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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농식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또한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가치사슬 진입과 활용,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농식품 수출의 

정책적 중요도는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계에서도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나, 농식품 수출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출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에 관한 국내 농식품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주체인 농식품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지속하는 요인과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성과별 전략요인, 농식품 

기업 유형별 유효 수출전략,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다양한 측면에서 농식품 기업의 수출에 관해 분석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향후 구체적인 수출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

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관계자께 감사를 표한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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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농식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

출 또한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가치 사슬 진입과 활용이

라는 측면에서 농식품 수출의 정책적 중요도는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계에서도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지만 새로운 무역

이론의 핵심인 수출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에 관한 국내 농식품 분야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출주체인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수출성과에 유효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성과별 

전략요인, 농식품 기업 유형별 유효한 수출전략의 특징을 파악하고, 수

출지원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식

품 기업의 특성 및 전략, 그리고 내·외부 환경변화가 수출에 대한 의사

결정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

성을 가진다.

연구방법

◯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계량경제 분석, 설문/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출 및 수출성과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배경을 조망하고 농식

품 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농식품 수출현황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청 

MDIS 기업활동조사, aT의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업

의 특성 및 외부 환경변화가 수출 결정과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농식품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유형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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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략과 수출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 및 설문조사 문항 

설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하였고, 우수기

업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수출 진입과 지속에 대한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수출의 매몰비용과 생

산성은 농식품 및 제조업 기업의 수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무역이론의 자기선택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수출 진입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수출학습 가설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 분야의 수출지속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으나 식품기업의 수출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

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농식품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차별성을 

갖춘 농식품 기업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농식품 수출선의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수출선을 지속하는 기업들이 

농식품 수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면 수출선 중

단확률이 증가하지만,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면 수출선 지속확률이 증가

했다. 동일 수출선의 존재가 집적효과로 작용하여 수출지속 확률이 증

가하고, 상대수출가격과 수출보조율이 높을수록 수출선 중단확률이 높

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전략과 수출성과(1인당 수

출액, 수출집중도, 수출다변화, 수출증가율, 수출지속연수)의 관계 및 유

효한 수출전략을 분석하였다. 전체 기업 샘플 분석 결과, 수출성과를 무

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략과 성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고, 전략에 

따라서는 수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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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1인당 수출액을 성과 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물량관리, 수

출보험가입, 환율위험 관리 등 수출위험 관리 전략이 수출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시장 모니터링과 물류·유통 관련 전

략은 수출집중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상품 집중,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현지조사, R&D 투자 등의 전략은 1인당 수출액

이나 수출집중도 향상에는 유효하지 않았으나, 수출국가 수 증가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품목군별 연속수출선을 생성하여 수

출지속연수, 수출증가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 수출 

물량 확보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증가

에는 대표품목 집중, 자체 현지 홍보 등이, 수출지속에는 한인 교포 타

깃, 인증 획득, 중장기 수출계획 관리 등의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농식품 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과 더불

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시장 공동마케팅 및 물류 인프라 활용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농식품 수출기업의 유형별 유효 수출전략을 식별하기 위해 기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응답 결과와 기업 사

례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정량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방

향을 도출하였다.

◯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의 경우 상품의 기능성 강조, 현지어 표기 

준수, 현지 유통 제휴, 수출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수출액과 수출집중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선농산물 수출 기업이 

검역 요건을 충족하고, 현지 마케팅이나 물류를 충족한다면 시장개척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 지원,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정책 지원

이 필요하다. 또한, 농식품 수출 기업들이 수출보험, 해외판촉 등의 지원

사업에 참여도가 높은 편이므로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수출지원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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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은 틈새시장과 같은 잠재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주력 수출시장에 집중하고, 수출물량, 위험 관리 등을 통

한 수출 안정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출성과 향상 측면에

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 유형)은 틈새시장보다 대규모 소비시장 지향, 시장다변화 추구,

R&D 투자 전략 등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1 유형의 경우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지원이 수출확대에 유효한 반면, B2 유형에서는 기존 정책

의 내실화를 통한 꾸준한 지원이 농식품 산업 전체의 안정적 수출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설문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B1과 B2 유형의 

기업에서는 시장 및 비관세조치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B1 유형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이 선행된다면 신규시장 개척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마케팅 집중 및 수출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관련 전

략들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C 유형의 기업들은 수

출 경쟁력은 높으나, 비관세장벽 등의 외부요소로 인해 적극적인 신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무역협상 등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C 유형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농식품 산업의 전반적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C 유형과 같이 경쟁

력을 갖춘 기업들의 농식품 수출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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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and Strategies for Exports of Agri-Food
Firms

Background of Research

  As a result of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and plurilateral trade agree-

ments, exports of agri-food have been expanding. Policy instrumen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export performance by adding value 

and jobs in the agri-food industry. However, in Korea, there have been few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role of the agri-food exporters as 

the core of the new trade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xport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export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investigated the effective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export performance for each type of ag-

ri-food firm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mpirically 

explores the strategies of each type of agri-food firms and decision making 

for exports, as well as the survival in export markets and export 

performance.

Method of Research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econometric 

analysis, survey,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 We examined the status of the 

agri-food industry and firms and reviewed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s 

on the determinants of export status and export performance. Statistical data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and used for the analysis. We further examined the 

effects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environment on export decisions and 

export performance using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of Statistics Korea and 

the export support data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We an-

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strategy and export performance by type of 

agri-food firms by using the results of our survey. The research model and the sur-

vey questionnaire were reviewed by experts and reflected in the study. We also con-



viii

ducted interviews with high performing firms to qualitatively complemen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result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e analysis of decisions to export and the survival in export markets, 

lagged export status (a proxy for sunk cost) and productivity have positive 

effects on export decisions in both agri-food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supporting the self-selection hypothesis of the new trade theory. On the 

other hand, the learning-by-exporting hypothesis, which suggests that pro-

ductivity increases with the entry of exports, was not significant. In addi-

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positively influenced the export stabilit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not in the agri-food sector. Therefore, in or-

der to expand exports in the agri-food sector,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industrial ecosystem that enables companies to improve productivity.

  The analysis on the stability of the agri-food export found that compa-

nies that have stable exports are responsible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agri-food export.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continuing the ex-

port shipments is increased by market diversification but decreased by 

product diversification. It is also analyzed that the existence of competing 

export shipments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continuing the export; the 

higher the relative export price and the export subsidy rat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discontinuing the export.

  Based on the survey analysis,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

port strategy and export performance (export per capita, export intensity, 

market diversification, export growth rate and export st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whole company s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y and performance differed depending on what is considered the per-

formance indicator, and some strategies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ex-

port performance. Overall, strategies focusing on export risk management 

and increasing market penetration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export per capita. Logistics and distribution-related strategies were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 improvement of export 

intensity. Focusing on the main products, operating a public relations de-

partment, conducting field research and R&D investment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expanding export markets. As a result of 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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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inuous exports by region and by product group, securing export 

volume has a positive impact on both export growth rate and stability. As 

such, focusing on the main products was effective in improving export 

growth and targeting Korean customers abroad; acquiring certification and 

managing export plans were effective in maintaining exports. In addition 

to the policy suppor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of the agri-food firms 

in general, it is advised to improve the provision of the overseas market 

information and joint marketing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export 

markets.

  To identify the effective strategies to enhance export performance by 

type of agri-food exporters, we divided the surveyed firms into four types. 

In the case of exporting fresh agricultural products (type A), we found that 

emphasizing the function of the product, labeling in local languages, coop-

erating with local distributors and managing export risk improve the export 

value and export intensity. It is shown that the firms in type A could ex-

pand the market if they meet the conditions on local marketing and 

logistics. Thus, policy instruments such as local marketing support would 

be necessary to expand the export market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In 

addition, export insurance and overseas promotions are highly participative, 

so the efficiency of export support can be improved by reinforcing the pol-

icy instruments.

  In the case of small exporters of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type 

B1), focusing on niche markets and pursuing export stability through ex-

port volume and risk management are shown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export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edium-sized ex-

porters of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type B2), aiming at large mar-

kets, seeking market diversification and investing in R&D would be effec-

tive strategies. Providing information on new markets and non-tariff bar-

riers of them would enable B1 and B2 firms to diversify markets with sup-

port for initial investments. Support for quality enhancement and techno-

logical advancement with the aim of targeting niche markets would be ef-

fective for B1 firms to improve export performance. B2 firms supported by 

refined policy instruments would result in the industry-level export 

stability. 

  Agri-food exporters outsourcing production (type C) can be regard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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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s that concentrate on marketing and specialize in export businesse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in general, C firms have high export 

competitiveness, but they have difficulty in entering new markets because 

of external factors such as non-tariff barriers. Therefore, efforts to lower 

non-tariff barriers in trade negotiations would enable type-C firms to ex-

pand the export market. In order to expand the overall export of the ag-

ri-food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y to increase the export 

intensity of competitive exporters such as type-C firms. 

Researchers: CHO Sungju, MOON Hanpil, KIM Sanghyun, OH Saera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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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수입뿐 아니라 한국 제품의 수

출 또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1

의 활용과 상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가 강조되면서 농업계에서도 농

식품 수출기업의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농식품 분야의 수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FAO 기준 2008~2016년 전 세계 농식품 수출액 성장률은 2.1%, 한국의 경

우 8.7%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

중은 전 세계 평균인 7.7%와 비교할 때 1.2%로 낮은 수준이다(2016년 기

준).2 농식품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타산업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 또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

여 농식품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러한 지원의 배경에는 농

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1 글로벌가치사슬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최종소비자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기획에

서, 생산, 포장,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세계 여러 국가의 기업들에 분배되어 

나타나는 방식을 의미한다(UNCTAD 2010).
2 농식품 수출 자료: FAOSTAT(www.fao.org/faostat: 2018. 11. 1.), 상품 수출 자

료: UN COMTRADE(comtrade.un.org: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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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가치사슬 진입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중요도가 상승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수출 관련 정책은 농식품 수출확대에 따른 농업인 소득증대와 국

내 공급과잉 해소, 가격안정 등 수출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에 주목하고 신선농산물이나 단순가공식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

다. 신선농산물과 단순가공 농식품의 경우, 생산 측면에서 토지와 노동보

다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품목들이 수출유망품목으로 조명을 받았으며,

수출시장은 식문화가 유사한 인접국가나 교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편중되

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 수출 관련 연구는 비교우위가 있는 이

들 품목과 수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인프

라 구축, 생산자조직화, 물류비용 절감, 현지 소비자조사 등을 위주로 이루

어져왔다.

반면, 국가 단위의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무역이론을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이론(New trade theory)3의 핵심인 수출주체로서의 기업

의 역할에 관한 국내 농식품 분야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업의 농업 참여를 통한 수출확대를 목표로 

기업과 농업의 상생협력 활성화가 모색된 바 있으나, 기업이 기술혁신 등

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국내시장에서 농업인과 경합하거나 

농지투기를 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

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수출주체로서의 기업은 생산기술 및 경영노하우 축적, 해외시장 

3 전통적 무역이론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헥셔-오린 모형으로 대표되

며 국가 간 생산성(기술 수준 등), 보유자원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 특화현상이 

발생하고, 생산 자원의 불균등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

화된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나타나는 국

가 간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는 산업 내 무역의 형태는 전통적인 무역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Krugman(1979)은 규모수확체증과 불완전 경쟁(독점적 경쟁)

이론을 국제 무역에 적용하여,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는 새로운 무역이론(New Trade Theory)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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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및 판매망 확보, 가치사슬 효율성 제고, 자본조달 등에서 규모의 경제

를 구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주체가 소

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한 수출업체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지만, 수출노하우 축적과 기술혁신, 신상품개발 및 R&D 투자 측

면에서 장점이 있는 기업들이 농식품 수출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시

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

제라 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확대는 고령화 진전, 규모화 정체, 공급과잉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농업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 모두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주체인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기업의 총수출은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량(액) 증가

(Intensive margin) 또는, 새로운 품목을 기존시장에 수출하거나 기존 품목

을 새로운 시장을 개척(Extensive margin)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다. 전자를 

통해서는 수출의 견고함이나 안정적인 성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후

자는 수출 규모나 수출선의 확대와 빠른 성장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성과별 전략요인, 농식품 기

업 유형별로 유효한 수출전략의 특징을 파악하고,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참

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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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이론적 배경4

기술 수준이나 부존자원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선진국 사이에는 동일

한 산업 내의 이질적인 상품(이하에서는 제품이라고 하자)들을 서로 수출

하는 동시에 수입하는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기존의 비교우위 기반의 전통적 무역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역형태이다. 1980년대 들어 다수 전문가들은 선진국 간 발생하는 산업 

내 무역의 상당 부분은 불완전경쟁 시장구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수익증

가 생산기술, 기업의 제품차별화,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 등에서 기인한다

고 보았다(Krugman 1979, 1980; Lancaster 1980; Helpman 1981).

시장의 불완전경쟁 구조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 경우가 많

다. 특히, 한 산업 내 제품들이 이질적이라면 규모의 경제는 다수의 기업들

이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자신만의 시장지배력을 일정하게 행사

하는 독점적 경쟁구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기업은 한 제품만을 

생산한다고 가정).

이러한 이질적인 제품은 대체로 기술·노하우의 축적 및 혁신역량이 요구

되는 산업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초기 고정투자 또는 매몰비용(sunk cost)

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진입비용’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

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한 산업에서 차별화된 제품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

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므로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독점적 경쟁구조인 산업에서는 유사한 제품들이 경합하는 한정

된 규모의 시장으로 인해 기업(제품)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한 기업이 판

매할 수 있는 물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량 감소로 인한 평균비

용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상품다양성은 줄

4 Moon(2010), 이주량 외(2014), 문한필(2018)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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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게 된다(문한필 2018).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규모의 경제 추구'와 ’소비

자들의 상품다양성에 대한 욕구'는 상호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Krugman(1979)

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 국제무역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국제무

역이 해당 산업의 제품들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각 

기업은 무역 전보다 생산규모를 확장할 수 있고, 그 결과 평균비용은 감소

한다. 결국, 각국의 소비자들은 무역을 통해 타국의 새로운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역으로 인한 평균비용의 감소는 제품들의 평균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된다(문한

필 2018).

이렇듯, 기술의 격차도, 부존자원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두 국가 사이

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자와 다양한 제

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로 인해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한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다양성의 이익과 실질임금 상승이라는 혜택을 

가져다준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는 산업 간 무역을 통해 모든 국가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각국에서 위축되는 산업이 존재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문한필 2018).

Melitz(2003)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이질적 기업(heterogeneous firm)'들이 존재할 경우,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

와 독점적 경쟁 시장구조, 소비자의 다양성 선호가 결합됨으로써 자유무역

이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지를 증명하였다.

Melitz(2003)의 이질적 기업 모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기반으

로 한다. 첫째,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생산성이 상이한 다수의 기업들

이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 존재한다(독점적 경쟁시장 가정). 둘째, 이

질적인 기업들의 생산성 분포는 정규분포이며 국가 또는 산업의 기술 수준

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국가 간 비교우위 가정). 셋째, 각 기업은 자신의 

생산성이 분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정비용을 투자하고 해당 산업에 

진입한 후에 인식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그림 1-1>은 한 산업의 생산

성 분포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축의 오른쪽에 위치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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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고, 왼쪽에 위치할수록 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아진

다. 즉, 해당 산업의 생산성 분포상에서 우측에 위치한 기업들일수록 한계

생산비용은 낮고 좌측에 위치한 기업들일수록 한계생산비용은 높다(Moon

2010; 이주량 외 2014: 21).

해당 산업에 진입한 이후 자기 생산성의 상대적 수준을 인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생산성이 고정비용을 만회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인 

 이하일 경우, 바로 해당 산업에서 퇴장한다. 이로 인해 이 산업의 생산

성은 좌측이 절단된(left-truncated) 형태의 분포를 가지며, 평균생산성은 

이 된다. 이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수출의 고

정비용인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 및 물류망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세,

수송비 등의 가변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외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국내기업들은 

퇴출되고, 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생산성 수준은 ′으로 높아진다. 그 

결과 이 산업의 평균생산성은 ′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생산성이 꽤 

높은 국내기업들도 추가적인 무역비용을 감수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함으

로써 매출액과 이윤을 늘릴 수 있다. 이는 <그림 1-1>의 오른쪽 그래프에

서  이상의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이다

(Moon 2010; 이주량 외 2014: 22).

<그림 1-1> 무역자유화 전후 독점적 경쟁 산업의 생산성 분포 변화

  자료: 이주량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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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성과가 있을 경우 해당 기

업의 시장점유율과 이윤이 제고되지만, Melitz(2003)의 ‘이질적 기업 모형'

은 무역을 자유화할수록 개별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가 없어도 수출에서 자

기선택(self selection)과 수입증가에 따른 경쟁압력으로 인해 산업 전체의 

평균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유무역의 새로운 이론적 토

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압력으로 

퇴출된 기업들의 생산자원들은 신규 진입 기업들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수

출을 함으로써 규모를 증대할 필요가 있는)들에게 재고용되면서 생산자원

의 산업 내 재분배를 가져온다는 긍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Moon 2010;

이주량 외 2014: 22).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근 Lileeva and Trefeler(2010)는 무역자유화를 통

해 수출이 증가한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활용해 노동생산성을 한층 개선하

고 제품혁신에 매진하면서 선진 제조기술을 더 많이 흡수한다는 실증결과

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혁신동력이 

기업들에게 R&D 투자를 할 유인을 제공하며, 현재의 생산성은 높지 않더

라도 R&D 투자의 기대수익이 높은 기업들도 무역을 통해 시장이 확대될 

경우 이익극대화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점에 주

목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차이 또한 기업들

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산업 전체의 평균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이는 

Melitz가 새롭게 제시했던 ‘무역으로 인한 이익(Gain of Trade)’의 지평을 

한층 더 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Krugman 이래 전개된 새로운 무역이론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산업에서 각국의 기업은 자신만의 특성을 부여한 제품을 생산함

으로써 다른 기업의 제품과 차별화를 꾀하는데, 무역은 각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확장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더 크게 활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국의 소비자들 또한 선택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다

양해져 효용이 증대될 여지가 커진다. 이렇듯, 비교우위와는 별개로 규모

의 경제와 독점적 경쟁은 산업 내 무역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산업 내 무

역은 산업의 평균비용 하락, 평균생산성 증가, 상품다양성 확대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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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무역이득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수출 결정 요인 관련 연구

수출 결정 요인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앞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

으로 수출의 고정비용, 생산성 및 기업특성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룬다.

특히 수출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며,

Melitz(2003) 이전부터 다양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수출과 생산성 간의 인과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크게 두 가지 연구가설로 대표되

는데, 생산성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자기선택(self

selection), 수출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된다는 가설은 수출학습

(learning by exporting)으로 각각 불린다. Wagner(2007, 2012, 2013)가 다

양한 국가별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Bernard and Jensen(1999)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good firm)이 수출을 하

는지, 아니면 수출이 기업의 성과(performance)를 향상시키는지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분석 결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기업이 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률과 성공척도(success measure)의 수준이 모두 

수출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출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였다. 고용증가율과 생존확률은 수출기업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수출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성장을 유리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결과를 보였다.

Wagner(2007)의 정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자기선택 가설이 

수출학습 가설보다 일관성 있게 확인된다. 그러나 Baldwin and Gu(2003),

Van Biesebroeck(2005), De Loecker(2007) 등의 연구들은 각각 캐나다, 아

프리카 국가, 슬로베니아 국가 자료를 사용하여 수출학습효과 가설이 성립

함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De Loecker(2007, 2013)의 연구5는 슬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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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기업자료(1994~2000년)로 생산성에 따른 수출시장 진입효과, 즉 자기

선택효과를 통제한 후 수출학습효과 가설이 확인됨을 보였다. De Loecker(2007)

는 산업별로 수출학습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며, 선진국으로 수출하

는 기업들일수록 수출을 통한 학습효과가 높음을 보였다. 슬로베니아 식품 

산업의 경우 수출학습효과가 수출 시작 후 2년차에 나타난다. 더불어 저자

는 수출 활동 그 자체보다 수출 시작(starting to export)을 통해 얻는 생산

성 향상 효과가 크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수출과 생산성 간의 관계 연구는 Aw et al.(2000), 김현호·신인용

(2008) 등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Aw et al.(2000)은 한국의 수출과 생산성

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김현호·신인용

(2008)은 동태적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양자 간 수출학습효과는 

존재하나 자기선택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2.3. 수출성과 결정 요인 관련 연구

Cavusgil and Zou(1994), Shoham(1998), Zou and Stan(1998), Carneiro

et al.(2016) 등은 기업의 수출성과(export performance)에 대해 정리한 대

표적인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수익성,

수출성장률, 기업의 수출성과 만족도, 수출지속성(생존) 등을 수출성과로 

볼 수 있으며 수출성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출성과지표를 결정한다. 특히 Shoham(1998)은 수출성과지표로 활용 가

5 De Loecker는 슬로베니아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07년 발표한 논문에 이어 2013년 더욱 보완된 연구를 발표하였다. De

Loecker(2007)에 따르면 수출학습효과는 경제전환기의 자료 또는 그러한 국가에

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13년의 연구는 2007년에 사용한 모

형을 발전시킨 것으로 생산성이 수출 경험(export experience)에 따라 내생적으

로 결정되도록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출 경험은 수출 여부 더미, 수출집중도, 수

출액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저자는 수출 여부 더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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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지표들을 매출액, 수익률, 변화율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출액 개

념으로 수출집중도, 수출액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률 개념으로 자산 

또는 투자 대비 수익률, 한계 수익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변화율 측

면에서 수출액 변화율, 수출집중도 변화율, 수출시장다변화, 수출지속성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주관적인 만족도 등도 수출성과지

표가 될 수 있다.

가. 수출액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오동윤(2012)은 한국무역협회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무역액 자료를 활

용하여 수출대상국(35개국)의 GDP, 인구, 관세율, 환율변동, OECD 회원

국 여부, 문화지수 등이 기업의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수출대상국의 환경변화에 크게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의 경제성장에 대기업

에 비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수출대상국가의 거리가 멀어지고 관세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수출액은 감소하는데 그 폭은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

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출시장의 문화적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정곤 외(2014) 등의 연구는 해외시장의 법과 제도와 같은 정보의 부족

이 중소기업에게 수출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2002~2013년까지의 관세청 수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시장에서의 법이나 제도의 복잡성, 특히 계약분쟁 해결의 복잡성이 대

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더욱 취약한 중소기

업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부문 연구 중 문한필 외(2012)는 품목군·수출대상국·연도별 수출액 

자료와 기본적인 중력모형을 이용해 신선농산물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수출지원사업의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수출물류

비지원액과 물류비를 제외한 수출진흥사업의 누적지원액을 변수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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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수출물류비 지원과 그 외 사업) 수

출증대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과실류와 화훼류에서 수출물류비 

지원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고 그 외의 인프라 지원 등의 진흥사업의 효과는 

버섯류 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외에 신선농산물 수출은 해외시장의 

경제규모가 크고 수출시장이 인접할수록 증가하며, 1인당 국민소득, 상대

환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수출집중도 결정 요인 분석 연구

Sterlacchini(2001)는 기업 단위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과 산업의 규모, 사

업 제휴, 지리적 위치, 기업혁신(R&D 직원의 비중 등) 등의 요인들이 이탈

리아 제조기업의 수출성과(수출 확률(Probability), 수출강도(Intensity, 수출

액/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규모에 따라 변수들의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났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1) 규모(매출액)가 작은 기업일 경우 

규모와 수출성과 간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2) 사업 제휴와 수출성과와의 

관계는 중소기업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이나 대기업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

였다. 이는 중소기업은 주로 국내 시장을 목적으로 사업 제휴를 하지만 대

기업은 국제적으로 사업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R&D는 전반적으로 수출성과와 정의 관계를 보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일

부 차이를 보인다.

Wagner(2006)는 독일 제조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수출강도에 기업의 특

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위 회귀(Quantile Regression)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강도 분위별로 기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기업의 규모는 수출강도가 하위 1/4 분위인 경우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회사 여부는 상위 1/4 분위에서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D의 영향은 분위별로 상이하

며, 특허 보유 여부는 하위 분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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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er(2010)는 뉴질랜드 농림 분야(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의 수출강

도(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에 미치는 요인을 기업 단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뉴질랜드의 기업체 데이터베이스(Longitudinal

Business Database)이며 2000~2006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확률 효

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노동생산성, 고용 규모, 수출시장의 

수, 수출품목의 수, 기업연차, 내수시장점유율, 섹터 수출강도, 섹터별 수출

기업 수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적인 기업(노동생산성)일수록 수

출강도가 높으며,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의 다양화는 수출강도와 정의 관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출지속성 및 결정 요인 분석연구

무역의 지속성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전체 산업분류나 제조업 교역통계

를 활용하여 다자 및 양자 간 교역관계의 지속성 여부를 다루어 왔다

(Besedes and Prusa 2006a, 2006b, 2011; Nitsch 2009; Obashi 2010; Hess

and Persson 2011, 2012; Cadot et al. 2013). 농식품 분야의 경우, Peterson

et al.(2017)이 미국의 1996~2008년 동안 신선 채소와 과일(HS 6단위 세번)

수입을 대상으로 수입선(국가)의 지속성을 파악하고 요인을 도출한 바 있다.

농식품 분야 이외 산업에 대한 연구로는 Fugazza and Molina(2009),

Ilmakunnas and Nurmi(2010), Pérez et al.(2004), Fu and Wu(2014) 등이 

있다. Fugazza and Molina(2009)는 국가-품목 단위 수출지속성을 분석하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96개국의 HS 6단위 

품목 수출액 자료와 세계은행, CEPII 등에서 국가별 변수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 지속기간이 

늘어나며 수출 상품이 차별화 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출중단의 위

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용이 높을수록 수출 실패 확률이 커지

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은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lmakunnas and Nurmi(2010), Pérez et al.(2004), Fu and Wu(2014)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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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시간 사건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각각 핀란드, 스페인, 중국의 제

조업 기업의 수출 지속기간 패턴과 수출중단 확률을 추정하고 수출지속(수

출중단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Ilmakunnas and

Nurmi(2010)는 수출 진입과 수출중단 모형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

과, 종사자규모가 클수록, 기업연수가 오래될수록, 해외기업일수록(해외자

본금이 50% 이상이면 해외기업),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

을수록, 산업 내 수출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 진입확률을 높이고 수출

중단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용 마진, 다사업체 여부는 수

출중단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마진이 높을수록, 보

유사업체 수가 적을수록 수출중단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업의 외부환경요인으로 GDP 성장률을 고려하였으나 이는 두 모형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érez et al.(2004)과 Fu and Wu(2014)는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인다. 기

업 규모(종사자)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수출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출중단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u and Wu(2014)는 관측치

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설명변

수의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설명변수의 영향은 대체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

다. WTO 가입의 효과는 수출중단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연구로는 장상식(2015)이 있으며 기업 단위의 수출지속성을 분석

하였다. 한국무역협회의 2003~2014년간의 기업 단위 수출 자료를 활용하

여 매 연도별 신규 수출기업의 수출 지속·중단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실

제 활용한 자료상의 수출 지속기업과 중단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출 지속·중단 결정 요인 분석에는 프로빗 모형을 이

용하며, 종속변수는 수출중단과 지속, 독립변수는 수출품목 수, 수출국가 

수, 수출 금액, 품목더미, 국가더미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지속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출품목 수의 증가보다 수출국가 수의 증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품목별로 볼 때는 광산물, 화공품 등의 수출이,

수출 국가별로는 對일본으로의 수출이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반면, 농림수산품의 경우 수출지속성이 매우 낮고, 對중국 수출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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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전기의 신규진입 수출기업에 비해 후기의 신규진입 수출기업에

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타 수출성과 관련 연구

남유현·이철(2013)은 수출성과 결정 요인의 주류 이론인 산업조직이론

과 자원기반이론에 기반한 E-S-P, RBV 모형,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관계적 관점 기반의 모형을 종합한 통합모형을 개발하고 수출성과 결정 요

인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해외수출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

하였다. 개발한 통합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높고 각 개별 모형을 사용하여 

수출성과를 설명하는 것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져 기존의 단일 관점보다 종

합적인 관점의 수출 결정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출성과에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우위, 수입업체와의 관계의 질이 모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용·윤정현·여택동(2011)은 조직특성변수, 경영자특성변수, 환경특성

변수, 기술특성변수들이 기업의 국제화 성과(수출활동을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부의 수출지원제도가 위 변수들과 국제화 성과의 관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기업 설문을 통해 수집

하였고, 특성변수들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주성분 분석)을 이용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으로 조절회귀분석(교차변수)을 진행

한 결과, 연구개발능력, 글로벌지향성,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 기술모방

성이 국제화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에 

따라 특성변수들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분석하였다.

김정권(2001)은 Porter 등이 제시한 기업내외 환경요인, 수출마케팅 전략,

수출성과 사이의 개념적 틀에 의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 설문조사

를 통해 수출산업/시장의 특성, 기업의 특성, 수출마케팅 전략, 수출마케팅 

성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경요인, 수출마케팅 전략과 수출성과 간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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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

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수출성과에 대한 주요 결정 요인이 제품적응, 촉진적

응, 해외유통업자/자회사에 대한 지원 및 수출경험인 것을 확인했으며, 가

격경쟁력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농식품 수출전략에 대한 연구

농식품 수출전략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가 단위 수출 확대를 목표로 수출진흥전략을 수립하

거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박기환 외(2013)는 원예전문생산단지와 가공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수출국가집중도, 가공식품관련 정부 지원제도 검토 등을 통

해 농식품 수출의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고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수출 중심 품목의 육성, 농업과 가공식품 수출의 연계성 강

화, 특정 수출시장 의존 탈피를 위한 시장 확대 방안 마련이다.

김경필·한정훈(2015)은 정부의 수출조직 지원사업을 조사하고, 수출조직

의 운영 실태를 파악을 통해 지속성 있는 조직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특

히 생산자와 수출업체 계열화를 목적으로 육성하는 수출선도조직의 경우,

비선도조직에 비해 운영성과(수출액, 수출단가)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수출기업과 생산자를 

연계하고자 추진한 육성사업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체별, 유형별 수출

조직 육성방안의 핵심과제와 수출 및 유통조직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

안하였다.

어명근 외(2011)와 김경필·김상현·한정훈(2017) 등은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또는 신규 진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시장 특성 조사와 해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상품별 수출전략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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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어명근 외(2011)는 신흥 수출국(베

트남,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출성

과 분석,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검토, 실제 현지 조사 및 소비자 조

사를 통한 품목의 시장점유율 등을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

의 생산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유망품목을 발굴할 수 있는 사회적 요건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농식품 수출 마케팅 전략을 3단계의 국내 수출 단

계(생산, 상품화, 수출물류)와 3단계의 해외 단계(검역·통관, 수입유통, 해

외 소비자 구매)로 구분하고 단계별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경필·김

상현·한정훈(2017)은 수출시장(베트남, UAE)의 소비자 조사와 국내 수출

업체의 수출단계별 애로사항, 진출 성공·실패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

하여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전략을 모색하였다. 소비자 조사 

결과, 베트남시장 소비자들의 한국 농식품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드라마나 한국의 이미지 등 문화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UAE의 

경우에는 한국의 이미지, 안전성 관심도, 할랄 인증, 기능성 등의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시장별 주력 품목 

선정,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상품화 전략, 마케팅/판촉 전략을 중심으

로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시장 확대 과제에 대한 수

출주체별(생산자, 수출기업, 정부) 역할과 단계별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2.5.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농식품 수출 관련 연구는 농식품 산업 단위의 경쟁력 향상 및 수

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에 강조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타산업에 비해 농식품 수출 주체인 기업 단위의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신선농산물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농식품 수출

의 큰 축을 담당하는 식품 산업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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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단위 교역 자료나 산업 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존 농식품 수출 분석과 달리 기업 단위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이질적인 

농식품 기업의 차별화된 특성이 수출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또

한, 기업의 전략과 다양한 수출성과 지표 간의 관계를 농식품 기업의 유형,

품목군, 수출국가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

품 기업의 차별화된 수출 확대 전략과 우수 사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

식품 기업의 특성 및 전략, 그리고 내·외부 환경변화가 수출에 대한 의사

결정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

을 가진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기업을 농업과 식품 생산 및 수출에 관여하는 법

인 형태로 정의한다. 이런 농식품 기업 가운데 가공식품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반면, 신선농산물이나 단순 가공식품을 취

급하는 대다수 수출기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수출 작목반이나 원예전문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업무만

을 대행하는 수출업체, 개별 농가나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또는 계열화를 

통해 물량 및 품질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수출업체, 생산자들이 직

접 수출업무까지 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다수의 수출업체와 생산자조직이 

출자하여 조직한 수출연합법인 등 채소, 과일, 화훼, 단기 임산물, 단순 가

공식품 등의 수출시장에 참여하는 농식품 기업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농식품 수출기업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중소규모의 

농식품 기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가용한 기업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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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으로 인해 수출 결정 요인과 일부 수출지속성 분석의 경우, 대상으

로 하는 농식품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서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다 미시적인 수출선 지속

성 및 수출전략 분석에서 농식품 수출기업은 기업활동조사에 포함되지 않

은 중소규모의 수출업체인 경우가 많았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시장 진입과 퇴출,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수출기업

들을 대상으로 성과요인 분석을 수행한다. 수출성과로는 수출액, 수출집중

도, 수출지속성, 시장다변화 등의 다양한 지표를 사용한다. 나아가 농식품 

수출기업 유형별로 성과요인에서 차별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앞의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출기업 유형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첫째, 농식품 수

출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농식품 산업 전반의 수출 현황과 더불어 

규모별, 특성별 수출기업 분포를 파악하고 타산업과 비교하여 개황을 서술

한다. 둘째,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농식품 기업들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진출하

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새로운 무역이론에 근거하여 생산성과 농식품 

기업 수출 결정 간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며, 수출진입 후 지속에 대해

서도 분석한다. 셋째, 농식품 기업의 수출성과 분석을 위해 수출액, 수출집

중도, 수출다변화, 수출지속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기존의 수출기

업이 수출을 확대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넷째, 농식품 기업의 수출전략과 수출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출품목, 규모, 생산방식 등으로 기업을 구

분하고, 유형별 기업의 전략적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수출집약도 측면에

서 품목군, 권역별 단위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지원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서론  19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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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분석, 계량경제 분석, 설문/면접조사, 전문가 자

문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수출 및 수출성과 결정 요인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배경을 조망한다. 또한, 농식품 

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농식품 수출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통계청 MDIS 기업활

동조사(각 연도), aT의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 

및 내·외부 환경변화가 수출 결정과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농식품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유형별 수출전략과 수출성과 

간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과 자료조사,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정성적 보완을 위해 전문가 자

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연구모형 및 설문조사 문항 설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한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우수 사

례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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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2018. 8.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농식품 수출동향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2015~2017년 평균 64억 6,516만 달러이며 최

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의 수출액은 68억 2,649만 

달러로 10년 전인 2008년의 수출액과 비교하면 124%의 증가율을 보인다.

<그림 2-1> 농식품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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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2015~2017년 평균

일본 846 1,381 1,168 1,287 1,159 1,314 1,253

중국 419 915 1,047 948 1,097 986 1,010

미국 338 419 627 523 716 746 662

아랍에미리트 158 189 334 188 414 447 350

베트남 87 214 371 354 403 375 377

그외 국가 1,450 2,266 2,557 2,425 2,676 2,958 2,686

2015~2017년 평균 수출액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가는 일본, 중

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이며 이들 5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57.6%를 차지한다. 2008년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수출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으로 국가별 수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주

요 수출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농식품 수출 대상 국가

의 수는 2008년 약 181개에서 2017년 206개로 확대되었다.

<표 2-1> 국가별 농식품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2018. 8.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5~2017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연초류, 기타조제

농산품, 과자류, 면류, 주류 등으로 연초류와 가공식품이 수출액의 큰 비중

을 차지한다. 2008~2010년 평균과 비교할 때 주요 수출품목군은 유사한 

편이며, 음료와 기타조제 농산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2-2> 주요 수출품목 및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8~2010년 평균 2015~2017년 평균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1 연초류 495 14.2 연초류 1,046 16.2

2 기타조제 농산품 326 9.4 기타조제 농산품 926 14.3

3 주류 264 7.6 과자류 438 6.8

4 과자류 263 7.6 면류 418 6.5

5 채소류 254 7.3 주류 382 5.9

6 면류 216 6.2 채소류 33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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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008~2010년 평균 2015~2017년 평균

순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7 당류 215 6.2 음료 325 5.0

8 커피류 206 5.9 과실류 274 4.2

9 과실류 174 5.0 당류 272 4.2

10 소오스류 120 3.5 커피류 272 4.2

기타 기타농식품 944 27.1 기타농식품 1,781 27.5

주: 품목 부류는 AG 코드 중분류를 따름. 기타농식품은 10위권 이외의 품목을 의미한다.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2018. 8. 2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수출기업 현황

본 절에서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 단위 조사자

료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기업특성별무역통계, aT의 수출지원사업 실적자

료6를 활용하였다. 기업특성별무역통계는 관세청과 통계청이 기업생멸행정

통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명부와 수출수입신고서 기반의 무역명부를 일치

시킨 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무역 자료이다. 기업 

특성별 수출기업 수, 수출입액, 무역수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산

업분류 공개 범위가 상세하지 않아 농식품 기업 및 수출기업의 수출 현황

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aT의 지원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

하여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6 aT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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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개) 수출액(백만 달러)

산업분류 2010 2016 증감률 2010 2016 증감률

전산업 81,102 93,045 14.7 465,123 494,281 6.3

제조업 34,964 40,078 14.6 397,202 418,578 5.4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169 1,504 28.7 3,492 4,300 23.1

식료품 제조업 1,041 1,375 32.1 2,642 2,946 11.5

음료 제조업 125 125 0 297 311 4.7

담배 제조업 3 4 33.3 553 1,043 88.6

농업, 임업 및 어업 103 91 -11.7 273 149 -45.4

2.1. 기업특성별무역통계

기업특성별무역통계에 따르면 음식료품 제조업(식료품과 음료 제조업)

수출기업 수는 2016년 기준 1,500개이며 수출액은 약 32억 5,700만 달러이

다. 식료품 제조업 수출기업 수와 수출액은 2010년 대비 2016년에 각각 

32.1%, 11.5% 증가하였다. 음료 제조업의 경우 수출기업 수는 2010년 대

비 2016년 125개로 동일하며 수출액은 4.7% 증가하였다. 식료품과 음료 

제조업의 기업당 수출액은 2백만~3백만 달러 사이이며,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2010년 대비 2016년 4.3% 감소하였고, 음료제조업은 4.7% 증가하였

다. 농업·임업 및 어업 산업의 수출기업 수와 수출액은 2016년 91개, 1억 

4,900만 달러이다. 2010년에 비교하면 기업 수는 11.7%, 수출액은 45.4%

감소하였다. 기업당 수출액은 2010년 270만 달러에서 2016년 160만 달러

로 38.2% 감소하였다.

<표 2-3> 음식료품 및 농업 관련 수출기업 수 및 수출액 

단위: 개, 백만 달러, %

자료: 통계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http://kosis.kr: 2018. 1. 29.).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은 2016년 기준 수

출기업의 72.9%가 1~9인, 10~49인 규모이며, 50~249인 규모 기업이 

21.4%, 2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7%이다. 2010년 대비 2016년의 기업당 

수출액은 1~9인 기업은 22.3%, 10~49인 기업은 12.3% 감소한 반면,

50~249인 기업과 250인 이상 기업은 각각 1.3%, 15.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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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종사자규모 기업 수(개) 수출액(백만 달러)

2010 2016 증감률 2010 2016 증감률

전산업

계 81,102 93,045 14.7 465,123 494,281 6.3

1~9인 52,155 58,660 12.5 24,776 24,768 0

10~49인 20,412 24,051 17.8 26,525 28,673 8.1

50~249인 6,950 8,366 20.4 49,440 52,380 5.9

250인 이상 1,585 1,968 24.2 364,382 388,460 6.6

제조업

계 34,964 40,078 14.6 397,202 418,578 5.4

1~9인 15,121 17,315 14.5 4,995 4,417 -11.6

10~49인 13,223 15,122 14.4 13,955 15,588 11.7

50~249인 5,462 6,289 15.1 38,462 40,968 6.5

250인 이상 1,158 1,352 16.8 339,791 357,605 5.2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계 1,169 1,504 28.7 3,492 4,300 23.1

1~9인 432 515 19.2 122 113 -7.4

10~49인 427 582 36.3 272 325 19.5

50~249인 229 322 40.6 486 692 42.4

250인 이상 81 85 4.9 2,613 3,170 21.3

<표 2-4>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기업 수 및 수출액 

단위: 개, 백만 달러, %

자료: 통계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http://kosis.kr: 2018. 1. 29.).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의 수출기업 중 94.1%가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수출액의 25%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의 비중은 각각 1.9%, 4%이며 이들 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각

각 37.5%씩 차지한다. 제조업 평균에 비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액 비중이 높은 편이며 대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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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기업 규모 기업 수 수출액 기업당 수출액

전산업

계 93,045 494,281 5.3

대기업 796 317,093 398.4

중견기업 1,689 85,137 50.4

중소기업 90,560 92,052 1

제조업

계 40,078 418,578 10.4

대기업 367 286,625 781

중견기업 1,189 76,385 64.2

중소기업 38,522 55,568 1.4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계 1,504 4,300 2.9

대기업 29 1,611 55.6

중견기업 60 1,612 26.9

중소기업 1,415 1,077 0.8

<표 2-5> 산업별 기업규모별 기업 수 및 수출액(2016) 

단위: 개, 백만 달러

주: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법과 중견기업법상 산업별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중소·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등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다(관세청·통계청 2017. 12. 26. 보도자료).

자료: 통계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http://kosis.kr: 2018. 1. 29.).

수출강도별7 농식품 수출기업 구성 비율(2016년)을 살펴보면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기업들의 경우 수출강도가 1~24%인 기업의 비중이 제조

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수출강도가 75% 이상으로 높은 기업의 비중은 7%

로 낮은 편이다. 2010년 대비 수출강도가 1~24%인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

였고 75%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그림 2-2>.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산업의 수출강도별 수출액 비중은 <그림 2-3>

와 같다. 전체 산업이나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비중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산업의 경우 수출강도가 1~24%인 기업의 수출

액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출강도 25~49%, 50%~74%, 75% 이상 기업 순으

로 수출액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수출강도 

1~24%인 기업들의 수출액 비중은 2010년 대비 2016년 증가하였다.

7 수출강도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을 의미한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현황 27

<그림 2-2> 수출강도별 농식품 수출기업 구성 비율

자료: 통계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http://kosis.kr: 2018. 1. 29.).

<그림 2-3> 수출강도별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

자료: 통계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http://kosis.kr: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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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의 경우 상위 5대 기업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 평균에 비해 상위 5대 기업에의 수출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2010년

과 2016년 상위 기업별 무역집중도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상위 

100대 기업이 대부분의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상위 농식품 기업 무역집중도(수출)

자료: 통계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http://kosis.kr: 2018. 1. 29.).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수출기업의 주요 수출국가별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

면 전체 산업에 비해 일본으로의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2016년에는 동남아 국가, EU국가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증가하여 일본으로 수출 집중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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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주요국가별 수출액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기업특성별무역통계(http://kosis.kr: 2018. 1. 29.).

2.2.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에는 기업별 지원 현황 

및 수출 관련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8 본 절에서는 2011~2016년의 실적자

료를 활용한다. 지원실적자료는 수출기업별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출품목

(HSK 10단위) 및 수출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기업 단위의 품목 

다각화나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액의 경

우, 물류비지원을 받은 만큼의 수출액이라는 점에서 실제 기업의 해당상품 

8 농식품 물류비지원사업은 aT를 중심으로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

식품 수출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

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으로,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정부

24(https://www.gov.kr/: 2018. 5. 5.), aT의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

2018. 5.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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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출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액보다는 수출품목, 수출국

가 수 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은 기업은 매년 약 250~300개 

이며 2016년에는 309개 기업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기업들은 2011년 65

개 국가로 124개의 품목을 수출하였으며 2016년에는 85개 국가로 211개 

품목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을 

확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수출국가 수는 

2011년 3.8개에서 2016년 3.9개로 큰 변화는 없으나 기업 간 표준편차는 

4.1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평균수출품목은 2011년 3.2개에서 

3.9개로 증가하였고 표준편차 또한 4.1개에서 5.4개로 확대되었다.

<표 2-6> 기업별 수출국가 및 수출품목 수 변화 추이

단위: 개수

연도 기업 수 국가 수 품목 수
기업별평균수출

국가 수

기업별평균수출

품목 수

2011 273 65 124 3.8 3.2

2012 257 63 122 3.6 3.2

2013 251 63 138 3.7 3.2

2014 266 69 172 3.7 3.8

2015 258 75 181 4 3.7

2016 309 85 211 3.9 3.9

자료: aT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주요 수출대상국(USD 수출액 기준)은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베트남, 홍콩 등이며 각 국가로의 수출품목의 수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표 2-7>.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 수는 2011년 

68개에서 2016년 87개로 증가하였으나 수출 상위품목은 김치, 파프리카,

백합(절화/신선)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품목은 2011년 21개

에서 2016년 55개로 증가하였다.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2011년 

홍삼, 유자차, 난초(산식물)에서 2014년 이후 유자차, 밀크, 크림, 연유기타 

등으로 변화하였다. 대만으로의 수출품목은 2011년 37개에서 2016년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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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상위품목은 홍삼, 배, 새털 등이다. 2015년 이후 배

추(신선, 냉장)의 수출액이 증가하여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으로의 수출품목 수는 2011년 42개에서 2016년 84개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상위품목은 배(신고, 기타), 팽이버섯(신선/냉장)이다. 베트남으로의 수출품

목 수는 2011년 39개에서 2016년 77개로 증가하였으며 주로 축산물이 수

출되고 있다. 주로 닭고기(냉동), 닭날개(냉동), 새털 등이 상위 수출품목이

었으나 2014년부터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

았다. 홍콩으로의 수출품목 수는 2011년 53개에서 2016년 98개로 증가하

였다. 수출 상위품목은 초본류 딸기(신선), 홍삼, 유자차 등이며 2013년 이

후 딸기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2-7> 수출대상국별 수출품목 수 변화 추이

단위: 개(품목 수)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본 68 69 67 86 78 87

중국 21 22 27 43 46 55

대만 37 41 39 48 50 63

미국 42 45 45 63 74 84

베트남 39 38 41 50 54 77

홍콩 53 56 71 75 76 98

평균 13.5 11.9 12.7 14.7 14.6 15

주: 주요수출국가는 2011~2016년 수출액 상위 5개국에 포함되는 국가들로 선정하였으며 국가의 나열은 

2016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aT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출품목 부류별 수출국가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유사 수준을 유지

하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과실류, 축산물 등 위생 및 검역 조건이 중

요한 부류의 경우 국가 수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다. 물류비지원을 받은 

기업의 주요 차류 수출품목은 녹차나 곡물함유 티백제품으로 2011년 4개

국에서 2014년 22개국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6개

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국가의 수와 수출 국가의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류는 채소류로, 주로 수출되는 품목은 파프리카, 초본류 딸기, 버섯류(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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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섯, 새송이버섯) 등이다. 2011년 46개국으로 수출되던 것이 2016년 63

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표 2-8> 부류별 수출국가 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국가 수)

수출품목부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곡류 - - - - 11 14

과실류 37 38 36 35 35 40

기타가공 - - - - - 20

김치류 31 29 30 33 38 40

쌀가공품 16 1 1 7 11 12

인삼류 42 42 42 41 44 51

전통주 26 25 24 28 28 29

차류 4 10 18 22 17 16

채소류 46 38 37 44 52 63

축산물 17 15 14 14 15 18

화훼류 18 18 15 14 21 19

평균 26.3 24 24.1 26.4 27.2 29.3

주: aT 지원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지원대상이거나 지원을 받은 품목부류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한

다. 기타가공식품은 2016년부터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자료: aT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주요 내용 및 특징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증가 추세이며 수출대상국도 다양해지고 있

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에 수

출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수출대상국은 2008년에 비해 국가 수 기준 약 

14% 확대되었으며, 음료 및 기타조제농산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료품(식료품, 음료) 제조업 수출기업 수

는 1,500개로, 2010년 대비 약 29%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11% 정도 증

가하였다. 담배 제조업을 포함하면 수출액은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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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담배 수출이 약 89%로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

라 할 수 있다.

기업특성별무역통계에 따르면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수출기업 중 

94.1%가 중소기업이며, 해당 산업 수출액의 25%를 차지한다. 제조업 평균

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높은 편이나 기업당 수출액은 낮은 편

이다.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기업 중 수출강도(수출액/매출액)가 1~24%

인 기업들의 수출액 비중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높고, 75% 이상인 기업들

의 수출액 비중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 EU, 동남아 국

가로의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수출이 확대되어 일본에 대한 해당산업의 

수출의존도가 2010년도에 비해 완화되었다.

aT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에 따르면 수출 국가와 수출품목의 수는 지속

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일

본으로의 상위 수출품목은 지속적으로 김치, 파프리카, 백합 등이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으로의 상위 수출품목은 홍삼에서 유자차, 기타낙농품 등으로 

변화하였다. 대만으로는 홍삼, 배 등, 미국으로 배, 팽이버섯 등, 베트남으로 

냉동닭, 조제분유 등, 홍콩으로 딸기, 홍삼, 유자차 등이 주로 수출된다.

농식품 수출의 수출대상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일본,

중국, 미국 등은 지속적인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하지만 중동(아랍에미리

트 등) 및 동남아(베트남 등)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일본시장

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등, 수출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상대국에 따라 상이하지만 국가별로 수출 비

중이 높은 품목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특정 품목에 집중하는 전략은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국의 변화된 환경에 따라 대

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출품목 다양화를 통한 리스

크 분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홍삼 제품의 경우 중국의 국내산 생산 및 

소비,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등)의 까다로워진 검역 등의 요인이 작용하

여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수출 확대를 위

해서는 수출국가를 확대하는 수출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품목의 종류를 확

대하는 수출다양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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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결정 요인

1.1. 분석 개요 및 방법

앞서 정리한 새로운 무역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하느냐

의 여부를 결정할 때 수출시장 진입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sunk cost)이 중

요한 기준이 되며(Roberts and Tybout 1997), 기업은 생산성 수준에 따른 

자기선택(self-selection)에 따라 수출시장에 진입하게 된다(Melitz 2003).

이러한 무역이론의 실증분석은 주로 제조업 기업 단위 조사 자료를 사용

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입하는지를 통계적, 계량경제학

적으로 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선행연

구들을 따르며, 분석을 위해 통계청 MDIS의 ‘기업활동조사’를 사용한다.

2006년부터 1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산

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

억 원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 전수조사한 자료이다.

식품 산업과 제조업 기업들의 수출 결정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식품 산

업은 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품 제조업으로 특정하였고, 비식품 

9 Bernard and Jensen(1999), Arnold and Hussinger(2005) 등은 독일, Kim et

al.(2009)은 한국, Todo(2011)는 일본 기업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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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이를 제외한 제조업 전체로 특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통상적

으로 담배 제조업을 농식품 산업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상 한

국담배인삼공사(KT&G)가 담배의 생산과 수출을 전담하고 있고 일반 식음

료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상품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 산업에서 

제외하였다.10

수출 여부는 1과 0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프로빗(Probit)이나 로짓

(Logit) 등의 모형을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 비조건부 고정효과 로짓

(unconditional fixed-effects logit)의 경우 기업 더미를 포함하여 추정 가능

하나, 기업활동조사처럼 자료의 기간(T)이 패널의 수(N)에 비해 짧은 경우 

부수적 모수 문제(incidental parameter problem)로 인해 편의(bias)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conditional fixed-effects logit)은 

내생성을 반영하거나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 AME)를 구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패널 프로빗 모형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자료의 형태가 패널 형태이므로 기업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

기 위해 관찰되지 않는 기업 간 이질성에 관한 시간불변 변수인 를 모형

에 포함한다. 다음의 모형은 0과 1 혹은 0과 1 사이의 비율 형태의 종속변

수를 허용한다.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 누적확률밀도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의미한다.

       ∈   (1)

종속변수(  )는 기의 수출 여부, 설명변수( )는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종사자 수 등), 기업의 업력, 생산성 지표(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

산업, 지역, 연도의 불변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더미변수가 포함된다.  분포가 

조건부 정규분포 가정(   ∼     ∈ )과 외생

10 담배 제조업을 식품 제조업에 포함하여 분석을 한 경우에도 본고의 분석과 매

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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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정을 만족할 때, 축소형(reduced form)으로 나타내면 식 (2)와 같다. 패널 

단위의 시간평균 변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

       ∈   (2)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존재할 수 있는 이분산(heteroskedasticity)과 계열

의존성(serial dependence)을 고려하면서도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 Papke

and Wooldridge(2008)를 따라 유사최우추정법(quasi-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QMLE)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형모형과는 달리 추정된 계수가 

한계효과(설명변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 변화)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

AME)를 추정하였다. k번째 설명변수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일 

경우 평균한계효과는 식 (3)과 같이 추정한다.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

포 확률밀도함수를 의미한다.

    
  


   

 (3)

번째 설명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 평균한계효과는 식 (4)와 같이 추정

한다. 하첨자 는 번째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의 벡터를 의미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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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산성 추정 

본 절에서는 모형의 주요 변수인 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고, 생산성 분

포 비교를 통해 생산성과 수출활동과 관련된 주요 가설인 자기선택, 수출

학습효과를 분석한다. 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총요소생

산성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Levinsohn and

Petrin(2003) 방법으로 추정하였다.11 식 (5)와 같은 생산함수에서 v, l, k, m

은 각각 로그를 취한 부가가치,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중간재투입량을 

의미한다. 는 k와 m의 함수인 총요소생산성을 의미하며, 는 투입선택과 

상관관계가 없는 오차항으로 정의한다. 노동과 중간재는 자유가변투입

(freely variable input)으로 간주되며, 자본은 상태변수(state variable)로 간

주된다. 중간재 투입은 생산성 충격의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식 (5)에 의해 

추정된 계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TFP)은 식 (6)과 같이 추정한다.

            (5)

 exp  exp    (6)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사용된 변수 중 부가가치는 한국생산성본부(2017: 55)

의 방법에 따라 식 (7)과 같이 영업이익, 노동소득, 감가상각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노동투입은 상용직 근로자 수에 산업별 월평균노

동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였고, 자본투입은 유형자산을 활용하였다. 또한, 중간재

는 비용내역의 재료비를 활용하였다. 생산과 관련된 변수는 경제활동별 국내총

생산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으며, 자본 및 투자 관련 변수는 총고

정자본형성의 건설설비투자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 노동생산성

은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8)과 같이 계산하였다.

11 Levinsohn-Petrin 방법에서는 투입요소와 총요소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중간재(materials)를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재료비

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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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영업이익  노동소득  감가상각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7)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종사자수 (8)

식품(식·음료품 제조업)과 비식품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산업별 총요소

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추정한 결과, 국내기업보다 수출기업의 생산성 최

빈값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x-축 오른쪽) 기업의 분포가 수출기업에서 더 

두껍게 나타났다<그림 3-1>. 2010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생산성 분포

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국내 및 수출기업들의 생산성이 2010

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농식품 산업의 경우 분포의 윤곽이 고르

지 않아 그림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제조업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6

년에 국내기업과 수출기업의 생산성 분포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림 3-1>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분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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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으로 수출기업과 국내기업의 생산성 분포를 비교한 결과, 앞

서 살펴 본 총요소생산성의 분포 차이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분포의 차

이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났다(그림 3-2).

<그림 3-2> 산업별 노동생산성 분포

자료: 저자 작성.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국내기업) 간의 생산성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적 기법인 콜모고로프-스

미르노프 검정(Kolmogorov-Smirnov test)을 사용하였다. 검정 결과 제조업,

식품 산업 모두에서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생산성 분포가 통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의 수출 여부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생산성 분포가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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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식품 산업에서 차별화된 이질성(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수출에 참

여한다는 자기선택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표 3-1> 수출기업과 국내기업 간 생산성 분포의 격차: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

연도 2010 2012 2014 2016

검정대상 산업 p-값 p-값 p-값 p-값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식품 0.988 0.432 0.248 0.551

제조업 0.293 0.291 0.534 0.515

총요소생산성
식품 0.058 0.058 0.005 <0.001

제조업 <0.001 <0.001 <0.001 <0.001

노동생산성 증가율
식품 0.367 0.582 0.460 0.294

제조업 0.205 0.117 0.244 0.270

노동생산성
식품 0.149 0.125 0.007 <0.001

제조업 <0.001 <0.001 <0.001 <0.001

자료: 저자 작성.

하지만 수출기업과 국내기업 간 생산성 증가율 분포 차이는 식품과 제조

업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제조업에서 수출시장 진입 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수출학습(Learning by

Exporting) 가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은 수출 결정 요인 분석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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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정 요인 분석

1.3.1. 분석자료 및 변수설명

‘기업활동조사’의 기업 패널은 약 450개 농식품 기업(전체 약 1만 2천 

개 기업)을 포함하며, 그중 약 150~200개 농식품 기업(전체 약 4천~6천 개 

기업)이 수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6~2016년 기간 동안 조사기업체 중 

약 35~50%가 수출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2016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한다.12

<표 3-2> 산업별 수출기업 수 및 비중 현황(2006~2016)

구분
농식품 제조업(농식품 제외) 전체

수출 전체 수출 전체 수출 전체

2006
기업 수 150 425 3,189 5,665 3,845 10,786

비중(%) 35.3 100 56.3 100 35.6 100

2011
기업 수 189 456 3,305 5,381 4,390 11,722

비중(%) 41.4 100 61.4 100 37.5 100

2016
기업 수 221 461 4,395 5,568 6,029 12,471

비중(%) 47.9 100 78.9 100 48.3 100

자료: MDIS(mdis.kostat.go.kr: 2018. 1. 10.~11. 3.)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분석에는 식 (9)의 프로빗 함수식을 사용하고 변수는 전기 수출 여부

(    ), 생산성(ln   ), 기업특성(규모, 기업업력), 지역 또는 산업

의 외부성, 연도 더미 등의 변수( , ..., )를 고려하였다. 분석의 종속변

수는 t기 기업의 수출 여부(  )이며 독립변수는 모두 전기(t-1기)의 값을 

사용한다.

12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출액 분포 양 극단 5%의 자료를 통

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 모집단의 통계량에서는 전체 기업의 자료를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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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N=584) 제조업(농식품 제외) (N=7,445)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출 여부 0.41 0.49 0.00 1.00 0.67 0.47 0.00 1.00

수출 여부t-1 0.39 0.49 0.00 1.00 0.64 0.48 0.00 1.00

ln(TFP)t-1 (LP) 2.48 0.43 1.01 5.65 3.63 0.53 -5.53 3.87

ln(TFP)t-1 (OP) 2.23 0.75 -5.95 4.99 2.34 0.69 -8.97 6.61

ln(노동생산성t-1) 4.03 0.70 -2.30 7.37 4.17 0.64 -4.14 9.35

ln(종사자 수t-1) 4.81 0.65 3.78 7.62 4.80 0.63 1.61 7.95

ln(기업업력t-1) 2.83 0.69 0.00 4.30 2.86 0.61 0.00 4.57

지역외 동산업t-1 0.42 0.12 0.00 0.69 0.42 0.10 0.02 0.67

지역내 타산업t-1 0.42 0.10 0.00 1.00 0.64 0.13 0.00 1.00

지역내 동산업t-1 0.36 0.19 0.00 1.00 0.62 0.20 0.00 1.00

       ln  ⋯
        ln         ⋯    

 
 
ln 

 ⋯ 
 

(9)

분석에 사용하는 독립변수 및 기초통계량은 <표 3-3>과 같다. 기업의 전

기 수출 여부는 수출시장 진입 고정비용의 대리변수이며(Roberts and

Tybout 1997; Bernard and Jensen 1999; Tybout 2001: 29에서 재인용), 대

체로 수출 결정에 양(+)의 효과를 미친다(Bernard and Jensen 2004 등). 생

산성은 연구 및 자료특성에 따라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을 사용하

며,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연구자별로 추정방식을 달리 사용한다. 분석에서

는 앞서 Levinsohn and Petrin(2003) 방식으로 추정한 생산성 추정치의 로

그 변환 값을 사용한다. 생산성은 보통 수출 상태(export status)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Bernard and Wagner 2001; Arnold and

Hussinger 2005 등).

  <표 3-3> 수출 결정 요인 분석 변수 및 기초통계량

자료: MDIS(mdis.kostat.go.kr: 2018. 1. 10.~11. 3.)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종사자 수와 기업업력은 다양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 종사자 수는 

기업 규모의 대리변수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낮은 한계비용, 기업의 매출 



44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

및 마케팅 역량, 위험 관리 능력, 조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이다

(Wagner 1995: 33). Calof(1994: 369)가 기업 규모와 수출 결정에 대한 연

구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규모의 영향은 수출 결정에 양(+)의 효과를 미치

거나,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띄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업력은 

Love et al.(2016)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 경영측면의 경직성 또는 비유연

성, 수출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의 국제활동경험치 등과 관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업력이 수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Bagella et al.(2000)은 

음(-), de Matteis et al.(2016)에서는 양(+) 등 혼재되어 나타난다.

지역 및 산업의 외부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도 후반부터 여러 문헌에

서 검토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특정하기 어렵다(Greenaway and Kneller

2007: 143). 연구는 크게 지역 및 산업 내의 다국적기업이나 해외자본의 

흐름이 기업의 수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Aitken et al. 1997; Kneller and

Pisu 2007), 산업집적과 기업의 수출 결정(Bagella et al. 2000), 기업이 속

한 산업이나 위치한 지역 내에서 타 기업의 활동이 기업의 수출 결정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Bernard and Jensen 2004; Greenaway and

Kneller 200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rnard and Jensen

(2004)을 참고하여 3개의 외부성 변수를 도입하였다. 변수는 지역외 동산

업, 지역내 타산업, 지역내 동산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해당 지역 해당산업

의 수출기업 비중을 의미한다. 동일 지역 또는 동일 산업 내의 수출기업 

비중의 증가는 수출을 위한 인프라, 물류, 수출 및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의 

공유로 수출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수출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반대로 이를 경쟁으로 인식할 경우 기업의 수출 결정에는 부정적

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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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분석 결과

식품기업과 비식품 제조기업 간 비교를 위해 각 기업군별 분석을 수행하

였고, 분석 결과는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전기 수출 경험은 식품과 제조업 기업 모두에서 당해 연도 수출 여부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기에 수출한 기업이 다음 기에

도 수출기업일 확률(수출을 결정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평균한계효

과는 제조업에서 더 크게 분석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년도 생산성(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당해 연

도에 수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기선택이론에 부

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의 기업자료(1996~2003년)를 바탕으로 수

출 결정 요인을 분석한 Kim et al.(2009)에서는 식품 및 담배 산업에서 생

산성의 효과가 유의하게 관측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의 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기업의 경우 더 큰 규모가 기업의 수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고 보기 어려우나, 제조업 기업의 경우 규모가 수출 결정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agner(1995), Bernard and Wagner(2001),

Arnold and Hussinger(2005)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기업업력은 

de Matteis et al.(2016)에서와 같이 수출 결정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식품기업에서는 외부성의 효과가 수출 결정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제조

업에서는 지역외 동산업, 지역내 타산업의 효과가 수출 결정에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성을 

고려하여 영국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Greenaway and Kneller(2008)의 결

과와도 유사하다.13 외부성이 수출 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단정적으로 해석

13 Greenaway and Kneller(2008)에서는 지역외 동산업, 지역내 타산업, 지역내 동

산업의 수출기업 비중의 증가는 기업의 수출 결정 확률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Bernard and Jensen(2004)에서는 외부성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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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려우나, 지역 또는 산업에 존재하는 수출 인프라, 정보 공유 등의 

외부성이 기업의 수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4> 식품과 제조업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

(1) (2) (3) (4)

종속변수: 수출 여부 식품 식품 제조업(식품 제외) 제조업(식품 제외)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추정계수 한계효과

수출 여부(t-1)
0.570a 0.108a 0.570a 0.108a 0.613a 0.121a 0.621a 0.122a

(0.089) (0.020) (0.089) (0.020) (0.022) (0.005) (0.023) (0.005)

ln(기업업력)(t-1)
0.698a 0.105a 0.717a 0.108a 0.210a 0.033a 0.259a 0.041a

(0.263) (0.040) (0.261) (0.039) (0.080) (0.013) (0.080) (0.013)

ln(종사자 수)(t-1)
0.212 0.032 0.237 0.036 0.201a 0.032a 0.224a 0.035a

(0.142) (0.021) (0.157) (0.024) (0.043) (0.007) (0.045) (0.007)

지역외동산업(t-1)
-0.732 -0.110 -0.719 -0.108 0.892a 0.141a 1.000a 0.156a

(0.867) (0.131) (0.865) (0.130) (0.274) (0.043) (0.276) (0.043)

지역내타산업(t-1)
0.382 0.058 0.596 0.090 0.328b 0.052b 0.394b 0.062a

(1.022) (0.154) (1.041) (0.157) (0.162) (0.026) (0.166) (0.026)

지역내동산업(t-1)
-0.253 -0.038 -0.155 -0.023 0.096 0.015 0.154 0.024

(0.293) (0.044) (0.286) (0.043) (0.093) (0.015) (0.094) (0.015)

ln(TFP)(t-1)
0.469b 0.071b 0.124b 0.020b

(0.195) (0.029) (0.051) (0.008)

ln(노동생산성)(t-1)
0.186b 0.028a 0.055b 0.009b

(0.090) (0.0136) (0.023) (0.004)

상수항
-1.846a -1.966a -2.130a -2.185a

(0.354) (0.364) (0.102) (0.110)

관측치 3565 3541 47737 46629

기업체 수 584 582 7445 7378

 2127.7 2066.9 26961.5 26148.7

Prob. > F <0.001 <0.001 <0.001 <0.001

주 1)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및 델타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

다. a, b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2) 기업평균 변수 및 연도 더미를 포함하여 기업의 시간불변 특성과 특정 시점의 외생적 충격을 통제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유의하지 않거나 지역내 타산업의 경우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처럼 외부성의 효과는 국가 및 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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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생산성에 대한 수출 효과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수출학습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score matching: PSM) 방법(Abadie and Imbens 2016)을 이용하

였다. 수출시작의 성향점수는 수출 결정 요인 분석에서 사용한 설명변수(종

사자 수, 기업업력, 외부성, 연도더미 등)를 사용하여 도출하였고, 처치그룹에 

대한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추정하였다. 보

다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Manez-Castillejo et al.(2010)에서와 같이 

작년~올해(t-1/t), 작년~내년(t-1/t+1), 작년~내후년(t-1/t+2), 작년~3년 후

(t-1/t+3) 등 여러 기간의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수출시장 진입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식품 및 제조업 기업들이 수출학습효과를 보인

다는 실증적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가율 기간을 달리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식품 및 제조업 산업에

서 수출시장 진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표 3-5> 수출시장 진입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

증가율 기간
식품 제조업(식품 제외)

ATET N1 / N0 ATET N1 / N0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t-1/t 0.020 (0.042) 156 / 3,404 -0.017 (0.016) 2,050 / 44,727

t-1/t+1 -0.027 (0.059) 139 / 2,867 -0.009 (0.019) 1,835 / 37,623

t-1/t+2 -0.002 (0.063) 104 / 2,424 0.018 (0.023) 1,435 / 31,760

t-1/t+3 -0.033 (0.067) 90 / 1,989 0.047 (0.024) 1,255 / 26,257

노동생산성 증가율 

t-1/t -0.039 (0.046) 155 /3,389 0.016 (0.017) 2,041 / 44,576

t-1/t+1 -0.030 (0.054) 137 / 2,843 -0.011 (0.019) 1,822 / 37,439

t-1/t+2 -0.099 (0.063) 103 / 2,399 0.004 (0.022) 1,422 / 31,547

t-1/t+3 -0.062 (0.062) 89 / 1,966 0.024 (0.024) 1,241 / 26,049

주 1) 매칭을 위한 성향점수는 수출 결정 요인 분석에서 사용한 설명변수(규모, 업력, 외부성, 연도더미 등)와 

수출시작 더미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2) ATET, N1, N0는 각각 처치그룹의 평균처치효과, 처치그룹 관측치, 비처치그룹 관측치를 의미하며, 

각 ATET의 표준오차는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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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지속성

수출지속성(생존)이란 수출시장에 진입하여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수출

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는가를 나타낸다. 수출지속의 기준은 수출 여부 

혹은 수출선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특정 연

도에 수출을 시작하여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의 연도 수를 살펴보는 것은 

수출지속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특정 연도에 배를 수

출했다면, 이후 연도들에도 해당 시장으로 배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는지 살펴보는 것은 수출선 지속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농식품 기업의 수출지속성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출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수출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2.1. 분석 배경

기업의 총수출은 기존에 수출하는 품목의 수출량(액)이 늘어나서 증가할 

수 있고(수출집약도; intensive margin), 또한 새로운 품목을 기존시장에 수

출하거나 기존 품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다(수출

다양도; extensive margin). 선행연구에 따르면 WTO, FTA 등을 통한 무역

자유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출상품의 다양화가 수출증가의 주된 원인이지

만, 중장기 교역관계에서는 집약도가 다양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도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래 

현재까지 15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수출정책도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 다양화에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에, 수출다양도 증가에 따른 수

출성장세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해외시장의 관세장벽이 

제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수출집약도의 개선에 보다 주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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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별 수출지속성 분석

농식품 기업의 수출지속성을 살펴보기 전에 본 절에서는 ‘기업활동조사’

를 이용하여 식품 산업 및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수출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Kaplan and Meier(1958)의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여 수출 진입 이후에 지속된 연수를 추정하

였다. 생존함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식품기업의 경우 중간 규모(100~300

명)의 기업이 다른 규모 기업에 비해 대부분 구간에서 지속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300명 이상 규모의 식품기업인 경우 수출 시작 4년차 

이상부터 급격히 지속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3> 식품기업의 수출 생존함수 추정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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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조업(식품 제외) 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의 지속률

이 거의 모든 구간에서 높게 나타나며, 그다음으로 100~300명 규모의 기업

의 지속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제조업(식품 제외) 기업의 수출 생존함수 추정결과

자료: 저자 작성.

기업의 특성이 수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준모수적 기법

인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Cox 1972)을 이용

하였다. Cox 모형의 위험함수는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 (10)

여기서  는 베이스라인 위험함수이며,  는 설명변수, 

는 해당 변수의 추정계수를 의미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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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모형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위험 비율을 가진다고 가정한

다. 이러한 비례위험 가정을 검정한 결과 해당 가정이 위배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식품기업의 경우, 기업업력과 지역내 동산업 비중이 수출시장

에서 이탈하는 위험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립한 지 오래된 

기업들은 경영 노하우 등의 경험이 축적되어 수출중단 위험을 낮추고, 지역

내 동산업 비중이 높은 환경에 있는 기업들은 지역내 수출인프라 등의 외부

성으로 인해 수출을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제조업 기업의 경우, 기업업력, 종업원 수, 생산성, 지역외 동산업 비중,

지역내 동산업 비중이 증가할수록 수출중단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식품기업에 비해 규모, 생산성, 지역외 동산업 비중 등의 증가도 수출

중단 확률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표 3-6> 식품과 제조업 기업의 수출중단 위험비율

수출중단 위험비율

식품 제조업

ln(기업업력) 0.71b (0.10) 0.82a (0.04)

ln(종업원 수) 1.13 (0.15) 0.77a (0.03)

ln(총요소생산성) 1.09 (0.24) 0.92b (0.04)

지역외 동산업 비중 0.84 (0.76) 0.37a (0.09)

지역내 타산업 비중 1.81 (1.70) 0.99 (0.23)

지역내 동산업 비중 0.27b (0.14) 0.18a (0.03)

관측치 756 18444

기업체 수 168 3723

비례위험가정 검정 p = 0.17 p = 0.37

주: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는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a, b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14 Cox 모형에서  는 직접 추정되지 않지만, 누적위험함수와 베이스라인 생

존함수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Cox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leves,

Gould, and Marchenko(2016) 등에서 찾을 수 있다.
15 총요소생산성(TFP) 대신 노동생산성으로 추정한 결과는 본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52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

2.3. 농식품 기업의 수출지속성 분석

수출지속성은 앞서 기업활동조사로도 살펴보았으나 수출품목과 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업-품목, 기업-국가 단위의 수출지속성 분석에는 한계

가 있다. 기업-품목, 기업-국가 단위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정보가 포함

된 무역통계가 필요하나 통계법에 따라 취득이 불가하다. 따라서 샘플의 

선택편의 등의 한계는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aT 수

출지원사업 실적자료를 활용한다.16

2.3.1. 분석 방법 및 자료

본 절에서는 2005~2017년까지의 aT의 수출사업지원 실적자료(물류비지

원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농식품 기업의 수출지속성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조합(N, M)을 구축하여 수출선(L) 단위의 지속성

을 분석한다.

분석기간 동안 한 해라도 물류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762개이

며, 13년 전체 기간을 지원받은 기업도 55개에 달하였다. 또한, 이 기간 지

원을 받은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은 각각 114개와 1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별로는 매년 최대 114(품목 N)×113(시장 M)의 수출실적이 존

재할 수 있지만, 분석기간 동안 한 해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했던 기업의 

16 이 자료에는 농식품 기업들의 국가별·품목별(AG 코드 기준 실품목) 수출량과 

수출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한 기업이 특정 품목을 개별 해외시장에 얼마나 

오랜 기간 수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물론 한 기업이 사업 지원을 받지 않

고 수출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품목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비용최소화(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수출물류비 지

원신청을 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018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계획에 대한 공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를 

보면, 가공품목은 품목에 따라서 국산 주원료 함유량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인 자격제한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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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수는 34개이며, 가장 다양한 품목을 수출한 기업의 수출품목 수는 

60개로 분석기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체 표본 수는 2만 2,639개이다.

Kaplan and Meier(1958)의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해 분석기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수출선 비중과 수출선들이 지속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시점 에 특정 수입선 이 유지되는 생

존확률( )은 식 (11)과 같은 함수로 정의된다.

  
 ≤ 



    (11)

는   기까지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선의 개수이며, 는  기

에 중단된 수출선의 개수를 의미한다. 생존확률함수()는 비모수최우추정

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2.3.2. 분석 결과

<그림 3-5>는 분석기간 전체 농식품 수출선의 생존함수 추정결과이다.

수출선이 만들어진 후 바로 다음해에 수출이 지속되는 확률은 75%이며, 4

년 이상(+3년차에도) 지속되는 확률은 50%, 11년 이상(+10년차에도) 지속

되는 확률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신규 농식품 수출선 

중 25%는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이며, 50%는 5년차에 중단된다. 미국의 

1996~2008년 신선 채소와 과일 수입을 대상으로 분석한 Peterson et

al.(2017)의 +1년차 지속률은 64%, +3년차 지속률 45%, +10년차 지속률 

28%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미국의 신선 채소·과

일 수입보다는 초기 지속률이 더 높은 반면, 장기 지속률은 더 낮다. 전자

는 기업-국가 단위의 교역을, 후자는 국가-국가 단위의 교역을 분석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5년 이상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농식품이 다른 

국가의 대미 신선·과일 수출보다는 생존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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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농식품 기업의 수출 생존함수 추정결과(2005~2017)

주: 분석기간 762개 기업의 전체 수출선(수출시장, 수출품목) 2만 2,639개로 도출한 결과이다.

자료: 저자 작성.

반면, 여기에서 도출된 농식품 수출지속률은 우리나라의 2003~2014년 

전체 신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장상식(2015)의 +1년차 지속률 

54%, +3년차 지속률 33%, +10년차 지속률 16%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이

는 농식품 수출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신규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큰 초기 고정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농식품 수

출 시 국내에서부터 해외시장까지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급체인(또한,

농식품은 공산품에 비해 유통채널이 더 긴 편임), 공산품에 비해 검역, 통

관, 위생기준 등 비관세조치가 까다로우며 이러한 수입국의 조치가 무역장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구축된 수출

선이 중단될 때 포기해야 하는 매몰비용이 더 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수출선을 다시 복구할 때(기존 수출시장 재진입) 소요되는 재진입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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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림 3-6>은 수출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농식품 기업의 수출지속률

을 살펴본 결과이다. 수출실적이 많은 6개 권역(① 중국, ② 일본, ③ 동남

아, ④ 미국, ⑤ EU, ⑥ 기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시장이 수출지

속성이 가장 높은 반면, 동남아시장의 수출지속성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우리나라 농식품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수

출 경험이 가장 많은 시장인데다,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상거래 

문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동남아시장의 경우 수

출시장으로 개척된 역사가 짧은 편인데다, 이질적인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

서 한류의 인기에 따라 수출선이 생성되었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상대적으

로 많은 것으로 추론된다.

<그림 3-6> 농식품 기업의 권역별 수출 생존함수 추정결과(2005~2017)

주: 분석기간 762개 기업의 전체 수출선(수출시장, 수출품목) 2만 2,639개로 도출한 결과이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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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수출품목을 11개 부류로 나누어 수출지속률을 추정하였다.

부류는 ① 곡류, ② 쌀가공품, ③ 차류, ④ 인삼류, ⑤ 과실류, ⑥ 채소류,

⑦ 화훼류, ⑧ 김치류, ⑨ 축산물, ⑩ 전통주, ⑪ 기타 가공품으로 구분하였

다. 분석 결과 김치류가 가장 높은 수출지속성을 보인 반면, 대부분 신선상

태로 수출되고 국내 수급 및 가격의 영향에 민감한 과실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지속성을 보였다<그림 3-7>. 곡류와 쌀가공품, 기타가공품은 수

출지속연수가 3~4년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지속성이 낮은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림 3-7> 농식품 기업의 품목군별 수출 생존함수 추정결과(2005~2017)

주: 분석기간 762개 기업의 전체 수출선(수출시장, 수출품목) 2만 2,639개로 도출한 결과이다.

자료: 저자 작성.

17 쌀 및 쌀가공품은 수출이 시작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품목이며, 국내산 쌀의 

원료 비중이 50%를 넘어야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되지만, 햇반 등 대기업 제

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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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을 ‘생성/지속/소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수출실적을 비교하였다. <표 3-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성 직후 

소멸된 수출선은 25.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 수출선의 수출실적 비

중은 5.2%에 불과하다. 2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당해 연도 소멸되는 수출선

의 비중은 20%이며, 이들의 수출실적 비중은 14.6%이다. 반면, 전체 수출

선의 54.5%를 차지하고 있는 ‘계속 생존하는’ 수출선의 수출실적 비중은 

80.3%에 달한다. 이는 수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농식품 수

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7> 분석기간 수출선 유형별 분포 및 수출실적 비교 

구분
유형 1

(생성 직후 소멸)

유형 2

(지속)

유형 3

(중단)

수출선 개수 5,765 12,347 4,527 

수출선 비중 25.5% 54.5% 20.0%

수출액 합계(억 원) 3,640 56,600 10,300 

수출액 비중 5.2% 80.3% 14.6%

주: 유형 1은 생성 직후 소멸된 수출선(각 연도에 생성되었으나 다음해 바로 소멸된 수출선), 유형 2는 각 연

도의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출선(각 연도에 생성되어 다음해에도 유지된 수출선 포함), 유

형 3은 각 연도에 소멸된 수출선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아래 <그림 3-8>의 왼쪽 그래프는 2년차 이상의 수출선 1만 2,345개를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의 빈도를 보여주며, 오른쪽 

그래프는 지속 수출선과 중단 수출선을 구분하여 지속연차별로 해당 수출

선의 평균수출증가율을 제시한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년보다 

수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수출선이  21.2%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년보다 수출액이 100~500% 증가한 수출선의 비중이 15.2%, 수

출액이 500% 이상 급증한 수출선은 6.9%에 해당한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 수출선들의 경우 수출시작 

다음해에 수출액이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첫해에는 

소규모로 시범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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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날수록 수출증가율은 점차 낮아지지만, 지속기업의 경우 10년

차까지 수출증가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당해 연도 중단기업에 

비해 수출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수출증가율별 수출선 및 지속연차별 평균 수출증가율 분포

자료: 저자 작성.

2.4. 농식품 수출지속성 결정 요인

2.4.1. 분석 방법 및 기초통계

무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실증모형은 Hess and

Persson(2011)이 제안한 이산시간지속모형(discrete-time duration model)을 

활용하였다.18 특정 무역관계(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들의 수출선) 이 번

18 이산시간지속모형(discrete-time duration model)은 Cox 비례위험 모형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먼저 동일한 생존시간하에 발생한 사건(ties)이 많은 

생존자료의 경우 추정 시 점근적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산시간지속모형

은 Cox 비례위험모형에 비해 이러한 편의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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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간까지만 생존하고 이후 소멸할 확률(hazard rate)을 라고 정의한

다. 이 확률은 번째 기간까지는 무역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정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식 (12)와 같은 조건

부 확률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     (12)

여기에서  은 무역관계(수출선) 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연속적인 임의

변수(random variable)로 비음의 값을 가진다.  는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벡터이며,  는 이들의 추정계수 벡터이고, 는 지속

기간의 길이에 따라 소멸할 확률이 달라지도록 설정하는 함수이다. 마지막

으로 함수 는 이 확률변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  ≤ )

적절하게 가정한 분포함수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를 수출선 이 번째 기간에 종료되면 1이고, 지속

되면 0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로 정의하면 이산시간지속모형의 로그우도함

수는 식 (13)과 같이 정의된다.

ln  
  




  



 ln     ln        ⋯  (13)

전체 수출선 수인 은 2만 2,639개이며, 각각의 수출선은 동일한 기업,

시장, 품목에 관계없이 서로 독립일 경우에만 회귀계수의 일치추정치

(consistent parameter estimates)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함수

치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고, 비례위험을 가정하지 

않으므로 로짓이나 프로빗과 같은 통상적인 회귀법을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Hess and Persson 2011: 14). 마지막으로 관측치 수가 많을 경우 이산시간지속

모형이 분석에 더 용의하다(Peterson et al. 2017: 27). 2.2절의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에 비해 본 절의 수출선 자료는 tie가 많고 관측치의 수가 방대해 이산시간

지속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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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각 정규분포, 로지스틱분포, 최소극치분포(extreme-value minimum

distribution)에 따른다는 가정에 따라 프로빗, 로짓, 보완적 로그-로그

(complementary log-log)19 추정모형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선의 중단에 관한 이산해저드함수의 이항로

짓회귀모형을 식 (14)와 같이 설정하였다.

   
  



 ×
    

ln          

      ln


  

  

(14)

종속변수  는 수출선       이 년도에 종료되면 1이고, 지속

되면 0의 값을 갖는다. 선행연구에 따라 수출 지속기간, 수출시장의 소득

수준, 환율, 수출기업의 상품다양화 및 시장다변화, 수출 첫해 수출 규모 

등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으며, 동일 수출선에서의 상대 수출가격과 수출

경쟁기업 수, 매출액 대비 물류비지원액 비중(수출보조율) 등의 새로운 설

명변수도 추가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 및 기초통계는 <표 3-8>에 제시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권역별 더미변수(
 )와 수출상품의 품목군별 더미

변수(
 )를 포함하였다.

19 가      형태로, 로짓과 유사하게 임의의 실수를 0과 1 사이 값으로 변
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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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수출선 지속성 결정 요인 분석에 사용한 변수 및 기초통계

변수명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해당 수출선이 t기에 중단된 경우 1, 나머지는 0) 0.453 0.003 


 해당 수출선이 연속으로 유지된 i번째 기간(spell i)에 속하면 1, 나머지는 0, 

sp1 86.3%, sp2 11.8%, sp3 1.7%

 해당 수출선이 t기까지 연속으로 유지된 연도 수 2.622 0.015 

 해당 수출선이 좌측에서 절단된(2005년) 경우 1, 나머지는 0 0.050 0.001 

 해당 수출상품이 가공식품이면 1, 신선농산물이면 0 0.167 0.002 

ln   log(해당 수입국의 1인당 GDP), 미국 달러 기준 9.943 0.007 

 전년 대비 해당 수입국 환율 변화율(%), 원화(천 원) 기준 0.632 0.727 

 해당 기업의 전체 수출품목 수(수출품목 다양화 지표) 8.670 0.071 

 해당 기업이 진출한 전체 수출시장 수(수출시장 다변화 지표) 8.587 0.043 

 해당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이면 1, 아니면 0(품목 수출비중 기준) 0.463 0.003 

 해당 기업의 주력 수출시장이면 1, 아니면 0(시장 수출비중 기준) 0.320 0.003 

 해당 수출선에 존재하는 한국 수출기업 수(자신 포함) 7.160 0.060 


해당 수출선의 상대수출가격비(%)

- 해당 기업 수출단가/전체 한국기업(자신 포함)의 평균 수출단가
1.985 0.081 

 해당 수출선의 수출보조율(%), 수출액 대비 물류비지원액 비중 6.819 0.049 

ln   log(해당 수출선의 (연속으로 유지된 spell에서) 첫해 수출액(원)) 16.915 0.015 

자료: 저자 작성.

로짓추정량은 변수에 대해 선형이지 않으며, 시계열이 상대적으로 짧은 

패널자료(수출선 8,683개, 연도 13개)인 점을 고려해서 일치추정량을 확보

하기가 어려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대신에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을 선택하였다.20 따라서  는 오차항으로서 관측

20 이는 잘 알려진 ‘Incidental parameter problem’이다(Lancaster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분석은 횡단면분석 시 나타날 수 있는 추정량의 편의(bias)를 감

소시키며, 시계열분석 시 직면하기 쉬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동과 횡단면 개체의 차이

에 의한 변동을 함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정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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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개별 수출선의 특정효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선 특

정효과는 다른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21 상기 추정모

형의 경우, 대표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수출선 특정효과는 품목 및 수입국

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관절차, 동식물 검역, 식품위생검사 등의 

비관세장벽과 수입관세이다.

2.4.2. 분석 결과

<표 3-9>와 <표 3-10>은 2005~2017년 농식품 수출선 패널자료를 활용

한 이산해저드함수의 이항로짓회귀모형 추정결과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

로 분석한 결과와 수출시장 권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9>에,

수출상품 품목군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10>에 제시하였다.22 결과의 해

석에는 승산비(Odds ratio)를 사용한다. 승산비는 설명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수출선이 지속될 확률 대비 수출선이 중단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승산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1보다 작으면(추

정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설명변수 1단위 변화가 수출선이 지속될 확

률을 더 크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수출선의 지속기간이 수출중단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수출선이 t기까지 연속으로 유지된 연도 수를 나타내는 변수( )와 개별 

21 확률효과모형은 개별 수출선의 효과를 오차항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변수(독립변수)와 관측 불가능한 변수의 상관관계로 인해 편의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확률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활용해, 오차항의 분산 

중에서 ‘관찰되지 않은 수출선의 특정효과’로 인해 설명되는 비중( )이 0이라

는 귀무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한다. 이하 모든 추정결과에서는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22 한편, 로짓모형의 설명변수 추정치()는 log이기 때문에 일반적

인 회귀모형의 평균한계효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표 3-9>와 <표 3-10>에

는 추정결과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승산비(Odds ratio)인 exp을 함께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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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이 연속으로 유지된 i번째 기간(ith spell)을 의미하는 더미변수(
 )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추가했다.  ≥ 일 때   이면, 분석기간 해당 기업

이 동일 수출선에서 탈락했다가 1차례 이상 재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23

전체표본의 추정결과를 보면 교차항( ×
 ) 3개의 추정계수가 유의

하게 양의 값을 가지며, 가 커질수록 계수 값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지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수출선이 지속될 확률보다는 중단될 확

률이 더 커지며, 재진입과 3번째 진입 시에는 이러한 중단확률이 더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하게 승산비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수출

지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 수출선이 지속될 가능성 대비 수출이 중단될 가

능성이 15.1% 높아지며, 재진입 경우에는 이 확률이 19.5%로 상승한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는 배치되는데, 가장 큰 이유로 선행연구들

이 주로 국가 간의 교역지속성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기업과 국가 간

의 교역(수출)지속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특정 수출선이 중단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별 국내기업이 일본시장

에 김치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확률과 우리나라의 대일본 김치수출이 중

단될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신선 채소·과일을 

대상으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수입지속성을 분석한 Peterson et

al.(2017)의 경우, 수입선의 평균 지속기간은 6.8년인 반면, 본 연구에서 수

출선의 평균 지속기간은 2.2년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의 경우 주

로 HS 6단위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세분

화된 실품목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수출선의 평균 지속기간이 더 짧아진 것

23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수출선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속으로 유지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존재하지 않다가 2012년에 다시 생성되어 2016년까지 

유지되었다고 하자. 이 수출선은 두 개의 수출지속기간(spell)을 가지는데, 첫 

번째 수출지속기간(1st spell)의 길이는 4년이며, 두 번째 수출지속기간(2nd spell)

의 길이는 5년이다. 이 경우, 이 수출선의 2007년 관찰치의 는 3이며, 

는 1이 되고, 2016년의 관찰치의 는 5이며, 는 1이다. 또한, 2007년에는 

수출이 지속되는 해이므로 는 0이지만, 2016년에는 수출이 중단되는 해이므

로 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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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은 수출선이 지속될수록 수출

중단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는 기업 단위의 수출지속성 제고에 효

과적인 정책수단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당 수출선이 분석기간의 첫해인 2005년에 존재한 경우, 실제 수출지속

기간이 절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수출선은 1,130개로 전체표본

의 5%를 차지하는데, 왼쪽에서 절단된 수출선인 경우 지속될 확률이 중단

될 확률보다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공식품일수록 수출선

이 지속될 확률이 중단될 확률보다 27%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수출선의 첫해 수출 규모()가 클수록 지

속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로 수입국 GDP와 환율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수입국의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수출선이 지속될 확률이 더 높아지

는 데 반해, 원화로 표시한 수입국의 환율의 증가율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24

24 가령, 1,000원=100엔에서 1,000원=110엔으로 증가하면(원-달러 대미환율 변화

도 반영),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선이 지속될 확률 대비 중단될 확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환율이 수출중단 위험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추정치의 부호는 양으로 예상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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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다양화, 시장다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품

목다양화를 나타내는 기업의 전체 수출품목 수가 1개 늘어나면, 그 기업의 

수출선이 중단될 확률(지속 확률 대비)이 0.6% 증가한다. 반면, 시장다변

화를 나타내는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수출시장(국가) 수가 1개 늘어나면,

그 기업의 수출선이 지속될 확률이 3.8%(중단 확률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기업의 주력품목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승

산비는 0.776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주력시장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시장다변화는 수출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품목다양화는 수출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주력품목의 경우 해당 수출선의 지속가능성이 높지만, 주력시장에서

의 비주력품목 수출선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국내기업 간에 동일 수출선에서의 경합이 클수록 수출중단 가능성

을 높인다는 가설을 검정하고자 해당 수출선에 존재하는 한국 수출기업 수

를 수출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에 포함시켰으나, 분석 결과는 예

측과 반대로 도출되었다. 국내 수출기업이 동일 수출선에 하나 더 존재할 

경우, 수출지속 확률(중단 확률 대비)이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들 간의 경합효과보다는 집적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개별 수출선에 존재하는 국내 수출기업이 많을수록 해당 시장에서

의 상품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 간 수출노하우나 마케팅

전략 등을 전수 또는 학습하거나 물류시스템 공유, 공동브랜드 사용, 연합

마케팅(현지광고, 할인행사 등) 추진 등과 같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성

과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수출선의 수출단가를 

그 수출선에 존재하는 전체 한국기업(자신 포함)의 평균 수출단가로 나눈 

값을 상대수출가격으로 보고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기업의 수

출가격이 평균보다 높을수록 수출선이 중단될 승산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수출선의 수출보조율인 수출액 대비 물류비지원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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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높아지면 수출선이 중단될 승산비가 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물류비지원이 단기적인 수출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현지 시장조사와 사후관리, 품질개선이나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9>의 두 번째 열부터는 수출시장을 6개 권역으로 수출선을 분리

한 다음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한(단, 권역별 더미 미포함)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전제표본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권역별 추정결과에서는 

일부 설명변수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국시장에서는 원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할수록 수출이 

중단될 확률 대비 지속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고소득층의 증가 및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해 한국 농식품에 대

한 수요증가가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를 상쇄하고 있거나, 중국시

장에서 품질경쟁력을 갖출 경우 국산 농식품의 수출지속성이 더 제고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시장에서는 미국의 1인당 GDP가 증가

할수록 수출중단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한국 농식품이 현재까지는 고부가가치 수입품으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음

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동일 수출선에 수출기업 수가 늘어

날수록 수출중단 확률은 크게 상승하고, 높은 수출보조율이 수출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시장은 국내 

농식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시장인만큼 경쟁 기업이 늘어날수록 수

출중단 확률은 높아지며, 이러한 시장환경에서는 수출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폭이 클수록 해당 기업의 수출지속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0>은 8개 품목군을 구분하여 동일한 이항로짓모형을 추정한(단,

품목군별 더미 미포함) 결과를 보여준다. 환율 변화율의 경우, 차류, 인삼

류, 채소류, 축산물에서 전체표본 때와는 반대의 부호(-)를 지닌 유의한 추

정치가 계측되었다. 그러나 모두 승산비의 95%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전체표본 때와는 달리 채소류의 경우, 품목다변화가 수출지속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에서는 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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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격이 높을수록 수출이 중단될 확률보다 지속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을 갖춘 축산물이 수출지속

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전

기의 수출 여부, 생산성은 식품 및 제조업 기업에서 모두 수출 결정에 양

(+)의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식품과 제조업 기업 모두에서 이질적 기업을 

고려한 무역이론, 즉 기업의 수출 결정이 수출의 고정비용과 생산성에 따

라 결정된다는 자기선택 가설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기업특성인 기업업력은 수출 결정에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

어, 기존 실증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인다. 식품기업의 종사자 수

는 수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반해, 제조업 기업의 규

모는 확대될수록 기업의 수출 결정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외부성의 영향은 산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농식품 기업에서는 수출 

결정에 외부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제조업 기업은 지역내 타

산업과 지역외 동산업 수출기업 비중 증가가 수출 확률 증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료품 제조업 이외 제조업 분야에서는 물류, 인프

라, 수출노하우 등 외부성의 집적효과가 경합효과보다 커, 수출 결정에 긍

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수출학습 가설을 검증한 결과, 수출시장 진입 자체가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전반을 

향상시켜 수출시장 진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수출 진입을 증가시켜 산

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

식품 기업들의 수출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 증

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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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속성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식품기업에서는 기업업력, 종업원 

수, 지역내 동산업 비중 등이 수출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으

며,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성은 수출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하지만 수출 결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외부성(지역내 동산업 수출기

업의 비중)의 효과가 수출지속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품목별로 더 유리한 입지가 구분될 수 있는 농식품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특정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에 주산지 

내에서의 수출기업 간 시너지 효과가 수출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요 수출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해당 지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수출을 지속하는 확률을 높여, 농식품 수출

의 안정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 기업들의 품목별·대상국가별 수출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

라의 신규 농식품 수출선 중 25%는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이며, 50%는 5년

차 이내에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수출선(수출선의 54.5%)의 수

출실적 비중은 80.3%로, 수출선을 지속하는 기업들이 농식품 수출을 안정

적으로 견인함을 시사한다. 수출시장을 6개 권역(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EU, 기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시장에서 수출지속성이 가장 높

고, 동남아시장에서 수출지속성이 가장 낮았다. 11개 품목 부류 중 김치류

의 수출지속성이 가장 높았고, 과실류, 곡류와 쌀가공품, 기타가공품은 수

출지속연수가 짧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수출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수출지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중단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

목다양화를 추진하면 수출선 중단 확률이 증가한 반면, 시장다변화를 추진

하면 수출선 지속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수출선의 존재

는 집적효과로 작용하여 수출지속 확률이 증가하고, 상대수출가격이 높을

수록, 수출보조율이 높을수록 수출선 중단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수입국의 GDP가 높아질수록 수출선 지속 확률이 증가했다.

권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는 원화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

할수록 수출지속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서는 동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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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선의 존재가 수출중단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보조율이 높

을수록 수출지속 확률이 높아졌다. 품목별 분석 결과, 채소류는 품목다변

화가 수출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축산물에서는 상대수출가격이 

높을수록 수출지속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을 지속하는 농식품 기업들이 전체 농식품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출확대 측면에서도 수출지속성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장다변화는 수출선의 지속확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품목다변화는 수출선의 중단확률을 높이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지속성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성장을 위해서는 개

별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시장다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수출 안정성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김치류 등 특정품목에 대한 집중화 전

략은 수출의 지속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검역 및 식품안전 기준 등의 상대

국 정책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취약한 단점을 가진다. 이 경우 수출대상국 

확대로 인해 어느 정도 외부적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으나 더 이상 시장

을 확대하기 힘든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R&D 투자 

등의 비용 상승으로 진통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품

목 발굴과 다각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외부적 충격이나 위험을 완화할 필요

가 있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전략과 성과 제4장

제4장에서는 기업의 수출 관련 의사결정과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요인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조사대상으로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 정책 수립의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선농산물이나 

단순 가공 농식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중소규모의 식품기업, 이들 품목의 수출을 대행하는 수

출전문업체를 포함한다. 설문조사에 포함된 농식품 기업의 수출지원사업의 

활용 범위와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의 응답 결과는 농식품 기업의 수출지

원사업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수출지원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필

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먼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특성 및 현황 파악하고 

수출성과별로 유효한 전략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3장에서 활용한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와 설문조사 대상 기업을 매칭하여 결합 분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농식품 기업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별로 수출성과와 수

출전략의 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유형별 기업 사례조사로 분석 결과를 

보완하여 기업 유형별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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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 수출기업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농식품 기업의 유형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 농식품 기업은 지역별, 업체 규모별, 수출품목

별(신선 및 가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 면접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확정한 후 국내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500개 기업을 대

상으로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농식품 기업의 수출현황 및 유형을 파악하고 기업 

유형별 수출전략을 비교분석하여 농식품 기업의 수출 의사결정과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농식품 기업 유형별 

수출지원사업의 활용 범위와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결과는 기업 유형별 수

출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수출지원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식품 수출기업의 주요 특성, 수출실적(품목, 수출시

장), 해외시장 개척 현황 및 애로사항, 주력 수출제품의 국제경쟁력 및 수

출성과와 만족도 평가 등이다(<표 4-1> 참조). 또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

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전략, 수출지원사업 효과 및 만족도 

등도 조사하였다.

<표 4-1>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조사대상 ◦농식품 수출기업 500개

조사기간 ◦2018년 8~9월

조사방법 ◦대상기업 방문 및 면접조사(전문조사업체 위탁)

주요 

조사내용

◦농식품 수출기업 특성 및 현황

  ·기업 일반현황, 매출액 및 수출액, 주요 수출품목, 주력 수출시장 국가

  ·해외진출 계획 및 애로사항, 해외시장 진출이유, 수출 형태, 국제경쟁력

  ·수출성과에 대한 만족도, 국내 및 해외시장 성장성

  ·재무구조 규모현황

◦농식품 수출기업 수출전략 및 수출지원사업

  ·전략 요소별 세부 수출전략

  ·참여한 수출지원사업 및 효과/만족도, 중요도, 희망 수출지원사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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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상 농식품 수출기업 가운데 신선농산물만을 수출하는 기업

(이하 ‘신선농산물 수출기업’)은 전체의 25.8%(129개), 가공 농식품만을 수

출하는 기업(이하 ‘가공 농식품 수출기업’)은 72.2%(361개),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을 모두 수출하는 기업(이하 ‘신선 및 가공 농식품 수출기업’)은 

2.0%(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식품 기업의 수출경력은 평균 8년

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5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력은 신선농산물 수출기업의 경우 1~5년차, 6~10년차, 11년차 이

상이 각각 33.9%, 25.8%, 40.3%, 가공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우 각각 

54.8%, 22.7%, 22.4%, 신선 및 가공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우는 각각 

40.0%, 13.3%, 4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수출기업 가운데 수출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수출기업은 전체의 34.6%(173개), 수출업무가 영업부서

에 배속된 수출기업은 42.0%(201개), 별도의 수출담당 부서를 운영하지 않

는 수출기업이 25.2%(126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는 설문대상 농식품 수출기업의 주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

체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방식은 위탁생산보다 직

접생산 비중이 2배 이상, 수출방식은 위탁수출보다 직접수출의 비중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산방식과 수출방식을 살펴보면, 신

선농산물 위주로만 수출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생산방식은 위탁생산과 

직접생산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수출방식은 위탁수출에 

비해 직접수출의 비중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만을 수출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우 위탁생산에 비해 직접생산 방식의 비중이 약 4배,

위탁수출에 비해 직접수출 방식의 비중이 약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모두 취급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은 위

탁생산과 직접수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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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설문대상 농식품 수출기업의 특성

단위: 개, %

구분

생산방식 수출방식

직접
생산

위탁
생산

직접 및 
위탁생산

계
직접
수출

위탁
수출

직접 및
위탁수출 

계

전체
318 124 58 500 376 91 33 500

(63.6) (24.8) (11.6) (100.0) (75.2) (18.2) (6.6) (100.0)

수출

품목

신선
57 61 11 129 87 41 1 129

(44.2) (47.3) (8.5) (100.0) (67.4) (31.8) (0.8) (100.0)

가공
259 59 43 361 282 47 32 361

(71.7) (16.3) (11.9) (100.0) (78.1) (13.0) (8.9) (100.0)

신선 및 

가공

2 4 4 10 7 3 0 10

(20.0) (40.0) (40.0) (100.0) (70.0) (30.0) (0.0) (100.0)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업의 유형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품목25, 생산방식, 기업 규모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구분하

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기업의 수출상품 생산방식(직접 또는 위탁)으로 나누

고, 직접생산의 경우 기업 규모(종사자 수) 분포의 분산이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기업 유형을 다시 구분하였다. <표 4-3>은 네 

가지로 구분한 기업유형을 나타낸다. 먼저 신선농산물만 수출하는 기업을 

A 유형(이하 신선농산물 수출기업)으로 구분한다. 나머지 유형은 가공식품

을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로 B1, B2, C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B1과 B2

유형은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종사자 규모에 따라 10인 이하이면 B1 유

형(이하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11인 이상이면 B2 유형(이하 중규

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는 기업 

중 생산을 위탁하거나 상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C 유형(이하 위

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으로 구분한다.

25 기업의 수출품목을 12개 부류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으나, 부류별 표본의 수와 

분석에 사용할 변수의 수를 고려하여 수출품목의 유형은 신선과 가공으로 단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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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농식품 수출기업 유형 구분

        품목(생산) 유형

규모
신선농산물 가공농식품(직접생산) 가공농식품(위탁생산)

종사자 수 10인 이하

(A) 신선농산물만 수출

(NA = 129)

(B1) 가공 직접생산 수출

10인 이하

(NB1 = 120) (C) 가공 위탁생산 수출

(NC = 110)

종사자 수 10인 초과

(B2) 가공 직접생산 수출

11인 이상

(NB2 = 141)

자료: 저자 작성.

1.1.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특성

해외시장 진출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 특성을 해외시장 진출 이유, 신

규시장 개척 시 애로사항, 해외시장 가격책정 방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매출 

및 수익 증대’ 목적이 가장 많았으며 ‘국제경쟁력 확보’, ‘협소한 내수시장 

및 과당경쟁 탈피’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도 위 세 가지 이유가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나 유형에 따른 특징을 나타낸다.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의 

경우 ‘협소한 내수시장 및 과당경쟁 탈피’와 ‘국내시장 위험분산(물량, 가

격)’의 응답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2, C 유형과 

같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의 경우 ‘매출 및 수익증대’를 목표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비중이 높으며, 가공농식품 수출(B1, B2, C) 기업들의 

경우 신선농산물 수출(A) 기업들에 비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

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높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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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농식품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이유

단위: %

구분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시장에
적합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

매출 및 
수익증대

협소한 
내수시장 및 

과당경쟁 탈피

국내시장 
위험분산

(물량, 가격)
기타 계

전체 28.1 16.7 30.4 18.1 4.7 2.0 100.0

유

형

별

A 23.0 14.6 29.7 21.7 8.0 3.1 100.0

B1 30.1 19.2 28.6 17.7 4.4 0.0 100.0

B2 29.6 15.9 31.8 18.0 3.0 1.7 100.0

C 30.4 17.5 31.6 14.0 2.9 3.5 100.0

주 1)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

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2) 1순위와 2순위 중복응답을 고려하여 작성된 결과이다.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어서 기업이 신규시장을 개척할 때에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살펴본다.

설문대상 전체 농식품 수출기업 중 73.4%가 신규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

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신규시장 개척 시 경험

하는 애로사항은 ‘신규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부족’, ‘현지 마케팅 활동’,

‘수출자금확보’, ‘가격 경쟁력’ 순이며, ‘수출물류’와 ‘비관세장벽’ 관련해

서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4-5>.

<표 4-5> 신규시장 개척 시 경험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신규바이어

발굴
시장

정보부족
수출

자금확보
현지

마케팅활동
수출
물류

비관세장벽
가격

경쟁력
기타 계

전체 25.9 25.2 13.2 21.8 4.9 1.1 6.8 1.1 100.0

유

형

별

A 21.2 22.1 13.5 24.0 7.7 0.0 9.6 1.9 100.0

B1 29.6 27.8 18.5 18.5 3.7 0.0 0.0 1.9 100.0

B2 25.0 29.7 9.4 21.9 1.6 4.7 7.8 0.0 100.0

C 34.1 22.7 11.4 20.5 4.6 0.0 6.8 0.0 100.0

주 1)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

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2) 1순위와 2순위 중복응답을 고려하여 작성된 결과이다.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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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볼 때, 신선 수출기업(A)들은 ‘현지 마케팅 활동’, ‘가격경

쟁력’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으며, B1이나 B2 유형

과 같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은 ‘시장정보 부족’ 문제를 

경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C 유형 기업들의 경우 신규시

장 개척 시 ‘신규 바이어 발굴’의 애로사항이 다른 유형이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중 26.6%가 신규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

다.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존시장 집중’과 ‘비관세장벽’이라

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A)에서는 ‘기존시장 

집중’이, 가공(B1, B2, C)에서는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

지하였다. 그 외에는 ‘시장정보 부족’, ‘투자 대비 수익성’,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이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6> 신규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기존시장

집중
시장정보

부족

초기
투자비용

부담

투자
대비

수익성

수출
물량부족

비관세
장벽

기타 계

전체 26.5 18.1 12.3 15.4 1.8 25.7 0.3 100.0

유

형

별

A 38.2 18.2 15.5 12.7 2.7 12.7 0.0 100.0

B1 24.1 19.5 14.9 12.6 2.3 26.4 0.0 100.0

B2 22.8 20.2 8.8 16.7 1.8 29.8 0.0 100.0

C 18.6 14.0 10.5 19.8 0.0 36.1 1.2 100.0

주 1)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

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2) 1순위와 2순위 중복응답을 고려하여 작성된 결과이다.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가격은 수출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출

전략의 중요 변수이다. 기업들의 해외시장 가격책정 방식은 ‘현지시장 경

쟁상품의 가격수준 감안’, ‘원가 및 적정 마진’, ‘현지수요에 따라 조정’,

‘현지수입업체 요구수준 조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 C 유형의 경우 ‘현지시장 경쟁상품 가격수준을 감안’, ‘현지수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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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정’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다. 더불어 C 유형 기업들은 다

른 유형에 비해 전략적으로 가격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1

이나 B2 유형과 같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가 및 

적정 마진’을 다른 유형에 비해 가격 책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A 유형 기업들의 응답 결과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출하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4-7> 농식품 수출기업 해외시장 가격책정
단위: %

구분
원가 및

적정 마진

현지시장 
경쟁상품 

가격수준 감안

현지수요 
조정

현지수입업체 
요구수준 조정

전략적 
가격할인

기타 계

전체 25.9 29.7 19.5 16.4 8.2 0.3 100.0

유

형

별

A 23.2 32.9 21.3 15.7 6.5 0.5 100.0

B1 30.0 29.5 17.0 15.5 8.0 0.0 100.0

B2 28.0 26.2 18.8 18.4 8.7 0.0 100.0

C 21.9 30.6 21.3 15.6 10.0 0.6 100.0

주 1)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

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2) 1순위와 2순위 중복응답을 고려하여 작성된 결과이다.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 농식품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출성과 

다음으로 조사 대상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자사의 국제경쟁력과 수출성

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주력상

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26 수출성과의 경우 주관적 평가와 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6 농식품 수출기업의 주력 수출제품 국제경쟁력, 최근 3개년 수출성과 및 만족도,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과 제품경쟁력에 대한 전망은 리커트 5

점 척도 (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기준으로 조사한 후 100점 환산하였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전략과 성과 81

조사 기업들은 자사의 주력 수출품목의 국제경쟁력을 약 70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 기술, 원가 경쟁력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나,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 

기업(B1)들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표 4-8> 농식품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제경쟁력

전체

품질 2.0 7.2 36.2 43.4 11.2 72.5

원가 1.2 11.8 40.8 37.4 8.8 68.2

기술 2.0 6.0 32.4 46.6 13.0 70.9

유

형

별

A

품질 0.8 4.7 31.8 51.2 11.6 73.6

원가 0.0 10.9 45.7 35.7 7.8 68.1

기술 0.8 7.8 34.9 48.1 8.5 71.2

B1

품질 4.2 9.2 33.3 42.5 10.8 69.3

원가 2.5 10.0 41.7 40.0 5.8 67.3

기술 3.3 10.0 38.3 37.5 10.8 68.5

B2

품질 1.4 4.3 31.9 50.4 12.1 73.5

원가 0.7 12.1 39.7 39.0 8.5 68.5

기술 1.4 5.7 36.9 45.4 10.6 71.6

C

품질 1.8 6.4 32.7 40.9 18.2 73.5

원가 1.8 14.6 35.5 34.6 13.6 68.7

기술 2.7 5.5 34.6 41.8 15.5 72.4

주 1)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

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2) 국제경쟁력은 리커트 5점 척도 (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기준으로 평가한 후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어서 기업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출성과<표 4-9> 및 만족도<표 4-10>

는 약 58점 수준이며, 수출성장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선 수출기업(A)들의 수출성과 평가 및 만족도가 

가공 수출기업(B1, B2, C)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반면 가공 

수출기업들 중 시장점유율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한 기업의 비중이 평균

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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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수출만족도

전체

수출수익률 5.6 23.0 46.6 20.8 4.0 58.9

시장점유율 9.0 24.2 43.6 19.8 3.4 56.9

수출성장률 7.2 19.8 42.0 28.0 3.0 60.0

유

형

별

A

수출수익률 6.2 20.9 45.7 24.8 2.3 59.2

시장점유율 5.4 17.1 48.8 24.8 3.9 60.9

수출성장률 7.0 13.2 40.3 37.2 2.3 63.0

B1

수출수익률 5.8 20.8 47.5 22.5 3.3 59.3

시장점유율 9.2 24.2 45.0 19.2 2.5 56.3

수출성장률 5.8 22.5 45.0 23.3 3.3 59.2

B2

수출수익률 6.4 22.0 44.0 19.9 7.8 60.1

시장점유율 11.4 27.0 39.0 20.6 2.1 55.0

수출성장률 8.5 19.2 42.6 27.0 2.8 59.3

<표 4-9>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성과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수출성과

전체

수출수익률 5.4 21.8 47.6 22.8 2.4 59.0

시장점유율 9.6 24.6 41.2 21.8 2.8 56.7

수출성장률 6.4 21.4 40.8 28.0 3.4 60.1

유

형

별

A

수출수익률 5.4 18.6 48.1 26.4 1.6 60.0

시장점유율 4.7 20.2 42.6 29.5 3.1 61.2

수출성장률 6.2 16.3 36.4 38.8 2.3 62.9

B1

수출수익률 5.8 20.0 46.7 25.0 2.5 59.7

시장점유율 11.7 25.0 41.7 20.0 1.7 55.0

수출성장률 5.8 24.2 40.0 26.7 3.3 59.5

B2

수출수익률 5.7 22.0 44.7 24.1 3.6 59.6

시장점유율 11.4 28.4 36.9 21.3 2.1 54.9

수출성장률 7.8 19.2 43.3 24.8 5.0 60.0

C

수출수익률 4.6 27.3 51.8 14.6 1.8 56.4

시장점유율 10.9 24.6 44.6 15.5 4.6 55.6

수출성장률 5.5 27.3 43.6 20.9 2.7 57.6

주 1)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

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2) 수출성과는 리커트 5점 척도 (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기준으로 평가한 후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0>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만족도 평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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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수출만족도

C

수출수익률 3.6 29.1 50.0 15.5 1.8 56.5

시장점유율 10.0 29.1 41.8 13.6 5.5 55.1

수출성장률 7.3 25.5 40.0 23.6 3.6 58.2

주 1)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

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2) 수출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 (1=매우 낮음, 5=매우 높음) 기준으로 평가한 후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경험

농식품 수출기업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나 만

족도를 평가하고 참여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효과 및 만족도는 리커트 5

점 척도 기준으로 평가한 후 100점으로 환산하고, 참여도는 설문대상 농식

품 수출기업 대비 수출지원사업 참여 수출기업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참여도 조사 결과, 전체와 가공 농식품 

수출기업의 경우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KOTRA 수

출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 지원, 해외

인증 등록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물류비 지원 등은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KOTRA 수출지원사

업, 중소기업청 수출역량강화,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 지원 등은 참여도에 

비해 효과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선농산물 수

출기업의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국제박람회 참가지

원,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등의 순으로 참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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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참여도

단위: %

               유형별 농식품 기업

수출지원사업
전체 A B1 B2 C

①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45.8 36.4 57.5 51.8 36.4

②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3.4 27.1 40.8 41.1 22.7

③ 해외 안테나숍 설치 지원 4.0 1.6 6.7 6.4 0.9

④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11.6 7.8 12.5 14.2 11.8

⑤ K-Food Fair 18.2 12.4 22.5 19.9 18.2

⑥ 해외판촉행사 지원 19.2 24.8 18.3 18.4 14.5

⑦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 육성 5.2 0.8 7.5 9.2 2.7

⑧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4.8 3.1 5.8 7.8 1.8

⑨ 수출통합조직 육성 8.0 20.2 3.3 4.3 3.6

⑩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7.2 20.9 1.7 2.8 2.7

⑪ 수출상품화 지원 15.0 14.7 11.7 20.6 11.8

⑫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5.0 5.4 4.2 6.4 3.6

⑬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1.6 0.8 1.7 2.8 0.9

⑭ 수출물류비 지원 37.4 66.7 28.3 29.1 23.6

⑮ 항공 공동물류 활성화 7.2 10.9 2.5 7.1 8.2

⑯ 해외공동물류센터 1.2 0.8 0.8 2.1 0.9

⑰ 중국 콜드체인 구축 1.0 0.0 1.7 2.1 0.0

⑱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9.4 10.1 9.2 10.6 7.3

⑲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 9.8 5.4 8.3 13.5 11.8

⑳ 수출보험지원 21.8 23.3 23.3 22.0 18.2

㉑ 해외인증 등록지원 32.0 17.1 40.8 44.0 24.5

㉒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9.0 26.4 3.3 2.8 2.7

㉓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9.0 24.8 1.7 5.7 2.7

㉔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5.0 7.8 4.2 5.0 2.7

㉕ 선도유지제 지원 5.2 14.0 0.8 3.5 1.8

㉖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10.0 13.2 10.0 10.6 5.5

㉗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15.6 18.6 18.3 13.5 11.8

㉘ 현지화 지원 15.2 11.6 18.3 19.1 10.9

㉙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중소기업청) 38.0 20.2 37.5 46.8 48.2

㉚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중소기업청) 33.2 17.1 30.0 41.8 44.5

㉛ KOTRA 수출지원사업 42.0 24.0 39.2 51.1 54.5

㉜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48.4 44.2 46.7 54.6 47.3

최대 48.4 66.7 57.5 54.6 54.5

최저 1.0 0.0 0.8 2.1 0.0

주: 참여도는 설문대상 농식품 수출기업 대비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업 수의 비중이다.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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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의 중요도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전체 농식품 수출기업들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1순위 97기업, 1+2순

위 132기업, 1+2+3순위 185기업), 수출물류비 지원(1순위 56기업, 1+2순위 

97기업, 1+2+3순위 153기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순위 31기업, 1+2

순위 77기업, 1+2+3순위 99기업) 등의 순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

<그림 4-1> 수출지원사업 확대 희망 사업 조사 결과 

단위: 기업 수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 농식품 수출기업 CEO의 수출 전문성 평가

CEO의 글로벌 경영에 대한 전문성은 수출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강화하여 수출조직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

판이 될 수 있다. CEO의 수출 전문성은 수출제품의 수출시장성과 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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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기업 

유형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계

수출시장성 이해도　

A 0.0 2.3 25.6 31.0 41.1 100.0

B1 1.7 2.5 38.3 40.8 16.7 100.0

B2 0.7 2.1 30.5 40.4 26.2 100.0

C 0.9 0.9 20.9 41.8 35.5 100.0

수출 업무

A 0.0 4.7 34.9 24.8 35.7 100.0

B1 1.7 12.5 40.8 30.8 14.2 100.0

B2 1.4 4.3 43.3 29.1 22.0 100.0

C 1.8 1.8 29.1 35.5 31.8 100.0

현지시장 이해도

A 1.6 4.7 33.3 25.6 34.9 100.0

B1 5.8 12.5 35.8 35.8 10.0 100.0

B2 2.1 6.4 34.0 34.8 22.7 100.0

C 0.9 3.6 25.5 30.9 39.1 100.0

장에 대한 이해도, 수출업무에 대한 전문성, 견고한 바이어 관계 구축 필요

성 인식과 수출위기 대응 능력으로 구분하여 CEO의 전문성을 평가하였다.

농식품 수출기업 CEO의 전문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전문성 항목에서 

‘잘 알고 있음’ 이상을 응답한 비중은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인 C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C 유형 기업 CEO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신선농산물만 수출하는 기업유형인 A 유형, 직접

생산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B2, B1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수출기업(B1 유형)보다 중규모 수출기업(B2 유형)에서 CEO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들의 경우 수출 전담 기업이기 때

문에 기업의 성공여부는 생산보다는 수출성과에 달려 있다. 따라서 C 유형 

기업 CEO의 수출 전문성은 여타 기업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CEO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B1과 B2 유형 기

업들은 직접 생산하지만 수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포함

되어있어 CEO의 수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농식품 수출기업 CEO의 전문성 평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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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전문성
기업 

유형

전혀 알지 

못함

거의 알지 

못함
보통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계

바이어 관계 유지

A 0.8 6.2 28.7 30.2 34.1 100.0

B1 4.2 5.0 39.2 33.3 18.3 100.0

B2 1.4 7.1 33.3 34.0 24.1 100.0

C 0.9 3.6 20.9 33.6 40.9 100.0

수출 위기 대응 능력

A 0.0 9.3 30.2 26.4 34.1 100.0

B1 5.0 10.0 43.3 32.5 9.2 100.0

B2 1.4 7.8 39.0 31.9 19.9 100.0

C 1.8 0.9 33.6 30.9 32.7 100.0

주: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생

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농식품 기업의 수출전략 분석

2.1. 분석 개요 및 방법

본 절에서는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한

다. Cavusgil and Zou(1994), Shoham(1998), Zou and Stan(1998), Carneiro

et al.(2016) 등은 기업의 수출성과(export performance)에 대해 정리한 대

표적인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수익성,

수출성장률, 수출지속성(생존), 기업의 주관적인 만족도 등을 수출성과로 

볼 수 있다. 이 중 수출집중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나 본 연구는 자

료에 포함된 기업들의 산업분류가 이질적인 점27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표

를 사용한다.28 Cavusgil and Zou(1994), de Matteis et al.(2016) 등에서 사

27 자료에 포함된 기업들의 산업분류는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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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수출액, Wagner(1995), Sterlacchini(2001), Wagner(2006) 등에서 사용

한 수출집중도, Cooper and Kleinschmidt(1985) 등이 사용한 수출증가율,

Fugazza and Molina(2009), Fu and Wu(2014) 등이 사용한 수출지속성을 

수출성과의 지표로 활용한다.

자료는 ‘농식품 수출기업 설문조사’와 aT ‘수출지원사업실적’ 두 가지를 

사용한다. 먼저 설문조사 자료로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다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후, 설문조사와 수출지원사업실적 자료를 결합하여 

기업 수출선 단위의 수출증가율과 수출지속성을 분석한다.

2.2. 유효 수출전략 식별(설문조사)

먼저 설문조사 분석에는 유사최우추정법(Quasi-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식 (15)와 같은 조건부 평균을 추정하였다.

E  (15)

여기서 는 수출성과 지표를 나타내며, 는 설명변수, 는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위 조건부 평균은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함수 을 

선택하여 추정한다. 수출성과의 지표로는 종사자 1인당 농식품 수출액

( ), 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를 사용한다. 수출집중도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프로빗 함수(⋅)를 활용하고, 1인당 수출액

과 수출다변화 지표(수출국가 수)는 음의 값을 가지지 않고 양의 정수 값

을 가지게 되므로 지수 함수(exp⋅)를 활용하였다. Wooldridge(2010:

727-732)와 Santos Silva and Tenreyro(2010)를 따라 일반화선형모델에 강

건공분산행렬을 사용하여 수출집중도는 프로빗 모형을 유사최우추정법

28 Sousa(2004)는 43개의 수출성과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성과지표를 정리하였는

데, 수출집중도를 사용한 연구가 16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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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LE)으로, 수출액과 수출국가는 포아송 QMLE로 추정하였다.29

<표 4-12> 설문조사 분석기업 기초통계량(N=500)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출집중도 0.22 (0.29) 0.00 0.96

1인당 수출액(천 달러) 225.32 (710.92) 0.00 6996.12

수출국가(수) 3.52 (8.78) 0.33 23.33

종사자 수(명) 68.79 (315.87) 1.00 445.50

기업업력(년) 16.73 (13.60) 2.00 73.00

수출업력(년) 9.35 (8.24) 2.00 59.00

수출지원사업참여(수) 5.29 (3.97) 0.00 32.00

자료: 농식품 기업 수출전략 분석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2018.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수출업력은 모든 성과지표와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즉, 수출업력이 증가할수록 수출성과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하

지만 종사자 수(규모)는 수출액 및 수출집중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

을 수 있다. 즉, 규모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수출액 증가에 비해 크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종사자 수가 증가할수록 수출국가 수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이 참여한 정부, 기관, 지자체의 수출지원사업의 개수를 기업의 수출 

적극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참여한 지원사업의 수의 증가는 수출

액과 수출국가 수에 양(+)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수출에 대한 

적극성이 높을수록 1인당 수출액과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30

다음으로 기업의 수출전략이 수출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먼저 종사자 1인당 수출액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효

29 음이항 회귀(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등의 방법은 종속변수의 규모(scale)

에 따라 계수가 변화하며, 포아송 QMLE에 비해 추가적인 가정을 만족하지 않

을 시에 불일치 추정량을 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30 수출지원사업 참여 수는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와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0.05 미만으로 상호 간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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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성과지표 (1) (2) (3)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ln(수출경험) 0.44a 0.38a 0.58a

ln(종사자 수) -0.81a -0.13a 0.15a

수출지원사업 참여(수) 0.05c 0.01 0.04b

s1: 원가 경쟁력제고 -0.45 0.02 -0.37b

s3: 상품 기능성 추구 0.52b 0.06 -0.03

s6: 맞춤형 생산 또는 주문제작 -0.61b 0.07 0.36b

s7: 대표 수출상품(품목)에 집중 -0.10 -0.01 0.34b

s10: 틈새시장 공략 0.20 -0.09 0.24

s13: 한인 교포 타깃 -0.49b -0.18c -0.20

s15: 해외 시장다변화가 중요 -0.30 -0.18c 0.21c

s28: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0.36 -0.14 0.50a

s29: 상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0.70b -0.11 -0.08

s33: 수출시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0.27 0.31a -0.33c

s34: 인증 획득 -0.19 -0.24b -0.06

s35: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대응 체계 구축 -0.48c -0.28a -0.21

과를 미치는 전략은 3(기능성 추구), 38(공동브랜드 활용), 53(안정적 수출

물량 확보), 54(수출보험 가입) 등이었다. 상품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해외 소비시장에서 기능성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또한,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은 시장 인지

도 상승에 따라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물

량 확보, 수출보험 가입, 환율위험 관리 등은 수출액 손실 위험에 직접적으

로 대응하는 전략임에 따라, 수출액 증가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것

은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반면, 6(맞춤 생산), 13(교포 중심), 29(품질

관리 시스템), 35(안전, 위생검사 시스템), 39(시장개척 현지조사), 40(박람

회에서 바이어 확보) 등의 전략은 1인당 수출액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

는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즉, 맞춤 생산이나 교포 중심의 특정 소비자 타깃 

전략은 1인당 수출액 규모 확대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표 4-13> 기업의 수출전략이 농식품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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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종속변수: 성과지표 (1) (2) (3)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s36: 제품정보 현지어표기 0.20 0.19c 0.36a

s38: 공동/연합/국가 브랜드 활용 0.94a 0.29b -0.32

s39: 해외시장 개척 시 직접 현지 조사 수행 -0.73a -0.21c 0.28c

s40: 박람회를 통한 수출상담 및 현지 바이어 확보 -0.69a -0.05 0.08

s43: 자체적인 현지 시장 광고 및 홍보 수행 -0.08 0.12 0.28

s47: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제휴 0.05 0.23b 0.08

s49: 항공운송 활용 0.07 0.28c -0.10

s50: 수출 물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0.18 0.08 -0.15

s53: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0.84a 0.14 0.05

s54: 수출보험 가입 0.58a 0.21b 0.13

s56: 환율 위험관리 0.59b 0.13 0.24

s57: R&D 투자 -0.20 -0.12 0.29b

s62: 중장기 수출 계획 수립 및 관리 0.42 -0.16 -0.12

s65: 수출 전문인력 양성 0.15 -0.29a -0.07

상수항 5.86a -0.99a -1.64a

관측치 488 488 492

주: 표준오차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고, a, b, c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수출집중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전략은 33(모니터링 및 사후관

리), 36(현지어 표기), 38(공동브랜드 활용), 47(현지유통 제휴), 49(항공운

송 활용), 54(수출보험 가입) 등이었다. 즉 상품정보 현지어 표기, 공동브랜

드 활용으로 수입국시장 소비자들의 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유통 제휴

와 항공운송 등의 활용으로 물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지연 등

을 관리할 경우 수출집중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사

후관리와 수출보험을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

이 수출집중도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13(한인 교

포 타깃), 15(해외시장 다변화), 34(인증 획득), 35(안전, 위생검사 시스템),

39(시장개척 현지조사), 65(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의 전략은 수출집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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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관계를 보였다.

수출다변화(수출국가 수) 지표와 양(+)의 관계에 있는 전략은 6(맞춤 생

산), 7(대표품목 집중), 15(시장다변화가 중요), 28(브랜드 전담 부서), 36

(현지어 표기), 39(시장개척 현지조사), 57(R&D 투자) 등이었다. 전반적으

로 상품과 시장에 대한 전략이 수출국가 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의 경우 위생 측면에서 수입국별 선호와 기준이 다양하

다. 따라서 수입국별 수요와 기준을 반영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국가별 기준을 적용,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수출국 

확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1(원가경쟁력 제고), 33(수출시장 모니터

링)은 수출다변화와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기업 샘플 분석 결과, 수출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략과 

성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고, 전략에 따라서는 수출성과에 오히려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수출액과 수출집중

도를 성과 지표로 사용한 경우, 수출위험을 관리하고 상품의 시장인지도 

상승에 초점을 둔 전략이 성과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

출액 손실의 위험 관리 전략들은 수출액 증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

(+)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물류나 유통 관련 전략은 수출집중도 향

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전략, 설비나 시스템 등 비용 부담이 높은 전략, 한인과 같

은 특정 소비자층에 집중하는 전략들은 수출액과 수출집중도 모두에 단기

적으로는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략 선택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액이나 수출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거나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전략들(대표상품에 집중, 브랜드 전담 부

서 운영, 현지조사, R&D 투자 등)이 수출국 확대의 측면에서 보면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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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효 수출전략 식별(설문조사와 수출지원실적 결합)

앞서 활용한 aT 물류비 지원실적 자료를 통해 개별 기업의 각 연도 국가

별·품목별 수출성과를 파악할 수 있지만, 기업의 특성이나 경영전략 등은 

파악할 수 없다. 반면, 농식품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상세한 수출 실적에 대

한 정보의 파악은 어려우나, 수출 관련 의사결정이나 전략, 생산·가공·수출 

등의 공급체인 참여방식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면,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전략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물류

비 지원실적 자료와 설문조사를 연결하여 기업에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심

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05~2017년 물류비 지원실적 자료에서 구체적인 수출실적31이 존재하

는 762개 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을 식별한 결과 총 159개 기업이 

식별되었다. 물류비 실적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연결하기 위해 두 자료의 

형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는 시계열 자료, 후자는 횡단면자료이

므로 지원비 수출실적 자료를 횡단면자료로 전환한다. 전환을 위해 물류비 

지원실적 자료로 기업 수출성과 변수인 기업별 ① 수출지속기간(연수)과 

② 지속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출액증가율을 산출하였다. 다만, 기업의 수

출성과 변수를 하나의 수치로 생성하기보다는 수출시장 권역별로, 그리고 

수출상품 품목군별로 각각 구분하여 두 종류의 표본자료를 구축하였다. 권

역별, 품목군별 자료 구축을 위해 물류비 지원실적 자료의 각 기업의 연도

별 수출선들을 6개 권역과 11개 품목군으로 통합(aggregation)한 다음, 개

별 수출선이 유지된 가장 최근의 기간을 하나로 묶어서 생성했다. 이들 관

찰치 각각을 ‘권역별 연속수출선’과 ‘품목군별 연속수출선’이라고 정의한

다. 두 종류의 개별 연속수출선 관찰치는 해당 기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 )과 ‘수출지속연수(), 평균 수출액( ), 평균 수출단가( ),

수출선 생성(재진입) 횟수( ), 총 수출연수(), 해당 수출선의 첫해 

31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시계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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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2005 2 4 1 3 1 3 4 46 64

2006 3 1 1 1 10 16

2007 4 1 6 1 2 2 6 22

2008 3 1 4 1 1 12 22

2009 4 8 2 2 21 37

2010 7 3 1 2 22 35

2011 12 6 5 1 4 1 38 67

2012 13 2 2 4 4 30 55

2013 5 6 2 11 30 54

2014 8 7 8 31 54

2015 9 11 40 60

2016 42 70 112

2017 72 72

Total 2 7 5 2 7 26 22 22 18 19 27 85 428 670

수출액( ), 평균 수출보조율(), 좌측절단 여부(2005년도 생성 여

부)(), 우측절단 여부(2017년 존재 여부)() 등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연속수출선 관찰치에 159개의 기업들의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연결하여 최종 실증분석 표본을 구축했다. 수출성과 요인변수는 설

문조사에서 확인된 기업의 수출 의사결정과 세부전략들의 선택 여부이다.

<표 4-14>와 <표 4-15>는 권역별 670개 연속수출선 표본과 품목군별 275

개 연속수출선 표본의 생성/중단 연도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4-14> 159개 농식품 기업의 권역별 연속수출선 분포

주: 세로축은 수출선이 생성된 시점, 가로축은 수출선이 중단된 시점을 각각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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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2005 3 2 4 1 1 27 38

2006 1 1 2 7 11

2007 3 1 3 1 1 2 2 13

2008 2 3 4 3 7 19

2009 1 6 1 8 16

2010 11 2 9 22

2011 2 2 2 17 23

2012 6 1 2 1 7 17

2013 1 1 1 9 12

2014 2 1 9 12

2015 8 2 10 20

2016 8 46 54

2017 18 18

Total 3 3 3 4 4 30 8 9 4 5 11 15 176 275

<표 4-15> 159개 농식품 기업의 품목군별 연속수출선 분포

주: 세로축은 수출선이 생성된 시점, 가로축은 수출선이 중단된 시점을 각각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2.3.1. 수출전략과 수출증가

기업이 선택한 수출전략이 수출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식 (16)과 같은 추정방정식을 설정하고 가변수최소자승법(LSDV)

을 적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ln   ln      

 ln        


       
     

(16)

은 기업이 권역 에서 연속적으로 존재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

출액증가율이다. 와 는 각각 기업의 평균 수출액과 평균 수출

단가를 의미한다. 는 기업의 수출선 생성(재진입) 횟수, 는 총 

수출연수, 는 수출액 초기값을 나타낸다. 는 해당 기업이 그 기

간 동안 수급한 수출물류비 지원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값

(평균 수출보조율)이다. 는 해당 수출선이 유지된 기간 동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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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참여한 수출지원사업 참여 개수의 평균값이며, 이차항(
)도 

포함하여 이 변수가 수출성과와 비선형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는 좌측절단더미, 는 우측절단더미를 나타낸다. 부터 

은 기업들의 다양한 수출전략 요인들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설문조사

에서 해당 전략 요인을 선택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은 권역

이나 품목군의 더미변수이며, 는 기업의 더미변수이다.

<표 4-16>의 두 번째 열은 권역별로 통합한 수출선 표본을 대상으로 상

기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이며, 세 번째 열은 품목군별로 통합한 수출선 표

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이다. 두 추정결과에 각 전략 요인들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은 ① 대표 수출상품에 집중, ② 상품 구매 후 수출, ③ 

FTA 특혜관세 활용, ④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이며, 수출증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원가경쟁력 제고, ② 맞춤형 생산(주문 제작),

③ 원재료의 시장구입이나 계약재배, ④ 브랜드·디자인 관련 전담부서 운

영 등이다. 더불어, 품목 및 권역별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는 전

략은 없었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전략과 성과 97

변수
종속변수: 연평균 수출증가율(LSDV)

권역별 통합 수출선 자료 품목군별 통합 수출선 자료
추정치 예측오차 추정치 예측오차

ln(평균수출액) 6.101 4.912 -143.579 272.482
ln(평균수출단가) 20.408 11.636 719.025 515.545
수출선 생성(재진입) 횟수 19.043 27.682 232.185 315.279
총 수출연수 5.614 2.128 45.267 117.342
ln(수출액 초기값) -15.222 3.916 -932.218 338.015
평균 수출보조율 2.406 3.497 29.022 53.828
평균 수출지원사업 참여 수 16.831 17.398 -196.824 235.508
(평균 수출지원사업 참여 수)2 -0.645 0.649 7.265 13.126
좌측절단더미(기준: 2005년) -24.103 24.455 1190.667 968.185
우측절단더미(기준: 2017년) 30.111 4.929 1041.406 506.239
s1: 원가 경쟁력제고 -77.634 20.965 -445.231 410.649
s3: 상품 기능성 추구 -25.122 25.780 -1947.73 1856.071
s6: 맞춤형 생산 또는 주문제작 -1.587 34.143 -1183.100 336.605
s7: 대표 수출상품(품목)에 집중 89.207 43.753 562.408 1104.053
s10: 틈새시장 공략 45.678 42.572 -1474.220 1409.705
s13: 한인 교포 타깃 22.359 55.846 -470.672 820.754
s15: 해외 시장다변화가 중요 8.097 9.588 730.599 876.651
s18: 가공·상품·화물류 등 일부 공정 위탁 -25.616 29.032 462.197 919.513
s19: 수출대행업체에 수출 위탁 -48.791 33.801 672.796 1215.133
s21: 상품구매 후 수출 55.302 18.628 1665.966 1021.887
s23: 원재료 구입(계약재배, 국내외시장) -35.777 12.768 -2043.850 1136.437
s26: 원산지증명, FTA특혜관세 활용 81.465 50.558 1654.660 704.465
s28: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26.367 13.057 -557.786 983.221
s29: 상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65.667 38.388 -888.573 1070.801
s33: 수출시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9.673 36.781 -1463.290 741.594
s34: 인증 획득 10.918 19.643 438.851 954.480
s35: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대응 체계 구축 -28.765 29.662 1005.976 1110.906
s36: 제품정보 현지어표기 -9.280 23.227 446.526 764.864
s38: 공동/연합/국가 브랜드 활용 10.458 23.673 -803.575 1223.235
s40: 박람회를 통한 수출상담, 바이어 확보 -90.393 18.783 169.378 451.502
s43: 자체적인 현지 시장 광고, 홍보 28.107 13.451 -902.765 841.767
s47: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제휴 -5.163 14.543 609.241 674.686
s49: 항공운송 활용 -28.082 35.617 -2909.870 1667.486
s50: 수출 물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14.403 21.431 363.438 821.334
s53: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8.405 24.235 2969.801 1424.333
s54: 수출보험 가입 -8.719 38.102 1343.025 728.197
s56: 환율 위험관리 -35.049 20.561 -606.625 1097.564
s57: R&D 투자 1.890 19.296 2416.073 1557.689
s62: 중장기 수출 계획 수립 및 관리 -84.205 42.594 -436.773 1485.927
s65: 수출 전문인력 양성 0.484 29.715 -2371.31 1367.476

더미변수 권역, 기업 품목군, 기업

설명력 =0.29 =0.70
표본 수 350 210

<표 4-16> 수출증가율과 기업의 수출전략

주: a, b, c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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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출전략과 수출지속성

기업이 선택한 수출전략이 수출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헤크만 2단계 모형(Heckman 2-step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표본에는 2017년 전에 이미 중단된 수출선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

는 수출선이 혼재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수출중단과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다음, 2단계에서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선만을 

대상으로 절단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출지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한다. 1단계 각각의 수술선(  ⋯ )의 수출지속 여부(지속이

면   , 중단이면   )에 대한 선택방정식과 2단계 수출지속연수( )

에 대한 회귀방정식은 식 (17)과 같다.

<1단계>      (17)

<2단계>       
  

여기에서   은 수출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이며,   은 

수출지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은 1단계 추정결과를 

통해 얻은 각 수출선의 편향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인 Inverse Mill’s Ratio

(  


)이다.32 두 오차항들은 각각의 설명변수 벡터와 독립

이고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며,  의 분산( )은 1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의 1단계는 프로빗(probit)으로, 2단계에서

는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는데,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설명변수의 선택

이 중요하다. 즉, 수출중단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수출지속연수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변수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한 1단계 추정결과를 통

해 유도된  ( )을 2단계 추정 시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추정함으로써 표

본선택 편의를 조정한 2단계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앞

32    는 각각 1단계 추정결과에 따른 표준정규확률밀도함수와 표준정규확

률누적밀도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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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출지속성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33

<표 4-17>의 두 번째 열은 권역별로 통합한 수출선 표본을 대상으로 헤

크만 선택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며, 세 번째 열은 품목군별로 통합한 수출

선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이다. 두 추정결과에 각 전략 요인들의 계

수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며, 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수출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한인교포 타깃, ② 

수출전문업체에 수출위탁, ③ 인증(GAP, HACCP, ISO, 유기농, 친환경 

등) 획득, ④ 박람회·전시회 활용 상담 및 바이어 확보, ⑤ 중장기 수출계

획 수립 및 관리이며, 수출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상

품 규격화·균일화 등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② 항공운송 활용, ③ R&D 투

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상반되게 나타난 전략 요인은 없었다.

33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해소하고자 1단계 추정식에는 포함하고 2단계 

추정식에는 제외할 변수로, 평균 수출단가( ), 수출선 생성(재진입) 횟수

( ), 총 수출연수()를 선택했으며, 2단계 추정식에는 포함하되 1단계 

추정식에는 제외한 변수는 평균 수출액( ), 평균 수출지원사업 참여개수

() 및 이 변수의 이차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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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수출지속연수와 기업의 수출전략

변수

종속변수: 수출지속연수(Heckman 2단계 추정모형)

권역별 통합 수출선 자료
1단계(중단 여부)    2단계(지속연수)

품목군별 통합 수출선 자료
1단계(중단 여부)    2단계(지속연수)

추정치 예측오차 추정치 예측오차 추정치 예측오차 추정치 예측오차
ln(평균수출액) 0.806 a 0.076 1.017 a 0.211 
ln(평균수출단가) -0.033 0.056 0.064 0.256 
수출선 생성(재진입) 횟수 -0.160 0.120 -0.808 0.556 
총 수출연수 0.263 a 0.025 0.371 b 0.124 
ln(수출액 초기값) 0.035 0.027 -0.400 a 0.087 0.056 0.118 -0.559 a 0.198 
평균 수출보조율 -0.045 b 0.019 0.061 c 0.032 -0.148 0.113 0.224 a 0.065 
평균 수출지원사업 참여 수 -0.075 0.121 -0.015 0.187 
(평균 수출지원사업 참여 수)2 0.006 0.006 0.004 0.011 
좌측절단더미(기준:2005년) -1.130 a 0.320 6.162 a 0.384 -1.680 1.026 5.995 a 0.595 
s1:원가 경쟁력제고 0.308 0.226 -0.046 0.536 0.766 c 0.463 -1.088 c 0.603 
s3:상품 기능성 추구 -0.126 0.180 0.941 b 0.438 -0.330 0.533 0.503 0.701 
s6:맞춤형 생산 또는 주문제작 0.029 0.230 -0.033 0.422 0.293 0.727 -0.489 0.643 
s7:대표 수출상품(품목)에 집중 0.187 0.204 -0.170 0.446 -0.021 0.598 -0.453 0.552 
s10:틈새시장 공략 -0.446 a 0.144 0.268 0.299 0.033 0.490 -0.322 0.437 
s13:한인 교포 타깃 -0.262 0.205 1.548 a 0.384 -0.533 0.553 0.827 c 0.487 
s15:해외 시장다변화가 중요 0.332 c 0.170 -0.277 0.322 0.316 0.502 -0.530 0.550 
s18:가공·상품·화물류 등 일부 공정 위탁 -0.311 0.205 1.336 a 0.419 -0.441 0.561 0.784 0.616 
s19:수출대행업체에 수출 위탁 -0.533 c 0.272 2.499 a 0.731 -1.527 c 0.902 3.452 a 1.014 
s21:상품구매 후 수출 0.496 b 0.214 -0.651 c 0.346 0.563 0.506 -0.668 0.532 
s23:원재료 구입(계약재배, 국내외시장) 0.029 0.185 0.059 0.435 -0.308 0.635 0.765 0.513 
s26:원산지증명, FTA특혜관세 활용 -0.577 b 0.251 0.834 0.681 -0.630 0.828 0.931 1.019 
s28: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0.418 b 0.200 -0.075 0.436 -0.840 1.146 0.618 0.785 
s29:상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0.280 0.200 -0.991 a 0.353 0.389 0.582 -1.335 b 0.523 
s33:수출시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0.218 0.152 -0.798 b 0.348 -0.108 0.579 -0.362 0.539 
s34:인증 획득 -0.657 a 0.224 1.947 a 0.455 -1.008 0.826 2.116 a 0.616 
s35: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대응 체계 구축 0.144 0.185 -0.370 0.381 0.456 0.613 -0.375 0.623 
s36:제품정보 현지어표기 0.094 0.231 0.229 0.384 0.106 0.625 -0.373 0.557 
s38:공동/연합/국가 브랜드 활용 0.041 0.270 -0.538 0.483 0.702 1.032 -0.504 0.492 
s40:박람회를 통한 수출상담, 바이어 확보 -0.510 b 0.217 1.090 a 0.415 -0.769 0.582 1.697 a 0.615 
s43:자체적인 현지 시장 광고, 홍보 0.141 0.162 0.148 0.287 0.399 0.689 -1.169 b 0.528 
s47: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제휴 0.409 c 0.211 -0.835 b 0.377 0.161 0.626 -0.062 0.573 
s49:항공운송 활용 0.905 a 0.338 -1.550 a 0.434 1.173 1.099 -1.126 c 0.613 
s50:수출 물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0.363 0.223 -0.864 b 0.401 -0.135 0.782 -0.328 0.585 
s53: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0.477 b 0.189 0.776 b 0.371 -0.793 0.729 0.945 0.617 
s54:수출보험 가입 -0.111 0.163 0.277 0.388 0.512 0.633 -0.498 0.427 
s56:환율 위험관리 -0.471 b 0.189 0.474 0.481 -0.030 0.653 -0.104 0.488 
s57:R&D 투자 0.058 0.208 -1.440 a 0.465 0.339 0.882 -1.309 c 0.709 
s62:중장기 수출 계획 수립 및 관리 -0.346 c 0.182 1.047 a 0.395 -0.335 0.739 1.185 b 0.541 
s65:수출 전문인력 양성 0.296 0.194 -0.827 b 0.362 0.032 0.689 0.335 0.581 
 (Inverse Mill’s ratio) -4.307 a 0.360 -4.289a 0.808

더미변수 권역 품목군
설명력 Wald  =2,382 Wald  =744
표본 수 668 (왼쪽 절단: 242) 273 (왼쪽 절단: 99)

= –1.0, =4.3 = –1.0, =4.3

주: a, b, c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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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유형별 유효 수출전략 식별(설문조사)

기업별로 경영활동이나 사업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서도 원료구매, 생산, 가공 및 유통, 마케팅 등에서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량분석 결과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우수기업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해석에 활용

하였다. 우수기업은 수출성과(1인당 농식품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 수출지속성), 국제경쟁력, 기업의 주관적 수출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

여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서술하기에 앞서, 기업유형별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4-18>와 같다. 평균 종사자 수는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

형)이 가장 많으며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 신선농산물 수

출기업(A 유형),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 순이다. 신선농산

물 수출기업과 소규모 직접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전체 평균보다 적다.

평균 기업업력은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이 10.6년으로 가

장 짧고,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과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의 평균 기업업력이 각각 19.8년, 18.5년으로 길었다. 수출 업력은 A

유형이 10.8년으로 가장 길고, B2 유형, C 유형 순이다. B1 유형의 수출 

업력 평균은 5.7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40~50% 정도 낮았다.

종사자 1인당 수출액은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의 경우 평균 약 4

억 원으로 나머지 그룹의 평균에 비해 높았다. 수출국가 수는 중규모 가공

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C, A, B1 유형 

순이다.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의 수출집중도가 높을 것이란 예

상과는 달리,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의 수출집중도가 가장 높았고,

C, B2, B1 유형 순이다. 참여한 수출지원사업의 개수는 B2 유형이 평균 

5.9개로 가장 많고, A, B1, C 유형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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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유형의 기업이 평균적으로 수출연한이 짧고, 수출다변화 지표(수출

국가 수)와 수출집중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인당 수출액은 B2 유형보

다는 높으나 다른 유형에 비해 낮다.

<표 4-18> 기업유형별 기초통계량

A B1 B2 C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수출집중도 0.43 (0.35) 0.09 (0.15) 0.15 (0.22) 0.20 (0.26)

1인당 수출액(천 달러) 570.99 (1142.25) 131.84 (555.32) 38.28 (103.88) 169.22 (503.58)

수출국가(수) 2.83 (3.35) 1.79 (1.71) 4.87 (13.83) 4.50 (9.20)

종사자 수(명) 21.43 (47.09) 5.83 (2.61) 122.24 (390.51) 124.50 (494.39)

기업업력(년) 18.53 (15.05) 10.59 (7.15) 19.82 (13.73) 17.35 (14.98)

수출업력(년) 10.80 (7.10) 5.74 (4.79) 10.62 (9.26) 9.96 (9.88)

수출지원사업참여(수) 5.32 (3.71) 5.19 (3.78) 5.91 (4.73) 4.59 (3.26)

유형 내 기업 수 129 120 141 110

주: A-신선농산물 수출기업, B1-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B2-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C-위탁생

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자료: 저자 작성.

이어서 기업 유형별 분석 결과를 기업별 설문 응답 자료와 기업 면담 내

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출성과 향상에 보다 유효한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3.1.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

신선농산물 수출 기업(A 유형)으로 분류된 기업은 농협(품목 농협), 농

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원예전문생산단지, 신선농산물 전문 무역회사 

등이다. 주요 수출품목류는 과실, 채소, 버섯류이며, 대표 수출품목은 배,

딸기, 파프리카, 새송이 버섯이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전략과 성과 103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 (1) (2) (3)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시장다변화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ln(수출경험) 0.48c 0.46a 0.31a

ln(종사자 수) -0.95a -0.12c 0.17b

수출지원사업 참여(수) 0.07b 0.03 0.02

s1: 원가 경쟁력제고 -0.44 -0.15 -0.14

s3: 상품 기능성 추구 0.62c 0.53b 0.10

s6: 맞춤형 생산 또는 주문제작 -0.39b 0.03 -0.15

s7: 대표 수출상품(품목)에 집중 0.37 0.08 0.55a

s10: 틈새시장 공략 -0.01 -0.02 -0.22

s13: 한인 교포 타깃 -0.41 -0.19 0.23

s15: 해외 시장다변화가 중요 -0.73a -0.61a 0.20

s28: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0.01 -0.08 0.35c

s29: 상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0.24 -0.10 -0.24

s33: 수출시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0.13 0.21 0.16

s34: 인증 획득 0.46 0.19 0.18

s35: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대응 체계 구축 -0.95a -0.58b -0.51b

s36: 제품정보 현지어표기 0.72a 0.19 0.13

s38: 공동/연합/국가 브랜드 활용 0.54c 0.05 -0.29c

s39: 해외시장 개척 시 직접 현지 조사 수행 -0.12 -0.01 0.28c

s40: 박람회를 통한 수출상담 및 현지 바이어 확보 -0.26 -0.09 0.39a

s43: 자체적인 현지 시장 광고 및 홍보 수행 0.01 0.00 0.15

s47: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제휴 -0.04 0.33c 0.05

s49: 항공운송 활용 0.32 0.37 0.42b

s50: 수출 물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0.14 -0.53b -0.67a

s53: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0.25 -0.20 0.16

s54: 수출보험 가입 0.35 0.43b -0.08

s56: 환율 위험관리 0.42 0.58a 0.26

s57: R&D 투자 -0.35 -0.27 -0.06

s62: 중장기 수출 계획 수립 및 관리 0.49c 0.12 -0.09

s65: 수출 전문인력 양성 -0.38 -0.26 0.08

상수항 6.17a -0.88a -0.82b

관측치 124 124 128

주: 표준오차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고, a, b, c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19>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의 성과지표별 전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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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미용 등 기능성을 추구하는 전략은 신선농산물 수출성과(1인당 수

출액, 수출집중도) 향상에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34 기능성이 강조되는 

식품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떠올릴 수 있으나, 분석 결과는 신선농산물 수

출에 있어서도 기능을 강조하는 전략이 기업의 수출성과 향상에 긍정적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능성 강조 전략은 생산단계에서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홍보에 기능성을 강조하는 전략

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35

시장다변화에 집중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수출성과(수출액, 수출집중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

우 국가 단위의 검역협상 타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검역협상은 대부분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검역요건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여 기업이 전략적으로 수출다변화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인 수출성과 향상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기업 면담 결

과, 기업들은 수출다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주력시장에서의 지속성과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 설문 응답 또한 A

유형 기업의 37%가 수출다변화 전략과 주력시장 집중 전략을 동시에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다른 기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우 주력시장을 집중 관리하며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역협상 타결 관련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시장다변화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전, 위생검사 대응체계 구축 전략은 세 가지 수출성과지표 모두와 음(-)의 

상관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 위생검사 대응체계는 선적 전 검사 또

34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35 기능성 문구를 상품에 표기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수출국가별 표시제도와 광고 

규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선농산물 주요 수출지인 일본, 미국 등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 되는 경우 신선농산물의 기능성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기업의 전략과 성과 105

는 수입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인력이나 프로세스를 의미

한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대체로 지정된 단지에서 수출검역요건에 맞추어 생

산·선별된 품목에 한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안전, 위생검사 대응체계 구축

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도출되었다. 이러

한 결과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수출 신선농산물은 위생 

요건 불충족 사유에 따라 통관이 거부될 경우 대부분 전량 폐기에 따른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은 대응 체계 구축과는 별개로 단기적으로 해결

되기 어려운 문제이다.36 즉 사후 대응보다는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단계에서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전략도 수출성과(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와 음(-)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수출

기업(A 유형)들 중 최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전략을 활용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에 비해 높다.37 수출

집중도 변수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을 의미하므로 매출액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값이 작아지게 된다. 또한, 수출국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

우 물류 체계를 단조롭게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업이 콜드체인을 

활용하는 데 발생하는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이 반영되어 

전략과 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와의 관계가 음(-)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

다. 기업 심층조사에 따르면 실제 일부 기업은 저온저장, 냉장·냉동차량 자

체 구비 또는 렌탈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며, 설문결과가 뒷받침하듯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의 경

우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에 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동브랜드(국가, 공동, 연합 브랜드) 활용 전략은 1인당 수출액 향상에

36 설문은 최근 2~3년 동안 취한 전략을 묻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응 체계를 구

축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안전·위생 문제에 따라 수출성과 부진을 경험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회귀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7 A 유형 기업 중 수출물류 콜드체인을 구축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39%

이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92억 원이며, 구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

업의 매출액 평균은 8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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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긍정적이나 수출국가 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동브랜드 활용 시 공동마케팅 효과 및 한류 등에 따른 국가 인지

도 상승에 힘입어 수출액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수출

국가 수는 오히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제한되어 있어 공

동브랜드 활용만으로는 해당 기업 제품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기 어렵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기업 면담 차 방문했던 신선농산물 전문 수

출기업은 K-berry, K-pear 등과 같은 국가 브랜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기업

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이미지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A 유형 기업 중 고유브랜드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55

개)가 공동브랜드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22개)보다 많으며, 공동브랜드를 

이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고유브랜드를 동시에 활용(20개)하고 있다.

3.2.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

B1 유형 기업들은 가공식품 수출기업 중 10인 이하 규모의 기업들이며 

상품을 직접 생산한다.38 주요 수출품목류는 기타가공식품(과일 및 채소의 

즙, 식물성 기름 등), 인삼류, 쌀가공품, 차류 등이다.

분석 결과 틈새시장 집중 전략은 수출성과(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향상에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20>. 틈새시장이란 특정 소비층의 

선호 등에 따른 소비특성(예: 유기농 식품, 유아용 식품 등)을 겨냥한 시장

이라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들 중 틈새시장에 집중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43%)이 대규모 시

장 확보를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23%)보다 높다. 물론 두 가지 

전략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20% 정도 되나, B1 유형 기업 중 상당

수가 틈새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수출하는 상품 모두를 직접 생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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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 (1) (2) (3)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시장다변화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ln(수출경험) -0.47 0.28b 0.59a

ln(종사자 수) -0.94b -0.16 -0.05

수출지원사업 참여(수) 0.17a 0.02c 0.02

s1: 원가 경쟁력제고 0.48 -0.11 0.34c

s3: 상품 기능성 추구 0.80 -0.28 -0.06

s6: 맞춤형 생산 또는 주문제작 -1.48b -0.15 -0.19

s7: 대표 수출상품(품목)에 집중 -0.48 0.03 0.13

s10: 틈새시장 공략 1.12a 0.28c -0.24

s13: 한인 교포 타깃 -0.17 -0.05 -0.36b

s15: 해외 시장다변화가 중요 -0.74b 0.02 0.41a

s28: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0.30 0.32 0.20

s29: 상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2.32b -0.15 0.10

s33: 수출시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0.38 0.45a 0.06

s34: 인증 획득 -0.30 0.09 0.14

s35: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대응 체계 구축 -0.73 0.08 0.02

s36: 제품정보 현지어표기 0.55 0.34b 0.21

s38: 공동/연합/국가 브랜드 활용 -1.67 -0.14 0.15

s39: 해외시장 개척 시 직접 현지 조사 수행 -0.87 -0.05 0.21

s40: 박람회를 통한 수출상담 및 현지 바이어 확보 -1.44a -0.21 -0.32

s43: 자체적인 현지 시장 광고 및 홍보 수행 -1.49b 0.06 0.10

s47: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제휴 -1.13c 0.03 -0.30

s49: 항공운송 활용 -0.03 0.51b 0.33

s50: 수출 물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1.65b -0.61a 0.32

s53: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1.47b 0.37b -0.09

s54: 수출보험 가입 0.28 -0.07 -0.08

s56: 환율 위험관리 1.82b 0.25c -0.22

s57: R&D 투자 0.86b 0.21 -0.07

s62: 중장기 수출 계획 수립 및 관리 1.82a -0.43b 0.06

s65: 수출 전문인력 양성 0.80 -0.46b -0.28

상수항 4.94a -1.95a -0.56c

관측치 117 117 117

주: 표준오차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고, a, b, c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20>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의 성과지표별 전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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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전략은 수출성과(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와 음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콜드체인 구축 전략을 취하지 않는 기

업에서 수출성과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

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들의 주요 수출품목이 상온 운송이 가

능한 품목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B1 유형 기업 중 콜드체인 

구축 전략을 취하지 않는 기업이 80%이며, 콜드체인을 구축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대체로 장류, 김치류, 과일의 즙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다.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 분석 시 언급한 바와 같이, 콜드체인 설

비나 차량 등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

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 볼 수 있다.39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와 환율위험관리는 수출성과(1인당 수출액, 수출집

중도) 향상에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가 작은 B1 유형 기업의 경

우 수출물량 확보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러

한 전략들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수출계획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전략은 1인당 수출액 증가에는 긍

정적인 전략이나 수출집중도 증가에는 부정적인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기업 중에서도 중장기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안정적 기

반하에서 단기적 수출액은 증가시키고 매출액이 큰 경우가 많아 나타난 현

상으로 보인다. 실제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들 중 해당 전

략을 선택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액은 약 3배, 매출액은 약 

8배 정도 더 크고, 수출집중도는 약 2%p 더 낮았다.

시장다변화 추진 전략은 수출성과별로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수출국가 수 확

대에는 유효한 전략이나, 1인당 수출액에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인다. 실제 기업 면담 결과(인삼음료 수출기업), 소규모 기업의 경우 시장다변화

를 추진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 인력 문제 등으로 현재의 주력 수출시장에 집중

39 설문조사 결과 B1 유형 기업 중 콜드체인 구축 전략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

업의 매출액 평균(2015~2017년 평균)은 74,503백만 원,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

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은 4,801백만 원으로 15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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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1보다 규모가 큰 기업인 B2 유

형(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분석 결과와 대조된다. 즉 B1 유형과 같이 소

규모 기업의 경우 시장다변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수출시장

에 집중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출액 증대에는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3.3.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

B2는 B1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로 구성된다. 평균적으로 볼 때 종사자 

수 면에서 B1 유형에 비해 20배 이상 크며, 매출액 측면에서 3.6배 크다.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들은 기타 가공품, 김치류, 인삼류,

차류, 쌀가공품 등을 주로 수출한다.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 분석 결과, 맞춤형, 주문생산 전

략은 수출성과(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4-21>. 이와 같은 결과는 소규모인 B1 유형 분석 결과와

는 대조적이다.40 맞춤형, 주문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반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물량이 확보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소규모 기업에게는 

전략적인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반면 규모화된 B2 유형 기업의 경우 상대

적으로 제조에서부터 포장단계까지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와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문 물량도 기업이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

는 적정 수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맞춤형 주문제작 상품 수출전

략이 수출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틈새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은 수출성과(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에는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1 유형(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분석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실제 기업 면담 결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40 소규모 기업(B1)에서는 맞춤형 주문생산 전략은 수출성과와의 관계가 부정적(1

인당 수출액)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전략(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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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 (1) (2) (3)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시장다변화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ln(수출경험) 0.61b 0.22c 0.49a

ln(종사자 수) -0.70c -0.25b 0.22b

수출지원사업 참여(수) 0.04 -0.01 0.01

s1: 원가 경쟁력제고 -0.28 0.15 -0.65a

s3: 상품 기능성 추구 0.67 -0.17 0.36

s6: 맞춤형 생산 또는 주문제작 -0.01 0.56a 1.29a

s7: 대표 수출상품(품목)에 집중 -0.21 -0.45b -0.13

s10: 틈새시장 공략 -0.74b -0.30b 0.17

s13: 한인 교포 타깃 -0.65 -0.34b -0.21

s15: 해외 시장다변화가 중요 1.12a -0.01 -0.03

s28: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0.77 -0.08 0.11

s29: 상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0.05 -0.09 -0.05

s33: 수출시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1.20c 0.70a -0.06

s34: 인증 획득 1.15 -0.81 -0.91b

s35: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대응 체계 구축 -1.21b -0.32 0.08

s36: 제품정보 현지어표기 0.35 0.59a 0.33

s38: 공동/연합/국가 브랜드 활용 0.70 -0.38 -0.95a

s39: 해외시장 개척 시 직접 현지 조사 수행 -1.17b -0.40c 0.67b

s40: 박람회를 통한 수출상담 및 현지 바이어 확보 0.33 0.14 -0.12

s43: 자체적인 현지 시장 광고 및 홍보 수행 0.46 0.23 0.59a

s47: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제휴 0.27 0.46b 0.48b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면담 기업(탁주 수출)은 

중국의 젊은 소비층을 겨냥하여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홍보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볼 때 큰 이익이 창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

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 달성 측면에서 B2 유형(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

기업) 기업들의 경우, 특정 소비층보다는 넓은 소비시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수출성과 향상에 보다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규모 시장 확보를 우선시하면서도 저변 확

대의 차원에서 틈새시장 공략 또한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1>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의 성과지표별 전략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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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 (1) (2) (3)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시장다변화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s49: 항공운송 활용 -0.24 -0.20 -0.85a

s50: 수출 물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0.57 0.21 -0.14

s53: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0.03 0.02 -0.10

s54: 수출보험 가입 0.22 0.19 0.31

s56: 환율 위험관리 -0.32 0.22 0.37c

s57: R&D 투자 1.44b -0.04 0.71a

s62: 중장기 수출 계획 수립 및 관리 -0.72c -0.13 -0.17

s65: 수출 전문인력 양성 0.23 -0.34 -0.37

상수항 1.46 -0.11 -1.55b

관측치 138 138 138

주: 표준오차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고, a, b, c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시장개척 현지조사 전략은 수출국가 수 확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기업 면담 결과, 직접 현지조사 할 경우 다변화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일정기간 수출적응기를 거친 후에는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 

및 기존 시장과 계약을 관리하는 데 중요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사후관리 전략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전략은 단기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앞선 현지조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품목, 시

장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면담조사에서도 수출시장 정보 등을 모니

터링하는 것은 수출품목 선정 시 혹은 갑작스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대응

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의 경우 R&D 투자가 1인당 수출

액과 수출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에서와는 달리, 중규모 기업들에서는 신품목 



112 농식품 수출기업의 전략과 성과

개발이나 맞춤 생산 등에 대한 투자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빠르게 국

가 수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4.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

C 유형 기업은 위탁생산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수출 상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생산하는 경우, 상품을 구매하여 전문적으로 수

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C 유형에는 전문 무역업

체와 중견 식품기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으며, 종사자 수나 매출액 규모에 

있어서도 대체로 규모화된 기업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C 유형 기업

들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타 가공식품, 인삼류, 차류 등이다.

<표 4-22>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의 성과지표별 전략 요인

위탕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 (1) (2) (3)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시장다변화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ln(수출경험) 0.26 0.46a 0.55a

ln(종사자 수) -0.62a -0.11b 0.10c

수출지원사업 참여(수) 0.03 0.02 0.06b

s1: 원가 경쟁력제고 -0.03 0.04 -0.13

s3: 상품 기능성 추구 -0.29 0.64a -0.32

s6: 맞춤형 생산 또는 주문제작 -0.58 0.22 0.05

s7: 대표 수출상품(품목)에 집중 -0.33 -0.02 0.73a

s10: 틈새시장 공략 0.42 0.15 0.24

s13: 한인 교포 타깃 -0.86a -0.15 -0.55a

s15: 해외 시장다변화가 중요 0.26 -0.27 0.39c

s28: 브랜드 전담부서 운영 1.54a -0.13 0.70a

s29: 상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1.51a -0.14 -0.23

s33: 수출시장 모니터링 사후관리 0.52 -0.05 -0.92a

s34: 인증 획득 -0.09 -0.45c 0.65c

s35: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대응 체계 구축 -0.85b -0.90a -0.12

s36: 제품정보 현지어표기 0.81b 0.14 0.79a



농식품 수출기업의 전략과 성과 113

(계속)

위탕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 (1) (2) (3)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시장다변화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s38: 공동/연합/국가 브랜드 활용 -0.37 0.08 -0.53

s39: 해외시장 개척 시 직접 현지 조사 수행 0.02 -0.28 0.27

s40: 박람회를 통한 수출상담 및 현지 바이어 확보 -1.33a 0.48b 0.34

s43: 자체적인 현지 시장 광고 및 홍보 수행 -0.03 0.52b 0.82a

s47: 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제휴 0.85a 0.39b 0.15

s49: 항공운송 활용 -0.42 0.32 0.03

s50: 수출 물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0.76 0.13 -0.11

s53: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 0.61 0.11 -0.14

s54: 수출보험 가입 0.27 0.48b -0.05

s56: 환율 위험관리 -0.87b 0.06 -0.01

s57: R&D 투자 -0.78 -0.35c 0.41b

s62: 중장기 수출 계획 수립 및 관리 -0.54 -0.23 -0.33b

s65: 수출 전문인력 양성 0.77c -0.39b -0.27

상수항 6.43a -1.36a -2.09a

관측치 109 109 109

주: 표준오차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고, a, b, c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의 경우 틈새시장을 공략하거나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은 수출성과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C 유형 기업의 경우 특정 시장만을 겨냥

하는 전략보다는 대규모 시장과 소비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출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수출성과 향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브랜드·이미지 관련 전담부서 운영의 경우 1인당 수출액과 수출국가 수 

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면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편이며,41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41 설문 조사 응답 결과, C 유형기업 중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업

들은 약 17%로 낮은 편이나, 이들 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전담부서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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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높고 분업화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상품 홍보에 효과적인 브랜드/이미지 개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

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미지 

전담 부서 운영 전략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자체 현지 홍보는 수출집중도와 수출국가 수 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

석되었고, 현지 유통/제휴 전략 또한 1인당 수출액과 수출집중도에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마케팅을 주로 사용하거나 바이어에게 의존하기

보다 직접 상품을 홍보하고 직거래 등을 통한 거래처 관리가 위탁생산 가

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에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인터뷰 

과정에서 현지유통 연계/제휴 전략은 직접 관리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수출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출전문인력 양성 전략은 1인당 수출액과는 양(+), 수출집중도와는 음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전문인력 양성은 전문인력을 고

용하거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C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응답한 기업

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42 수출전문인력 양성 전략이 1인당 수출액 증대에 

효과적인 것은 고무적인 분석 결과라 생각된다. 인적역량 강화 전략은 보

통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나, C 유형(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전략이 단기적인 수출액 증대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출집중도와 음의 관계가 도출된 점은 수출집중도 변수가 

매출액 대비 수출액으로 계산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평균에 비해 5배 많아 규모가 큰 기업에서 취

한 전략임을 확인 할 수 있다(74개:369개).
42 A, B1, B2, C 유형 순서대로 해당 전략을 선택한 비중은 29%, 33%, 40%, 4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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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가.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우 국가 간 검역협상 타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가능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에 따라 일부 전략은 신선농

산물 수출향상에 유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의 기능성 강

조, 현지어 표기 준수, 현지 유통 제휴, 수출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수출액

과 수출집중도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극

적인 시장조사와 바이어 확보를 위한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

출국가 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출국가 수 확

대 계획이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기업들은 적극적인 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들은 신규시장을 고려하기보다 기존시장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체 평균에 비해 현지 마케팅, 수출

물류, 가격경쟁력 등을 신규 시장 개척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

았다. 품질에서의 국제경쟁력은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가격책정 시 경

쟁업체의 가격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국내출하가격이 일정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경쟁력은 가격을 중

심으로 결정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 성과에 대한 만

족도는 수익률, 점유율, 성장률 면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지 마케팅과 물류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시장개척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수출물류비, 수출보

험, 해외판촉행사, KATI 정보활용, FTA 특혜관세 활용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으나, 지자체, 국제박람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인

증 등록, KOTRA,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는 낮은 편이

었다. 따라서 해외 규격인증이나 수출 위험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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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도를 독려하는 정책이 수출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수출보험, 해외판촉 등의 행사는 참여도가 높은 편이므로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수출지원의 효율화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향후 참여도가 높은 지원사업인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 단기적

으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지원정책의 내실화와 

더불어 현지 마케팅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속성 측면에서 수출보조비율이 높은 기업의 중단 확

률이 높아지는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경쟁력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 수출이나 신시장 개척에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다.

나.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과 B2 유형)

B1과 B2 유형은 가공 직접 생산 수출기업을 종사자 규모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그룹 간 평균적인 규모의 차이는 기업업력과 같은 기업의 수출경

험 차이나 매출액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 잠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있으나, 규모에 따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차이를 보인다.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

출기업(B1 유형)들의 경우 틈새시장과 같은 잠재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주

력 수출시장에 집중하고, 수출물량,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수출 안정화를 추

구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출성과 향

상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들의 경우 틈새시장보다는 대규모 소비 시장을 지향, 시장다변화를 

추구하고 R&D 투자 전략 등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성과 지표로 수출국가 수를 사용한 경우, 분석 결과가 상이한 

것이 특징적이다. B1 유형 기업(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들의 경우 B2 기업(중

규모 가공농식품 수출)에 비해 전략들과 수출국가 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기업이 수출국가 수 확대를 목표로 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될 때에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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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과 B2 유형의 기업은 신규시장 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시장정보 부족

과 비관세장벽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다. 초기투자 

비용이나 수출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B1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과 B2 유형에서는 수출가격을 원가와 적정 

마진을 통해 책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지 가격수준이나 요구수준

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과 기술의 국제경쟁

력은 전체 평균에 비해 B1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고, B2

기업에서는 높다고 평가하였다. B1과 B2 기업에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수

익률이 전반적으로 높고,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

다. 따라서 B1과 B2 유형의 기업이 신규 시장진출 모색 시 시장 및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한, B1 유형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이 선행된다면 신규시장 개

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출에 대한 수익률보다는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지원 또한 수출 확대에 유효할 것이라 판단

된다.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들은 지자체, 국제박람회, 해외인

증 등록 등의 수출지원사업 참여도가 평균에 비해 높았다. 반면 중규모 가

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들은 대부분의 수출지원사업 참여도가 평균 

이상이었으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참여도는 B1에 비해 다소 낮았다. B2

유형의 경우 대규모시장에 진출하여 규모의 경제와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통해 수출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2 유형에는 기존 정책

의 내실화를 통한 꾸준한 지원이 농식품 산업 전체의 안정적 수출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1 유형의 경우는 소규모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수출확대에 

유효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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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의 기업들에 비

해 마케팅 집중 및 수출 업무 전문화가 가능한 기업이라 볼 수 있다. 정량

분석 결과, 이미지 관련 전담부서 운영, 자체 현지 홍보, 현지유통 연계/제

휴 전략,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미지 전담부서,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이 인

력과 비용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워 다른 유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

지 않던 전략들의 효과가 관찰된 것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C 유형의 기업들은 신규시장 개척 시 신규바이어 발굴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응답 비중이 높고, 비관세장벽 문제 때문에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해외시장 가격책정은 현지시장을 감안하여 책정한

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 품질, 원가, 기술 등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응답

하였다. 다만 수익률, 점유율, 성장률 등에 대한 수출성과나 만족도에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 유형의 경우 수출 경쟁

력은 높으나, 비관세장벽 등의 외부요소로 인해 신규 시장 개척에 적극적

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들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KOTRA, 중소기업청, 항공 공동물류 등의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C 유형 기업들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

목을 수출입하면서 마케팅과 현지 유통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들이 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서는 경쟁력을 가진 C 유형의 기업들이 보다 농식품 교역에 대해 집중도

를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진입장벽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

고, 비관세조치와 같은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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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의 확산으로 농식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또한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새로운 시장개척

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가치사슬 진입과 활용이라는 측

면에서 농식품 수출의 정책적 중요도는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계에서

도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지만, 새로운 무역이론의 핵심인 

수출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에 관한 국내 농식품 분야의 이론적·실증적 연

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수출주체인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수출성과에 유효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

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성과별 전략요인, 농식품 기업 유

형별 유효한 수출전략의 특징을 파악하고,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식품 기업의 특성 및 전략, 그리고 

내·외부 환경변화가 수출에 대한 의사결정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연구 방법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계량경제 분석, 설문/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출 및 수출성과 결정 요인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배경을 조망하고 농식품 

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농식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업활동조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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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aT의 수출지원사업 실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 및 외부 

환경변화가 수출 결정과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

다. 농식품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유형별 수출전략과 수출성과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과 자료조사,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정성적 보완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모형 및 설문조사 문항 

설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우수 사례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 농식품 수출기업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증가 추세이며 수출대상국도 다양해지고 있

다. 수출대상국은 2008년에 비해 국가 수 기준 약 14% 확대되었으며, 음료 

및 기타조제농산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음식료품(식료품, 음

료) 제조업 수출기업 수는 2010년 대비 약 29%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11% 정도 증가하였다.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수출기업 중 94.1%가 중

소기업이며, 해당 산업 수출액의 25%를 차지한다. 제조업 평균에 비해 중

소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높은 편이나 기업당 수출액은 낮은 편이다. 음식

료품 기업들 중 수출집중도가 낮은 기업들의 수출액 비중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높고 수출집중도가 높은 기업들의 수출액 비중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 EU, 동남아 국가로의 음식료품 수출이 확대되어 일본

에 대한 음식료품 수출의존도가 2010년도에 비해 완화되었다. 수출 국가와 

수출품목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국가마

다 차이를 보인다. 일본으로의 상위 수출품목은 지속적으로 김치, 파프리

카, 백합 등이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으로의 상위 수출품목은 홍삼에서 유

자차, 기타낙농품 등으로 변화하였다. 대만으로는 홍삼, 배 등, 미국으로 

배, 팽이버섯 등, 베트남으로 냉동닭, 조제분유 등, 홍콩으로 딸기, 홍삼, 유

자차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의 수출대상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일본,

중국, 미국 등은 지속적인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하지만 중동(아랍에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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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 및 동남아(베트남 등)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일본시장

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등, 수출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상대국에 따라 상이하지만 국가별로 수출 비

중이 높은 품목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특정 품목에 집중하는 전략은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국의 변화된 환경에 따라 대

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출품목 다양화를 통한 리스

크 분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적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국가를 확

대하는 수출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품목의 종류를 확대하는 수출다양화 전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 기업의 수출활동 요인: 수출 진입과 지속

통계청의 마이크로 패널데이터인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여 2006~2016

년 자료로 농식품 산업과 농식품 제외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

다. 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였으며, 분포의 격차를 

검정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내수기업에 비해 전반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출기업과 국내기업 간 생산성 증가

율 차이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전기의 수출 여부(수출의 매몰비용) 및 생산성(총

요소생산성)은 농식품 및 제조업 기업 모두에서 수출 결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인 규모(종사자 수), 경험(기업업

력) 또한 수출 결정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실증 분석

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외부성의 영향은 산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만 외부성의 긍정적인 집적효과(인프라, 물류, 노하우 등)가 경합효과보다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5-1>.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새로운 무역이론의 생

산성과 고정비용에 따라 기업의 수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자기선택 가설

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수출학습 가설을 검증한 결과, 우리

나라 제조업 및 식품산업에서는 수출학습 가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음으로 산업 간 기업특성이 수출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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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존함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식품기업의 경우 중간 규모(100~300

명)의 기업이 다른 규모 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구간에서 지속률이 높았고,

300명 이상 규모의 식품기업인 경우 수출 시작 지속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제조업(식품 제외) 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규모 기업의 지속

률이 거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이 수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Cox 비례위험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식품기업은 기업업력과 지역내 동산업 비중이, 제조업 기업은 기업

업력, 종업원 수, 생산성, 지역외 동산업, 지역내 동산업 비중 등이 수출시

장 이탈의 위험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즉, 설립한 지 오

래된 기업일수록 수출중단 위험이 낮아지며, 지역내 동산업 비중 증가는 

지역내 수출인프라, 정보 등 긍정적 외부성으로 인해 수출을 지속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식품기업의 경우 규모, 생

산성, 지역외동산업 비중 등이 수출중단 확률을 낮추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1> 농식품 기업의 수출 진입과 지속

산업
총요소
생산성

노동
생산성

전기
수출 여부

기업
업력 규모

지역외
동산업
비중

지역내
타산업
비중

지역내
동산업
비중

수출 여부
식품 O O O O

제조업(식품 제외) O O O O O O O

수출지속
식품 O O

제조업(식품 제외) O O O O O O

주: O는 해당 변수의 증가가 수출 여부나 수출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기업의 생산성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역량을 대리하는 변

수인 만큼, 장기적인 농식품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의 외연만

을 확장하기보다 차별성을 갖춘 농식품 기업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는 산

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농

식품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산성 높은 기업들의 

수출시장 진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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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기업의 수출활동 요인: 수출선 지속성

2005~2017년까지의 aT의 수출사업지원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기업-품목,

기업-국가 단위의 수출지속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신규 농식품 수출

선 중 25%는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이며, 50%는 5년차 이내에 중단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선을 지속하는 기업들이 농식품 수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을 권역별 수출실적이 많은 6개 권역

(① 중국, ② 일본, ③ 동남아, ④ 미국, ⑤ EU, ⑥ 기타)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을 때, 일본시장 수출지속성이 가장 높고, 동남아시장 수출지속성이 

가장 낮았다. 11개 품목 부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김치류의 수출지속

성이 가장 높았고, 과실류, 곡류와 쌀가공품, 기타가공품은 수출지속연수가 

짧은 편이었다.

<표 5-2> 수출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공

여부

수입국

GDP

수입국

환율변화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수출선내

한국기업 수

상대수출

가격비

수출

보조율

첫해

수출액

농식품 전체 O O X O O X X O

권

역

별

중국 O O O X O

일본 O O X O

동남아 O X O X O

미국 X X O X X O

EU X O O

기타 O O O O O

품

목

별

차류 O O O O

인삼류 O O X O O X O

과실류 X O X X O

채소류 O O O O O

화훼류 O O X O

김치류 O O

축산물 O X O O O O O

전통주 O X O O X X O

주: O는 해당변수의 증가가 수출선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X는 해당변수의 증가가 수출선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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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출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품목다

양화를 추진하면 수출선 중단확률이 증가하지만, 시장다변화를 추진하면 

수출선 지속확률이 증가했다. 동일 수출선의 존재는 집적효과로 작용하여 

수출지속 확률이 증가하고, 상대수출가격이 높을수록, 수출보조율이 높을

수록 수출선 중단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2> 전체).

권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는 환율 상승이 수출지속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시장에서 동일 수출선의 존재는 수출중단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보조율이 높을수록 수출지속 확률이 

높아졌다. 품목별 분석 결과, 채소류는 품목다변화가 수출지속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축산물에서는 상대수출가격이 높을수록 수출지속 확률

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2> 권역별 및 품목별).

□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전략 분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전략과 수출성과(1인당 수

출액, 수출집중도, 수출다변화)와의 관계 및 유효한 수출전략을 분석하였

다(<표 5-3> 전체 열의 E, P, D열 참조). 전체 기업 샘플 분석 결과, 수출

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략과 성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고,

전략에 따라서는 수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

출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수출액과 수출성과를 지표로 사용한 경우, 수

출위험을 관리하고 상품의 시장인지도 상승에 초점을 둔 전략이 성과 향상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류나 유통과 관련된 전략은 수출집

중도 향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전략, 설비나 시스템 등 비용 부담이 높은 전략,

한인교포와 같은 특정 소비자층에 집중하는 전략들은 수출액이나 수출집

중도에는 단기적으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액

이나 수출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전략들(대표상품에 집중, 브랜드 전담 부서 운영, 현지조사,

R&D 투자 등)이 수출국 확대의 측면에서는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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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략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수출지원 실적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연결하였다. 수출지원 실

적자료로 기업 단위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권역별 연속수출선’과 ‘품목군

별 연속수출선’으로 정의한 관측치를 생성하였고, 각 관측치는 수출지속연

수, 수출단가, 수출보조율 등의 변수를 가진다. 수출지원 실적자료에 존재

하는 기업과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159개 기업이 일치하며 이들 기업의 

자료를 연결한다. 권역과 품목별 자료를 별도로 통합하여 두 개의 패널데

이터 세트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새롭게 구축한 수출선 자료로 기업의 수출전략이 수출증대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권역별, 품목별 수출선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은 ① 대표 수출상품에 집중, ② 상품 구매 후 수출, ③ 

FTA 특혜관세 활용, ④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증

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원가경쟁력 제고, ② 맞춤형 생산

(주문 제작), ③ 원재료의 시장구입이나 계약재배, ④ 브랜드·디자인 관련 

전담부서 운영 등이다(<표 5-3> 전체 열의 G열 참조).

기업의 수출전략이 수출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기 위해 

헤크만 2단계 모형을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 수출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① 한인교포 타깃, ② 수출전문업체에 수출위탁, ③ 인증

(GAP, HACCP, ISO, 유기농, 친환경 등) 획득, ④ 박람회·전시회 활용 상

담 및 바이어 확보, ⑤ 중장기 수출계획 수립 및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① 상품 규격화·균일화 등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② 항공운송 활용,

③ R&D 투자 등은 수출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표 5-3> 전체 열의 S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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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기업 특성 및 수출전략과 수출성과

유형 전체 A 유형 B1 유형 B2 유형 C 유형

             수출성과

특성, 수출전략
E P D G S E P D E P D E P D E P D

수출경험 O O O O O O O O O O O O O

규모 O O O

수출적극성 O O O O O O

s01: 원가경쟁력 제고 O

s03: 기능성 추구 O O O O

s06: 맞춤형, 주문 생산 O O O

s07: 대표품목 집중 O O O

s10: 틈새시장 집중 O O

s13: 한인 교포 타깃 O

s15: 시장 다변화 중요 O O O

s28: 이미지 관련 전담부서 O O O O

s33: 모니터링, 사후관리 O O O O

s34: 인증 획득 O O

s36: 현지어 표기 O O O O O O

s38: 공동 브랜드 활용 O O O

s39: 시장개척 현지조사 O O

s40: 박람회 바이어 확보 O O O

s43: 자체 현지 홍보 O O O O

s47: 현지 유통 연계/제휴 O O O O O O

s49: 항공 운송 활용 O

s53: 안정적 수출물량 O O O O O

s54: 수출보험 가입 O O O O

s56: 환율 위험 관리 O O O O O

s57: R&D 투자 O O O O

s62: 중장기 수출계획 관리 O O O

s65: 수출전문인력 양성 O

주: O는 해당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양(+)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성과 E, P, D, G, S는 

각각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다변화(수출국가 수), 수출증가율, 수출지속연수를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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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기업의 유형별 수출전략

농식품 수출기업의 유형에 따라 유효한 수출전략이 무엇인지 식별하기 

위해 ① 신선 수출기업(A 유형), ②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

③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 ④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

업(C 유형) 등 네 가지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업유형별 수출성과에 

유효한 전략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출성과는 전체 기업 분석에서

와 동일하게 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수출국가 수로 살펴보았다(<표 

5-3> 기업 유형별 분석 결과 참조). 또한, 설문응답 결과와 기업 사례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정량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신선 수출기업(A 유형)에는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원예전

문생산단지, 신선농산물 전문 무역회사 등이 포함된다. 신선 농산물 수출

은 국가 간 검역협상 타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가능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일부 전략은 수출성

과 향상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의 기능성 강조, 주

력시장 집중, 검역 요건을 준수한 생산 관리, 공동브랜드 활용, 현지 유통 

제휴, 수출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수출성과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국가 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수출 가능 국

가(시장)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바이어 확보와 기업 고유의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극적인 시장조사와 바이어 확보, 공동 

브랜드에 더불어 자체 브랜드를 활용하는 전략 활용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은 종사자 수가 10인 이하인 기업

들로 구성되며 직접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기타 가공

품, 인삼류, 쌀가공품, 차류 등이다. 이들 기업에서는 틈새시장과 같은 잠

재시장을 중심으로 현재 주력 수출시장에 집중하고, 수출물량,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수출 안정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수출성과(1인당 수출액, 수출집중도 등) 향상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B1 유형 기업들의 경우 수출국가 수 확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출전략이 규모가 더 큰 B2 유형 기업(중규모 가공)에 비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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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수출전략이 시장다변화보다는 수출액이나 수출

집중도와 같이 매출액 또는 수출강도 향상에 보다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시장다변화를 추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분석 결과에 따르면 B1 유형 기업과 같이 소규모 기업의 

경우 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의 전략적 활동만으로는 수출국가 수 확대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은 B1 유형과 같이 가공식품을 직

접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규모가 11인 이상인 기업들로 구성된다. 주요 수

출품목은 기타 가공식품, 김치류, 인삼류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에

는 맞춤형 상품 생산, 틈새시장보다는 대규모 소비시장을 지향, 수출시장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현지 유통업체와의 제휴, R&D 투자 등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기업별로 전략 

추진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업별 수출 역량과 목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들은 수출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위탁 생산하는 경우, 상품을 구매하여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C 유형에는 전문 무역업체와 중견 식품기

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으며, 종사자 수나 매출액 규모에 있어서도 대체로 

규모화된 기업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업에는 틈새시장이나 

한인마켓과 같이 특정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보다는 대규모 시장에 집중하

는 것이 수출성과 향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지 관련 전담

부서 운영, 자체 현지 홍보, 현지유통 연계/제휴 전략, 수출전문인력 양성 

전략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지 전담부서 운영

이나 수출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기업이 규모화, 전문화되지 않을 경우 추

진하기 어려운 전략들의 효과가 관찰된 것이 특징적이다.

□ 농식품 기업의 유형별 정책방향

신선농산물 수출기업(A 유형)의 경우 상품의 기능성 강조, 현지어 표기 

준수, 현지 유통 제휴, 수출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수출액과 수출집중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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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출국가 수 확대 계획

에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기업들은 적극적인 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여건을 충족하고, 현지 마

케팅이나 물류를 충족한다면 시장개척 확대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 지원,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해외 규격인증이

나 수출 위험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독려하는 정책이 

수출성과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수출보험, 해외판

촉 등의 행사는 참여도가 높은 편이므로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수출지

원의 효율화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B1과 B2 유형은 가공 농식품 수출기업을 종사자 규모에 따라 구분하였

다. 소규모 가공농식품 수출기업(B1 유형)의 경우 틈새시장과 같은 잠재시

장을 중심으로 현재 주력 수출시장에 집중하고, 수출물량,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수출 안정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수출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출성과 향상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규모 가

공농식품 수출기업(B2 유형)은 틈새시장보다는 대규모 소비 시장을 지향,

시장다변화를 추구하고 R&D 투자 전략 등이 수출성과 향상에 유효한 것

으로 보인다. B1과 B2 유형의 기업에서는 시장 및 비관세조치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B1 유형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이 선행된다면 신규시장 개척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1 유형의 경우는 소규모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

표로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수출확대에 유효하다 

할 수 있으며, B2 유형에는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한 꾸준한 지원이 농

식품 산업 전체의 안정적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탁생산 가공농식품 수출기업(C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마케팅 집중 및 수출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다.

특히 C 유형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인 이미지 전담부서, 수출전문인력 양

성 등의 전략들은 다른 유형에서는 인력과 비용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전략들인 것으로 보인다. C 유형의 경우 수출 경쟁력은 높으나, 비관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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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등의 외부요소로 인해 적극적인 신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므로, 무역협상 등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통해 C 유형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 산업의 전반적 수출확대

를 위해서는 C 유형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농식품 수출의 집중

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 전반의 생

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에 더불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시장 공동

마케팅 및 물류인프라 활용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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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식품 수출기업 사전 면담

n 기업 1

조사 항목 조사 내용

기업분류 도매 및 소매업

수출품목 파프리카

기업특성

- 직원 수: 생산직(70명), 관리직(17명)

- 내수 대비 수출비중이 50~60%임. 가격 움직임에 따라 내수와 수출 관리하나 시장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자 함.

- 직접수출

기업전략

품질관리, 

신뢰성/인증

- 품종 품질 개선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시도(2017년 연구개발부를 신설하여 재배

기술 연구, 품종개발 시도)

- 농가 단위(ID) 생산물량을 농산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수거 후 기업 자체 선별장에서 

규격별로 분류, 포장함. 

- 일본 수출 상품은 국제 GAP은 취득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GAP 인증만으로도 

품질을 인정받음. 농가들 중 ISO 9001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있음.

마케팅

- 별도의 마케팅 부서를 두지 않고 영업팀에서 총괄

- 자체 공동브랜드 개발, 국내시장과 일본시장에 브랜드 이미지 구축 

- 2004년 수출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휘모리’ 업체로 선정되어 수출

- 일본 내 TV 광고(PPL) 진행 중

- 현지 박람회 개최, 판촉활동(거래처 마트)

- 바이어(A기업의 수출 상품 뿐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을 취급하는 바이어) 초청 간담회 

개최

혁신
별도 연구개발 부서 보유

생산 효율성이 높은 품종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경영전략

- 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해외 법인, 해외 농가 탐방 프로그램 등

- 국내 과당 경쟁 대응: A기업의 수출품목의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과당경쟁은 심하지 않은 편이라 평가함. 

- 안정적인 물량 확보: 구체적인 농가 수확 스케줄과 물량 관리 스케줄을 가지고 있음. 

기타

- 시장다변화 전략은 정부와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장려하는 전략이나, 현장에서는 

실현이 어려움.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세워왔으나 중국 검역협

상이 거의 10년이 소요됨.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도 업체등록이 되어있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상품과 경쟁이 쉽지 않음. 고소득층 타깃이 해법이 될 수는 있으

나 운송 물량 부족으로 컨테이너의 반을 채우기 어려움. 또한, 대금결제가 불확실하

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됨.  

자료: 기업면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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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업 2

조사 항목 조사 내용

기업분류 도매 및 소매업

수출품목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신선(95%): 배, 딸기, 포도, 키위, 당근, 참외, 멜론

-가공(5%): 유자차, 유자드레싱, 배즙, 김 등 

기업특성

- 직원 수: 6명

- 해외사무소 보유

- 최근 3년 매출액(대부분 수출액)은 성장세로 최근 국내 수출수요와 해외수요가 증가함.

- 직접수출

기업전략

품질관리, 

신뢰성/인증

- 산지와 계약하여 수매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조달하고 있음. 조달은 안정적인 편임. 

- 품질관리를 위해 계약 시 상품 품질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여 계약하고 있음. 클레임

이 많이 발생하는 산지는 출하 또는 선별 시기에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관리하고 

있음. 

- 포장이나 규격은 국가별로 선호하는 것이 달라, 업체에서 제작해서 산지에 제공하고 

있음. 

- 바이어와 관계유지를 단발성 계약은 진행하지 않음. 

마케팅

혁신

- 한국배 홍보를 위해 한국배를 먹는 방법을 포장 팩 안쪽에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함.

- 배의 경우 K-pear 국가브랜드를 사용하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 업체 

고유 브랜드도 사용함.

경영전략

- 환율위험으로 경영난을 겪은 후 2~3년 전부터 수입업도 병행하고 있음.

- 한인 소비자 타깃은 지양하는 편임.

- 시장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특히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음. 

- 시장마다 선호하는 과일의 크기가 다름. 같은 과일이라도 크기를 다양화하여 수출하고 

있음. 

- 검역 관련 정보를 민감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신규 바이어 계약을 위해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임. 양질의 바이어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바이어들 간 소개를 통해 업체를 계약함. 

기타

- (신시장) 1)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직항으로 갈 

수 있는 운항노선이 없어 수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미얀마). 2) 가격경쟁력으로만 

승부해야하는 시장의 경우 지속가능성 측면이나 신규진입이 어려움. 이런 경우 시

장진출을 고려하지 않음(중국). 3) 신규 시장 진출 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은 한국산

에 대한 낮은 인지도, 현지마케팅, 시장정보 부족(인도네시아의 경우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매우 많음), 비관세장벽(국가별 잔류농약 허용 기준 등) 등이 있음.

- aT 수출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점차 기업정보 또는 사업효과 

등에 대한 증빙이 까다로워지고 있음.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람. 

자료: 기업면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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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업 3

조사 항목 조사 내용

기업분류 농업(원예농협)

수출품목 배

기업특성
- 수출업체에 위탁하여 수출

- 수출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배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임. 

기업전략

품질관리, 

신뢰성/인증

- 수출용을 생산하는 농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워크플랜(미국) 

및 원예협회 차원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마케팅
- 수출입 업체 차원에서 현지 판촉행사를 진행

- 자체브랜드도 있으나 주로 K-pear 브랜드로 수출

혁신

- 미국시장의 경우 식품현대화법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음. 특히 생산자정

보요구 등의 조치사항에 대응하고자 aT와 함께 영농일지 등의 전산화 작업을 

위해 협업할 예정

경영전략

- 시장다변화, 상품다각화(포장방식)를 위해 노력

- 위험관리 차원에서 수출시장 목표가격을 정해두고 수출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측 수출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목표

가격을 달성하기 어려움.

-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수출업체와 예치 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있음.

기타

- 미국 등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배의 유입으로 국산 배의 가격경쟁력이 좋지 

않은 상황임. 

- 국내가격이 하락할 경우 동남아 시장가격은 동시에 무너진다고 볼 수 있음.

- (주)한국배수출은 수출통합마케팅보드의 기능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나 벤더(수

출업체)의 통합관리가 어려워 현재 수출업무는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음. 

- 물류비 지원의 경우 지자체별로 업체, 농가, 농협에 대한 배분 방식이 다름. 

- 거래하는 수출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며 이들 업체들이 별도의 수출보

증서 등을 발급하고 있지는 않음. 

자료: 기업면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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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업 4

조사 항목 조사 내용

기업분류 농업(영농조합법인)

수출품목 화훼류(장미, 국화)

기업특성

- 조합원 생산 후 직접 수출

- 내수:수출 비율은 7:3 

- 현재 수출환경이 좋지 않아 국내로 물량을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인 판단이나, 

국내시장포화를 우려하여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음. 

-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

기업전략

혁신

-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업하여 품종연구를 진행

- 수입국의 재배적지에서 생산하여 유통하는 방향으로 생산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을 

모색 중

경영전략

- 신선도 및 생산비와 물류비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일본

시장에 집중 

-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유지: 스프레드 장미류와 국화(백마 품종)

기타

- (수출 비중 감소 이유) 화훼류전문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수출과 내수 

비중을 7:3으로 유지해 왔으나 최근 3:7로 감소하였음. 이는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 우리나라 장미 등의 수출가격경쟁력 및 수출수요가 하락한 데에 있음. 

화훼류 재배 적지(콜롬비아 등)에서 생산되어 수확 후 관리를 통해 신선도가 

보장된 상품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시장 수출 시 이점을 가졌

던 물류비 절감 측면과 신선도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함. 

- (수출시장다변화) 화훼류의 경우 신선도 문제로 지리적으로 먼 국가에는 수출이 

어려움. 중국시장의 경우 프리미엄 전략 이외에는 경쟁력이 없으며 중국소비자

의 화훼류 구매 정서에 비추어 볼 때 화훼류 수출에 적절한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함.

- (품종 발굴 및 연구인력 양성 필요성) 화훼류의 경우 품종에 따른 로열티 문제가 

있음. 재배 품목 중 국산품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나머지는 모두 

수입품종임. 우리나라 화훼류 품종연구는 주로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나 기관 특성상 한 품목에 대한 연구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구원을 찾기 어려움. 

장미와 같이 재배기간이 긴 품종의 경우에는 단시간에 좋은 품종을 발굴하여 

성과까지 내기란 쉽지 않음.  

자료: 기업면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록  135

n 기업 5

조사 항목 조사 내용

기업분류 식료품 제조업

수출품목 가공식품

기업특성

- 직원 수: 약 100여 명, 생산직(60%)

- 생산 후 수출하는 구조로 직접 수출비중이 약 50%임. 

- 수출액/매출액 비중: 약 80%

- 수출국 약 20여 개, 수출품목 약 20여 개로 수출지향 기업이며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음.

기업전략

품질관리, 

신뢰성/인증

- 반가공품 냉동 창고, 원물 관리를 위한 생산자 교육 등

- HACCP, ISO 22000, 코셔, 할랄 인증 등을 획득 

마케팅
- 최근 3~4년 현지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함. 주로 현지 판촉 사업

- 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 

혁신 - 별도 연구개발 부서 보유: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등 업무

경영전략
- 원가절감, 고급화, 시장다변화, 상품다각화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타

-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관련 애로사항(생산성 및 생산기술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정책이 필요)

- 다양한 품종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고흥유자연구소가 없어지고, 제주도난지식

물연구소에서 매우 작은 규모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최근 냉해 피해가 큰데, 

냉해로 나무가 죽게 되면 가공공장 생산라인에 큰 피해가 있음. 냉해에 강한 

품종, 가공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품종 개발 등이 필요함. 

- 생산 농가의 의식 개선 필요(해외 시장이 원하는 안전성 기준에 맞춰 생산할 

필요가 있음)

자료: 기업면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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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농식품 수출기업 설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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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수출성과 우수기업 사례조사 결과

n A 유형 기업 사례조사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산업분류 과실류 도매업

수출품목 과일, 과채류

소재지 경상남도

기업유형 A(신선농산물 수출 전문)

주요 수출전략

고품질 차별화 추구 - 수출 상품 모두 상품 포지셔닝은 고품질을 지향

현지 대중 소비자 - 한인 마켓에는 납품하지 않음. 현지 도매시장, 대형마트 확보를 목표로 함. 

현지 시장 직접조사 - 현지시장 조사 및 유통 제휴를 위해 직접 조사를 나가고 있음. 초기에

는 바이어를 통해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직거

래를 시도하는 중임. 그러나 직거래로는 물량 증량에 한계가 있어서 

바이어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음.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유통 채널 중심으로 판매 루트를 확대하고자 노력 중임.

- 외국의 주요 박람회를 참석함.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수입국의 경우 

바이어들 간 네트워크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음. 이들 네트워크를 활용

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바이어 확보

현지 유통 제휴

자체 광고 및 홍보

자체 브랜드/이미지 사용
- 국가 공통 브랜드 이외에 자체 브랜드도 사용함. 브랜드 문구를 활용하

기 어려운 경우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 로고를 활용하고 있음. 

항공운송이용 - 딸기는 전체 물량 항공운송 이용

수출시장 모니터링 및 환류 - 검역관련 이슈, 수출시장 판도 등에 대해 모니터링

- 계약관리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유통업체의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계

약이 종료된 경험이 있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국내외 시장 상시모니터링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 물량확보에 어려움은 없음. 주로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

받음. 물량 공급의 유연성을 위해 수확시기별로 산지를 넓게 확보함. 

수출시장 위험 우선관리

- 수출보험이나 환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음. 대금결제가 안정정인 업체

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함.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장기간 소요되더

라도 안정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업체와 거래함.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는 대금결제가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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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기타 전략에 

대한 의견

콜드체인 구축

- 이미 저온저장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선 물류를 위해 냉장 시설 

차량을 이용함. 콜드체인은 신선물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나, 모든 업

체가 완벽하게 이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 비담이 클 수 있음.

R&D 투자

- R&D 투자가 성과를 내기란 매우 어려움. 소비 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이 관점의 투자가 아닌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려움. 

- R&D를 하고자 한다면 수출신품종 발굴 등과 같이 장기적인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함.

수출 시 애로사항 및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제언

- 박람회 지원 관련: 박람회 지원을 많은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데 신선농

산물의 경우 모두 동일한 품목인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바이어와의 

협상이 단가 중심으로 이루어짐. 박람회 지원의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신선농산물은 수출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나 수출기업은 많다고 생각함. 

동남아 시장의 한국 과일류의 경쟁이 특히 치열한 편임. 더욱이 한국 

정부가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바이어들도 이미 

알고 있음. 이를 악용하는 바이어들은 판촉비 등을 요구하기도 함. 국

내 기업끼리 경쟁하다 보면 품질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중시되게 되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농수산물 수출은 수출단지 중심으로 관리되며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에 따라 출하가격이 결정됨. 의도는 좋으나 수출기업입장에서는 발이 

묶이는 격임. 현재는 한국 상품의 품질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

정한 가격대에서 거래 성립이 가능함. 그러나 매해 타국가상품의 품질

과 가격경쟁력이 모두 향상되고 있어 점차 한국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

들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국내에서 설정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

-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는 것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나, 보다 더 체계

적인 제도와 정책이 설계되어 생산자와 수출기업이 모두 경쟁력을 가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람. 

자료: 기업면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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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1 유형 기업 사례조사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산업분류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수출품목 인삼 음료 등

소재지 경상북도

기업유형 B1(직접생산 가공식품 수출, 종사자 수 10인 미만)

주요 수출전략

맞춤형/주문 제작 상품

- 병이나 라벨의 형태는 변경할 수 없음. 그 외에 캡 타입, 라벨문구, 

박스디자인 등은 요구사항에 맞춰 제작해주는 편임. 또한, 인삼내용물

이나 첨가물 등 국가별로 허용하는 것이 다른데 이러한 기준은 모두 

맞추어 생산함. 

대표수출상품에 집중
-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대표 수출상품의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현지 대중 소비자 타깃

- 미주의 경우 한인 소비자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한인 소비층을 고려하

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동남아, 중동 등)의 경우 모두 현지 대중 소비자 

중심임. 

고유 브랜드 이용
- 상품이 출시된 지 오래되어 고유 상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현지에

서 바이어가 등록한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함. 

기타 전략에 

대한 의견

해외시장 다변화

- 인삼음료와 같은 경우 통관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취급되

는 경우도 많음. 특히 동남아 시장의 경우 신규 수입허가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임.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을 위해 수반되는 시간

적, 금전적 비용이나 인력 활용의 문제가 있어 주력 시장에 집중하는 

편임. 

바이어 발굴

- 직접 바이어 발굴을 하고 있지는 않음. 안테나 숍이나 바이어들 간 네트

워크를 통해 상품을 접한 후, 바이어가 먼저 계약을 의뢰해 오는 편임. 

- 국가당 바이어 한 명. 중동의 경우 지역별 채널이 있으나 중개상은 한명

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바이어와 거래하는 것보다 가격 형성, 

시장 형성 등에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

콜드체인 구축

- 상품은 상온보관이면 됨. 따라서 불필요하며 바이어들이 필요시에 국가 

상황에 맞게 유통함.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저온컨테이너로 운반할 것

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중장기 수출전략 수립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중장기 수출전략 계획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수출이 안정된 이후 확대기에 접어든 시점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R&D 투자 관련

- 특별히 상품개발 투자 계획은 없으며, 설비의 경우에도 현재 설비로 

충분히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소화가 가능하여 추가 투

자 계획은 없음.

- 상품 개발을 위해 대학과 협동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성과는 만족

스럽지 않았음.  

수출전문인력 양성
- 생산직을 제외하면 사무업무 인원이 많지 않음.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

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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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수출 시 애로사항 및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제언

-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수출자의 수출성과에 지원 조건이나, 활용 후 증

빙 요구가 집중되어있어 제조를 병행하는 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도 있음. 

- 수입국가 현지 안테나숍 운영, 국제 행사시 농식품 전시·판매관을 운영

하는 등의 사업을 확대했으면 함.

자료: 기업면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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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2 유형 기업 사례조사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산업분류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수출품목 탁주 등

소재지 서울

기업유형 B2(직접생산 가공식품 수출, 종사자 수 10인 이상)

주요 수출전략

원가경쟁력 제고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 하여 마케팅 

비용을 절감

수출상품 다양화 추진
- 해외시장별 특성을 파악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주력

현지 대중 소비자 타깃
- 상품 특성상 한인 타깃 유인이 높으나 한인 마켓과 현재 대중 마켓을 

분리한 전략을 추진함. 

틈새시장 공략 
- SNS(Facebook, 위젯, 타오바오)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젊은 

소비층을 공략

수출시장 다변화 추구 - 기업 중장기 목표 중 하나

현지시장 직접조사
- 현지 소비자 기호를 파악하고 이를 제품 개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는 직접 조사가 필요함. 

현지유통 제휴 - 편의점/마트/호텔 등으로 직접 납품하고 있음.

콜드체인 구축

- 상품 특성상 국내 출하 후 현지시장에 도착하기까지 냉장운송이 필요

함. 냉장창고, 냉장차량, 냉장컨테이너, 현지 시장 내륙운송까지 콜드

체인을 유지하고 있음. 물류비용 부담이 큼. 

식품안전 및 위생검사 대응 

체계 구축

- 수출준비단계에서 수입 통관 및 상대국 국내규정을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안전, 위생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R&D 투자

- 제품 영양성분 증대, 맛 개선 등을 위한 원천기술 보유

-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에 투자를 지속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제품을 업그레

이드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시장 내 선도기업으로의 입지를 유지하

는 데 중요한 요소임. 

중장기 수출전략 수립
- 10여 년 전 중장기 수출전략을 수립. 한인시장과 현지시장을 구분하고 

‘수출시장다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기타 전략에 

대한 의견

한인교포 타깃
- 교민만을 대상으로 한 전략의 경우 장기적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

움. 교민 1세대와 2~3세대의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대표 수출품목 집중
- 식품은 국가별 식문화에 따라 선호가 다양함. 용기, 유통기한 등에 차

별을 두어 시장에 적합한 수출품목 다양화가 중요함.

수출 시 애로사항 및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제언

- 탁주 주재료는 쌀임. 국산쌀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예컨대, 현행 수출물류비지원 조건은 국산쌀을 100% 

활용한 경우에 한함. 향후 수출물류비는 폐지되므로, 다른 정책을 통해 

기업이 국산쌀을 활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 기업면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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