 1,240.3 1,269.0 1,353.4

수출 1.8 1.8 2.2 2.1 1.5 1.0

차년 이월 107.7 91.2 129.1 96.4 88.9 136.7

소계 1,158.8 1,211.8 1,297.7 1,338.7 1,359.3 1,470.5

1인당 소비량(kg) 20.9 21.8 22.8 24.1 24.5 25.2

주: 2018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돼지고기는 대부분 냉동으로 수입(2018년 전체 수입량 중 94.9%인 44만 톤)되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 2018년 삼겹살은 수입량의 81.2%가 냉동으로 수입되었고, 가공품 원료로 주로 이용

되는 냉동 앞다리살, 목심 등은 97.3%가 냉동으로 수입되었다.

-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미국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18.1%, 스페인 

12.1%, 칠레 5.6% 순이다. 미국에서는 냉동 앞다리가 주로 수입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삼겹살이 많이 수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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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돼지 생산성 동향

∙ 양돈 산업은  한국 농업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지만 일부 노후화 시설과 사양관리 미흡

으로 생산성 저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 양돈 산업의 주요 생산성 지표인 MSY10)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7.8마리

였으나, 덴마크 31.3마리, 네덜란드 28.8마리, 독일 28.0마리로 양돈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또한 이유 후 육성율도 양돈 선진국은 90% 이상이나, 우리나라는 85.8% 수준으로 

파악되어 생산성 측면에서 양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2.  주요국 MSY 비교(2017년)

자료: AHDB. ｢2017 Pig Cost of Production in Selected Countries｣. 대한한돈협회. ｢한돈팜스 농가 성적 정보｣. 

∙ 양돈 농가의 사육 규모별로도 생산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육 농장수의 59.1%를 

차지하는 모돈 2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의 모돈 복당 이유두수와 MSY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모돈 1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의 MSY는 17.2마리로 평균 MSY 17.8마리보다 

0.6마리 적다. 또한 모돈 1,000마리 이상 사육 농장(19.5마리)보다도 2.3마리 적다.

－ 모돈 100마리 미만 사육 농장의 모돈 복당 이유두수는 9.78마리로 평균 9.96마리에 

비해 0.18마리 적고, 모돈 1,000마리 이상 사육 농장(10.25마리)보다도 0.47마리 적다.

10) 모돈 한 마리당 연간 출하 마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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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2017년 모돈 규모별 생산 성적

구분
1∼100

마리 미만
100∼200
마리 미만

200∼300
마리 미만

300∼400
마리 미만

400∼500
마리 미만

500∼1,000
마리 미만

1,000마리 
이상

전체

호당 모돈수 67 146 240 339 440 678 1,659 256

농장수
(비율, %)

842
(24.7)

1,173
(34.4)

607
(17.8)

284
(8.3)

167
(4.9)

227
(6.7)

105
(3.1)

3,405
(100.0)

복당 이유두수 9.78 9.88 10.05 10.11 10.28 10.28 10.25 9.96

MSY(마리) 17.2 17.7 18.2 18.4 18.6 18.6 19.5 17.8

자료: 대한한돈협회. ｢한돈팜스 전국 한돈농가 2017 전산성적 2019 수급전망｣. 

3.3. 돼지고기 가격 동향

∙ 2018년 돼지 도매가격은 생산량이 늘어 2017년 4,640원/kg(탕박, 제주 제외)보다 

7.4% 하락한 4,296원이었다.

-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여름철 폭염으로 9월 비육돈 증체가 지연되었고, 추석으로 작업

일수가 전년보다 적어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나, 9월을 제외한 모든 월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다.

- 한편 제주도 가격은 5,182원으로 전년 5,872원보다 11.8% 하락하였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가격은 4,519원으로 전년보다 8.7% 하락하였다.

∙ 2018년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11)도 하락하였다.

- 삼겹살은 kg당 14,694원으로 2017년 15,576원보다 5.7% 하락하였고, 목심은 

13,149원으로 전년보다 6.5% 하락하였다.

- 전지 및 후지 가격도 각각 6,791원, 3,786원으로 전년보다 7.7%, 4.2% 하락하였다.

∙ 2018년 국산 삼겹살(냉장)은 100g당 1,935원(소매가격)으로 전년보다 7.6% 하락

하였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 삼겹살(냉동)은 100g당 1,050원으로 전년 1,082원보다 3.0% 하락하였다.

11)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원사의 공장출고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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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돼지 도매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3.4.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 전망

∙ (2019년 전망12)) 2019년 전체 사육 마릿수는 모돈 수가 늘어 2018년보다 많은 

1,140∼1,160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3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후보돈 입식이 증가하여 2018년 3월 1,116만 마리

보다 증가한 1,130∼1,150만 마리로 전망된다. 6월 사육 마릿수도 2018년 1,130만 

마리보다 증가한 1,140∼1,160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95만 2천 톤으로 2018년 93만 9천 톤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 상반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18년 동기간에 비해 1.3% 

증가한 873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전체 등급판정 마릿수는 1,770만 마리로 2018년(1,735만 마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으로 

2018년보다 감소한 43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9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햄·캔 등 가공육 판매 증가와 HMR 시장 확대, 이베리코로 촉발된 

차별화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 증가로 평년(31만 7천 톤)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본 전망은 ASF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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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늘어 2018년보다 낮은 kg당 

3,800∼4,1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5∼8월은 평균 4,500원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1∼3월과 10∼

12월은 평균 4천 원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 규모에 따라 2019년 도매가격 생산비 이하 형성 전망

∙ 2019년 돼지 도매가격은 일부 사육 규모에서는 생산비 이하 수준으로 전망된다. 

－ 통계청의 “2017년 축산물 생산비 통계”에 따르면 생체 100kg 당 생산비가 

283,648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도매가격으로 환산하면 3,698원/kg이다.

－ 규모별로 살펴보면 1천 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생산비는 344,526원으로 이를 

환산할 시 4,492원으로 나타나 2019년 도매가격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9.  돼지 사육 규모별 생산비

구분
1천 마리

미만
1,000∼
1,999

2,000∼
2,999

3천 마리
이상

평균
2019년 도매가격

(원/kg)

생산비
(원/100kg)

344,526 302,349 298,762 266,881 283,648
3,800

∼4,100도매가격 
환산(원/kg)

4,492 3,942 3,895 3,480 3,698

  주: 도매가격 환산=생산비/100kg/지육률(76.7%)
자료: 통계청, ｢2017년 축산물생산비통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시 피해 상당할 듯

∙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면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난 2010∼11년 구제역 

발생 사례를 보면, 발생 기간에 332만 마리(사육 마릿수의 33%)의 돼지가 매몰 

처분되었다. 

- 당시 구제역에 의한 재정 소요액은 2조 7천억 원(살처분 보상금, 수매, 소독 등)이었다.

- 또한, 2014∼15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약 3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

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 5. 31.).

∙ 주요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은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요인이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ASF의 국내 발생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발생지역 여행금지, 축산물 불법 반입 금지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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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전망) 2020년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9년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비 부담으로 인해 1천 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육 

마릿수 감소가 예상된다. 

－ 사육 마릿수 감소로 도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0년 이후 돼지 사육 마릿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가 줄어 2019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후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등급판정 마릿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돼지고기 생산량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와 철폐,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 수입량은 53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감소로 2019년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후 돼지 도매가격은 소득 증가와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4,350원, 2028년 4,619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22-14.  돼지 사육 마릿수와 돼지 도매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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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0.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2018
전망

2019 2023 2028

공급

전년 이월 68.3 131.4 115.3 114.6

생산 938.7 951.8 956.8 967.3

수입 463.5 429.9 457.6 530.5

소계 1,470.5 1,513.1 1,529.7 1,612.4

수요 

소비 1,338.1 1,396.5 1,413.8 1,497.4

수출 1.0 0.6 0.6 0.6

차년 이월 131.4 116.1 115.0 114.4

소계 1,470.5 1,513.1 1,529.7 1,612.4

1인당 소비량(kg) 25.2 26.1 26.2 27.5

지육가격(원/kg) 4,296 3,800∼4,100 4,350 4,61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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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4

4.1. 젖소 사육과 원유 수급 동향

∙ 2018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0.2% 감소한 40만 8천 마리였다.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4년 원유 감산 대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 2018년 젖소 사육 농장수는 6,451농장으로 전년(6,503농장)보다 0.8% 감소하였다.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2017년 12월 62.9마리에서 2018년 12월 63.2마리로 0.3마리 

증가하였다.

그림 22-15.  젖소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2018년 원유 생산량은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0.9% 감소한 203만 9천 

톤이었다. 2018년 유제품 수입량은 치즈, 유장, 탈지 분유 등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4.6% 늘어난 221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한육우·돼지·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   791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p)

공급

전년이월 93 233 253 132 108 

생산 2,214 2,168 2,070 2,058 2,039

수입 1,683 1,788 1,832 2,116 2,214

계 3,990 4,189 4,155 4,306 4,361 

수요

소비 3,757 3,936 4,023 4,199 4,260 

차년이월 233 253 132 108 101 

계 3,990 4,189 4,155 4,306 4,361 

표 22-11.  원유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주 1) 국내 생산은 원유합격량(유업체 수유량) 기준이며, 2018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2) 수입 및 수출은 수출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3) 재고는 월말 분유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임.
자료: 낙농진흥회

4.2. 유제품 수입 동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

지원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유제품 

수입량을 추정한 결과, 2018년 유

제품 수입량은 EU와 미국산 유제품 

수입 단가 하락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한 29만 8,967톤이었다. 

∙ 국가별 수입 비중은 EU(46.0%), 

미국(31.6%), 뉴질랜드(12.0%), 호주

(6.4%)순이었다.

그림 22-16.  국가별 유제품 수입량 및 점유율
(2018년 기준)

자료: aT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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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유제품별 수입 비중(2018년 기준) ∙ 2018년 치즈 수입량은 12만 

3,850톤으로 전년보다 0.9% 감소

하였다. 탈지분유와 유장 수입량은 

각각 6.8%, 11.3% 증가하였다. 

조제분유와 버터 수입량도 각각 

3.8%, 13.8% 증가하였다. 

∙ 수입량 비중은 치즈가 41.4%로 가장 

컸으며, 유장(25.4%), 탈지분유

(8.3%), 버터(3.6%), 조제분유(1.4%) 

순이었다. 
자료: aT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4.3. 젖소 사육과 원유 수급 전망

∙ 2019년 원유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8년보다 0.2% 감소한 203만 5천 톤

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여 2023년과 2028년 원유 생산량은 

각각 199만 4천 톤과 196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 단, 2019년 원유 생산량은 초과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한시적 영향으로 전망치보다 

증가할 수 있다. 

∙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확대로 향후 유제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은 2018년보다 2.5% 증가한 226만 9천 톤으로 

전망되며, 2023년 239만 8천 톤, 2028년 253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19년 원유 소비량은 수입량 증가로 총 공급량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0.9% 증가한 

429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후 원유 소비량은 2028년 449만 8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1인당 원유 소비량은 2019년 82.2㎏, 2028년에는 84.5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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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
전망

2019 2023 2028

공급

전년 이월 107 101 104 99

생산 2,039 2,035 1,994 1,963

수입 2,214 2,269 2,398 2,534

계 4,361 4,404 4,497 4,596

수요

소비 4,260 4,299 4,394 4,498

차년 이월 101 105 103 98

계 4,361 4,404 4,497 4,596

1인당 소비량(㎏) 81.8 82.2 83.2 84.5

표 22-12.  원유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주 1) 소비에는 수출량이 포함되어 있음.
2) 수입 및 이월은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3) 2018년은 추정치이며, 2019년 이후는 전망치임.

     4) 2019년 원유 생산량은 초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794   산업별 중장기 미래

육류와 유제품 소비행태 분석특집

1. 육류･유제품 어떻게 소비되었나?

□ 수입 쇠고기 소비 늘어

∙ 2018년 소비자의 가정 내 4주 평균 한우 구매량은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

하였으나, 미국산은 5.9%, 호주산은 2.0% 증가하였다.

- 특히 2018년 수입량이 급증한 미국산의 평균 구매량이 호주산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가 가정 내 수입 쇠고기 소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22-13.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가정 내 평균 구매량 변화

구분 2017 2018 증감률(%)

한우 3.67 3.55 -3.3%

미국산 3.23 3.42 5.9%

호주산 3.46 3.53 2.0%

  주: 각 년도 12p 기준으로 1p는 4주를 의미하며, 2017년은 2016년 12월∼2017년 11월, 2018년은 2017년 
12월∼2018년 11월까지임.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그림 22-18.  부위별 쇠고기 구매 비중 ∙ 부위별 쇠고기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갈비(LA갈비, 갈비살 포함)가 16.8% 

가장 많았으며, 등심이 11.1%, 목심살

(척롤, 척아이롤 포함) 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 내에서 쇠고기는 

일반적인 구이보다는 주로 찜, LA갈비 

등의 조리를 통해 소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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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은 가정에서, 수입산은 외식에서 

∙ 소비자조사13) 결과, 가정 내 국산 쇠고기의 소비 비중은 63.1%로 수입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식부분에서는 비중이 46.1%에 불과해 외식 소비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19.  쇠고기 소비시 국산과 수입 쇠고기의 소비 비중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수입 쇠고기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원산지’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관상태’가 22.7%로 뒤를 이었다.

표 22-14.  수입 쇠고기 구입시 고려사항

구분 원산지 조리계획 가격 보관상태 부위 기타

선택 비중 39.3% 17.3% 9.2% 22.7% 10.4% 1.1%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해

∙ 소비자들은 전체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정 내 육류별 소비 비중은 돼지고기 36.6%, 닭고기(배달 포함) 30.0%, 쇠고기 

28.7%, 오리고기 4.7% 순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는 삼겹살이었고, 다음으로는 목살, 갈비 순으로 나타났다.

13)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604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27일 1일간 온라인으로  국산 및 수입 육류의 소비 비중, 우유와 유제품 
소비현황, 2019년 육류 구매의향, 쇠고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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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를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부위(삼겹살, 목살 등)였으며, 

가격, 원산지, 품질(신선도, 유통기한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들은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재로 닭고기(48.6%), 오리고기(17.3%), 수입 쇠고기

(12.6%), 수입 돼지고기(11.8%), 한우고기(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소비자들은 가정 내에서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를 더 많이 하였으며, 외식으로는 수입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0.  돼지고기 소비시 국산과 수입산 소비 비중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명절과 김장철 때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 많아

∙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는 명절과 김장철 등에 의한 계절적인 패턴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14).

-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구매가 설과 추석이 있는 1∼2p(1월 1일∼2월 25일),  10p(9월 

10일∼10월 7일)에 연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김장철이 있는 12∼13p(11월 5일∼12월 30일)에도 연평균보다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라고 여겨지는 여름철인 7∼9p(6월 18일∼9월 

9일)에는 가정내 구매량이 연평균보다 적었다. 이는 위 기간 동안 가정 내보다는 

휴가철 여행 등으로 외식소비가 더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4) 축산물 가구패널 조사(Kantar Worldpanel Korea) 결과이며 외식을 포함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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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캔·소시지 등 육가공품 구매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의한 계절적인 패턴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소비자들은 평상시에 육가공품을 약 0.8kg 정도 구매하지만, 설과 추석 시기에는  

육가공품 선물세트 구매로 연평균보다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1.  돼지고기·육가공품 구매량 패턴

주: 자료는 2016∼18년 기간별 평균임.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음용유·치즈·발효유 소비 전년과 같은 수준

∙ 소비자조사 결과, 2018년 음용유·치즈·발효유 소비량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 음용유를 전년과 ‘변함없이 소비했다’(48.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늘렸다는 응답(37.8%)이 줄였다는 응답(13.6%)보다 많았다. 

- 음용유 소비를 늘리는 이유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를 위하여’, 

‘식사대용으로’, ‘음료 대용으로’순으로 조사되었다.

- 치즈와 발효유를 전년과 ‘변함없이 소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0.0%, 68.3%로 

파악되었다.

∙ 음용유·치즈·발효유를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은 신선도였다.

- 소비자들은 음용유·치즈·발효유 선택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 ‘신선도’를 가장 중요

하다고 응답했으며, ‘제조사·브랜드’, ‘맛’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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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우유 선택기준 그림 22-23.  치즈와 발효유 선택기준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백색시유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차별화 우유15)와 가공유 구매 비중 늘어

∙ 2018년 가구당 4주 평균 음용유 구매량은 일반 흰 우유는 전년(3.9kg)보다 감소한 

3.8kg으로 분석되었다. 차별화(기능성) 우유와 가공유는 각각 3.0kg, 1.3kg으로 전년과 

동일했다16).

∙ 가구당 4주 평균 음용유 구매 비중 분석 결과, 일반 흰 우유 구매 비중은 전년(67.9%)

보다 감소한 67.2%로 조사되었으나, 차별화 우유는 전년(24.8%)보다 증가한 25.3%, 

가공유도 전년(7.3%)보다 증가한 7.5%로 파악되었다.

- 전체 백색시유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맛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락토프리 

등 기능성 우유를 포함한 차별화 우유에 대한 구매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2-24.  음용유 구매량 및 구매 비중

구매량 구매 비중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15) 일반우유는 성분 무조정 우유이며, 차별화우유는 기능성 우유를 포함한 성분 조정·강화 우유임.

16) 축산물 가구패널 조사(Kantar Worldpanel Korea)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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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육에 대한 인식은?

□ 한우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 수입 쇠고기보다 평균 1.5배 이상 높아

∙ 한우와 수입 쇠고기 등심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WTP)을 조사한 결과, 한우는 100g 당 

1+등급 8,129원, 1등급 7,296원, 2등급 6,091원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쇠고기는 냉장 

100g 당 호주산 4,957원, 미국산 4,422원으로 나타났다.

- 한우 1등급 기준 소비자의 지불의향은 수입 쇠고기에 비해 1.4∼1.7배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산 쇠고기보다는 1.65배, 호주산보다는 1.47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입 쇠고기 사이에서는 호주산이 미국산보다 1.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5.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 금액

구분 한우 1+등급 한우 1등급 한우 2등급 호주산 미국산

지불의사금액(100g 당) 8,129원 7,296원 6,091원 4,957원 4,422원

가격비교 1.84배 1.65배 1.38배 1.12배 1.00배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한우는 맛에서, 수입 쇠고기는 가격에서 소비자 만족도 높아

∙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맛, 안전성,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수입 쇠고기보다 한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6.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소비자 선호도

구분 맛 안전성 품질

한우 7.30 6.93 7.20

수입 쇠고기 5.43 5.11 5.56

  주: 관련 문항은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항목별 응답자의 평균 점수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쇠고기 체감 가격에 대한 조사결과, 한우는 품질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입 쇠고기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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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품질 대비 가격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싸다 싸다 적당하다 비싸다 매우 비싸다

한우 2.5% 1.0% 10.3% 63.6% 22.6%

수입산 쇠고기 0.0% 8.1% 64.4% 26.2% 1.3%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수입 돼지고기 안전성 의심

∙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수입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 이유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국산보다 맛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안전성이 의심되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림 22-25.  수입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 이유 ∙ 차별화된 고급육 이미지를 내세워 

돼지고기 시장에 유행을 불러온 

이베리코로 인해 수입 돼지고기 

맛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과는 달리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나라와 가까운 중국에서도 발생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물 안전성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수입 돼지고기 연관어 검색 결과17)도 

소비자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베리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 ‘맛있는’, ‘믿다’ 등의 긍정적인 

연관어도 나타났으며 수입육은 

‘싸다’라는 인식도 함께 검색되었다.

그림 22-26.  수입 돼지고기 연관어 검색 결과

자료: Social metrics, 한국정보화진흥원 

17) Social metrics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함(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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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 소비자의 선택은?

∙ 올해는 국산 쇠고기의 구매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21.3%로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수입 쇠고기는 ‘늘리겠다’는 응답과 ‘줄이겠다’는 응답이 같은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표 22-18.  2019년 쇠고기 구매의향 조사 결과

구분 국산 수입

늘리겠다 128명(21.3%) 118명(19.6%)

줄이겠다 110명(18.2%) 118명(19.6%)

변동 없음 365명(60.5%) 366명(60.8%)

합계 603명 602명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쇠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로 국산과 수입 쇠고기 간 가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3순위로 조사된 

반면, 수입 쇠고기는 ‘국산 쇠고기보다 가격이 낮아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쇠고기의 맛을 선호하거나, 영양섭취를 위해 쇠고기를 선택하는 경우는 국산과 수입산 

모두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림 22-27.  향후 쇠고기 소비량 증가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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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와 수입 쇠고기 연관검색어를 

조사한 결과, 한우는 ‘맛’과 함께 

‘긍정’대한 연관어가 많았다. 최근 

TV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한우 

곱창을 먹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곱창에 대한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등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긍정적 이미

지가 강했다.

그림 22-28.  한우 연관어 검색 결과

자료: Social metrics,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22-29.  수입 쇠고기 연관어 검색 결과 ∙ 수입 쇠고기는 중립적인 연관어 

노출이 많았으나, ‘만족하다’, 

‘선호하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연관어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수입 쇠고기 연관어로 ‘맛있다’, 

‘맛있는’ 등의 단어도 함께 노출

되었다.

자료: Social metrics, 한국정보화진흥원

∙  등심과 같은 구이류, 명절 선물세트 등 한우에 대한 소비자 니즈(Needs)가 있기에 한우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육 역시 맛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여 

외식뿐만 아니라 가정 내 소비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가공육 시장

에서 쇠고기 수요도 간편식 시장 성장과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ASF 국내 발생시 돼지고기 소비 감소할 듯

∙ 현재는 ASF가 국내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한다면 단기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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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F가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서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변함없음’, 

‘증가시킨다’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돼지고기 소비 감소 원인으로는 ASF가 발생하면 돼지고기의 안전성이 의심되기 때문

이라고 응답자의 대다수가 답하였다(94.3%).

- 돼지고기 소비 감소는 닭고기, 오리고기, 수입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한우고기 순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19.  ASF 발생시 돼지고기 소비 변화 조사 결과

구분 응답 수(비율)

ASF 발생 전보다 증가 1(0.2)

변함없다 159(26.4)

ASF 발생 전보다 감소 441(73.1)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과거 가축질병 발생 사례를 보면, 질병 발생 직후에는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심으로 

소비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였다.

- 돼지고기의 경우 2010년 11월∼2011년 4월 발생한 구제역 당시 11월 삼겹살 소매

가격은 100g당 1,662원으로 발생 전인 10월 1,720원보다 3.4% 하락하였다. 

- 닭고기는 2014년 1월∼7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1월 닭고기 소매

가격은 kg당 5,610원으로 발생 전인 2013년 12월 5,901원보다 4.9% 하락, 2월은 

5,525원까지 하락하였다. 

- 계란은 2014년 1월 계란 소매가격(특란 30개 기준)은 5,925원으로 2013년 12월 

5,942원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 2019년 기능성 우유 구매 비중 증가할 듯

∙ 소비자조사 결과, 2019년 음용유·치즈·발효유 소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이 줄이겠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유 소비를 늘리는 이유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를 위하여’, 

‘식사 대용으로’, ‘음료 대용으로’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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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의 기능성 우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유 속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Lactose-Free) 우유18)에 대한 구매 의향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락토프리 우유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락토프리 

우유 구매 의향 조사 결과 58.8%의 응답자가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2-30.  락토프리 우유 인지 여부와 구매 의향

락토프리 우유 인지 여부 향후 락토프리 우유 구매 의향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8년 락토프리 우유 판매액 기준 시장규모는 232억으로 

2017년보다 45.9%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락토프리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증가로 1회 음용 시 소량 섭취 및 장기 

보관이 가능한 멸균유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2019년 기능성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20.  락토프리 우유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B/A)

시장규모 84 159 232 45.9

주: 2018년 12월 기준이며,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오프라인 판매액 기준 시장 규모임.
자료: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

18) 락토프리(Lactose-Free) 우유는 우유 속 유당(우유에 함유 되어 있는 당분)을 제거하여 ‘유당불내증(우유 섭취 시 소화가 잘 안되거나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마실 수 있는 우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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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19), 우유 연관검색어는 건강 관련 용어와 가공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신선한’, ‘유기농’, ‘영양소’, ‘저

지방’. ‘락토프리’ 등 신선한 우

유와 기능성 우유에 대한 소비자

들의 관심과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 ‘귤맛우유’ 등 기존 가공

유와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편의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

자들의 간편식(HMR) 수요 증가로 

고품질, 기능성 우유 소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31.  우유 연관어 검색 결과

                                자료: Social metrics, 한국정보화진흥원

19)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셜데이터분석(http://search.kbig.kr/experience/home.do?#none) ‘우유’ 검색 결과를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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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년 이슈1

1.1.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가금산물 위생·안전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닭, 계란)하기로 하였다.   

- 2018년 가금 사육농장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등 가금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생산단계에서는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과 입식 현황을 월별로 신고

하고, 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등 가금의 이동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의 이력 번호 표시 및 유통 주체별(도축·

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 가금 이력제 도입을 위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은 이력번호 주체 비중(1차(20%): 2018년 11월 20일∼2019년 5월, 2차

(30%): 2019년 6∼9월, 3차(70%): 2019년 10∼11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사육농가 2,400호,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그림 23-1.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추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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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란 관련 제도 변화

∙ (달걀 표시체계 변경)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개정되었다. 2019년 2월부터 시행되는 달걀 표시체계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

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달걀 표시체계 변경은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 기존에는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생산자명)만 표시하였으며, 산란일자는 

자율 표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으며, 일본(채란일자)과 

EU(산란일자)에서는 자율 표시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08년부터 포장지와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표시하고 있다. 

∙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날짜가 더 경과된 계란의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증가할 수 있다. 

표 23-1.  달걀 표시체계 변경(예시)

  주: 「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실적(2분기) 점검카드”

∙ (식용란선별포장업1) 유통 의무화) 과거 계란의 선별·세척·포장 유통은 자율에 맡겨져 

오염물이 제거 되지 않거나 깨진 계란은 유통과정에서 2차 감염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계란 유통과 관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의무 유통제’를 도입하였다.

1)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현재 개정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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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유통 의무화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정용 계란에 

우선 시행된다. 조리·가공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인프라 확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3. 오리 사육제한

∙ 오리 사육제한은 2017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 HP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 관할로 5개월간(2017년 11월~2018년 3월)시행 되었다.

- 2017년에는 총 6개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육제한 실시 규모는 약 350만 마리였다.

∙ 정부는 2018/19년에도 오리 사육제한을 시행하였으며, HPAI 발생 위험이 높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 간 실시된다. 

- 선정 기준은 지자체 관할 위험지역 내(중점방역관리지구 등) 위치한 농장 중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이며, 여기에는 HPAI 중복 발생농가, 철새도래지 주변농가와 

집사육지역내 농가, 방역평가 미흡농가 등이 해당된다. 

∙ 2018/19년 사육제한 대상 지자체는 총 5개(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이며, 사육 

규모는 203농가, 약 300만 마리이다.

<농가 수(호)> <사육 마릿수(천 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23-2.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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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계 및 계란 가격 자료 변경

∙ 2018년까지 축산관측월보 및 농업전망 자료 분석 시 육계 및 계란 가격은 농협중앙회의 

산지가격을 이용하였으나, 농협의 가격 조사가 중단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산지가격으로 대체 활용할 예정이다. 

∙ 농협 산지가격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산지가격은 조사 방법 및 대상이 상이하여  

차이가 있다. 

- 농협의 육계 및 계란 가격은 15개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산지가격을 조사하여 

취합한 후 평균 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육계 가격은 계열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가 산닭 형태로 

거래하는 가격인 생계 유통 가격(전체 생산량의 8%, 2017년 기준)과 계열업체에 

소속된 농가의 생계 납품 가격인 위탁 생계 가격(전체 생산량의 92%)으로 나누어 

조사·발표하고 있다. 계란 가격은 GP센터가 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농장에서 

수집상에 파는 가격 등을 조사하고 이를 가중 평균하여 발표한다.

∙ 2018년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482원/kg이었으나, 생계 유통 가격은 1,317원/kg

으로 165원 격차가 발생하였다. 계란의 경우, 2018년 기준 평균 46원(특란 10개)의 

차이를 보였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산지가격은 농협에서 발표하는 가격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으며, 특히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경우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공급과잉 

시 형성된 할인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육계산지가격(A) 1,071 1,347 1,521 1,448 1,413 1,131 1,547 1,967 1,548 1,566 1,381 1,839 1,482
생계유통가격(B) 926 1,215 1,385 1,234 1,188 913 1,467 1,872 1,265 1,397 1,203 1,740 1,317
위탁생계가격(C) 1,411 1,357 1,390 1,372 1,345 1,328 1,312 1,304 1,336 1,355 1,373 1,393 1,356
가격차(A-B) 145 131 137 214 225 218 79 95 283 169 177 99 165

표 23-2. 2018년 육계 가격

자료: 농협중앙회(A), 축산물품질평가원(B,C).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농협가격(A) 997 963 763 847 861 658 807 1,091 1,285 1,105 946 882 934

축평원가격(B) 1,043 892 694 815 763 602 747 1,023 1,238 1,042 915 882 888
가격차(A-B) -46 71 69 32 98 56 60 68 47 63 31 0 46

표 23-3. 2018년 계란 산지가격

자료: 농협중앙회(A), 축산물품질평가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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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및 계란2

2.1. 사육 및 수급 동향

2.1.1. 산란계 사육 동향

∙ 2018년 평균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에 의한 병아리 입식 증가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7,156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5,357만 마리로 전년보다 17.0%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 평균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도 산란종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7년보다 

2.3% 증가한 약 92만 마리로 추정된다. 2018년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종계 

마릿수 증가로 2017년보다 3.6% 증가한 4,854만 마리였다. 

∙ 2018년(9월 기준)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982가구로 2017년 9월(1,089가구)보다 

10.6% 감소하였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2017년(6만 8천 마리)

보다 4.4% 증가한 7만 1천 마리였다.

그림 23-3.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사육 가구수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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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계란 수급 동향

∙ 2018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7년보다 12.1% 증가한 64만 7천 

톤이었으며, 1인당 소비량은 계란 생산량이 늘어 2017년보다 10.5% 증가한 12.6kg

이었다.

표 23-4.  계란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p)

국내생산 604.5 604.4 657.4 657.6 700.7 577.1 646.9

수입 2.8 2.5 2.6 2.1 2.3 9.4 3.6

1인당 소비량(kg) 12.1 12.0 13.0 12.9 13.7 11.4 12.6

주: 2018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 2018년 계란 가공품 수입량은 국내 계란 생산량이 부족했던 전년 동기간보다 감소한 

3,929톤이었으나, 평년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계란 가공품 수입통관 실적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수입
금액(천$) 14,214 14,555 12,778 13,680 38,005 19,836

수입량(톤) 2,124 2,251 1,590 1,809 13,825 3.929

조란
금액(천$) 1,270 2,792 2,744 2,864 18,059 6,381

수입량(톤) 194 313 350 407 7,802 994

난백
금액(천$) 7,993 7,940 8,321 8,807 9,586 7,043

수입량(톤) 704 660 662 865 2,358 1,156

난황
금액(천$) 4,952 3,824 1,714 2,009 10,360 6,412

수입량(톤) 1,227 1,278 577 537 3,666 1,779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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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계란 가격 동향

∙ 계란 가격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이후 생산량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도 생산량이 많아 전년 대비 약세가 지속되었다. 2018년 

계란 가격은 산란용 닭 마릿수가 증가하여 계란 생산량이 부족했던 2017년(1,693원)

보다 44.8% 하락한 934원이었다.

- 특히, 3월 하순 및 6월은 계란 가격(특란 10개)이 500∼600원 대까지 하락할 정도로 

생산량 증가와 소비 위축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 2018년 상반기 계란 가격은 산란용 닭 마릿수 증가로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으나, 

7∼8월 폭염으로 인해 특란과 대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계란 가격은 9월 추석 전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산란계 생산성 회복으로 계란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다시 하락하였다. 11∼12월 평균 가격은 900원 대에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8~10월에 비해 약 20% 하락하였다.

그림 23-4.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3~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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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급 전망

∙ 2019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산란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병아리 입식이 늘어 

2018년 대비 1.3% 증가한 7,249만 마리로 전망된다. 이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7,637만 마리, 2028년 7,851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3.4% 증가한 66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1인당 계란 소비량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8년보다 0.4kg 증가한 

13.0kg으로 예상되며,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은 2018년 대비 5.1% 하락한 886원

으로 전망된다.

- 계란 생산량은 2023년 70만 4천 톤, 2028년 72만 2천 톤으로 예상되며, 1인당 계란 

소비량은 2023년 13.5kg, 2028년 13.7kg으로 전망된다. 산지가격은 2023년 

1,009원, 2028년 1,243원으로 전망된다.

∙ 2019년부터 도입되는 달걀 표시체계 변경(계란 산란일자 표시제)이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도 기간 6개월이 지난 2019년 9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산란일자 표시제 도입시, 산란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계란이 소비되지 못하고 재고로 

남을 수 있다. 재고로 쌓인 계란은 가격이 평가 절하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2019년 하반기 계란 가격은 기본안보다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사육 마릿수 증가 추세는 기존 예상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계란 가격은 기본안

보다 상승할 수 있다(그림 23-5 참고).

표 23-6.  계란 수급 및 가격 전망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사육 마릿수 만 마리 7,156 7,249 7,637 7,851

계란 생산량 천 톤 646.9 668.8 703.7 721.8

1인당 소비량 kg 12.6 13.0 13.5 13.7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934 886 1,009 1,243

주 1) 사육 마릿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2) 2018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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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산란계 사육 도가 확대(0.05㎡/마리 → 0.075㎡/마리)되어 사육 마릿수 

증가 추세가 둔화 혹은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란 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5.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산지가격 전망

  주: 실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 전망치이며, 실선은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전망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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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및 닭고기3

3.1. 사육 및 수급 동향

3.1.1. 육계 사육 동향

∙ 2018년 육용 원종계(Grand Parental Stock, GPS) 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7년 

하반기 원종계 병아리 수입 증가로 2017년(23만 9천 마리)보다 12.4% 증가한 26만 

9천 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산란에 가담한 계군은 약 17만 4천 마리로 추정된다.  

- 2018년 육용 원종계 수입은 2017년(25만 4천 마리)보다는 감소하였으나, 2016년과는 

비슷한 수준인 21만 마리였다.  

∙ 2018년 육용 종계(Parental Stock, PS) 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7년(817만 마리)보다 

0.7% 증가한 823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산란에 가담하는 성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전년(447만 마리)보다 0.4% 증가한 449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17년에는 HPAI로 인한 살처분 피해가 커 노계 및 환우계군이 많았으나, 2018년에는 

노계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23-6.  종계 및 육계 사육 마릿수 동향

   주: 2018년 12월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대한양계협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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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와 종계 생산성 향상

으로 병아리 공급이 증가하여 2017년(8,738만 마리)보다 5.8% 증가한 9,247만 마리로 

추정된다.

3.1.2. 닭고기 수급 동향

∙ 2018년 도계 마릿수는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10억 482만 

마리, 닭고기 생산량은 60만 3천 톤이었다.

- 1~7월 도계 마릿수는 종계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4% 증가한 6억 565만 마리였다. 

- 8월 도계 마릿수는 7~8월 이례적인 폭염2)으로 폐사가 증가하고 증체가 지연되는 

등 생산성이 저하되어 전년보다 2.9% 감소하였다. 

- 9~11월 도계 마릿수는 생산성이 점차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3.9% 증가하였으나, 12월 

도계 마릿수는 종계 산란 가담 시기가 늦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병아리 생산이 

줄어 전년보다 5% 감소하였다. 

∙ 2018년 닭고기 수입량은 국제 가격 하락으로 브라질산과 태국산 수입이 증가하여 

2017년보다 23.4% 증가한 16만 3천 톤이었다. 주요 수입 국가별 닭고기 시장점유율은 

브라질산 66.6%, 태국산 17.4%, 미국산 6.2%, 중국 3.8%, 덴마크 3.4%, 기타 

2.6% 순이었다.    

-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제 가격 약세와 브라질 내 신규 수출업체 증가로 수입 물량이  

2017년보다 25.7% 증가하였다. 태국산 닭고기는 국제 가격 하락으로 수입 단가가 

낮아지면서 수입 물량이 늘어 2018년 하반기 이후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다. 

- 미국산 닭고기는 2018년 4월 미국산 냉동 닭고기의 동물용 의약품 성분 검출로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검역 실적이 줄어 시장점유율이 

2017년보다 3.2%p 하락하였다.

∙ 2018년 닭고기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2017년보다 

2.3%p 하락한 78.8%였으며,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7년

보다 0.8kg 늘어난 14.1kg이었다.  

2) 2018년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 31.5일, 열대야 일수 17.7일로 역대 최고,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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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p)

공급

계 608.9 672.2 709.7 735.4 702.6 771.9

생산 473.4 527.9 585.3 599.5 564.9 603.3

수입 126.7 141.4 118.6 128.3 131.9 162.8

이월 8.8 2.9 5.9 7.6 5.8 5.8

수요

계 608.9 672.2 709.7 735.4 702.6 771.9

소비 578.5 647.0 675.7 704.8 690.9 733.5

수출 26.8 19.3 26.4 24.7 6.0 32.6

재고 2.9 5.9 7.6 5.8 5.8 5.8

자급률(%) 78.9 78.9 83.2 82.4 81.1 78.8

1인당 소비량(kg) 11.5 12.8 13.4 13.8 13.3 14.1

표 23-7.  닭고기 수급 동향

주: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1.3. 가격 동향

∙ 2018년 평균 육용 병아리 가격은 병아리 생산 증가로 2017년(636원)보다 21.9% 낮

은 497원이었다.

- 1~7월 병아리 가격은 HPAI 피해로 병아리 생산이 감소하였던 2017년보다 39.5% 

하락한 450원이었다. 이후 8~12월에는 폭염 여파 및 종계 생산성 저하로 병아리 

생산이 줄어 전년보다 15.9% 높은 563원이었다.

∙ 2018년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공급 증가로 상반기 산지가격 약세가 지속

되면서 2017년(1,648원/kg)보다 10.1% 하락한 1,482원/kg이었다.  

- 1~7월 육계 산지가격은 병아리 생산 증가에 따른 도계 물량 증가로 전년보다 27.6% 

하락한 1,354원/kg이었다. 그러나 여름철 폭염으로 일별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대닭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8월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1.3% 상승한 

1,967원/kg을 기록하였다.

- 9~10월 가격은 생산성 회복으로 도계 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폭염 여파로 수급에 불균형이 생겨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11월에는 도계 증가로 

가격이 낮았으나, 12월에는 병아리 생산 감소로 도계가 감소하고 생계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59.2% 상승한 1,839원/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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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공시가격)3) 한편 계열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의 생계 거래 가격인 2018년 

생계 유통 가격은 1,317원/kg, 계열업체에 소속된 농가의 생계 납품 가격인 위탁 생계 

가격은 1,356원/kg으로 나타났다.

주: 평년은 2013∼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3.2. 수급 전망

3.2.1. 2019년 상반기 전망

∙ 2019년 1∼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지수는 2018년 2분기 이후 종계 입식 증가로 성계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18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를 고려한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정 결과4), 2019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지수는 2018년 동기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7년 9월 시행된 닭고기 가격 공시제에 따라 계열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의 생계 거래 가격인 생계 
유통 가격과 계열업체에 소속된 농가의 생계 납품 가격인 위탁 생계 가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발표 

4) 노계 비중이 줄어드는 2월부터 종계 생산성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가정

그림 23-7.  육계 산지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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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9년 97.7 96.6 100.7 106.2 112.6 115.4

2018년 100.0 97.3 93.6 105.0 112.5 114.4

증감률(%) -2.3  -0.7 7.6 1.1 0.2 0.8

표 23-8.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이

주: 잠재력 지수는 입식된 최근의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2018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 2019년 1∼6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상반기 닭고기 

공급량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 2019년 1분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감소로 육계 사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어 2018년 동기간보다 3.1% 감소한 2억 2,636만 마리로 전망된다. 2분기 도계 

마릿수는 3월 이후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아 육계 사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보다 2.7% 많은 2억 7,209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생계유통가격)은 사육 마릿수 변화가 크지 않아 전년 

동기간(1,144원/kg) 과 비슷한 1,100∼1,200원/kg으로 전망된다. 

- 1분기 가격은 병아리 생산 감소로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2분기 이후

에는 공급 증가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2.2. 중장기 전망

∙ 2019년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사육 및 도계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3.9% 증가한 62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9년 도계 마릿수는 하반기 사육 증가로 2018년보다 

3.3% 증가한 10억 4천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6%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9년 9,570만 마리에서 2028년 1억 815만 마리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 사육 마릿수는 원종계 공급이 안정되고 계열업체 

생산 기반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8년 3월 미국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에 지역화가 인정되면서 향후 원종계(GPS)는 

안정적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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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닭고기 수입량(통관 기준)은 전년과 비슷한 16만 3천 톤으로 전망되며, 수입육 

가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닭고기 수입량은 17만 9천 톤, 2028년은 

20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9년 육계 산지가격(생계유통가격)은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3.7% 

하락한 생체 kg당 1,268원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1,347원, 2028년은 1,499원

으로 전망된다.  

표 23-9.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구 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사육 마릿수 만 마리 9,247 9,570 10,185 10,815

생산 천 톤 603 627 668 712

수입 천 톤 163 163 179 200

1인당 소비량 kg 14.1 14.5 15.5 16.4

산지가격 원/생체kg 1,317 1,268 1,347 1,499

주 1) 1인당 소비량은 정육 기준임.
2) 생계가격은 명목가격임(농협 산지가격을 생계유통가격으로 환산한 수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그림 23-8. 육계 사육 마릿수와 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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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닭고기 수급 및 수출입 전망 

∙ 2019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사료 가격 하락, HPAI 확산 감소, 수요 증가로 주요

국의 닭고기 생산량이 늘어 2018년보다 2.3% 증가한 9,780만 톤으로 전망된다

(USDA).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8년 대비 1.9% 증가한 1,971만 톤, 브라질

은 1.8% 증가한 1,380만 톤으로 전망된다.   

－ 브라질과 EU는 내수 및 수출 수요 증가로 닭고기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며, 중국

의 닭고기 생산량은 자국 내 소비 증가로 2018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2019년 세계 닭고기 수출량은 2018년보다 4.2% 증가한 1,162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9년 국가별 닭고기 수출량의 경우, 브라질이 2018년보다 2.4% 증가한 378만 톤, 

미국은 2.8% 증가한 325만 톤으로 전망된다. 

－ 중동 지역 할랄 닭고기 수요 증가와 홍콩,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닭고기 수요 증가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10.  주요국의 닭고기 수급 및 수출입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생산량

구분　
소비량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률(%)

미국 19,350 19,709 1.9 미국 16,241 16,531 1.8

브라질 13,550 13,800 1.8 중국 11,590 11,900 2.7

EU 12,315 12,470 1.3 EU 11,540 11,650 1.0

중국 11,700 12,000 2.6 브라질 9,866 10,026 1.6

기타 38,679 39,823 3.0 기타 44,550 45,867 3.0

계 95,594 97,802 2.3 계 93,787 95,974 2.3 

구분　
수출량

구분　
수입량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률(%)

브라질 3,685 3,775 2.4 일본 1,140 1,175 3.1

미국 3,158 3,248 2.8 멕시코 845 860 1.8

EU 1,425 1,500 5.3 EU 650 680 4.6

태국 850 900 5.9 사우디 575 675 17.4

기타 2,035 2,196 7.9 기타 6,153 6,385 3.8

계 11,153 11,619 4.2 계 9,363 9,775 4.4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O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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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및 오리고기4

4.1. 사육 및 수급 동향

4.1.1. 사육 동향

∙ 2018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사육 증가로 2017년(664만 마리)보다 

27.8% 늘어난 848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18년 종오리는 72만 4천 마리, 육용오리는 775만 6천 마리로 2017년보다 각각 

7.6%, 30.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 3월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사육제한 시행(2017년 11월~2018년 3월)으로 

2017년 12월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3월 이후 사육제한 해제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

세로 전환되어 6월에는 981만 8천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 2018년 3월 오리 사육 가구수는 HPAI 발생과 오리 사육제한 실시로 360가구까지 

줄었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9월까지 600가구 이상을 유지하였다. 2018년 평균(9

월 기준) 오리 사육 가구수는 541가구, 평균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1만 5,920마리로 

2017년보다 각각 18.8%, 14.2%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그림 23-9.  오리 사육 마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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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2018년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는 6,789만 마리로 2017년(4,825만 마리)보다 40.7% 

증가했으며, 총 도압 마릿수 또한 6,748만 마리로 2017년보다 46.4% 증가하였다. 

오리고기 생산량은 9만 7,424톤으로 2017년(6만 7,399톤)보다 약 3만 톤 증가하였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p)

공급(톤)

생산 158,303 106,450 118,328 118,898 67,399 97,424

수입 2,942 2,949 3,130 3,379 3,461 5,210

계 161,245 109,399 121,458 122,277 70,860 102,634

수요(톤)

소비 160,948 109,399 121,458 122,277 70,860 102,634

수출 297 0 0 0 0 0

계 161,245 109,399 121,458 122,277 70,860 102,634

1인당 소비량(kg) 3.2 2.2 2.4 2.4 1.4 2.0

주 1) 수입은 정육ㆍ지육, 열처리의 합임.
2) 2018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인당 소비량은 오리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7년보다 0.6kg 증가한 2.0kg이었다. 

표 23-11.  오리고기 수급 동향

 

4.1.3. 오리 산지가격 동향

∙ 2017년 오리 산지가격(생체 3kg)은 공급량 부족이 지속되어 높게 유지되었다.

- 2016년 11월 16일 HPAI 발생으로 도압 마릿수가 감소하여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후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8,000원 

수준의 비교적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HPAI로 인한 종오리 피해가 매우 커 

육용오리 입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18년 오리 산지가격은 생산 증가로 2017년(7,792원)보다 4.7% 하락한 7,428원이었다. 

- 1~4월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 사육제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6.2% 상승한 

8,57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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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제한이 종료된 이후(4월) 병아리 입식 증가로 오리고기 생산량이 급증하여 5월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9.2% 하락한 6,465원이었다. 그러나 7~8월 오리 산지

가격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육용병아리 공급 차질과 육용오리 생육 저하로 

상승세를 보였다.

자료: 한국오리협회

4.2. 수급 전망

∙ 2019년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약 73만 마리로 2018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는 사육제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오리 사육 증가로 2018년

보다 2.1% 증가한 866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9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18년보다 2.0% 증가한 9만 

9,387톤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 10만 3,471톤, 2028년에는 10만 7,942톤으로 

전망된다. 

∙ 2019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8년보다 9.0% 하락한 6,764원

(생체 3kg)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7,301원, 2028년에는 7,914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도 오리고기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23-10.  오리 산지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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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오리 사육 마릿수 및 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구분 단위 2018
전망

2019 2023 2028

사육 마릿수 만 마리 848 866 903 944

생산 톤 97,424 99,387 103,471 107,942

수입 톤 5,210 4,440 4,963 5,416

1인당 소비량 kg 2.0 2.0 2.1 2.1

산지가격 원/생체 3kg 7,428 6,764 7,301 7,914

주: 수입량은 정육ㆍ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8)

표 23-12.  오리고기 수급 전망

∙ 오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정부의 사육제한 조치를 극복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병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리고기 조리법, 메뉴, 그리고 판매처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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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및 가금산물 소비 행태5

5.1. 계란

∙ 2018년 12월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5), 2018년 가정 내 계란 소비를 늘렸다는 

응답이 줄였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계란 소비를 늘렸다는 응답이 55.0%였으며, 줄였다는 응답은 11.6%로 조사되었다. 

계란 소비를 늘린 이유로는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56.4%)’,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30.5%)’,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 Kantar Worldpanel Korea 조사에서도 2018년 가구당 계란 구매량이 관측본부 

소비자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2017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가구당 

4주 평균 구매량은 42.54개로 2017년(37.44개)보다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의 경우 HPAI 발생과 계란 살충제 검출 등 식품 안전성 문제로 계란 구입이 감소

하였으나, 2018년에는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구매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12.  가구당 4주 평균 계란 구매량 변화 

  주: 2018년은 12월 2일까지임.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5) 2018년 12월 27일 1일간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45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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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가정 내 계란 소비를 2018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이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계란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40.0%로 줄이겠다는 응답(5.9%)보다 많았다. 계란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로는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57.8%)’,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35.1%)’ 순으로 조사되었다.

-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해 여전히 불안심리가 존재하지만, 살충제 검출파동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2019년 계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13.  2019년 계란 소비 의향 그림 23-14.  소비자의 계란 소비 증가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은 계란 구매시 신선도(30.2%), 가격(23.8%), 정부의 인증마크(17.5%), 품질

등급(15.6%)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선도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또는 생산일자’가 42.9%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냉장 

유통’이 20.8%, ‘계란의 외관 상태’가 20.6% 순으로 나타났다.

∙ 가공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간단하고 편리하게 섭취 가능한 제품

(34.0%)’,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제품(15.9%)’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신선도가 낮은 오래된 제품(15.1%)’, ‘안전하지 않은(방부제 등 화학 첨가물이 

많은) 제품(14.3%)’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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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부터 시행되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3.9%로 ‘들어본 적이 없다(46.1%)’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러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 가까이 나온 것으로 보아,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으로 산란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들이 계란 

가격을 추가로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4.4%가 ‘그렇다’라고 응답

하였다. 

그림 23-15.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인식 및 가격 추가 지불 의향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인식 여부> <산란일자 표시 계란 가격 추가 지불 의향>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5.2. 닭고기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2018년 닭고기 소비를 2017년보다 늘렸다는 응답이 

줄였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Kantar Worldpanel Korea 조사 결과에서도 2018년 가구당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2017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닭고기소비의 성수기인 여름철 

가구당 평균 닭고기 구매량은 2017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에는 닭고기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였고, HPAI 발생과 각종 치킨 관련 

이슈, 계란 살충제 검출 등으로 닭고기 소비가 위축6)되었던 2017년보다 소비가 

회복되어 닭고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6) 심민희 외(2017.8) “AI 재발과 치킨 가격 인상 논란에 따른 닭고기 소비 변화” 현안분석 제3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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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소비를 늘린 이유로는 ‘배달 등 구입이 편해서’(39.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맛있어서’(35.2%), ‘저렴해서’(7.9%), ‘건강을 생각해서’(7.9%), 

‘다이어트 때문에(3.4%)  순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가 구매한 닭고기 부위별 비중은 닭 한 마리(38.8%), 닭가슴살(14.2%), 닭다리

(12.2%), 닭날개(11.0%), 닭안심(8.6%), 기타부위(15.1%) 순으로 조사되었고, 전년에 

비해 닭 한 마리 비중이 감소하였다(Kantar Worldpanel Korea).

- 2017년 부위별 구매 비중은 닭 한 마리(40.1%), 닭가슴살(15.1%), 닭날개(11.9%), 

닭다리(11.5%), 닭안심(8.1%), 기타부위(13.3%) 순이었다. 

∙ 최근 닭고기 부분육 생산과 판매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계열업체 조사 결과 

부분육 생산 비율은 2015년 18.0%에서 2018년 22.0%로 증가하였고, 유통업체의 부분육 

판매 비율도 2015년 35.6%에서 2018년 47.6%로 증가하였다.

- 한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간편 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닭고기 양념육 

판매도 증가하였다.

∙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선택할 때 신선도(28.6%)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 

가격(19.3%), 안전성(18.6%), 브랜드(16.8%), 원산지(16.4%) 순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소비자의 닭고기 선택 기준 우선순위는 신선도(25.8%), 안전성(21.5%), 

가격(20.9%), 원산지(17.3%), 브랜드(14.3%) 순이었다.    

<닭고기 부분육 생산 추이> <부분육 부 별 매 추이>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생닭 64.4 60.0 56.8 52.4

부
분
육

북채 5.8 5.2 4.5 5.5
가슴살 10.6 9.8 8.4 7.5
안심 4.6 4.6 4.0 3.9

아랫날개(윙) 2.4 2.7 2.7 3.3
윗날개(봉) 3.7 3.9 3.5 4.2

근위 1.2 1.2 1.2 1.2
다리살 3.0 3.1 3.0 4.0

벌크닭부분육 3.7 4.0 4.6 4.8
기타가금육

(양념)
0.6 5.6 11.3 13.3

소계 35.6 40.0 43.2 47.6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계열업체 조사 자료 자료: 유통업체 조사 자료

그림 23-16.  닭고기 소비 패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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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안전 관련 이슈가 많았던 2017년보다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는 낮아졌으나, 

신선도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졌다. 

∙ 2018년 소비자들의 신선육 구매 비율은 60.4%, 가공제품 구매 비율은 39.6%로 나타

났다. 전년에 비해 신선육 구매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는 가정 내 간편 조리 기구 보급률 

증가에 따른 신선육 구매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가공제품 구입 형태는 치킨 및 훈제구이 39.5%, 즉석요리제품 22.7%, 냉동 닭고기 

식품 15.3%, 레토르트제품(삼계탕 포함) 11.5%, 닭가슴살 가공품(통조림 등) 

10.7%, 기타 0.3%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닭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2018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로는 ‘배달 등 타 육류에 비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37.0%), ‘닭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33.6%) 순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36.4%), ‘육류 소비를 줄이려고’ 

(26.2%), ‘닭고기 안전성 우려로’(17.8%), ‘다른 육류 소비를 늘리려고’(16.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치킨 가격 인상 등 닭고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있으나, 2019년 전반적인 닭고기 

소비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17. 닭고기 구매 형태

<닭고기 형태별 구매 비율> <닭고기 가공제품 구매 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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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오리고기

∙ 소비자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연간 오리고기를 소비하는 빈도는 ‘1~4회(가정 내 

62.0%, 외식 71.7%)’, ‘5~8회(가정 내 19.0%, 외식 13.5%)’ 순으로 많았다. 오리고기를 

1년 동안 전혀 먹지 않는 소비자도 일부 조사되었다.

구 분 0회 1~4회 5~8회 9~12회 12회 이상 합계

가정 내 소비 53 (11.7) 281 (62.0) 86 (19.0) 16 (3.5) 17 (3.8) 453 (100.0)

외식(배달 포함) 소비 49 (10.8) 324 (71.7) 61 (13.5) 11 (2.4) 7 (1.5) 452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표 23-13.  연간 오리고기 소비 빈도
단위: 명, (%)

∙ 가정 내에서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훈제오리(42.6%), 로스 등 오리구이

(31.0%), 오리주물럭(15.8%) 순으로 나타난 반면, 외식용으로는 로스 등 오리구이

(31.7%), 훈제오리(29.6%), 오리주물럭(19.9%) 순으로 나타났다. 

∙ 오리고기를 먹는 주된 이유는 ‘영양과 건강을 위해(가정 내 40.1%, 외식 43.8%)’, ‘맛

이 있어서(가정 내 28.1%, 외식 34.4%)’ 순으로 높았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오

리고기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 밖에 가정 내에서는 조리 방식이 간편하여(20.0%), 외식으로는 직장 회식 등 모임이 

잦아서(10.9%) 소비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기타 이유로 가정 내 소비에서는 주변 유명 

음식점을 대신 이용하거나 다른 육류 대체용으로 먹는다는 답변 등이 있었으며, 외식 

소비에서는 한약재 사용 등 타육류에 비해 영양가가 높아서라는 답변 등이 있었다. 

<가정 내 소비> <외식 소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그림 23-18.  오리고기 소비 주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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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고기를 소비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가정 내에서 먹기에는 ‘조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62.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외식 소비도 이와 

유사하게 ‘다른 육류에 비해 메뉴가 제한적임(40.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주변에 음식점이 많지 않다(28.3%)’는 답변도 많았다. 오리고기 소비 확대

를 위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메뉴 개발과 효과적인 관련 정보

(조리법 등)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가정 내 소비 외식 소비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너무 크거나 작음)

68 (16.0) 31 (7.0)

조리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

266 (62.6) -

다른 육류에 비해 메뉴가 제한적임 - 179 (40.5)

오리 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쌈 58 (13.6) 103 (23.3)

오리고기 구입이 어려움 18 (4.2) -

오리고기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음 - 125 (28.3)

기타 15 (3.5) 4 (0.9)

합계 425 (100.0) 442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표 23-14.  오리고기 소비 시 불편 사항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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