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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소득증대, 먹거리 다양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쌀 소비가 육류, 과일류 등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한 감소추세가 지

속되어 왔다. 반면, 쌀에 편중된 농업정책,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농가 

일손 부족, 단위당 수확량 증대 등으로 쌀 생산량 감소는 소비량 감소에 

비해 더딘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쌀 이외의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

존하는 데 비해 쌀은 과잉생산이 지속되어 쌀값 하락, 재고 누증, 직불금 

등 정부재정 소요액 증대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쌀 소비 변화, 쌀 과잉생산 문제, 농업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문제 등 식량산업 전반을 고려한 식량 수급정책 수립을 통해 식량 

소비 변화에 대응한 균형된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추세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쌀 수확기 대책, 중

장기적으로는 식량 수급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현상이 일

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쌀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 여건, 소비 감소 추이 및 행

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식량산업이 당면한 문제인 쌀 

과잉공급 구조와 농업 재원과 자원의 쌀 편중 문제를 개선할 나름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 농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쌀 

과잉공급 구조 개선과 쌀 이외의 식량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한 식량자급률 

증대를 위한 정책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정부·학계·업계의 전문

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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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식량 소비량 감소, 쌀 이외 식량의 높은 수입 의존도, 쌀 과잉생산 문제, 

농업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문제 등 식량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통합적

으로 고려하여 균형된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한,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추세 완화는 단기적으로 쌀 수확기 대책, 중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식량 수급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

에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쌀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여건, 식량 소비 감소 추이 및 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식량산업이 당면한 문제인 쌀 과잉공급 구조 및 

농업 재원과 자원의 쌀 편중 문제를 개선할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범   방법

○ 본 연구는 쌀 과잉공급 구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식량산업을 생산

측면과 소비측면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산측면에서는 논벼

와 작기가 중첩되는 벼 경합 작물인 옥수수, 콩, 서류 등의 재배환경 등

을 검토하여 벼의 타작물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쌀 소비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식량용과 가공용의 소비 

행태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수급 및 정책 연혁 자료 분석,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마이크로 자료 분석, 국내외 소비자 설문조사, 외

국 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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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시사

○ 우리나라 논농업은 수도작 중심으로 이루어져 쌀 생산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쌀 이외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벼의 높은 기계화율, 식량정책과 농업 

재원이 쌀에 편중되면서 여타 논 타작물에 비해 쌀 가격 및 소득이 훨

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작물 재배의 

애로점으로는 낮은 소득 수준과 높은 가격 변동성, 재배 기술 및 기계 

미확보, 습답이라는 논의 물리적 특성, 판로 부족 등이었다.

○ 다수의 쌀 소비 관련 통계자료 분석,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 및 

대만의 쌀 소비 추이 및 행태 조사,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쌀 

수요함수 추정결과 등을 통해 쌀 소비측면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

에 도달하였다. 1) 최근 쌀 소비량 감소폭이 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쌀 소비량 감소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침 쌀 소비량 감소로 식별

되었다. 4) 가공용 쌀 소비는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상의 쌀 생산과 소비측면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쌀 수급을 전망한 결

과, 향후에도 연평균 10만~28만 톤의 쌀 과잉생산 기조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 우선,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 방향은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

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

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의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하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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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타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 그리고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지

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및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외의 쌀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은 쌀 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

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가루용 쌀 등 신규 가

공용 수요 창출 노력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논 타작물에 대한 지원은 타작물이 낮은 가격 경쟁력 및 기

계화율 등으로 재배여건이 열악하므로 적어도 벼 재배 시 소득 수준과 

안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생산 및 유통 기반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더

하여 타작물은 생산, 유통, 소비 기반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

요되어야 쌀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장기적 계획 

하에 타작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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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Staple Grain Policy in Response 
to Consumption Changes

Background & Purpose

  The Korean staple grain industry is faced with a decline in food con-

sumption, a high import dependence on grains other than rice, over-

production of rice, and overconcentration of agricultural resources and poli-

cies only on r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aple grain 

policy plan for a balanced grain crop production and consumption system 

through a close analysis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current Korean staple 

grain industry. In particular, the recent easing of the decline in rice con-

sumption is critical for establishing not only rice price stabilization meas-

ures at harvest period in the short term but also the overall rice supply and 

demand policy in the long term. Hen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easing in rice consumption decline is temporary or whether the trend 

is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 of excess rice supply and overconcentration of agricultural re-

sources and government’s policy on ric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the staple grain production condition, rice consumption trend and 

behavior change.

Methodology

  In order to clarify the cause of rice oversupply structure, this study div-

ided the domestic staple grain industry into production side and con-

sumption side. On the production side, the profitability of competing crops 

such as corn, soybeans, and potatoes, and the cultivation environment in 

rural areas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of rice 

to other crops. Therefore, even though wheat and barley belong to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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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crops in Korea, they a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they are 

winter crops which do not compete with rice cultivation.

  On the demand side, the study focused on rice consumption behavior 

analysis. In addition, since rice consumption is very different for food and 

processing, analysis was carried out separately.

  The main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micro consumer data 

analysis using the econometric analysis method, consumer questionnaire 

survey, and foreign cas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

  The causes of persistence of rice farming in rice paddies were analyzed 

to be the lack of labor force due to the aging of farmers, the high rate of 

mechanization in rice production, and the more stable rice prices and in-

come than other crops.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 of the staple grain 

policy should be set up to solve the problem of over-support only on rice 

by strengthening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for rice-competing crop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linkage between rice pro-

duction and the variable direct payment. And fixed direct payments need 

to be integrated into one system so that there is no payment difference be-

tween paddy rice and other field crops. In addition to the efforts to achieve 

the original target area,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rice cultivation area 

reduction project which is implemented by next year should be prepared 

so that cultivation of the converted crops can be continued.

  The analysis of statistics on rice consumption, the trend of rice con-

sumption in Japan and Taiwan, and the estimation result of the rice de-

mand function using econometric methodology suggest that decline in rice 

consumption has not been eased yet. In addition, the expected population 

aging may increase the rice consumption, but the effect is expected to be 

very limited, since the generation effect is larger than the net aging effect 

in the rice consump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

ment a staple grain supply polic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cess 

rice supply structure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s rice consumption con-

tinues to decrease.

  The consumption of rice for processing increased by more than 3%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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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which is considered to play a role in mitigating the decline in overall 

consumption of rice. Particularly, consumption through lunch box, proc-

essed rice, rice porridge increased greatly.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the demand for increasing consumption in rice processing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upports of R&D for appropriate varieties and 

quality.

  Japan and Taiwan also have responded to the overproduction of rice and 

implemented a production adjustment policy from early on and had some 

achievements such as balancing rice supply and demand. However, due to 

the continuing decline in rice consumption, the area subject to production 

adjustmen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which has exposed the limi-

tation of increasing government burden. Therefore, production adjustment 

policy, which requires government finances, should be used as a temporary 

policy for the transition period as it can lead to an increase in financial 

burden.

Researchers: Kim Jongjin, Kim Jongin, Yoon Jongyeol, Jo Namuk, 

Park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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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1970년대 200kg을 상회하였던 우리나라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은 소득증

대, 먹거리 다양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식량 소비가 육류, 과일류 등으

로 대체되면서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감소 추이를 보여 왔다. 2017양곡연

도 기준으로 전체 식량 소비량은 113.2kg, 세부 곡종별로는 쌀이 61.8kg, 

밀 32.4kg, 콩 6.5kg 등으로 나타났다. 곡종별 1인당 소비량 변화 추이를 

보면, 밀, 콩, 옥수수 등의 소비량은 1990년대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나, 쌀 소비량은 최근까지 감소 추이가 지속되는 모

습을 보인다. 이는 식량 소비량 측면에서 쌀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밀, 

콩, 기타 잡곡류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식량 소비에서 쌀의 비중은 감소하는 데 반해, 주식으로서

의 쌀의 중요성과 다수의 농가가 쌀 농업에 종사함에 따른 사회·정치적 중

요성으로 농업 재원 및 자원은 여전히 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6

년 쌀에 투입된 재원은 농업전체 예산의 40.7%로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증가 추이를 보여 왔다(서세욱 2016). 또한 2017년 농업분야 총예산 14조 

4,887억 원 중 직불제 예산은 2조 8,542억 원으로 19.7%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이중 쌀 직불금은 전체 직불 예산의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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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더하여 2016년 논 재배면적 중 벼 재배 비율은 85.5%로 논의 

대부분이 벼 재배 목적으로 이용되는 반면, 논의 타작물 재배 비율은 채소

류 4.6%, 두류 0.6%, 잡곡류 0.3%로 미미하였다. 즉, 쌀 이외의 식량작물

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및 품질차이에 따른 경쟁력 열위, 쌀 중심의 농

정으로 인한 정부지원 미비 등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농업 재원과 자원의 쌀 편중은 매년 막대한 식량을 수입하는 

가운데, 쌀은 연간 약 30만 톤 정도 과잉 생산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결과

로 이어졌다.

<표 1-1> 곡종별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양곡연도 전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90 167.0 119.0 1.6 29.8 2.7 8.3 3.3 1.7

2000 153.2 93.6 1.6 35.9 5.9 8.5 4.2 3.5

2010 128.0 72.8 1.3 34.4 3.9 8.3 3.5 3.8

2017 113.2 61.8 1.3 32.4 3.3 6.5 3.0 4.9

주: 2017년은 잠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쌀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더해 쌀 소비량 감소가 매우 빨랐다는 점도 

농업 재원 및 정책의 쌀 편중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4년 양정개혁으로 쌀산업에 시장기능이 도입된 이후에도 쌀 이외 식량

작물의 생산은 매우 저조한 가운데 쌀 소비량 감소가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과잉생산 구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쌀값 하락과 쌀농가 소득 감소, 쌀 재고 누증, 변동직불금 지급액 증

가 등의 쌀 과잉구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확기 시장격리,1 벼 재배면적 감축,2 

 1 2010년 이후에만 총 5회(2010년 8.6만 톤, 2014년 24만 톤, 2015년 35.7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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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물 발전대책3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은 

결국 쌀에 소요되는 재정의 증가 및 식량정책의 쌀 편중을 심화시키는 악

순환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최근 통계청은 쌀 소비량 감소추세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발표하

였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6양곡연도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61.9kg, 2017양곡연도는 0.2% 감소한 61.8kg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2015

년 이전 연평균 쌀 소비량 감소율이 2~3% 수준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소

비량 감소세가 크게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쌀 소비량 감소추세 완

화는 조사 표본의 변화나4 쌀값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반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양곡정책이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쌀 과잉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쌀 소비

량 추이는 식량정책뿐만 아니라 농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쌀 소비량 감소가 완화될 경우 쌀 과잉문제

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이제까지 쌀에 집중된 재원 및 정책을 타

작물로 확대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요약하면, 식량 소비 변화, 쌀 과잉생산 문제, 농업자원 및 재원의 쌀 편

중 문제 등 식량산업 전반을 고려한 식량정책을 통해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식량작물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쌀 소비량 감

소를 반영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키거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

요하다. 또한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추세 완화여부는 단기적으로 쌀 수확기 

대책, 중장기적으로 수급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29.9만 톤, 2017년 37만 톤)의 시장격리가 이행되었다.

 2 생산조정제(2003~2005년산),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2011~2013년산), 쌀적정생

산유도정책(2016~2017년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19년산) 등이 있다.

 3 정부는 2011년 ‘주요곡물 수급안정대책’, 2016년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

책’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4 통계청은 2016년부터 1인 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17년부터는 비

농가 조사응답 기간을 3년에서 1개월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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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쌀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여건, 소비 감소 추이 및 행태 변화

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식량산업이 당면한 문제인 쌀 과잉공급 구조와 농업 

재원과 자원의 쌀 편중 문제를 개선할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쌀 및 논 타작물 

재배의 경제성, 농촌현실, 시장상황 등의 검토를 통해 벼 이외 확대 가능한 

논 타작물을 식별하고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쌀 소비 감소 

추이와 행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향후 쌀 수요량 전망

을 통해 식량 소비 추이에 부합하는 식량산업 구조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식량 소비관련 연구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쌀 소비 감소 및 소비 행태 변화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김영옥(2001), 황성혁(2016)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김영옥(2001)은 국민영양조사 및 식품수급표의 자

료를 이용하여 인구특성별, 지역별, 계절별 쌀 소비 감소 원인을 분석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쌀 소비 촉진 및 국민식생활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황성혁(2016)은 쌀 소비의 감소 원인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서구식 식습관으로의 변화, 편의지향적인 식생활 추구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했고,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쌀 가

공식품 개발 확대, 쌀 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다른 부류의 쌀 소비감소 및 소비 행태 변화관련 연구는 식량 소비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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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정량적 연구로 비교적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정환·박준기·조재환(1997)은 도시가계 조사자료(1987

년, 1989년, 1995년)를 이용하여 소득 및 가격, 가구원의 연령별 구성에 따

른 쌀 소비량 변화를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쌀 소비량 변화는 소득 증가 

속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령계층별로 쌀 소비량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밝혔다. 김근영·진형정·윤석원(2009)도 3개년

(1990년, 1997년, 2005년) 도시가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쌀 소

비에 대한 연도별 특성을 분석했고,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쌀 소비 촉진 

및 판매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민아·김관수·안동현

(2011)은 개별 가구의 식료품별 지출액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식품

소비패턴을 그룹별로 유형화했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쌀, 잡곡 등 

식품 소비패턴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쌀(곡물), 김치 등 

전통적인 식품에 대한 지출이 높은 가구의 구성비가 전체 가구대비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 품목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전통식품의 외식 및 

간편식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남욱·김성용(2015)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횡단면)를 이용하여 1인 1일 

쌀 섭취량 기준 요인별, 계층별 쌀 소비량 변화를 분석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식생활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그간 수행된 식량 소비 행태 관련 연구는 주로 쌀 소비 변화에 대

한 경제·사회적 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고, 쌀 이외 밀, 

옥수수, 보리 등 잡곡류를 고려한 식량 소비 행태 전반을 포괄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된 유사연구로는 잡곡류의 영양학적 특성에 기

초한 소비자의 잡곡밥 섭취 실태 및 잡곡밥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시하거

나 쌀 가공식품 구매 행태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김윤선·이귀주(2006)

는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잡곡밥의 섭취여부, 건강 

측면에서의 잡곡밥에 대한 효능 인식 및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잡곡밥에 대한 소비자의 섭취 비율과 향후 섭취 의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식감, 색 등 잡곡밥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를 보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경민·김경진(2010)은 컨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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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중·일 소비자의 쌀 가공식품(과자 및 국수) 구

매에 대한 주요 속성을 분석하고 마케팅 관점에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선

호분석을 통해 생산 및 판매활동의 국내 시장세분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윤순덕 외(2015)는 농촌진흥청의 소비자패널(2010∼2014년 수도권 1,000

가구)을 대상으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패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계절성이 없이 연중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 개발(즉

석조리쌀밥, 각종 덮밥 등)과 틈새시장으로서 쌀 가공식품산업의 성장전략

을 제시하였다. 박동규 외(2016)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식량 곡종별 소비 

실태와 미래의 소비의향을 분석하여 쌀 이외의 식량작물의 재배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2. 수급안정 방안 관련 연구

  국내 식량연구의 대부분은 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콩, 

옥수수, 밀 등 쌀 이외 기타 식량작물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진행된 연구

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쌀 연구 대부분도 소비측면에서의 수급안

정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생산측면이나 당시 대내외 여건변화를 정부정

책과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2.1. 생산측면의 쌀 수급관리 관련 연구

  생산측면의 쌀 수급관리에 관한 연구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제도의 

영향 연구, 생산조정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및 일관성 있는 시장격리를 주

장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제도에 관한 연구는 이정환·김명환·

표유리(2015), 유찬희·김충현·서홍석(2017) 등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

이다. 이정환·김명환·표유리(2015)는 쌀 생산과잉의 주요인이 쌀소득보전

직불금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동직불금을 생산비연계로 전환하고 농

가소득 효과가 크지 않은 고정직불금은 폐지를 통해 수급안정을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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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찬희·김충현·서홍석(2017)은 쌀 목표가격을 법률에 

명시한 산식대로 설정할 경우, 쌀 수급불균형을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

으며 관련 재정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부분균형모형을 통해 증

명하였고, 목표가격 인상은 현재의 쌀 수급불균형 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주

장하였다. 박동규 외(2016)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서로 상충되거

나 유사한 지원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쌀 생산과잉의 원인으

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일원화된 정책을 통해 과잉생산에 대한 인식을 공

유하고 관련 비용 분담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쌀 생산조정제에 관한 연구는 수급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시적 생산조정을 주장하는 김종인 외(2017), 김태훈 외(2016)가 대표적

이라 할 수 있다. 김종인 외(2017)는 일본의 생산조정제와 과거 우리나라

가 이행한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

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수급 상황을 개선시켜 후속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연결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

다. 김태훈 외(2016)는 단수증가 및 쌀 소비감소로 대상 면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특별재고처리(사료 및 가공

용 공급)에도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누증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생산조정제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생산측면의 쌀 수급관리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연구가 몇몇 존재한다. 우선, 사공용(2011)은 쌀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

는 경향이 크다는 점과 쌀 공급과잉 대응 정부정책이 사후적인 처리 방안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쌀 생산유인 정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정하고, 일시적인 풍흉 문제는 작황지수 산출방식

에 따라 시장격리 등을 이행하여 수급안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

였다. 김태훈 외(2016)는 농촌인구는 고령화되는 반면, 쌀은 소득이 안정적

이고 기계화율도 높아 생산과잉 환경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

하였다. 김명환(2017)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시장격리가 원칙 부

재로 생산 자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쌀 수급에 대한 시

장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장격리의 발동 조건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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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곡관리법에 추가하여 중장기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2.2. 소비측면의 쌀 수급관리 관련 연구

  소비측면의 쌀 수급관리에 관한 연구는 가공용 쌀 소비 확대, 고품질화 

등을 통한 식량용 쌀 소비량 증대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김태훈·박동규·승준호(2014)는 최근 즉석 가공밥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새로운 가

공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1인당 소비감소 일부를 보완하여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채성훈(2015)과 

김태훈 외(2016)는 일본 정부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였던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면서, 막연한 애국심에 기대어 쌀 소비 촉진을 호소하기보다

는 실제 이행가능하며, 단순한 이벤트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정책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

장하였다. 박동규 외(2009)도 국내 소비시장 확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 쌀의 다각화된 수출이 필요하며, 저개발 식량 부족

국가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2011), 박동규(2015), 우병준(2016)은 쌀을 식용 재화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사료 활용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민간 사료업체나 개별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

인책 제공을 통해 중장기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이계임·김민정(2003)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쌀 가격에 대한 구매 

민감 정도가 큰 반면, 고소득층은 맛과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시장공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아침식사 습관 개선 및 

외식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쌀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근영·진현정·윤석원(2009)은 소득계층별로 쌀 

소비가 열등재 또는 필수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나 유통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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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할 때, 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2.3. 기타 식량작물 수급관리 관련 연구

  식량작물 수급관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쌀 이외의 여타 식량작물에 대한 연구는 수급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

는 한계점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쌀이 국내 식량의 생산과 소비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동규 외(2007)는 콩 

수매제도는 증산을 도모하고, 농가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

만, WTO의 농정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계약재배를 유도하거나 다수성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명환·권대흠(2011)은 건강지향 식품에 대한 선호로 

잡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산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확대생산에 대

한 수요와 판로가 불확실함에 따라 실제 잡곡 생산기반을 확충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농구조를 개별농가에서 지역농업으로 전

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등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잡곡 수

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3. 시사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국내 식량산업 수급 관리 정책 연구의 대부분은 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쌀 이외 기타 식량작물 관련 정책연구는 자료의 한계 등

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하여 쌀 연구 대부분도 소비측면보다는 생산

측면이나 당시 대내외 여건변화를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쌀 연구 내에서도 편차가 심한 상

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식량산업이 당면한 쌀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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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중심으로 식량산업의 소비 및 공급 전반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기존 식량 소비관련 연구는 소비 행태 분석에 머

무르고 있으나, 본 연구는 소비 행태 및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예측

되는 식량 소비수요 변화를 반영한 수급 안정화 정책을 연구한다는 측면도 

타 연구와 차별화된다.

3. 연구 내용 및 구성 체계

  본고는 통상적인 식량 수급 및 정책 현황, 외국사례 분석에 더하여 특히, 

생산측면의 논 타작물 확대 가능성 검토와 소비측면의 쌀 소비 행태 및 감

소 추이 지속여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생산측면의 논 타작물 확대 

가능성 분석은 주로 제3장에서 진행되었는데, 벼 경합작물을 식별하고 이

들의 논활용 실태 및 재배 애로점 검토와 쌀 생산선호 요인 검토를 바탕으

로 논 타작물 생산량 확대 가능성 검토 및 작목을 식별하였다. 

  소비측면은 제4장에서 주로 다루었다. 쌀 소비량 감소 추이 지속여부에 

대한 분석은 향후 쌀산업뿐만 아니라 식량산업 전반의 정책방향 설정에 중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능한 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최선

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쌀 소비량 결정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향후 쌀 소비 추이와 소비량 확대 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향후 쌀산업의 수급전망을 제시하고, 쌀 과잉공

급 문제 해결을 통한 균형잡힌 식량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대

안들을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서론  11

<그림 1-1> 연구 내용 및 구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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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 및 방법

4.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쌀 과잉공급 구조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산업

을 생산측면과 소비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측면에서는 논벼와 작기가 중첩되는 벼 경합작물인 옥수수, 콩, 서류 

등의 수익성, 농촌의 재배환경 등을 검토하여 벼의 타작물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밀, 보리는 주요 식량작물에 속하나 동계작물이므로 

벼 재배와 경합하지 않아 분석 대상작물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공급측면의 

분석대상은 국내생산에 더하여 수입, 이월재고까지를 포함하여 현 수급 상

황에서 국산의 수입산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 쌀 소비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쌀 소비는 

식량용과 가공용의 추이 및 소비 행태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각

각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쌀 이외의 식량작물 소비 행태 분석은 사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 등으로 본격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설문

조사, 쌀 소비량과의 관계 분석 등을 통해 국내산의 소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수급 및 정책 연혁 자료 분석,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을 사용한 마이크로 자료 분석, 설문조사, 외국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쌀 소비량 변화 추이 및 소비 행태 분석을 위해

서는 기본적인 양정자료를 이용한 분석 이외에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가계동향조사’,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

비자패널’의 원자료 분석, 우리나라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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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만의 쌀 소비량 추이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쌀 소비량 감소 추이 완화 

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외국사

례 분석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과 대만에 대한 쌀 수급 현황과 안정화

정책을 전문가 원고위탁을 통해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설문 조사

는 쌀 소비 행태 및 소비의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도 동일문항을 조사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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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식량작물 수급 현황

  생산측면에서 벼의 경합 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쌀, 옥수수, 콩, 서류(이

하 주요 식량작물)의 총공급량과 수요량은 시기별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

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다.5 1980년대 이후 국내 주요 식량작물 생산량

은 감소하는 가운데, 총수요량은 증가하면서 부족분은 수입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주요 식량작물 총 수입량은 1,073만 톤으로 1990년 

이후 연평균 1.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식량작물 국내 총생산량은 1989년 669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1.3%씩 감소하여 2017년 총생산량은 454만 톤에 그쳤다. 한

편, 전체 곡물 생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 2017년 

92.4%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쌀 이외 곡물의 생

산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5 주요 식량작물로 쌀, 옥수수, 콩, 서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밀, 보리도 주요 

식량작물에 속하나 동계작물이므로 벼 재배와 경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분

석 대상작물에서 제외하였다. 공급량은 국내생산, 수입, 이월재고를 포함하며, 

수요량은 식량, 가공용, 사료, 종자, 수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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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곡물류 수급 추이

주: 곡물류에는 벼와 벼 경합작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계작물인 밀, 보리 등은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2017양곡연도 기준, 주요 식량작물 총공급량은 1,783만 2천 톤이며, 이

중 생산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5%, 60.2%이었다. 총공급량에

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2%로 가장 많았고, 쌀은 35.5%, 콩은 

8.2%로 나타났다.

<표 2-1> 곡물류 수급 상황(2017양곡연도 기준)
단위: 천 톤

구분 합계 쌀 옥수수 콩 서류

공급량 17,832 6,326 9,841 1,457 208

전년이월 2,561 1,747 726 88 -

생산 4,544 4,197 74 75 198

수입 10,727 382 9,041 1,294 10

수요량 15,240 4,439 9,205 1,388 208

식량 3,491 3,199 70 98 124

가공용 3,248 708 2,272 237 31

사료용 8,421 378 6,978 1,045 20

종자 48 33 - 2 13

수출 3 3 - - -

해외원조 등 1 1 - - -

감모 및 기타 28 117 -114 5 20

연말재고 2,592 1,888 635 6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양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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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식량작물의 품목별 공급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로 의무수입쌀의 도입량은 1995년부터 꾸준히 늘어

났으나 전체 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017양곡연도 기준)에 불

과하다. 서류는 수입 비율이 5% 이하로 대부분 국내 생산으로 자급이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옥수수와 콩의 경우, 전체 공급에서 수

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2%와 89%로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림 2-2> 품목별 공급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옥수수와 콩의 용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식용보다는 

사료용이 주를 이룬다. 옥수수 총수입량에서 사료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2.2%로 정점을 찍고 난 후 최근까지 8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콩의 경우 사료용 수입 비중은 2012년 70%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이

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7년에는 78.4%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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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옥수수와 콩의 용도별 수입 비중

<옥수수> <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이렇듯 쌀과 서류를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

라 이들 품목의 식량자급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은 

이보다 더욱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콩과 옥수수의 식량자급

률은 각각 22.0%, 3.3%로 1983년의 식량자급률(콩 65.6%, 옥수수 15.9%) 

수준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사료용을 포함한 콩과 옥수수의 곡물자급률

은 2017년 기준 각각 5.4%, 0.8%로 식량자급률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2-4> 곡종별 자급률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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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외의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기반은 매우 미약한 반면, 쌀은 소

비감소가 생산감소보다 더 커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10년간(2008~2017양곡연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2% 감소하였으

나, 동 기간 평년 쌀 생산량은 연평균 1.7% 감소하여 이 기간 중 초과공급

물량은 연간 약 32만 톤(평년단수 적용)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7양곡연도 

말 쌀 재고량은 189만 톤으로 적정 재고 물량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그림 2-5>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자료: 김태훈 외(2016).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을 참고하여 재구성.

2. 주요 식량작물 수급정책

  주요 식량작물들의 수급정책을 살펴보면 공급정책이 주를 이룬다. 대표

적인 공급정책으로는 공공비축, 수매, 전작지원, 공매 등이 있으며 쌀은 예

외적으로 사후 시장격리도 시행되었다.

  쌀의 경우 정부는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시장 기능(Market Mechanism)

에 의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를 도입하였다. 양정개혁 이후에도 과잉 물량 처리를 통한 가격 안

정을 위해 사후 시장격리를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였고, 사전 수급조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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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휴경을 지원(생산조정제, 2003~2005년)하거나 벼 이외 품목으로 전

작을 지원하는 정책(논소득기반다양화, 논타작물재배지원)을 시행한 바 있

다. 한편, 콩은 1968년부터 수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에 도입

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인한 콩 수급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6 옥수수는 콩과 같이 수매제가 도입되어 운영

되었으나 수매량이 감소하면서 2011년산부터 폐지되었다.

  수입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저율관세할당(TRQ)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쌀은 관세화로 전환되었으나 고율관세를 부담하고 상업적으로 도입

되는 물량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TRQ 물량은 정부가 시판을 관리하므로 

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콩과 옥수수의 경우, 양허된 

TRQ 물량만으로는 국내 수요 충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TRQ 규모를 정부

가 임의로 증량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서류 중 감자의 경우 

국내 감자 성출하기(5~11월)에는 기준관세율(304%)을 유지하는 대신, 그 

이외의 기간에는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FTA 협정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7  

  각 품목별 경영안정 제도를 살펴보면 쌀은 변동직불제, 콩과 서류는 수

입보장보험사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쌀은 변동직불제를 통해 거의 모든 쌀

농가의 농가수취액(=쌀소득+직불금)이 목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콩, 서류 등은 일정부분 자부담이 존재하기 때문

에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아 농가 소득 변동률이 쌀에 비해 훨씬 큰 것으

로 추정된다.

 6 논콩 수매물량을 기존의 3만 톤에서 5만 5천 톤으로 크게 확대하고, 수매 가격

도 kg당 4,011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 외에도 

농협중앙회는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을 500억 원 지원할 계획

이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 3. 15.). 

 7 보다 엄밀하게 설명하면 FTA 체결국별로도 5~11월 기간 중 적용하는 관세가 

상이하다. 이는 FTA 체결 시점과 관세 감축 스케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동 기간 중 관세가 기준관세율과 같은 304%인 반면, 호주

는 동 기간 중 관세율이 20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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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식량작물 수급정책 현황

국내산 수급
수입

경영안정 기타
TRQ 관리 기타

쌀
공공비축, 시장격리, 

논타작물재배지원 
국영무역 관세 513% 변동직불

콩 수매, 논타작물재배지원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TRQ 임의증량 수입보장보험

서류 - 실수요자 배정 
FTA 협정관세

(계절관세)

수입보장보험

(고구마, 가을감자)

옥수수 수매제 폐지(2011년) 실수요자 배정 TRQ 임의증량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 �2017 국영무역 사업안내�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정부는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한 쌀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도 다

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양곡표시제 운영이나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밥맛이 좋지 않은 다수확 품종 매입 제한, ‘고품질 브

랜드 쌀 평가 사업’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및 공모전 지원, 대기업

(SPC, 설빙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 구축, ‘쌀 식습관교육 학

교’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도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쌀 소비 촉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다

수의 정책들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 인

지도가 낮아 실제 소비 증대 효과는 저조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증적인 

근거 등에 기반하여 쌀 소비의 유익한 점을 홍보하기보다는 애국심에 호소

하는 등 당위적인 측면에 치우친 한계 등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쌀에 비해 콩·옥수수·

서류 등의 곡물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거나 거의 진

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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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쌀 소비 촉진 관련 연도별 정부정책

소비 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부정책

2013
- ‘아침밥은 보약(補藥)’ 캠페인 개최

- ‘가래떡의 날’ 개최

2014
- ‘쌀가공품 TOP 10’ 개최

-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출범

2015
- 미(米)라클 프로젝트 캠페인 개최

- 쌀의 날 행사 추진

2016
-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

- 굿모닝 라이스 프로젝트

2017
- 천 원의 아침밥 MOU 체결

- 쌀가공산업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 소결 및 시사점

  국내 주요곡물 중, 옥수수와 콩 등은 생산이 미미하여 대부분 수입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쌀은 소비감소가 생산감소보다 

더 커 2000년부터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쌀산업이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한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정부의 식량

정책이 쌀에 편중되어 왔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쌀과 관련

해서는 공공비축제, 시장격리, 재배면적 감축정책, 쌀 직불제 등 다양한 정

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요곡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미흡하여 투입 대비 실제 소비 촉진 효과는 부족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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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 활용 실태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2017년 현재 1,621천 ha로 이중 논 면적은 전

체 경지면적의 53.4% 수준인 865천 ha이다. 1980년대 이후 논밭 면적 추이

를 보면 밭 면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반해, 논 면적은 1990년

대 초에 감소세로 전환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감소 추이를 보였다.

<그림 3-1> 논 면적 추이

주: 2012년 통계청 조사 방식 변화로 면적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 조사 방식

을 원격탐사방법8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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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 면적 감소 추이와 달리 전체 논의 경지 이용률은 벼 후작 작

물의 재배여부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1980년대부터 벼 후작 

작물인 맥류와 사료작물, 묘상 등의 재배가 크게 줄면서 논 이용률이 급감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밀과 양파, 사료작물 재배가 늘어나면

서 논 이용률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논 이용률이 감소하

였는데, 이는 쌀 적정 생산 유도 정책으로 인한 벼 재배면적 감소에 더해 

채소와 과수류 그리고 맥류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논 면적의 꾸준한 감소와 전체 경지 이용률의 변동에도 벼의 논 

이용률은 8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5개년(2012~2017년) 기

준, 전체 식량작물 논 이용률은 94.4%이며 벼는 89.1%로 큰 반면 채소와 

과수는 5.9%, 보리(맥류) 3.7%, 시설작물은 2.7%로 미미하다.

<그림 3-2> 작물별 논 이용률 추이

(최근 5년 기준)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이상과 같이 논 면적은 1990년대부터 감소 추이로 전환되어 최근까지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논에서의 벼 경지 이용률은 85% 이상 

 8 원격탐사방법이란 조사자가 관찰대상에 접근하지 않고,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

를 추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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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쌀 소비량의 빠른 감소에도 이러한 벼 중심의 

논농업 지속은 쌀 과잉공급 구조고착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벼 중심의 논농업 지속 요인

2.1. 농촌 고령화와 높은 기계화율

  농가가 벼농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농업인의 탈농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논벼 농

가 수는 39만 9천 호로 1991년(117만 7천 호)보다 66.1% 감소하였고, 전체 

논벼 농가 중에서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35.5%에서 2017년 77.1%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그림 3-3> 논벼 농가 수와 논벼 농가의 고령화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영주 연령별 농가조사.

 한편, 고추 등을 비롯한 벼 경합 작물의 노동투입시간은 대부분 벼보다 

많아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논벼 농가들이 경작하기 쉽지 않다. 2017년 기

준 벼의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10.2시간으로 수박과 고추의 10a당 노동투

입시간의 13.0%와 7.0% 수준에 불과하다.



26  벼 및 경합작물 생산여건 분석

<그림 3-4> 품목별 노동투입시간(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2018).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촌진흥청(2018).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타작물의 기계화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농

가들이 벼농사를 선호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9 2017년 기준, 벼농

사의 기계화율은 97.9%로 농작업(경운, 이앙, 수확, 건조, 방제 등)의 대부

분이 기계화되어 있으나 밭농사 기계화율은 58.3%에 불과한 상황이다.

2.2. 안정적인 소득과 가격

  쌀 가격과 소득의 높은 안정성도 벼농사 선호 요인으로 언급할 수 있

다.10 실제 쌀 가격은 연이은 역계절진폭 발생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가

격이 하락하는 등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벼 경합 작물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쌀의 소득 변동성은 타작물에 

 9 박동규 외(2016). �중장기 곡물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55.
10 쌀 생산 편중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논벼 재배면적 비중함수를 추정한 결과, 쌀 

가격변동성이 커질수록 논벼 재배면적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박

동규 외(2016). �중장기 곡물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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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매우 안정적인데, 이는 2004년 양정개혁 이전의 수매제와 이후의 쌀 

변동직불제로 쌀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서 지지되었기 때문이다. 쌀 변동직

불제가 시행된 이후 직불금을 포함한 쌀 소득은 목표가격의 95% 이상 수

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림 3-5> 품목별 가격 및 소득 변동성

<가격 변동성> <소득 변동성>

주 1) 연평균 소매가격 및 소득 자료를 사용하여 변동성(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을 산출.

2) 감자는 수미 상품, 고추는 화건 상품. 2006년부터 쌀 소득에 직불금을 포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소매가격정보(https://www.kamis.or.kr/customer/main/main. 

do: 2018. 6. 2.); 농촌진흥청(각 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3. 쌀 편중 정책지원

  정부는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쌀 생산량의 일정량을 매입하는 수매제를 

1970년대부터 시행하였고, 이후 수매가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꾸준

히 인상되었으며 수매물량도 증가하였다.11 이러한 수매제로 쌀값 및 쌀농

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이 양정개혁 이전의 벼 중심 논농업의 배

경이 되었다. DDA협상에서 보조금(AMS) 감축 등이 논의되면서 결국 정

11 1990년대 쌀 수매가격은 10만 6,390원/80kg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4.6% 

인상되었고, 생산량에서 수매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8.9%에서 1990년 

21.5%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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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04년 양정개혁을 단행하여 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기능을 도입하

였다.12 그러나 쌀 농가 소득 보전 및 안정을 위해 쌀 직불제가 도입되었으

며 식량안보에 대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공공비축제도 시행되었다. 특히 

쌀 직불제의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를 전제로 지급되어 논벼와 논 타작물 

간의 소득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13 윤종열 외(2018)의 연

구에 의하면 공공비축제도 일정 정도 쌀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 왔

다.14 또한 양정개혁으로 쌀산업에 시장기능이 도입되었음에도 시장격리, 

생산조정제, 수입쌀 시판 잠정중단 등의 정부의 정책적 시장개입이 지속되

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농가에게 쌀 수급 및 가격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농가의 벼 중심 논농업 선호를 지속시켰다.

  반면, 쌀 이외의 작물은 과잉생산 등에 대비한 수급대책이 부족하여 가

격 및 소득이 쌀에 비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정부는 콩, 옥수수, 

팥, 녹두 등의 쌀 이외 작물의 수매제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수매 단가

가 시장가격에 비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매량도 충분하지 못했다. 구

체적으로 콩 수매는 196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수매가가 시장가보다 낮은 

시기가 많아 콩 농가에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았고, 옥수수는 수매량 감

소로 2011년에 수매제가 폐지되었다. 팥과 녹두는 수매제가 1997년에 폐

지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재개되었으나 재배면적 증가를 유인하지 못하

고 있다.

12 2004년에 시작하여 완료된 쌀 협상과 WTO·DDA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쌀 농

가의 소득안정, 대외경쟁력 제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쌀 정책 

개편은 불가피하였다.
13 직불금 단가는 변동직불금 발생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2017년의 경우 진흥

지역 논벼의 경우 186.5만 원/ha인데 비해 논 타작물은 107.6만 원/ha으로 상당한 차

이가 발생하였다.
14 윤종열 외. 2018. “쌀 공공비축 매입량이 수확기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농

촌경제� 41(1):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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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벼 경합 작물 실태

3.1. 벼 경합 작물 종류와 면적 추이

  벼 경합 작물은 벼와 생육 시기가 겹쳐 해당 작물 재배 시 벼 재배가 물

리적으로 어려운 작물을 의미한다. 벼의 파종 시기는 3월에서 6월이며, 수

확은 대개 가을 전후로 이루어지는 하계작물이다. 벼 경합 작물에는 옥수

수, 두류, 서류 등의 식량작물이 주를 이루며, 대표적인 여름 과채인 참외

와 수박도 포함된다. 하계작물은 아니지만 인삼과 과수와 같이 다년생 작

물도 벼의 경합 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면적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작물을 중심으로 벼 

경합 작물을 분류하였다. 식량작물에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 팥, 녹

두, 고구마, 감자가 대표적이다. 채소류는 수박, 참외, 호박, 고추, 생강을 

포함하며, 과수, 인삼, 특용작물, 시설작물도 고려하였다. 한편, 여름에 재

배되나 생육기간이 짧아 후작으로 벼 재배가 가능한 작물(오이, 토마토 등)

은 제외하였다.

<그림 3-6> 벼 경합 작물의 파종과 수확 시기

자료: 네이버 식물백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https://terms.naver.com/: 201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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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에서 벼 경합 작물이 재배되는 면적은 해당 품목의 수익성에 더해 정

부의 쌀 수급 관리 정책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쌀 수급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이전까지의 쌀 증산정

책을 완화하였다. 이 기간 벼 경합 작물의 논 재배면적은 1985년 이후 연

평균 10.6%의 증가율로 1995년에 10만 9천 ha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쌀 증산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으며 

이 기간 벼 경합 작물 논 재배면적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0년 이후에는 

쌀 과잉생산 구조가 지속되면서 경합 작물 논 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세에도 생산조정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등 

벼 재배면적 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기간에는 경합 작물 논 재배면적이 단기

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2017년 벼 경합 작물 면적은 3만 5천 ha

로 벼 재배면적의 4.8% 수준이다.

<그림 3-7> 벼와 경합 작물 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품목별 벼 경합 작물 논 면적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작물의 비

중이 2000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며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시설작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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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중은 2000년대 초반 70%를 상회하였으나 2017년 39.6%로 감소하였

다. 반면 2017년 기준 논 면적 비중은 11.3%, 콩 10.8%, 채소 7.5%로 장기

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이다.

<그림 3-8> 작물별 면적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시설 작물을 제외할 경우, 논과 밭을 합한 경합 작물들의 전체 면적에서 

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논콩의 전체 콩 재배면적 대비 비중은 13.8%이며, 봄감자는 13.4%로 그 

뒤를 이었다. 메밀은 논 재배 비중이 13.0%로 높으나 면적이 300ha에 불

과하였다. 

<표 3-1> 경합 작물 논 면적 비중(2017년 기준)

단위: 천 ha, %

　 옥수수 메밀 콩 봄감자 호박 고추 생강 과수 참깨 들깨 인삼 시설

전체 15.1 2.3 45.6 14.9 6.2 28.3 2.6 159 29.7 43.4 23.4 80.6

논 1.3 0.3 6.3 2.0 0.5 1.8 0.2 2.3 1.5 2.6 1.8 13.1

논 비중 8.6 13.0 13.8 13.4 8.1 6.4 7.7 1.4 5.1 6.0 7.7 16.3

자료: 통계청(2018). 농업면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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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벼 경합 작물 소득 실태

  단위 면적당 소득은 쌀이 대부분의 벼 경합 작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17년 기준 쌀 소득은 직불금이 포함될 경우 72만 원/10a, 포함되

지 않을 경우 54만 1천 원/10a이었다.15 반면, 옥수수, 고구마, 고추, 수박, 

인삼, 생강 등은 10a당 소득이 100만 원을 상회하였다. 다만, 콩은 54만 7

천 원/10a으로 직불금을 포함하지 않은 쌀 소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3-2> 품목별 10a당 소득

단위: 천 원/10a

　

쌀

콩 옥수수 고구마 봄감자 고추 수박 참깨 인삼 생강직불금 

불포함

직불금

포함

2005 546 546 538 799 850 730 1,572 1,182 773 9,258 844

2010 434 599 629 766 1,187 932 1,523 1,972 678 7,565 2,418

2015 561 761 395 995 1,655 1,339 2,222 2,223 876 11,750 3,301

2016 430 741 391 1,182 1,774 936 1,769 2,203 920 10,125 1,156

2017 541 720 547 1,012 1,571 827 2,371 1,966 713 9,749 2,509

주: 쌀 직불금은 차년도에 지급되나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촌진흥청(각 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그러나 노동 시간당 소득은 쌀이 여타 품목에 비해 훨씬 높았다. 쌀의 

노동 시간당 소득(최근 3개년 평균)은 직불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4만 9

천 원, 포함할 경우 7만 1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경합 작물별 시간당 소득

은 인삼(5만 1천 원)이 가장 높았고, 이후 콩(2만 5천 원), 수박(2만 2천 원), 

옥수수(2만 1천 원) 순이었다.

15 산지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AMS 한도까지 도달

한 2016년산의 경우, 직불금 포함 소득이 직불금 불포함 소득보다 72.4% 증가

하여 직불금에 의한 소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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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품목별 노동 시간당 소득

단위: 천 원/시간

　

쌀

콩 옥수수 고구마 봄감자 고추 수박 참깨 인삼 생강직불금 

불포함

직불금

포함

2015 52 70 20 20 17 23 14 20 12 57 24

2016 41 71 22 24 22 17 11 22 16 48 9

2017 53 71 31 18 20 14 16 25 15 47 20

3년 평균 49 71 25 21 20 18 14 22 14 51 18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촌진흥청(각 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3.3. 논 타작물 재배의 애로점

  농가들은 벼 이외 타작물을 논에 재배하는 경우, 토질특성, 재배기술 부

족, 낮은 기계화율, 판로확보, 소득 불안정성, 정책일관성 부재 등으로 인

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각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16

  먼저, 논의 토질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논은 습답지역이

기 때문에 밭작물이 주를 이루는 타작물 재배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즉, 논은 일반적으로 밭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므로 집중호우 

등 발생 시 침・관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벼의 경우 침수되더

라도 물 빼기만 제때 이루어지면 생육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반면, 타

작물은 침수 시 생산량과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타작물 관련 재배 기술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논

벼 농가들은 타작물 재배에 대한 기술노하우(파종 및 수확 방법, 재해 발생 

시 대처 방안, 적절 시비량 등)가 부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상시

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16 본 절의 내용은 논에 벼 대체작물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전화조사 등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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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타작물을 위한 농기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고

령층으로 구성된 논벼 농가들은 벼보다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

는 타작물 재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작

물 관련 농기계의 원활한 공급이나 특정 농작업의 위탁이 필요한데, 이들 

농기계가 고가인 경우가 많아 농가가 개별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렵고 농작

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표 3-4> 밭작물 기계화율 현황과 목표

고추 배추 고구마 콩 참깨 평균

2017 46.1 55.3 60.1 62.2 53.9 58.3

2022 66.9 66.5 79.3 78.2 76.8 75.0

증감 20.8 11.2 19.2 16 22.9 1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정 통보 및 사업설명회 자료.” 

  넷째는 가격의 큰 변동성과 판로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소득 불안정성 문

제이다. 쌀은 농협 및 민간RPC, 임도정업체 등과 같이 판매처가 다양한 반

면, 대체작목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논타작물재배지

원사업 등을 통해 전작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타작물 소득이 쌀 소득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는 점 등이 전작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다섯째, 정책일관성 문제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되었던 타작물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당해 쌀 수급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 타

작물 지원정책에 대한 농가의 신뢰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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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논 타작물 재배 우수사례

  논 지역은 대부분 습답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타작물 생산이 용이하지 

않아 타작물 재배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순 없다.17 또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나 정책(소득, 가격, 판로 등)이 부재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논에 타작물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은 있다.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서는 작목반이 중심이 되어 논콩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2011년 30ha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480ha까지 급격히 확대

되었다. 이러한 재배면적 확대는 작목반이 중심이 되어 재배기술을 효율적

으로 도입·확대하였으며,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기계화가 뒷받침되었

기 때문이다. 기계화와 우수한 재배기술 확보는 소득증대로 이어져 콩 소

득은 2015년 기준으로 벼보다 14% 높은 ha당 750만 원 수준을 보였다.18

  전북 순창군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산물에 대한 생산지원을 통

해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순창군은 2004년부터 장류특구를 지정하여 

원료인 고추와 논콩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농가에게 지원하였다. 논콩 재

배 농가들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2005년에 ha당 2백만 원을 생산 장려

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년부터는 3백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순창군 논콩 

재배면적은 2006년 크게 증가하여 논 면적에서 논콩 면적 비율이 7% 내외

로 전국 평균(1% 내외)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17 농가가 논에 타작물 재배를 꺼려하는 이유 중 습답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응답

이 전체 응답(801농가) 중 24.8%를 차지하였다(김종인 외(2017). �쌀 생산조정

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02).
1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 3. 6. “올해 콩농사 판로 걱정없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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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순창군 및 전국의 논콩 면적 추이

주: 최근 3년(2015~2017년) 순창군 논콩면적 행정집계자료가 없어 사업 참여 농가의 면적만 포함시킴.

자료: 순창군 농업기술센터(2018). 면적 관련 내부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면적조사.

이상과 같이 순창군의 논콩 면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일관성 있는 

논콩 지원정책으로 논콩 재배농가의 소득이 쌀 생산 시보다 높게 유지되었

다는 점이다. 2009년과 2014년 순창군의 논콩 소득은 쌀 평균 소득 대비 

각각 15.8%, 30.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 변동직불금이 AMS한도까

지 발생한 2016년에도 6.9%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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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논콩과 쌀 소득 차이 추정(순창군)

주 1) 고정직불금은 논 형상만 유지하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콩재배농가도 수령할 수 있음.

2) 소득은 각 해당 연도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활용함.

3) 지원금의 경우, 콩은 생산장려금과 유통장려금, 쌀은 변동직불금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순창군 농업기술센터(2018). 소득 내부자료; 농촌진흥청(각 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이상의 두 사례는 소득의 안정적 유지가 논 타작물 재배 지속여부에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산면의 경우 작목반이 중심이 된 규모화

를 통해 재배기술, 농기계, 판로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반면 순창군은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특산물과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즉, 논 타작

물 재배확대를 위해서는 규모화를 통한 효율화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수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이상의 두 사례는 논 타작물로 콩을 재배했다는 공통점을 갖는

다. 콩은 노동 시간당 소득이 여타 작물에 비해 높고 기계화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작물일 뿐만 아니라 배수관리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밭에서보

다 논에서의 수확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콩 재배의 

장점으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실시 결과, 콩으로의 전환 면적 비중이 

34.5%(2011년 기준)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가들이 논 타작물로서의 콩 

선호는 최근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19 지원금으로 300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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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 콩으로의 전환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옥

수수, 사료작물, 감자 등의 순이었다.

4. 소결 및 시사점

  이제까지 우리나라 논 활용은 수도작 중심으로 이루어져 쌀 생산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쌀 이외 식량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러한 쌀 집중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쌀 농업의 높은 

기계화율과 식량정책과 농업 재원이 쌀에 편중되면서 여타 논 타작물에 비

해 쌀 가격 및 소득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쌀 집중을 개선하여 논에서의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작물 재배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

어야 한다. 아울러 농기계 지원, 재배 기술 교육 체계 구축 등이 전제되어

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하여도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작

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20 연령층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작물전환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콩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촌현실과 소득 측면에서 가장 유

리한 작물로 식별된다. 콩은 10a당 노동력이 여타 작물에 비해 적게 요구

될 뿐만 아니라 기계화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작목이다. 또한 순창군이나 

김제시 죽산면과 같이 논콩 재배면적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례

도 존재한다.

19 김종인 외. 2017.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03.
20 정부 보조금이 있더라도 재배면적 감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농가들

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작물로의 재배전환

을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인 외(2017).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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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부문 쌀 소비

1.1. 쌀 소비량 추이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

량은 최근까지도 과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정부의 잡곡 소비권장 등으로 감소

하였으나 쌀 생산이 증가하면서 1979년에는 135.6kg까지 회복하였다. 1980

년부터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감소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 2000년대 2.6%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2010년대에 들어 

2.3%로 소폭 둔화되었다.

  비농가 쌀 소비 감소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농가는 이보다 늦은 

198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농가 쌀 소비량은 1970년대 초반  

비농가 쌀 소비량을 추월한 이후, 1980년 후반까지 확대되었고, 1990년대 

농가의 평균 쌀 소비량은 비농가에 비해 약 49kg 많은 수준까지 이르렀다. 

다만, 2000년대 이후부터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농가의 쌀 소비량이 

비농가보다 많다. 



40  쌀 소비 추이 및 행태 분석

<그림 4-1>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단위: kg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최근 쌀 소비량 감소폭은 2010년 초반(2010~2015년) 2.9%까지 확대되

었으나, 2016년 1.6%, 2017년 0.2%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어 쌀 소비 추

이의 변화 가능성을 보인다. 이러한 소비 감소율의 둔화 원인은 비농가 소

비량 감소폭이 급격히 둔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3%에 달했던 비농

가의 2000년대 초 쌀 소비 감소율은 2016년 0.7%로 크게 둔화되었고, 

2017년에는 오히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부문 양곡소비량조사의21 조사 대상 및 기준 변경으로 소비 

추이가 변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은 2016년부터 양곡소비

량 조사 표본에 쌀 소비성향이 2인 이상 가구와 상이할 수 있는 1인 가구

를 포함시켰다. 통상적으로 1인 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 쌀 소비량

은 여타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1인 가구 포함이 최근 쌀 소비 

감소폭 둔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농가는 2017년부터 조사응답 기

간이 3년에서 1개월로 축소되어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

도 존재한다. 이는 매월 상이한 가구를 조사하는 것보다 동일한 가구를 장

기간 추적할 경우가 통계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21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는 가계지출 조사(비농가, 500가구)와 농가경제 조사

(농가, 560가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모집단 대비 비농가 표본 수가 작아 

비농가 부문의 오차율이 클 수 있다. 또한 외식의 경우, 밥 중심의 식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가정 내 1회 소비량과 동일한 쌀 소비량을 적용하였기 때

문에 외식 소비량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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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연도

계(kg) 주부식용 기타음식용

전체 농가 비농가 전체 농가 비농가 전체 농가 비농가

소

비

량

(kg)

’63년 105.5 109.6 100.5 　 　 　 　 　 　

’70년 136.4 123.0 147.6 　 　 　 　 　 　

’80년 132.4 150.7 125.5 　 　 　 　 　 　

’90년 119.6 160.5 112.1 　 　 　 　 　 　

’00년 93.6 139.9 89.2 91.7 134.8 87.5 1.9 5.1 1.7

’10년 72.8 118.5 69.8 71.3 110.4 68.7 1.5 8.1 1.1

’15년 62.9 102.1 60.0 61.9 96.3 59.4 1.0 5.8 0.6

’16년 61.9 100.5 59.6 61.0 94.7 59.0 0.9 5.8 0.6

’17년 61.8 96.6 59.8 61.1 92.3 59.3 0.7 4.4 0.5

연

평

균

증

감

률

(%)

’60년대 2.8 0.0 5.5 　 　 　 　 　 　

’70년대 -0.1 2.2 -1.5 　 　 　 　 　 　

’80년대 -1.0 0.8 -1.2 　 　 　 　 　 　

’90년대 -2.3 -1.4 -2.1 　 　 　 　 　 　

’00년대 -2.6 -1.8 -2.5 -2.5 -2.0 -2.4 -4.1 3.7 -6.8

’10년대 -2.3 -2.9 -2.2 -2.2 -2.5 -2.1 -10.3 -8.3 -10.7

’10년 초 -2.9 -2.9 -3.0 -2.8 -2.7 -2.9 -7.8 -6.5 -11.4

’16년 -1.6 -1.6 -0.7 -1.5 -1.7 -0.7 -10.0 0.0 0.0

’17년 -0.2 -3.9 0.3 0.2 -2.5 0.5 -22.2 -24.1 -16.7

<표 4-1>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표 4-2>는 조사 표본에 1인 가구 포함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을 기존과 동일하게 2인 이

상 가구로 한정하여 1인당 쌀 소비량을 계산하면 2016년과 2017년 소비량

은 전년 대비 각각 2.7%, 1.2% 감소한 61.2kg, 60.5kg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쌀 소비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포함된 1인 가구의 쌀 소비량은 2017년 오히려 전년보다 2.3% 

증가하여 전체 소비량 감소세가 둔화된 것이다. 결국, 통계청이 발표한 1

인당 쌀 소비량 감소폭 둔화는 비농가 1인 가구의 소비량 증대가 주된 요

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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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가구형태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단위: kg, %

시점
전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전가구 농가 비농가 전가구 농가 비농가 전가구 농가 비농가

2015년 　 　 　 　 　 　 62.9 102.1 60.0

2016년 61.9 100.5 59.6 63.7 109.3 61.9 61.2 98.5 58.7

2017년 61.8 96.6 59.8 65.2 102.0 63.8 60.5 95.5 58.1

2016년 증감률 -2.7 -3.5 -2.2

2017년 증감률 -0.2 -3.9 0.3 2.3 -6.7 3.1 -1.2 -3.1 -0.9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도 쌀 소비 감소세는 최근까지 크게 

둔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소비자패널의 2017년 가구당 

쌀 구입량은 전년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쌀 소비 감소가 과거보

다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3> 출처별 쌀 소비량 추이 비교

단위: kg/년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농촌진흥청

(농식품소비자패널)

2010 72.8(-1.6) 71.6(-2.0) 73.1

2011 71.2(-2.2) 70.9(-1.0) 70.5(-3.6)

2012 69.8(-2.0) 68.6(-3.2) 74.1(-5.1)

2013 67.2(-3.7) 64.7(-5.7) 70.4(-5.0)

2014 65.1(-3.1) 62.5(-3.5) 71.2(-1.1)

2015 62.9(-3.4) 62.3(-0.2) 66.6(-6.5)

2016 61.9(-1.6) 57.7(-7.5) 62.3(-6.5)

2017 61.8(-0.2) 58.7(-5.8)

주 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2) 가계동향조사의 쌀 소비량은 가구의 쌀 지출액을 해당연도 쌀 가격으로 나누어 1인당 소비량을 계산함. 

농식품소비자패널에서 구입 물량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전체 관측치의 13.2%)는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함.

   3) 농식품소비자패널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가구당 쌀 구입량에 대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농촌진흥청(각 연도). 농식

품소비자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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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대만의 최근(2010~2016년) 1인당 쌀 소비량 연평균 감소율은 각

각 1.5%, 0.6%로 동 기간 우리나라 감소율(2.7%)보다는 크지 않았으나 여

전히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일본과 대

만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각각 54.4kg, 44.5kg로 우리나라 소비량의 87.9%, 

71.9% 수준이나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2> 주요국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비교

단위: k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이상의 국내외 자료 분석결과를 종합할 경우, 우리나라 쌀 소비 감소 추

이가 완화되었다기보다는 과거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급

격한 쌀 소비 감소세 둔화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한다. 

1.2. 쌀 소비 변화의 요인 및 특징

  본 절에서는 ‘양곡소비량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식생활 및 소비 행태 변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쌀 

소비 변화를 분석하였다. ‘양곡소비량조사’의 분석기간은 월별자료가 제공

되는 1998~2017년까지이고, 가구단위 자료인 ‘가계동향조사’는 1996~2016



44  쌀 소비 추이 및 행태 분석

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개인단

위 자료로 2008~2016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22

1.2.1. 전반적 식생활 변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결과(최근 5년 기준(=2012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연평균 소비량(식품원자재 기준)은23 곡류가 1.8%, 쌀이 4.2%, 쌀 이

외 곡류가 1.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해조류, 어패류, 종실류, 

난류 및 버섯류의 소비량은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식품원자재 기준 연평균 1인당 소비량 증감률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마이크로 자료 분석결과, 2014년까지 증가하던 외식횟

수는 최근 들어 감소한 반면, 결식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가의 외식횟수는 2014년 월평균 22.4회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

2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영양조사는 식생활 형태와 더불어 만 1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 1일 전 식품섭취내용(24시간 회상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23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실제 식품을 섭취한 양을 기록하고 있어 엄밀한 의

미에서는 소비량이라기보다 섭취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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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어져 2017년은 21.0회까지 줄어들었다. 결식횟수는 2014년 이후부터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또한 접대횟수는 설과 추석이 포함된 기

간에 증가하는 시계절성을 보이나 연도별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4> 연별 월평균 1인당 식생활 형태 추이

단위: 회, %  

양곡연도
비농가 농가 전가구

접대 외식 결식 접대 외식 결식 접대 외식 결식 

2010 2.6 21.2 1.5 6.7 11.5 0.4 2.9 20.6 1.5

2015 2.6 21.8 1.9 5.9 10.8 0.3 2.8 21.0 1.8

2016 2.7 21.3 2.4 6.2 12.2 0.5 2.9 20.8 2.3

2017 2.8 21.0 2.7 6.0 12.4 0.4 3.0 20.5 2.6

연평균  

증감률

전체 0.9 -0.4 7.6 -1.4 1.6 3.7 0.4 -0.2 8.0

최근 5년 3.9 -1.6 14.0 2.2 4.5 18.9 3.6 -1.2 14.7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그림 4-4> 월평균 1인당 식생활 형태 추이(전가구 평균)

단위: 회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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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쌀 소비 행태 변화

  끼니별로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아침 쌀 소비의 감소세가 점심과 저녁 

소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은 주로 아침에 많을 것으로 추정되

므로 최근 결식횟수 증가가 아침 쌀 소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끼니별 쌀 소비량 비중은 점심과 저녁이 각각 약 35% 내외이며, 아침은 

20% 후반대에 불과하였다.

<표 4-5> 끼니별 쌀 소비량 추이

단위: kg/년, % 

　 전체 아침 점심 저녁 간식

2008 71.3 20.5 25.8 23.8 1.1

2010 71.6 20.8 25.3 24.2 1.3

2015 62.3 16.9 22.2 22.0 1.2

2016 57.7 14.8 21.3 20.5 1.0

연평균

증감

2008년 이후 -2.6 -4.0 -2.3 -1.9 -1.0

최근 5년 -4.2 -6.4 -3.2 -3.6 -6.3

소비량  

비중

2008년 이후 100.0 28.1 35.6 34.5 1.8

최근 5년 100.0 27.4 35.6 35.2 1.8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사 장소별로는 가정과 학교·직장에서의 쌀 소비가 서로 비슷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식업소에서의 쌀 소비량은 최근 5년간 약 2%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쌀 소비 비중은 전체 쌀 소비의 60%를 

상회하나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학교·직장 및 음식업소에서의 쌀 소비 비

중은 각각 15% 내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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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식사 장소별 쌀 소비량 추이

단위: kg/년, %  

연평균 전체 가정 학교·직장 음식업소 기타

2008 71.3 46.5 11.8 8.8 4.1

2010 71.6 45.5 12.0 9.7 4.4

2015 62.3 39.0 8.8 9.7 4.8

2016 57.7 37.5 8.8 9.8 1.6

연평균 증감
2008년 이후 -2.6 -2.7 -3.7 1.3 -11.2

최근 5년 -4.2 -4.4 -4.3 2.0 -22.0

소비량 비중
2008년 이후 100.0 64.1 15.8 13.9 6.1

최근 5년 100.0 63.9 14.9 15.0 6.2

주: 2016년 기타 항목의 쌀 소비량 급감은 분류기준의 변화(노인정 등, 사찰·교회, 기타, 무응답 포함)에 따른 

것임.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1.2.3.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쌀 소비

가. 가구원별  소비량

  1인당 쌀 소비 감소는 1인 가구보다 2인 이상 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

타났다. 1인 가구의 쌀 소비량(최근 5년 기준)은 연평균 3.6% 감소에 그친 

반면 다인 가구는 4%를 상회하였고, 2인 가구 소비 감소율은 5.2%로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의 1인당 쌀 소비량은 

67.1kg으로 3인 이상 가구원에 비해 약 8~9%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가구 구성원 간의 식생활 패턴이 다르고 다인 가구는 쌀 소비량이 상

대적으로 적은 연령층 구성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인 가구는 아침, 2~3인 가구는 저녁 쌀 소비 감소가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1인 가구 아침 연평균 쌀 소비 감소율은 9.1%(최근 5년 기

준)에 달해 점심(1.7%)과 저녁(1.0%)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아

침식사에서의 쌀 소비 감소가 1인 가구의 쌀 소비 감소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 3인 가구원의 경우 저녁 쌀 소비량의 연평균 감소율이 각각 

5.4%, 4.4%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저녁 외식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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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가구원 수별 연평균 1인당 쌀 소비량

단위: kg/(1인 1년), % 

　 1인 2인 3인 4인 이상

2008 70.9 79.1 69.7 69.8

2010 73.2 80.0 71.6 69.0

2015 64.2 66.8 60.5 61.2

2016 61.0 62.3 56.9 55.5

평균

2008년 이후
69.7 73.2 65.5 64.6

(100.0) (105.0) (93.9) (92.7)

최근 5년
67.1 68.8 61.7 61.1

(100.0) (102.6) (92.0) (91.1)

연평균 증감률
2008년 이후 -1.9 -2.9 -2.5 -2.8

최근 5년 -3.6 -5.2 -4.3 -4.1

주: (  ) 안은 1인 가구의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대비 비율을 나타냄.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4-5> 가구원 수 및 끼니별 연평균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최근 5년 평균)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나. 연령별  소비량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1인당 쌀 소비량은 20대에서 크게 감소

하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소비량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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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1인당 쌀 소비량(최근 5년 평균)은 76.8kg으로 타 연령대 대비 소비

량이 가장 많았고, 20대는 70대의 70.8%(54.4kg)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4-6> 연령별 연평균 1인당 쌀 소비량

단위: kg/(1인 1년)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20대 쌀 소비량이 가장 적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소비량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4 한편, 최근 20년간

(1996~2016) 쌀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연령층은 40대로 1996년 85.0kg에서 

2016년 37.7kg으로 연평균 4.0%의 감소율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동 기간 각

각 3.5%, 3.9%, 50대는 2.5%, 60대는 1.2% 감소하였으며, 70대 이상은 연평균 

0.5% 감소에 그쳐 쌀 소비 감소율이 가장 적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24 ‘가계동향조사’의 쌀 지출액을 해당연도 쌀 소매가격으로 나누어 물량화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해당 가구가 구매한 쌀의 가격, 외식 소비량 미고려 등으로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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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령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정: ‘가계동향조사’ 이용

 

주: 쌀 소비량은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쌀 소비량은 연간 물량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결과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젊은층(10~30대)

의 쌀 소비 감소폭이 가장 컸으나, 중반 이후부터는 중·장년층(40~60대)의 

소비 감소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2008년 이후 10~60대까지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5~3.5% 수준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40~60대의 연평균 

감소율은 5%를 상회하였다.

<그림 4-8> 연령별 연평균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쌀 소비 추이 및 행태 분석  51

<표 4-8> 연령별 연평균 1인당 쌀 소비량
단위: kg/(1인 1년), %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08 52.4 70.2 61.4 72.3 74.7 79.5 84.4 82.7 72.8

2010 50.7 69.5 59.2 70.0 74.2 80.7 86.7 87.8 88.2

2015 46.3 60.4 55.1 57.3 62.5 68.4 75.7 74.8 68.7

2016 45.1 57.3 49.1 54.5 59.3 60.5 67.2 70.1 64.5

연평균

소비량

2008년 이후
48.1

(60.2)

65.2

(81.6)

57.1

(71.4)

64.5

(80.7)

68.9

(86.1)

73.4

(91.8)

79.8

(99.8)

80.0

(100.0)

73.5

(91.9)

최근 5년
46.0

(59.9)

62.1

(80.9)

54.4

(70.8)

59.9

(78.1)

64.4

(83.8)

68.4

(89.1)

75.6

(98.4)

76.8

(100.0)

70.9

(92.3)

연평균

증감

2008년 이후 1.9 2.5 2.8 3.5 2.8 3.4 2.8 2.0 1.5

최근 5년 1.0 3.5 4.2 4.1 5.3 5.5 5.3 4.0 3.4

주: (  ) 안은 70대 연평균 쌀 소비량 대비 연령대별 비율을 나타냄.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5년 기준 연령별 끼니별 쌀 소비 감소율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 

걸쳐 아침 쌀 소비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아침 쌀 

소비 감소율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30대와 50∼60대의 경

우에는 7.0% 내외, 70대는 4.5%로 나타났다. 저녁 쌀 소비 감소율은 50대

가 가장 높았고, 점심은 50∼7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비 감소가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9> 연령 및 끼니별 쌀 소비 감소율(최근 5년)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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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와 다른 연령의 끼니별 쌀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연령대별 쌀 소비

량 차이는 주로 아침 쌀 소비량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체 쌀 소비량은 60대 이상이 20대에 비해 30∼41% 정도 높은 수준이나 아

침 쌀 소비량은 130∼149%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심과 저녁 쌀 

소비량은 20대에 비해 약 10∼20%밖에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연령 및 끼니별 1인당 쌀 소비량 비교(최근 5년, 20대 대비 증감률)

단위: %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1.3. 쌀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5 

  가정 내에서의 식사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식사 비중은 과거 5년 전 60.8%에서 

최근에는 55.0%까지 줄어들었고, 향후 5년 후는 53.2%까지 감소하여 식사

의 탈가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사의 탈가정화로 배달음식 

및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본 절의 내용은 위탁조사로 수행된 ‘식량소비 관련 인식 및 행태 조사((주)마이

크로밀엠브레인)’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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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과거, 현재, 미래)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 및 간편식에 대한 선호 증가로 

쌀 소비 감소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26 향후 5년 후 소비자

의 쌀 소비 의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보다 늘리겠다는 응답보다는 줄이겠

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보다 10% 이상 쌀 소비

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22.8%로 조사되어 쌀 소비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그림 4-12> 향후 5년 후 쌀 소비량 증감(현재 대비)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6 향후 5년 후, 쌀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이유 중, 대체식품 섭취량 변화라고 응답

한 비중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간편식 선호(23.8%), 건강관심(20.9%), 외식 

및 결식 증가(17.1%) 등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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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가격은 쌀 구매에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중심의 구매 선호에서 품질이나 밥맛은 선호하는 패턴으로 

트렌드가 변동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쌀 구

매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8%였으나 현재는 31.0%, 5년 후는 29.2%

로 감소하고, 품질이나 밥맛이 쌀 구매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후

는 각각 29.6%, 18.8%로 5년 전보다 5%p, 4.4%p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3> 쌀 구매에서 차지하는 요인(과거, 현재, 미래)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현재보다 고품질 쌀이 시판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구매

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78.6%로 나타나 품질이나 밥맛에 대한 선호증가가

고품질 쌀 구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지불의향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지나친 가격인상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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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1.4.1. 쌀 수요함수 분석

  1인당 연간 혹은 월간 쌀 수요함수는 아래 수식과 같이 쌀 가격, 대체재 

및 보완재 가격, 소득, 인구통계학적 특성, 추세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 ln 
′ ln

ln′


식 (4-1)

  식 (4-1)에서 는  연도(혹은 월)를 나타내고, 와 는 1인당 쌀 수요량과

가격을 의미한다. 는 쌀의 대체재 및 보완재로 볼 수 있는 채소, 과실, 

축산물, 수산물, 밀가루 가격을 포함하는 벡터이며, 는 1인당 GDP, 

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다. 쌀 수

요함수는 log함수 형태로 설정되어 추정계수는 해당 변인 변화에 대한 소



56  쌀 소비 추이 및 행태 분석

비량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탄성치를 의미한다. 분석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별수로는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40대 이상 인구

의 비중을 사용하였으며, 는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한 추세변화를 통제하

기 위한 변수이다.27

  쌀 수요함수 추정은 가격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변수

(predetermined variable)인   을 도구변수(IVs)로 2-SLS, GMM 추정량

을 사용하였다. 또한, 불안정 시계열 자료로 인한 가성회귀 문제를 확인하

기 위해 잔차를 이용한 안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분석에 사용한 가격변

수는 안정적 시계열로 검증되어 수준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는 장기

적인 균형관계(공적분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의 연 자료를 이용한 1인당 쌀 수요함수 추정결

과, 자기(쌀)가격, 과실가격, 축산물가격, 수산물가격, 밀가루가격, 소득, 40

대 이상 비중, 추세요인 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식별되었다. 월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소득 및 40대 이

상 인구비중 변수의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수에 대한 추정결과, 자기가격 탄성치는 -0.17로 추정되어 1% 쌀 

가격이 상승할 경우 1인당 쌀 소비량은 0.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GMM 분석 결과 기준). 월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자기가격 탄성치는–

0.096로 작게 추정되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과실가

격 탄성치는 0.043, 수산물가격 탄성치는 0.116, 밀가루가격 탄성치는 

0.042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해당 식품의 가격 상승 시 해

당 식품 소비량은 감소하고 쌀 소비는 늘어나는 대체재로 식별되었다. 반

면, 축산물가격 탄성치는 -0.115로 축산물가격 상승 시 쌀 소비도 함께 감

소하는 보완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27 1인 가구 비중, 남녀비율, 농촌지역 인구비중 등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분

석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분석에 포함된 추세 및 40대 인구 비중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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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ln(일 평균 1인당 쌀 소비량)

2인 이상 가구

OLS 2SLS GMM

자기가격 ln(쌀가격)
-0.117** -0.171*** -0.170***

(0.050) (0.053) (0.028)

대채제

가격

ln(채소가격)
-0.005 -0.014 -0.014

(0.038) (0.029) (0.018)

ln(과실가격)
0.041 0.042** 0.043*

(0.030) (0.021) (0.025)

ln(축산물가격)
-0.104 -0.115** -0.115***

(0.067) (0.050) (0.035)

ln(수산물가격)
0.116 0.116* 0.116***

(0.085) (0.060) (0.025)

ln(밀가루가격)
0.042 0.042* 0.042***

(0.033) (0.025) (0.014)

소득 ln(GDP)
-0.160 -0.250 -0.250***

(0.224) (0.164) (0.069)

  소득(1인당 GDP)의 추정계수는 –0.25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어 쌀은 열

등재인 것으로 해석된다. 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정치의 절대적 크

기가 작으며 유의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부호로 추정되었다. 

  인구의 구조적 특성으로 사용된 40대 이상 인구비중은 양(+)으로 유의미

하게 추정되었다.28 반면, 월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동일한 부호를 보

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월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쌀 소비의 계절적 영향 여부 분석 결과에서

는 휴가 등으로 여름(7~8월) 쌀 소비량이 적고 설날이 포함된 2월 쌀 소비

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계절성을 보였다.29

<표 4-9> 1인당 쌀 수요함수 추정 결과(양곡소비량조사 연 자료) 

28 1인당 쌀 수요함수의 인구 구성 비중 변수는 여타 연령대에 비해 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세부 연령

대별 변수를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29 <부록 1>의 <부표 1-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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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ln(일 평균 1인당 쌀 소비량)

2인 이상 가구

OLS 2SLS GMM

인구특성
ln(40대 이상 

비중)

0.356 0.393 0.392**

(0.406) (0.319) (0.170)

기호변화 추이
-0.033*** -0.032*** -0.032***

(0.008) (0.007) (0.004)

상수항
4.928** 5.931*** 5.933***

(1.606) (1.263) (0.909)

관측치수 20 19 19


 0.998 0.997 0.997

주 1)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 2017년의 쌀 소비량도 이전년도

와 동일하게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도출된 자료를 사용함. 

  2) (  ) 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소비자물가조사, 국민계정, 장례인구추계. 

  2017년 1인당 쌀 소비량 변화(1.2% 감소)를 각 요인별로 분해할 경우, 

쌀값 하락이 소비량을 2.1%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GMM 

분석 결과 기준). 따라서 2017년도 쌀값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

을 경우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율은 3.3%(=1.2%+2.1%)에 이르렀을 것으로 

계측된다. 한편, 2016년도에도 쌀값 하락이 쌀 소비량을 1.7%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연도별 쌀 소비량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할 경우, 쌀 가격에 더하여 소득변화, 인구구조변화, 

추세 요인이 쌀 소비량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6과 2017년의 1인당 쌀 소비량 감

소폭 완화는 조사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한 효과와 쌀값 하락에 기인한 부

분이 커 실제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둔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인 가구를 포함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쌀 소비량 

감소율은 2016년은 1.6%, 2017년은 0.2%이었으나,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

하는 2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쌀 소비량 감소율을 계산하면 각각 2.7%, 

1.2%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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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쌀 소비량 변화요인 분해

주: 연 자료를 이용한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쌀 소비수요함수 추정결과(GMM 추정치)를 이용함. 

자료: 저자 작성.

1.4.2. 쌀 섭취량 결정요인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쌀 섭취량 결정요인 분석은 1인 1일 

쌀 섭취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이용하였다. 

   ′
 ′

′


 식 (4-2)

식 (4-2)에서 는 개인 의 1일 쌀 섭취량, 는 조사 연도 및 요일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벡터, 는 가구 및 거주지 특성 벡터, 는 연령, 세대, 

교육수준, 직업을 나타내는 벡터, 는 쌀 이외 식품 섭취량 벡터를 나타낸

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조사는 식생활 형태와 더불어 만 1세 이상 인

구를 대상으로 조사 1일 전(24시간 회상법)의 상세한 식품섭취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분석에는 쌀 섭취량을 일관성 있게 식별할 수 있는 2008

년부터 2016년까지의 9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개인별 쌀 소비량은 0을 다수 포함하는 절단자료

(censored data)로 OLS로 추정 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으므로 T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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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고,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식 (4-3)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쌀 소비함수 추정결과, 대부분의 설명

변수(추세, 쌀 및 대체, 보완재 가격,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의 통계적 유의

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0 연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연도

더미 변수의 경우 최근에 올수록 절대치가 커져 쌀 소비 감소추세를 반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침의 쌀 소비량 감소추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일별로

는 주말(토, 일)보다 주중의 쌀 소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아

침의 쌀 소비량은 여타 끼니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월요일과 금요일의 

아침 쌀 소비량이 주말 소비량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의 경우, 동보다는 읍면 거주자,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거주

자의 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구별로는 2인, 1인, 3인 이상 

가구 순으로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인 가구의 경우 특히 아

침 쌀 소비량이 3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여 쌀은 열등재화인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 변수인 결혼유무, 남성유무 변수도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는데, 

기혼자와 남성이 미혼자와 여성에 비해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

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쌀 소비량이 많고 관리자와 

전문가, 사무 종사자의 쌀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찬으로 사용되는 채소, 버섯, 육류, 난류 등은 소비 증가에 따라 쌀 소

비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쌀 이외 곡물이나 감자·전분

30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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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주류 및 음료는 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쌀 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쌀 소비에 대한 연령·연도·세대효과 분석은 세대효과와 순 연령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세대 코호트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증가에 따른 쌀 소비량 증가는 순 연령효과보다 세대효과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 증가에 따른 쌀 소비량 증가는 고 연령층의 

아침 소비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점심과 저녁은 20대 이상에서 연령이 증

가할수록 오히려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연령효과 분석 결과, 30대에서 80대까지의 일

평균 쌀 소비량은 각각 3.6g, 6.2g, 8.2g, 19.5g, 23.8g, 18.0g 정도 20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세대효과를 포함시킬 경우, 순 연령효

과는 60대와 70대에서만 각각 10.4g, 11.1g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31 세대효과는 2008년 기준 30대가 6.0g, 50대, 60

대, 70대가 각각 8.6g, 15.5g, 15.4g 20대보다 통계학적으로 쌀 소비가 유의

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연령에 따른 쌀 소비

량의 차이는 쌀 소비가 많은 세대가 고연령층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효과

가 커 인구 고령화가 1인당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31 분석대상 기간이 9개년으로 충분하지 못해 순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충분히 

식별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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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일 평균 쌀 소비량(g)

전체 아침 점심 저녁

연

령

대

더

미

변

수

10대 

이하

-26.667*** -29.765*** 9.176*** 1.013 -19.050*** -13.702*** -16.276*** -17.882***

(1.972) (3.313) (1.315) (2.212) (1.369) (2.302) (1.305) (2.198)

10대
18.997*** 12.589*** 9.939*** 4.786*** 5.930*** 6.090*** 2.417** 0.050

(1.702) (2.247) (1.148) (1.531) (1.184) (1.567) (1.132) (1.502)

20대 　 　 　 　

30대
3.604** 2.758 5.270*** 1.381 0.913 3.359** -3.220*** -4.136***

(1.714) (2.113) (1.170) (1.447) (1.192) (1.471) (1.137) (1.403)

40대
6.206*** 4.354 16.998*** 7.879*** 0.096 4.878** -7.470*** -7.325***

(1.854) (2.916) (1.253) (1.964) (1.289) (2.028) (1.227) (1.931)

50대
8.219*** 5.523 23.912*** 10.810*** -1.686 4.737* -10.351*** -8.945***

(2.002) (3.600) (1.346) (2.399) (1.391) (2.499) (1.323) (2.381)

60대
19.522*** 10.417** 35.690*** 17.254*** -3.820** 3.618 -9.174*** -10.387***

(2.260) (4.418) (1.504) (2.912) (1.569) (3.064) (1.490) (2.915)

70대
23.776*** 11.058** 41.616*** 21.422*** -3.819** 3.180 -8.466*** -12.473***

(2.505) (5.407) (1.656) (3.532) (1.739) (3.749) (1.650) (3.560)

80대 

이상

18.036*** 7.107 42.345*** 24.125*** -5.202** 1.696 -9.529*** -14.828***

(3.406) (6.828) (2.210) (4.419) (2.361) (4.731) (2.235) (4.486)

세

대  

코

호

트

미

출생

-3.987 6.116** -8.658*** -2.144

(4.231) (2.825) (2.939) (2.801)

10대 

이하

13.930*** 11.629*** -0.887 5.253**

(3.146) (2.128) (2.188) (2.092)

10대
4.992** 0.716 2.996** 0.197

(2.127) (1.469) (1.483) (1.419)

20대 　 　

30대
5.975*** 9.075*** -3.060** 2.047

(1.942) (1.309) (1.350) (1.285)

40대
2.168 11.423*** -5.075*** -2.136

(2.779) (1.846) (1.928) (1.836)

50대
8.575** 18.243*** -6.801*** -0.294

(3.557) (2.340) (2.465) (2.348)

60대
15.539*** 22.409*** -7.139** 3.571

(4.546) (2.961) (3.150) (2.993)

<표 4-10> 1인당 쌀 소비함수 추정 결과(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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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일 평균 쌀 소비량(g)

전체 아침 점심 저녁

70대
15.364*** 21.571*** -5.837 5.329

(5.650) (3.654) (3.913) (3.712)

80대 

이상

8.608 15.543*** -8.603 6.886

(8.715) (5.570) (6.028) (5.702)

주 1) (  ) 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사용 자료의 평균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전체 182.6g, 아침 51.4g, 점심 65.0g, 

저녁 63.0g, 간식 3.2g임.

  2) 세대 코호트는 2008년 기준 연령 더미변수임.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1.4.3. 가구 내 쌀 소비량 분석

  가계의 쌀 소비량에 대한 연령·세대·연도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합동자료(pooled data) 형

태로 구축하였다. 코호트는 가구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년 주기로 설정

하였다. 가구주가 1935년 이전과 1971년 이후에 출생한 가구는 제외하고, 

1996년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21～65세인(2016년 기준 41～85세)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쌀 소비량 변화의 세대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코호트는 출생연도가 1971～1975년인 세대부터 1931～1935

년인 세대까지 총 9개로 구성하였다. 또한 쌀 소비량에 대한 연령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가구주의 연령을 5년 주기로 하여 가구를 총 11개의 연령층

으로 분류하였고, 연도 더미는 1996∼2016년의 각 연도에 대해 생성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부류별·품목별 지출액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구의 소비함수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양곡소비량조사와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쌀 소비량을 1인당 월 

평균 쌀 지출액을 쌀 소매가격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32. 소매가격은 쌀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에서 제공하는 쌀 가격정보는 소매가격의 경

우 상품기준, 도매가격의 경우 상품, 중품 기준 모두 제공한다. 따라서 쌀 중품 

소매가격은 쌀 상품 도매가격과 쌀 중품 도매가격 간의 차이가 소매단계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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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별 물량 비중을 감안하여 각 연도의 kg당 중품가격으로 추정하여 사용

했으며, 함수 추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표 4-11> 연령-세대-연도 더미변수 구축 현황(가계동향조사 자료)

세대 더미
연령 더미 연도 더미

코호트 번호 출생연도 ’96년 기준 연령

⑴ 21~25세  ⑺ 51~55세

⑵ 26~30세  ⑻ 56~60세

⑶ 31~35세  ⑼ 61~65세

⑷ 36~40세  ⑽ 66∼70세

⑸ 41~45세  ⑾ 71세 이상

⑹ 46~50세 

1996∼2016년

각 연도마다 

더미변수 구성

(총 21개)

1 1971~1975 21~25세

2 1966~1970 26~30세

3 1961~1965 31~35세

4 1956~1960 36~40세

5 1951~1955 41~45세

6 1946~1950 46~50세

7 1941~1945 51~55세

8 1936~1940 56~60세

9 1931~1935 61~65세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쌀 소비함수 추정결과, 설명변수의 계수값 추정치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33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가구구조 변수에 대

한 분석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구원 수에 대한 쌀 소비함수 추정결과, 20대는 10대보다 쌀 

소비량이 적고, 60대 이상 연령이 다른 연령에 비해 쌀 소비량이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성 가구주는 여성 가구주보다 쌀 소비량이 많고, 

사무직 종자사와 학력이 높을수록 쌀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부류별·품목별 지출액의 경우, 추정 계수값의 크기가 작아 쌀 소비량

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수류, 식빵, 쇠고기, 과

일류 등은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쌀 상품 도매가격 대비 쌀 중품 도매가격의 비율을 

쌀 상품 소매가격에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33 자세한 추정결과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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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밀가루, 기타곡물류(찹쌀, 맥류, 두류, 기타곡물), 라면, 돼지고기, 닭

고기, 채소류의 지출액이 증가하면 쌀 소비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량에 대한 연령·세대·연도효과 분석결과, 가계의 쌀 소비량에 대

해 가구주의 세대효과는 양, 가구주의 순 연령효과는 음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 세대효과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가구주 연령이 

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세대효과를 

통제할 경우, 세대효과는 양(+), 순 연령효과는 음(-)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구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가구의 쌀 지출액·소비

량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나 고 연령층 가구주 가계는 쌀 소비량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2> 1인당 쌀 소비함수 추정 결과(가계동향조사 자료)

설명변수

종속변수: 1인당 쌀 소비량(kg)

모형 1 모형 2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가구주 연령 더미

26∼30세 -0.59*** 0.21 0.00 0.20

31∼35세 -1.05*** 0.21 0.17 0.20

36∼40세 -1.24*** 0.22 0.55** 0.20

41∼45세 -1.92*** 0.23 0.43** 0.21

46∼50세 -2.42*** 0.24 0.59*** 0.21

51∼55세 -3.39*** 0.26 0.31 0.21

56∼60세 -3.97*** 0.27 0.46** 0.21

61∼65세 -4.79*** 0.29 0.35 0.21

66∼70세 -5.49*** 0.31 0.25 0.22

71세 이상 -5.70*** 0.33 0.69*** 0.22

가구주 코호트 더미

코호트2: 1966∼1970 0.58*** 0.07

코호트3: 1961∼1965 1.18*** 0.08

코호트4: 1956∼1960 1.99*** 0.10

코호트5: 1951∼1955 2.87*** 0.12

코호트6: 1946∼1950 3.66*** 0.15

코호트7: 1941∼1945 4.40*** 0.18

코호트8: 1936∼1940 4.90*** 0.20

코호트9: 1931∼1935 5.12*** 0.22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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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용 쌀 소비

2.1. 가공용 쌀 소비량 추이

  2000년대 이후 전체 가공용 쌀 소비량은 연평균 8.6% 증가하여 2017년

도에는 71만 톤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재고가 과잉된 해에는 정부가 재고

처리 수단으로 고미를 주정용으로 공급하면서 주정용 쌀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 가공용 소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나 

2014, 2015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림 4-16> 가공용 쌀 소비량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세부 산업별 가공용 쌀 소비(2017년 기준)는 식료품제조업이 전체 가공

용 소비의 60.6%를 차지(42.9만 톤)하며, 음료제조업은 39.4%(27.9만 톤)

로 조사되었다. 주정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변동성이 매우 커 음료제조업

의 가공용 소비량 비중은 20~40%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타 세부 산업에서의 쌀 소비량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며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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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 추이

  단위: 천 톤, %

산업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식료품제조업 총계　
335 356 418 399 370 378 429

(51.9) (62.4) (79.4) (74.6) (64.2) (57.4) (60.6)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32 30 47 54 42 47 43

(9.5) (8.4) (11.1) (13.4) (11.3) (12.4) (10.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2 14 15 13 13 12 12

(3.5) (3.8) (3.6) (3.2) (3.5) (3.2) (2.9)

떡류 제조업　
162 183 204 188 171 170 169

(48.2) (51.4) (48.7) (47.2) (46.3) (44.8) (39.4)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7 8 8 7 7 9 9

(2.0) (2.3) (2.0) (1.8) (1.9) (2.4) (2.1)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 10 12 10 11 10 14

(3.1) (2.9) (2.8) (2.5) (3.0) (2.6) (3.2)

장류 제조업　
17 18 11 12 11 11 11

(4.9) (5.1) (2.7) (3.1) (2.9) (2.8) (2.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79 74 101 98 96 100 114

(23.5) (20.9) (24.1) (24.7) (26.1) (26.5) (26.7)

음료제조업 총계　
311 215 108 136 206 280 279

(48.1) (37.6) (20.6) (25.4) (35.8) (42.6) (39.4)

탁주 및 약주 제조업　
61 61 47 47 46 52 57

(19.6) (28.6) (43.6) (34.8) (22.5) (18.4) (20.4)

주정 제조업　
244 148 56 78 156 222 216

(78.5) (69.0) (51.4) (57.7) (75.7) (79.3) (77.4)

합계 646 571 526 535 575 659 708

주: (  ) 안은 합계 대비 혹은 세부 총계 대비 비중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주정 제조업’을 제외하고 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 ‘떡류 제조업’

으로 2017년 사용량은 16.9만 톤으로 식품제조업 전체 쌀 소비의 39.4%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 20.4만 톤으로 정점을 찍고 난 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의 2017년 쌀 소비량은 11.4만 톤으

로 2011년 이후 연평균 6.4%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공밥 산업에서의 쌀 

소비량 증가 추이는 POS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가공밥 전체 

판매량뿐만 아니라 복합밥류 판매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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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가공밥 판매량 추이(POS 자료) 

자료: 김종진·조남욱·김종인(2018: 407). “신정부 쌀 산업정책과 전망.” �2018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쌀 소비량은 2017년 기준 5.7만 톤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2%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의 쌀 소

비량은 2017년 기준 4.3만 톤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5.1% 증가하였다. 

여타 세부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에서의 쌀 소비량은 1만 톤 내외로 가공

용 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코코아 제품 및 과자

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은 2011년 이후 연평균 

각각 5.0%, 4.8% 증가하였다. 

<그림 4-18>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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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공용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결과, 가공용 1인당 쌀 소비량은34 2008년 

이후 연평균 3.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공용 1인당 연간 소

비량은 6.5kg으로 떡류, 밥죽류의 비중은 각각 74.4%(4.8kg), 15.5%(1.0kg)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햇반 등이 포함된 밥죽류 소비량의 연평균 증

가율(최근 5년)은 23.5%로 매우 높았다. 

  가공용 쌀의 1인당 소비량은 50대까지 증가하다 60세부터는 다시 감소

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만, 밥죽류의 소비량은 30대까지 일정수준이 유지

되다가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 반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표 4-14> 개인 자료를 이용한 가공용 쌀 소비량 추이 분석

  단위: kg/(1인, 1년)

가공전체 가루 과자 떡류 밥죽류 기타

2008 5.2 0.5 0.3 3.9 0.6 0.0

2010 6.4 0.4 0.2 4.9 0.9 0.0

2015 7.9 0.3 0.4 5.9 1.1 0.2

2016 6.8 0.3 0.3 4.7 1.4 0.1

평균
2008년 이후 6.1 0.4 0.2 4.6 0.9 0.1

최근 5년 6.5 0.3 0.3 4.8 1.0 0.1

연평균 

증감률

2008년 이후 3.4% -6.3% 0.5% 2.5% 11.9% 28.4%

최근 5년 9.5% -10.1% 22.3% 7.3% 23.5% 31.7%

주: 기타는 면류, 빵류 등을 포함. 과자, 떡류의 소비량은 최종품 형태(과자, 떡)로 무게를 측정하므로 쌀 소비

량으로 전환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34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과자, 떡류의 소비량은 최종 제품 형태(과자, 떡)로 무게를 

측정하므로 쌀 소비량으로 전환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밥죽류와 가

루는 쌀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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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연령별 가공용 쌀 소비량

주: 기타는 면류, 빵류 등을 포함. 과자, 떡류의 소비량은 최종품 형태(과자, 떡)로 무게를 측정하므로 쌀 소비

량으로 전환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량용 쌀 소비량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변수로 가공용 1인당 쌀 

소비량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공용 쌀 소비도 식량용 쌀 소비량과 비

슷하게 세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35 전체 가공용 소비량을 종속변

수로 사용하여 분석할 경우, 60대 이상과 30, 40대의 가공용 쌀 소비가 20

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0대 이상에서 세대효과가 큰 것으

로 추정된다. 특히, 밥죽류의 연령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대 가

공 밥죽류 소비량이 가장 많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 감소폭이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5 자세한 분석결과는 별첨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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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일평균 가공용 쌀 소비량(g)

전체 떡류 밥죽류

연령대 

더미변수

10대 이하
-4.824 -0.711 -18.481*** -4.374 -38.383*** -35.779***

(3.089) (5.161) (4.000) (6.523) (4.730) (8.012)

10대
-13.763*** -8.548** -15.149*** -7.821* -28.316*** -22.537***

(2.716) (3.576) (3.468) (4.557) (4.349) (5.626)

20대 - - - - - -

30대
-15.069*** -12.358*** -20.487*** -19.029*** -24.384*** -15.580***

(2.790) (3.381) (3.639) (4.398) (4.270) (5.321)

40대
-8.428*** -3.556 -9.698** -7.778 -32.018*** -15.208**

(3.000) (4.664) (3.900) (6.048) (4.622) (7.250)

50대
-4.671 -1.698 -3.213 -4.620 -56.565*** -32.700***

(3.213) (5.744) (4.163) (7.423) (5.114) (9.116)

60대
-32.311*** -22.155*** -35.011*** -28.929*** -121.509*** -70.377***

(3.666) (7.062) (4.734) (9.077) (6.281) (11.656)

70대
-45.407*** -21.104** -49.930*** -28.350** -141.119*** -57.615***

(4.141) (8.732) (5.345) (11.165) (7.163) (15.021)

80대 이상
-54.374*** -19.556* -57.303*** -23.936 -162.494*** -59.536***

(5.917) (11.426) (7.630) (14.641) (11.535) (20.943)

세대  

코호트

미출생
-1.637 　 -21.954*** 8.240

(6.551) 　 (8.411) (9.987)

10대 이하
　 -11.081** 　 -15.672** 　 -9.772

　 (4.971) 　 (6.321) 　 (7.874)

10대
-4.131 　 -6.073 7.810

(3.399) 　 (4.395) (5.387)

20대 - - - - - -

30대
-9.751*** 　 -8.366** -14.290***

(3.104) 　 (4.044) (4.676)

세대  

코호트

40대
　 -3.908 　 -0.444 　 -13.998**

　 (4.437) 　 (5.754) 　 (6.905)

50대
-6.529 　 -2.375 -36.328***

(5.672) 　 (7.299) (9.290)

60대
　 -20.795*** 　 -18.433** 　 -75.511***

　 (7.333) 　 (9.380) 　 (12.858)

<표 4-15> 1인당 가공용 쌀 소비수요 함수 추정결과 



72  쌀 소비 추이 및 행태 분석

설명변수
종속변수: 일평균 가공용 쌀 소비량(g)

전체 떡류 밥죽류

70대
-36.535*** 　 -35.767*** -100.415***

(9.322) 　 (11.919) (16.952)

80대 이상
　 -41.608*** 　 -42.339** 　 -114.985***

　 (15.223) 　 (19.416) 　 (32.974)

주 1) (  ) 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2) 세대 코호트는 2008년 기준 연령 더미변수임. 

자료: 질병관리본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마지막으로 쌀 가공품의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건강에 좋지 않

을 것 같다거나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이유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과거보다 줄었다는 응답(36.2%)이 늘었다는 응답(22.8%)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향후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소

비자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위해 맛과 품질 개

선, 간편식으로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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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 소비량 전망

  식량용 쌀 소비량 향후 전망은 양곡소비량조사 계량분석 결과, 일본·대

만의 소비량 추이를 참고,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방식 등 3가지 방

법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한 결과가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제

시한다면 소비량에 전망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이다. 

  양곡소비량조사 계량분석 결과를 이용한 식량용 쌀 소비량 전망은 인구

구조 관련 변수는 통계청의 추계인구자료를 활용하였고, 가격 등의 설명변

수는 기존의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1인당 쌀 수요함수 추정결과

를 이용한 소비량 전망 결과, 1인당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

씩 감소하여 2027년에는 51.1kg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4-20> 1인당 쌀 소비량 전망: 수요함수 추정 결과 이용

단위: kg

주: 연 자료를 이용한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쌀 소비수요함수 추정결과(GMM 추정치)를 이용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를 참고한 소비량 전망은 한국, 일본, 대만의 1

인당 쌀 소비량 추이와 소득으로 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소득변수가 과거의 

추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정하였다. 다만, 

각 국가별로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량 변화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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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항을 통해 국가별 소득효과를 달리 추정하였다. 또한, 국가별 식생활 

형태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2027년 국내 쌀 소비량은 54.4kg 수준으로 2018년 

이후 연평균 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6> 한국, 일본, 대만 1인당 쌀 소비량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ln(연간 1인당 쌀 소비량)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ln(GDP)*한국 더미변수 -0.601 0.017 -36.43 0.000

ln(GDP)*대만 더미변수 0.223 0.024 9.15 0.000

ln(GDP)*일본 더미변수 -0.562 0.092 -6.11 0.000

대만 더미변수 -2.676 0.247 -10.83 0.000

일본 더미변수 5.754 0.956 6.02 0.000

상수항 10.477 0.166 63.21 0.000

관측치 수 82


 0.987

주: 한국, 일본, 대만의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비량 및 1인당 GDP 자료로 패널 데이터를 구축 후 회

귀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그림 4-21> 국가별 소득효과를 고려한 쌀 소비량 전망

주: <표 4-16>의 회귀분석 결과와 IHS Global Insight의 각 국가별 GDP 전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자료: Global Insight(2018). 국가별 GDP 전망;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양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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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1인당 쌀 소비량 전망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의 세대가 쌀 소비량의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량을 예측한 후, 통

계청의 추계인구 자료를 토대로 각 세대별 사망률을 고려한 인구를 추정

하여 적용하였다.36 분석결과, 1인당 쌀 소비량은 2027년 47.1kg으로 연평

균 1.8%의 감소추세가 예상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쌀 소비가 많은 세대 비

중이 증가하면서 쌀 소비량 감소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세대 코호트 효과를 반영한 쌀 소비량 전망(2017∼2027년)

<인구구조 변화(만 명)>

<1인당 쌀 소비량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장례인구추계.

36 단, 통계청의 추계인구 자료는 연령대를 0∼80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미출생 코

호트와 80대 코호트는 10년 주기로 세대 전환에 상응하는 연령대별 인구 증감

률을 적용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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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용 쌀 소비량 전망은 주정용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민간 가공량의 추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전망하였다. 분석결과 가공용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6%씩 증가하여 2027년에는 69만 9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4. 소결 및 시사점

  다수의 쌀 소비관련 통계자료 분석,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 및 

대만의 소비량 추이, 쌀 소비수요함수 추정결과 등의 본 장에서 수행된 분

석결과는 최근까지 쌀 소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것을 

시사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농식품 소비자패널’ 자료 분석결과 최근의 

쌀 소비량 감소율이 과거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대만

의 경우 쌀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감소 추이는 지

속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쌀 소비함수 추정결과 쌀값하락에 따른 소비량 

증가가 2016년, 2017년 각각 1.7%, 2.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인구 구조의 노령화는 쌀 소비량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순 연

령효과보다 세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최근 결식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결식

횟수를 줄이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외식횟수 증가세는 멈춘 

것으로 나타나나 결식횟수가 2014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침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도 결식횟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쌀 소비량의 감소원인은 아침 쌀 소비량 감소가 주요요인으로 식별되어 

아침밥 소비량 증대를 위한 급식 확대 등의 정책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점심,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은 3%(최근 5년 기준)를 상회하는 수준

이나 아침은 감소율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전 연령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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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

서 4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 저녁 쌀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쌀 소비량 차이도 연령대별 아

침 쌀 소비량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용 쌀 소비는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가공용 쌀 수요에 부

응하는 품질, 품종 개발 등을 지원하여 수요확대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다. 특히, 도시락, 즉석밥, 죽 등의 가공 밥죽류의 소비량 증가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밥죽류의 주 소비층은 30대 이하로 이후 연령대가 증가할수

록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식량 수급정책 및 소비자 인식  제5장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쌀 소비량 감소

로 인한 쌀 과잉공급 문제에 대응해 온 일본과 대만의 식량수급 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의 소비자 설문조

사를 통해 식량 소비량, 소비 행태, 소비자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 향후 쌀 소비 추이, 식량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1. 일본의 식량 수급 현황 및 정책37

1.1. 일본의 식량 수급 현황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곡물 수입량이 국내 곡물 생산량을 상회하기 시작

한 이후 곡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어 왔다. 일본의 곡물 수입량은 

1960년에 450만 톤에서 2016년 2,398만 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한 반

면, 국내 곡물 생산량은 동 기간 중 1,710만 톤에서 954만 톤으로 연평균 

1.0%씩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곡물자급률도 동 기간 중 82%에서 28%로 

37 본 절은 원고위탁으로 수행된 ‘일본의 식량 수급현황과 정책(김태곤)’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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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쌀은 100%에 가까운 자급률을 나타

내고 있는 반면, 맥류(밀, 보리, 쌀보리) 자급률이 10% 미만이고, 잡곡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식단의 서구화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밀 생산 확대를 위해 다양

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힘입어 밀 자급률이 10%를 상회하는 수준

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밀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와 대만과 비

교하여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일본의 정책적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림 5-1> 일본의 곡물 수급 현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각 연도). 식량수급표. 

  일본의 밀 수입량은 1960년에 266만 톤에서 2016년 562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밀 생산량도 정부의 전작 지원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최근 5년(2012~ 

2016년)에는 약 800만 톤 가량의 밀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본에서

는 밀과 콩 등의 작물에 대해 전작 지원금을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한 이들 작물이 수입산 농산물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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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보전하는 밭작물 직불제도 실시하고 있다. 밭작

물 직불금 예산은 상당 부분 해당 작물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수

입차익(Mark-up)을 통해 조달한다. 

  일본의 쌀 수급 여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일본의 쌀 자급률은 거의 

100%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1997~2016년) 쌀 소비량은 연

평균 약 8만 톤 내외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쌀 공급과잉이 지속되

고 있는 상황이다. 즉,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쌀 소비 감소량(8만 

톤)에 상응하는 벼 재배면적(1만 6천 ha)을 매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쌀 수출입 현황을 보면, 쌀 수입은 관세화 이후인 2000년부터 의무

수입물량(MMA) 76만 7천 톤(현미 기준)이 수입되고 있다. 반면, 쌀 수출

량은 연평균 5천 톤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쌀 수출확대를 꾀

하고자 2014년에 정부 지원으로 전국 단위 쌀 수출협의회(전 일본 쌀 및 

쌀 관련식품수출 촉진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쌀 수

출량이 1만 톤까지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5-2> 일본의 쌀 수급 현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각 연도). 식량수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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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쌀 용도별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식용 쌀이 전체의 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에 사료용은 6%, 가공용은 4%를 차지한다. 추세

적으로 보면, 식용 쌀 비중은 1960년 초반 95%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공용은 4% 수준에서 정

체되고 있다. 반면, 사료용 쌀 비중은 2010년 0.2%로 미미했으나, 이후 점

차 높아져 2016년에는 6%를 상회하였다. 이처럼 최근 사료용 쌀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일본 정부가 2009년부터 사료용 쌀에 대해 전작지원금을 지

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전작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료용 

쌀 재배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3> 일본의 용도별 쌀 공급량(196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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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각 연도). 식량수급표. 

1.2. 일본의 생산조정제 경과와 공과

1.2.1. 심각한 쌀 과잉재고 해결을 위해 생산조정제 도입

  일본은 1967년부터 쌀 풍작이 3년 연속 이어져 1970년 쌀 재고량이 생

산량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쌀 재고과잉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를 타개하고자 1969년에는 쌀 생산조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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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휴경 및 전작을 지원하는 생산조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벼 재배 필요 면적을 결정한 다음 

지자체를 통해 개별농가에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하

였다. 또한 벼를 재배하지 않은 농지도 휴경이나 전작을 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1973년 중동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

이 높아지자, 1974년에 일본 정부는 휴경 농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작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생산조정제는 당초 정부의 쌀 재고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

로 도입되었다.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정부의 쌀 재고량이 1972년부터 100

만 톤대로 낮아져 쌀 재고과잉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쌀 소비 감소폭 확대, 쌀 단수 증가로 1976년부터 정부 

쌀 재고량이 다시 증가했고, 이는 쌀 수급관리를 위해 생산조정제를 지속

적으로 시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2.2. 단수 증대 문제 해결 위해 수량관리방식으로 전환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벼 감축면적은 도입 초기에 55만 ha(논 면적

의 20%) 수준이었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 단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벼 

감축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에는 102만 ha(논 면적의 38%)에 

달하였다. 벼 재배면적 감축 확대의 주된 원인은 기술개발에 따른 벼의 생

산성 향상이었다. 생산조정제 도입 초기 400kg/10a 수준이었던 쌀 단수(현

미 기준)는 1990년대에 평균 500kg/10a 수준까지 확대되었고, 2000~2003

년에는 평균 532kg/10a로 도입 초기에 비해 33.0%나 증가하였다. 즉, 벼 

단수 증가는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생산량 감축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쌀 단수 증가로 인한 생산조정면적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수급관리방식을 기존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량관리방

식’으로 전환하였다. 2004년부터 시행한 ‘수량관리방식’은 정부가 쌀 수요

량 예측을 통해 전국 단위의 쌀 생산목표량을 결정하고, 이를 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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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면, 각 지자체는 할당된 생산목표량과 지역의 단수를 고려하여 개별

농가에 생산조정면적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4> 생산조정 목표면적, 단수 및 소비량 변화(1971∼2003년)

단위: 천 ha, kg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각 연도). 식량수급표. 

1.2.3. 정부 주도의 생산조정제 폐지,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행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경쟁력을 갖춘 쌀 농가의 규모화, 쌀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였

다. 즉,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 같은 민간이 쌀 생산조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부 주도의 기존 생산조

정제에서는 개별농가의 쌀 생산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개별농가에게 

쌀 조정면적이 적용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이 일본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의 정책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 이유이다. 또한 일본의 쌀 직불제가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면서 

쌀 직불금을 인센티브로 했던 생산조정제의 구속력도 크게 약화되었기 때

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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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생

산수량목표를 발표하고 지자체 단위의 쌀 수급정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다. 다만, 일본 정부는 민간이 단순히 주식용 벼의 재배면적을 줄여 쌀 가

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쌀의 생산을 확대하여 공

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38 예컨대, 업무용 쌀

(중식·외식용 쌀)의 소비 비중(2016년 기준)은 전체 주식용 쌀 소비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확대되었으나,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수급 불일치는 시장에서의 쌀 소

비 트렌드 변화에 기인한다. 통상적으로 주식용 쌀은 품질이 중시되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중식·외식용 쌀처럼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가

격이 낮은 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이러

한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주도의 생산조정제 폐지가 쌀 과잉생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적

인 시각도 존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주식용 쌀 과잉생산을 

억제하고자 사료용 쌀, 가루용 쌀 등의 전작지원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

작 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2014년부터 사료용 쌀·가루용 쌀의 지원 단가

를 기존의 8만 엔/10a에서 단수에 따라 최대 10만 5천 엔/10a까지 인상하

였다. 또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산지

교부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39 

  한편, 사료용 쌀 등에 대한 전작 지원 강화는 주식용 쌀 과잉생산을 억

제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식용(중식·외

식용 쌀 포함)과 사료용 쌀 간의 생산 대체로 주식 및 중식·외식용 쌀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용 쌀 가격과 중식·외식용 쌀의 공급가

38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중식·외식용 쌀과 같은 업무용 쌀에 대해 생산자와의 

사전계약, 복수년 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39 산지교부금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논농업 활성화 계획(‘논활용계획’)을 제정하

고, 이에 근거해 지역특화작물을 지원(지원 대상작물과 단가를 지자체가 자율

적으로 결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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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최근 3년간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의 전작지원 강화로 파생된 

쌀 수급 및 가격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 일본의 쌀 소비 촉진 관련 정책

  일본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대표

적인 정책은 ‘쌀밥 학교급식 확대’, ‘식교육에 의한 전통식의 보호 계승’, 

‘조식 결식 개선 운동’, ‘가루용 쌀 소비 촉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쌀밥 학교급식 확대’ 정책은 미각 형성 단계인 어린이들에

게 쌀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정착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쌀밥 급식 횟수를 늘리

는 학교에 대하여 급식 횟수를 늘리는 데 필요한 쌀 증량분을 무상으로 지

원하고 있다.40  

  ‘식교육에 의한 전통식의 보호 계승’ 정책은 일본의 전통식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자 어린이나 젊은 세대에게 일식문화에 대한 수업, 조리

체험 등을 제공하여 일식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정책이다. 

사업 내용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농림어업 체험기회 제공 

사업, 향토요리교실 등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조식 결식 개선 운동’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아지는 조식 결식률이 쌀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 20대의 조

식 결식률은 29.8%로 40대의 19.8%보다 매우 높은데, 조식 결식률을 낮추

기 위해 ‘아침식사운동(目覚ましご飯)’ 보급, 조식 섭취의 효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나 기업이 ‘아침식사운동’에 참가를 희

망할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식품유통업자들에게는 ‘아침식사 코

너’를 설치하고 관련 상품을 진열하여 결식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40 예컨대, 쌀밥을 주 3회 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주 4회로 횟수를 늘릴 경우 이에 

필요한 쌀을 정부비축미를 활용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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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일본 조식 결식 현황 및 시장규모

전국 평균
20대 30대 40대

 조식결식률(%)

 인구(2016. 10. 1., 천 명)

 1일 결식 수(천 명)

 연간 결식 수(억 식) 

 시장규모(억 엔)

12.1

126,933

15,359

56

16,800

29.8

12,543

3,738

14

4,100

22.8

15,374

3,505

13

3,800

19.8

18,995

3,761

14

4,100

주: 시장규모는 1식당 300엔으로 시산.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8). 조식결식률. 

  ‘가루용 쌀 소비 촉진’ 정책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는 가루용 쌀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가루용 쌀 제

품의 성분표시 등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가루용 쌀 제품의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과자·요리

용, 빵용, 면용 등 용도별 가공 적성에 관한 쌀가루의 용도별 기준을 공표

하였다. 이외에도 쌀가루의 국내 보급·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분제조업

자, 쌀가루를 이용하는 식품제조업자, 외식사업자, 원료미 생산자단체, 소

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일본미분협회(日本米粉協 )’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대만의 식량 수급 현황 및 정책41

2.1. 대만의 식량 수급 현황

  대만도 우리나라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곡물 수요의 상당부분을 수

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곡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41 본 절은 원고위탁으로 수행된 ‘대만의 식량 수급현황과 정책(張采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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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도 최근에는 30%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대

만의 곡물 생산량은 1984년에 247만 톤에서 2016년에는 138만 톤으로 감

소한 반면, 곡물 수입량은 1984년에 467만 톤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623

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밀 수입량은 1984년 68만 톤에서 2016

년 144만 톤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까

지 40% 내외를 유지했던 곡물자급률(칼로리 기준)은 점차 하락하여 2016

년에는 26.7%까지 낮아졌다.42 

  밀을 중심으로 곡물 수입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식단의 서구화 

영향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대만의 1인당 연간 곡물소비량

이 160kg을 상회했던 1970년대 1인당 쌀 소비량은 140kg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당 쌀 소비량은 40kg 중반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밀 소

비량은 1970년대 20kg 수준에서 최근 38kg 수준으로 1.9배 증가하였다.

<그림 5-5> 대만의 곡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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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만 농업위원회(각 연도). 식량수급표.

42 한편, 곡물별로 자급률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쌀은 100%에 가까우나 옥수수는 

2.5%, 밀은 0.1% 수준으로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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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쌀의 경우 100%에 가까운 자급률이 유지되고 있으나, 소비량 감

소와 WTO 가입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

세에 있다.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하였고, 이듬해인 2003년에 쌀을 

관세화하였다. WTO 가입 이전에는 수입 물량이 매우 적은 규모였으나, 

WTO 가입 이후 의무수입물량(MMA) 규모가 기준연도(1990~1992년) 평

균 소비량의 8%에 해당하는 14만 4천 720톤에 달하였다. 실제 수입물량도 

2011년 이후 매년 최소 13만 톤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내 쌀 생산량도 1980년 중반에는 200만 톤을 상회하였으나 2016년에는 

126만 톤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5-6> 대만의 쌀 수급 현황

단위: 톤, %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각 연도). 식량수급표.

  쌀의 용도별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식용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

며, 사료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11년 7만 1천 톤

에서 2016년 21만 1천 톤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한편, 가공용 공급량은 

50만 톤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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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대만의 용도별 쌀 공급량(1984~2016년)

단위: 천 톤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각 연도). 식량수급표.

2.2. 대만의 쌀 가격 안정 정책

  1970년대 초·중반에 걸친 오일쇼크와 곡물가격 급등을 경험한 대만은 

1974년부터 정부의 보증가격에 의한 쌀 수매제(계획수매)를 도입했다. 초

기에는 전체 수매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벼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쌀 생

산량 급증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재고 누적 문제가 대두되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1976년부터 단위면적당 수매량을 정

하는 방식으로 수매량의 상한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1978년부터 계획 수매 

물량에 더해 추가 물량을 수매하는 방식인 ‘지도수매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도수매제도에서의 보증가격은 계획수매가격보다 소폭 낮은 수준에서 설

정되었다. 그러나 지도수매의 보증가격 역시 시장가격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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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실시 기간 수매 제한량
수매가격

(대만 달러/kg)
비고

계획수매

1974년 1기작에서

1976년 1기작까지
상한 없음 10  

1976년 2기작
각 광역자치단체의 표준

(1,500~3,000kg/ha)
11.5  

1977년 1기작에서

1988년 2기작까지
970kg/ha 18.8

기간 동안 12번 가격 

조정과 5회 수매 제한량 

조정

1989년 1기작에서

1992년 2기작까지

제1기 1,600kg/ha

제2기 1,200kg/ha
19

1993년 1기작에서

2008년 1기작까지

제1기 1,920kg/ha

제2기 1,440kg/ha
21

2008년 2기작에서

2011년 2기작까지
제1기 1,920kg/ha

제2기 1,440kg/ha
23

2011년 1기작에서

현재까지
제1기 2,000kg/ha

제2기 1,500kg/ha
26

지도수매

1978년 1기작에서

1985년 2기작까지
약 2,000kg/ha 9.3~15.8 

기간 동안 9번 가격 조정

1986년 1기작에서

1988년 2기작까지

제1기 850kg/ha

제2기 500kg/ha
16.5

1989년 1기작에서

2008년 1기작까지

제1기 1,200kg/ha

제2기 800kg/ha
18

2008년 2기작에서

2011년 1기작까지

제1기 1,920kg/ha

제2기 1,440kg/ha
20

2011년 1기작에서

현재까지
제1기 1,200kg/ha

제2기 800kg/ha
23

여량수매

2003년 2기작에서

2008년 1기작까지
제1기 3,000kg/ha

제2기 2,360kg/ha
16.6

여량수매 도입으로 농가의 

쌀 잉여는 거의 없어짐.

2008년 2기작에서

2011년 2기작까지
제1기 3,000kg/ha

제2기 2,360kg/ha
18.6

2011년 1기작에서

현재까지
제1기 3,000kg/ha

제2기 2,400kg/ha
21.6

<표 5-2> 대만의 쌀 수매제도 현황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각 연도). 식량수급제도.

  2003년 쌀 관세화 이후 쌀값 하락이 우려되자 계획수매와 지도수매와는 

별도의 추가 수매물량(‘여량수매’라고 칭함)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농가

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거의 전량을 정부수매를 통해 판매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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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동규·승준호(2013)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대만 정부가 발표한 여량

수매 물량 규모는 12만 톤 수준이었는데, 기존의 수매물량과 합산하면 전

체 수매물량은 쌀 전체 생산량의 75%에 달했다. 이는 농가의 자가소비량

을 고려하면 사실상 농가 판매량의 대부분을 수매한 것이어서 대만의 쌀 

수매제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수립된 정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여량수매 시 수매가격은 지도수매 시와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

었다. 

2.3. 대만 생산조정제의 경과와 쟁점

  대만도 쌀의 수출경쟁력이 높지 않고, 국내 수요도 감소하는 등으로 인

해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대만 정

부는 벼 대신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과일이나 채소로의 작물 전환을 촉진하

는 생산조정제를 1984년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12년간의 생산조

정계획이 수립되었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의 전작을 촉진하기 위해 과

수·채소로의 전작지원금(2만 6천 700대만 달러/ha)을 휴경지원금(2만 3천 

700대만 달러/ha)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이후 생산조정제는 쌀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

편되었다. 특히,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 WTO에서 작물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대책이 강조되면서 대만 정부도 WTO 가입 등을 전제

로 1997년부터 휴경을 중심으로 생산조정제를 개편하였다. 당시의 휴경 지

원단가(4만 5천 대만 달러/ha)는 전작 지원단가(2만 2천 대만 달러/ha)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전작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종자대, 노동비 등이 필요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경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강한 지원체계였다. 

  대만 정부가 휴경 중심으로 생산조정제를 개편한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전작면적이 감소한 반면 휴경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휴경면

적이 벼 재배면적의 86% 수준에 육박하고, 휴경과 전작을 합산할 경우 논 

전체 면적의 50%에 달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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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대만의 생산조정 면적 추이

단위: ha, %

휴경·풋거름작물 면적 전작면적 면적 합계 (A) 벼 재배면적 (B) 생산조정 비율

1984 5,741 59,486 65,227 587,186 10.0

1985 15,872 81,122 96,994 564,392 14.7

1990 81,835 100,281 182,116 455,417 28.6

1995 60,970 115,365 176,335 363,499 32.7

2000 129,509 52,479 181,988 339,949 34.9

2005 215,702 42,516 258,218 269,023 49.0

2006 222,200 42,693 264,893 263,188 50.2

2007 222,639 39,153 261,792 260,116 50.2

주: 면적은 1기작과 2기작을 합한 소계 기준임. 

자료: 蔦谷栄一(2009). �台湾の米生産調整の経過と実情』. 일본 농림중금총합연구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이 발생하자 대만에서는 휴경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는 생산조정제가 전작을 촉진하는 기조로 전환되었다. 정

부는 쌀 농가에 판로 확보가 가능한 작물 또는 사료용 옥수수 등으로의 전

작을 지원하였고, 2년 이상 휴경한 농지를 임차하여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전작 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2013년부터

는 ‘경작조정 및 농지활용계획정책’을 도입하여 휴경보조금 수령 가능 횟

수를 축소(연 2회에서 1회43)하였다. 이로 인해 휴경 면적이 급격하게 줄고 

전작면적이 확대되었는데, 2017년 전작면적은 2011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139천 ha에 달했다. 

<표 5-4> ‘경작조정 및 농지활용계획정책’의 성과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작면적(ha) 68,234 78,080 114,303 110,941 120,208 139,310

 - 전작지원금 총액(억 대만 달러) 19.51 22.84 34.41 32.7 35 42

휴경 면적(ha) 204,284 192,101 110,971 104,088 123,016 76,196

 - 휴경지원금 총액(억 대만 달러) 89.95 84.54 47.62 22.72 52.7 36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각 연도). 식량수급정책.

43 대만은 기후적 특성으로 벼 2기작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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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쌀농가 소득 안정 정책대안 모색

  대만에서는 전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생산조정제를 개편한 이후 전작 

면적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쌀 수매제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이 존재하는 이상 전작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대만에서는 쌀농업의 기계화가 진전되어 있고 

농작업의 외부위탁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전작작물의 재배

기술 및 기계화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해 전작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44 

  이에 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쌀 수매제를 대체하기 위한 쌀직불을 신설

하고 생산조정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지녹색환경급부계획’을 2018년부

터 도입(2021년까지 실시할 예정)하였다.45 이는 환경친화적인 농업 형태

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쌀 품질 고급화와 전작 촉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가는 쌀 수매제 또는 신설된 쌀직불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야 하는데, 쌀직불제를 선택할 경우 쌀 수매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쌀 수

매제를 선택해도 쌀직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대만 정부는 쌀 

수매제하에서의 쌀 수익성을 기준으로 쌀직불의 단가를 설정하여 쌀직불

을 선택해도 수익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농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46 

44 한편, 쌀 수매제도와 관련하여 수매단가가 품질과는 상관없이 수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쌀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45 쌀직불 지급의 명분으로는 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

로 전작하지 않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도 쌀직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46 예를 들어, 벼 2기작의 시장가격과 정부의 수매가격에 따른 수입 차이는 ha당 

9,000대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수매에 응했을 경우가 ha당 9,000대

만 달러 상당의 초과 수입). 따라서 이러한 소득 차이를 보전해 주는 동시에 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가를 ha당 1만 대만 달러로 책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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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대지녹색환경급부계획과 기존 정책의 차이점

자료: 저자 작성.

  대만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농업 형태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농업에 대

한 지원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농가가 유기농 재배 시 기존의 전작지

원 단가의 2배 수준(9만 대만 달러/ha)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

도 전작 지원단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하였고, 대상품목은 기존(경작조정 및 

농지활용계획정책)에 비해 늘리고 지자체에게도 품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지녹색환경급부계획’의 시범사업(2016~2017년)을 실시한 결

과, 쌀 수매제를 포기하고, 생산조정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

하 수준이어서 향후 제도의 정착 여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전체 농가 중 약 39%(면적 기준 46%)의 농가가 쌀 수매

제를 포기하고 쌀직불을 수령하거나 전작하였다. 

  새로운 정책하에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시장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

격에 판매하거나 친환경적인 농법을 선택하여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쌀 농가의 수익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친환경적인 농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기존의 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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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전작작물 재배에 대한 지식 및 생산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정책

의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

기되고 있다. 

2.5. 대만의 쌀 소비 촉진 관련 정책 

  대만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등급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대만산 쌀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하여 수입산과의 차별화

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쌀품질경연대회, 판촉행사 등을 개최하여 자국산 

쌀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그림 5-9> 대만의 국산쌀 인증마크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https://www.coa.gov.tw/: 2018. 9.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단발적인 이벤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정부의 각 부처별로 제각각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정부 

차원에서의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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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일본·대만의 쌀 소비자 인식 비교47

  일본과 대만은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부

터 쌀 소비량 감소를 경험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에 비해 1인당 소비량은 적

은 가운데 감소폭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를 통

해 한국, 일본, 대만의 쌀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국내 쌀 소

비 추이 전망 및 소비 확대 방안도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48 

3.1. 쌀 소비량 변화

  쌀 관련 식생활 행태를 현재와 5년 전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3개국 

모두 가정 내 식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일본, 대만

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줄고, 배달음식·간

편식 횟수가 늘어나는 쌀 소비의 탈가정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47 본 절의 내용은 위탁조사로 수행된 ‘한국·일본·대만의 식량소비 관련 인식 및 행태 

조사((주)마이크로밀엠브레인, MARSH Research)’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48 표본조사 개요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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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식생활 변화(현재, 5년 전후)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3개국 모두 향후 5년 후의 쌀 소비량이 현재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과 대만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겠다

는 응답이 각각 82.0%, 72.0%였으나 한국은 62.4%로 조사되어 한국의 쌀 

소비 감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11> 5년 후 쌀 소비 변화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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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비 감소 원인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당뇨·다이어트 등)에 대한 관심 변화가 쌀 소비 감소의 주된 요인이

었으나 한국은 대체식품(잡곡류·과일·채소 등) 소비 증가가 쌀 소비 감소

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쌀 소비 감소 요인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2. 소비자의 쌀 구매 고려 요인 

  소비자가 쌀 구매 시 고려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가격이 가장 중요

하나 중요도는 점차 줄어들고, 쌀 품질이나 밥맛 등에 대한 선호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5년 전)와 현재 그리고 향후 5년 후 쌀 

구매 시 가격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5.8%→ 31.0%→ 29.2%, 일

본이 33.2%→ 31.0%→ 28.6%, 대만이 35.3%→ 29.7%→ 27.7%로 낮아졌

으며, 품질은 한국이 24.6%→ 25.6%→ 29.6%, 일본이 25.8%→ 25.0%→ 

26.2%, 대만이 31.7%→ 35.0%→ 36.0%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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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국가별 가격과 품질 선호도

<가격 선호도> <품종 선호도>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대부분의 소비자는 쌀 구매 시, 도정날짜 및 관련 유의사항(양곡표시 등)

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밥맛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 수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밥맛이 좋다는 응답 비중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정과 외식에서 소비되는 쌀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개국 

모두 가정에서 소비되는 쌀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외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한국은 외식 시 쌀 품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 

가정과 외식 간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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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가정과 외식 간의 쌀 품질 만족도 차이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현재보다 시중에 품질이 더 좋은 쌀이 시판될 경우,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 소비자가 일본과 대만 소비자보다 상

대적으로 지불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국 모두 현 수준에

서 너무 큰 수준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현 수준에서 20%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추가지불 의향이 

존재하는 응답자 중 한국 21.3%, 대만 20.6%, 일본 6.5%에 불과하였다.

<그림 5-16> 고품질 쌀 지불의향

<추가지불의향> <지불수준>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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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쌀 소비 촉진 운동 인지 여부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

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개국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0.0%로 가장 높았고, 

대만은 68.3%, 한국은 55.8%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소비 촉

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높지 않았다.

  다만, 소비 촉진 운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

자보다는 쌀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에 대한 한국의 긍정도가 24.9%p 늘어나 대만(18.1%p)과 일본

(15.5%p)보다는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7> 소비 촉진 운동 인지 여부

<소비 촉진 운동 인지 여부> <인지 여부에 따른 긍정비중 차이>

%p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쌀 소비 촉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개국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였

으나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우선순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 촉진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일본이 84.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이 76.0%, 대만이 71.0%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쌀밥 대신 수요맞춤형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대체하는 

방안(34.2%)과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의 쌀을 개발(20.6%)하는 방향으로 

쌀 소비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대만은 단순한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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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나 상투적인 홍보가 아닌 실제 쌀 소비 중요성을 알기 쉽게 홍보(31.0%)

하거나 쌀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전달(20.0%)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본은 한국의 최선책과 대만의 차선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3.4. 쌀 가공식품 소비

  최근 1주일간의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행태를 살펴본 결과, 3개국 응

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 번이라도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 가공식품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1~2회 소비에 그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5년 전보다 늘었다는 소비자는 한국이 

대만과 일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줄었다는 응답도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현재 쌀 가공소비가 5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

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33.1%)과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18.2%)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5-5> 쌀 가공식품 소비 5년 전 대비 증감

늘어남 줄어듦

한국 22.8 36.2

대만 17.0 26.3

일본 10.2 25.4

자료: 소비자 설문조사(2018. 8. ~ 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만을 제외하

고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였고, 맛이나 품질 개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04  외국의 식량 수급정책 및 소비자 인식

4. 소결 및 시사점

  일본과 대만은 쌀 과잉 생산에 대응하여 일찍부터 생산조정제를 시행하

여 쌀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데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쌀 소비량 감소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생산조정 대상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

본은 2018년 쌀 직불제를 폐지하여 정부 주도의 생산조정제에서 민간 주

도의 생산조정제로 이행하였다. 대만도 2018년 ‘대지녹색환경급부계획’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쌀 수매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벼 재배유인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본과 대만 

양국 모두 전작지원을 축소할 경우 벼 재배로의 회귀를 우려하여, 일본은 

사료용 쌀 등의 지원 강화, 대만은 전작 지원단가의 전반적인 인상, 전작 

대상작물 확대 등의 형태로 전작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생산측면에서 일본·대만은 쌀에 편중되어 있는 소득정책을 개편

하는 동시에 전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쌀 과잉 생산에 대처하고 있

다. 그러나 양국 모두 타작물 관련 생산기반이 벼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은 

전작 촉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측면에서는 일본의 경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쌀밥 학교급식 확대, 

식생활 교육, 조식 결식 개선, 가루용 쌀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자국산 쌀 인증, 판촉행사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는 등 쌀 소비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본·대만의 쌀 소비 관련 소비자인식 조사에서는 3개국 모두 향후 

5년 후 쌀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한국이 쌀 소

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쌀 소비 감소 가능성이 가

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쌀 소비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쌀 소비 

관련 탈가정, 가공식품 선호, 외식 시 쌀 품질에 대한 높은 불만족 등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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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요변화에 맞춘 간편식 및 가공식품 개발

을 강화하고, 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일본 및 대만 소비자들과 같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으로 수요맞춤형 가공식품 개발 강화 

및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의 쌀 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식량정책 개선 방안  제6장

1. 쌀 수급 전망

  향후 쌀 생산량은 재설정되는 목표가격 수준, 내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결과, 쌀 직불제 개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를 반영하여 인상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

유 하고 있으므로 현 수준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벼 재배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8년산부터 시작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전환 면적이 첫해 목표인 5만 ha에 못 미치는 3

만 6천 ha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내년에도 당초 목표인 5만 ha(총10만  

ha)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쌀 직불제 개편은 쌀 과

잉생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향후 쌀 생산량 감

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정부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쌀 생

산량 전망치를 도출하기보다는 과거 추세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향후 쌀 생

산량 전망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 추세의 연장을 통한 전망은 과

거와 같은 수준의 정부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는 것으로 향후 정

책 개선방향 설정에서 베이스라인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현재의 정

책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수급 상황은 정책 개편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정

보로 사용될 수 있다.

  식량용 쌀 소비량의 전망은 제4장 분석에서 전망된 전망치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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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장에서는 식량용 쌀 소비량은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예측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1.9% 감소, 세대효과를 반영한 예측치는 연평균 1.8%, 일

본과 대만의 소비 추이를 반영할 경우 연평균 1.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되었다. 그리고 민간 가공용 쌀 소비량은 연평균 3.6% 증가, 주정용 등의 

정부가공용과 수입량은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측면의 과거추세 지속과 소비측면의 식량용 수요

량 연평균 1.3~1.9% 감소를 가정하여 쌀 수급을 전망한 결과 쌀 과잉생산 

기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식량용 소비량 연평균 감소율을 1.9%

일 경우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3만 톤, 1.3%를 가정할 경우에도 연평균 

13만 톤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1.3%를 가정하

는 경우 과잉공급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생산측면의 목표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가정하에서 수행된 것으로 목표가격이 인상될 경우 벼 재배유인 강화로 

생산량 감소폭이 둔화되어 과잉공급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시장격리 등으로 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도 생산 

감소폭은 축소되고 소비 감소폭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쌀 수급 전망

자료: 김태훈 외(2016). “쌀 수급동향 및 안정 방안.” �농정포커스』 제136호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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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쌀 이외의 밀, 옥수수, 콩 등의 식량작물은 국내 생산량이 미미한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의 기조인 쌀 과잉공급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식량작물은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식량 수급정책 개선 방안

2.1. 기본방향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식량정책은 쌀의 농업·농촌 및 국민 식생활에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쌀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쌀 중

심의 식량정책은 농업 자원과 재원의 쌀 편중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성과 함께, 쌀은 과잉 생산되는 가운데 쌀 이외 대부분의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앞 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쌀 중

심 식량정책이 지속될 경우, 쌀 소비량 감소폭이 일정 부분 완화되더라도 

기존의 쌀 과잉생산 구조는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의 식

량 수급정책의 개편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식량정책 개편은 쌀 중심의 정책과 농업재원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

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타작

물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농업 분야 재원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경우, 쌀 분야에 지원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타작물 지원

으로 전환하는 것이 쌀 편중 정책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고정직불제 역시 작물 간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더하여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

초의 목표달성 노력에 더하여 종료 후 전환된 타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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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소비측면에서의 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정책이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주

도의 쌀 소비 확대 정책은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고품

질화 시장기반 지원 등의 역할에 한정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의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은 쌀 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 생산자 단체가 주

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2> 식량 수급정책 개선 방향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타작물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산과의 경

쟁 등으로 재배여건이 열악하다는 인식하에 적어도 벼 재배 시의 소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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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소득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 및 

소비기반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어야 쌀과 같은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장기적 계획하에 타작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쌀 소비 확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쌀 소비 촉진 정책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76.0%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쌀 소비 촉진 

정책은 타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정책은 

선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즉, 전반적인 식품소비 만족도 증진을 위

한 개인의 쌀 이외 식품소비 확대는 개인의 효용증진을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타 작물과의 차별

적 지원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2.1. 조식 결식 개선

  결식 증가 및 아침 쌀 소비량 감소는 소비자가 쌀 소비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의 정책개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에 걸친 10대 학생들이 아침을 결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른 등교시간으

로 인한 시간 부족이므로 학교에서 아침 급식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불

가피하게 조식을 결식하는 학생들 수도 적지 않으므로 아침 급식을 희망하

는 학생들에 한해 소규모로라도 아침 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및 정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9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식 결식률이 높은 



112  식량정책 개선 방안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식 섭취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는 등 

정부가 직접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0

년에 실시한 ‘조식 섭취 여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조사’를 인용하여 매일 

조식을 섭취하는 학생 그룹(A)이 조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학생 그룹(B)

보다 매우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조식 결

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6-1> 조식 섭취 여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A 국어B 산수A 산수B 국어A 국어B 수학A 수학B

매일 조식 섭취(A) 84.6 79.4 75.7 50.8 77.5 68.3 68.5 47.6

매일 조식 미섭취(B) 66.1 56.0 55.1 32.6 64.9 51.5 48.3 27.9

자료: 일본 문부과학성(2010). “2010년도 전국 학력·학습 현황조사.”

  또한 조식의 효과 등에 대해 공감하고 조식을 먹을 의지도 있지만, 재정

적인 부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조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20대 대학생

층을 위해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부가 아침 식사 제공을 위한 재원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5~11

월에 걸쳐 서울 및 수도권 10개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저렴한 금액에 아

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84% 이상이 만족)을 얻었다. 90% 

이상의 참여자들이 사업이 지속되길 희망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쌀 소비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장의 분석에 따르면 10대 이상 연령대에서 점심 및 저녁 쌀 소비량 차

이는 미미하나 아침 소비량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식 섭취 증

대에 따른 쌀 수요증가분을 추정해 보면, 아침 쌀 소비량이 적은 10대에서 

49 다만, 오향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영양교사의 91.2%가 아침식사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침식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

념 때문에 대다수(73.7%)가 아침 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침급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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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를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경우 연간 8만 톤의 

수요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즉, 10대, 20대, 30대의 아침 쌀 소

비량을 연평균 수준인 17.3kg까지 증가시킬 경우 10대, 20대, 30대에서 각

각 0.9만 톤, 4.3만 톤, 2.8만 톤, 총 8만 톤의 쌀 수요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10대에서 60대까지 7%를 상회

(최근 5년 기준)하는 수준이므로50 전 연령대에 걸친 아침 쌀 소비량 감소

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6-2> 아침 쌀 소비량 확대 가능성 검토

　 10대 20대 30대 계

인구 수(A, 천 명) 5,244 6,902 7,562

아침 소비량(kg/1인) 15.6 11.1 13.7

평균 소비량(17.3kg) - 연령대별 소비량(B, kg) 1.8 6.2 3.6

예상 소비량(A*B, 천 톤) 9 43 28 80

2.2.2. 쌀 고품질화 정책

  쌀 고품질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및 지불의향은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고품질화를 통한 소비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2018. 8. 23.~9. 22. 응답자 500명), 쌀 구매 시 

고려요인 중 가격은 응답비중이 하락(35.8%(5년 전)→ 31.0%(현재)→ 

29.2%(5년 후))하는 반면, 품질은 상승(24.6%(5년 전)→ 25.6%(현재)→ 

29.6%(5년 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식 쌀(밥) 품

질의 만족도가 일본보다 낮게 조사된 반면, 고품질 쌀에 대한 지불의향은 

한국이 일본, 대만보다 높게 조사되어 쌀 고품질화는 시장의 높은 가격을 

통해 농가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양곡표시제 운영, 공공비축미 다수확 품종 

매입 제한,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가미와 

50 제3장의 연령 및 끼니별 쌀 소비 감소율 자료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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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미의 가격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품질고급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

황이다. 구체적으로 쌀 품질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싸라기 함유량 등을 

기준으로 한 양곡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다수확 품종 일부를 매입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2003년부터 매년 12개 우수 브랜드 쌀을 선정·시상하

여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유통되는 쌀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2015. 1.~2018. 4., 링크아즈텍, 3,063개 쌀 브랜드)에서는 하위 

10% 브랜드의 평균가격 대비 상위 10% 브랜드의 평균가격이 2.7배에서 

1.9배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가격차별화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수확 품종(570kg/10a 이상) 재배면적은 38%(2017년 기준)로 여전

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양곡표시제 시행에도 ‘미검사’ 표시 비율은 70.2% 

(201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품질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쌀이 시장에서 높

은 가격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위

적인 시장가격 유지 정책보다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정착되도록 제도

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쌀 가격이 품질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2018. 8. 23. ~ 9. 22. 응답자 500

명), 여전히 응답자의 22.6%는 가격이 품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홍보와 함께 엄격한 품질관리로 가격차별화가 가능한 

시장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으로 올해 10월부터 미검사 표기를 삭제하도록 한 조치 등은 쌀 품질차별

화를 안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 과정상에 유통 주체들

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여 제도의 빠른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2.3. 가공용 쌀 소비 확대 정책

  가공용 쌀 소비는 꾸준히 증가(최근 5년 연평균 3.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가정용 쌀 소비 감소의 일정부분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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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 선호 경향에 따라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의 쌀 소비

량(2017년 기준 11.4만 톤)이 최근 5년 연평균 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가공밥 중 복합밥류 판매량은 최근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조사결과,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맛과 품질개

선(37.2%)’, ‘간편식으로 개발(30.1%)’, ‘가격인하(17.3%)’, ‘신뢰할 수 있

는 업체 판매(1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쌀밥 대신 수요맞춤형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대체하는 방안(34.2%)과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의 쌀

을 개발하는 방안(20.6%)이 가공용 쌀 소비 확대에 필요한 전략이라는 응

답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가공용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

조업’, 밥죽류를 간편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품종 개발 노력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해당 분야의 신수요 창출에 더하여 시장수

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적합한 품종, 가공기술 개발 등에 지

원이 필요하다. 

2.2.4. 생산자 단체 중심의 홍보 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노력 

등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타 품목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정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대안 중 하

나는 쌀 자조금을 도입하여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이들 단체

를 여타 자조금과 같이 측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쌀 생산자

가 일정 부분 자조금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을 도모

하는 것이다. 

  이미 축산분야(한우, 돼지) 및 원예분야(파프리카, 참다래 등 25개 품목)

에서는 자조금이 운영되고,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홍보, 교육훈련, 연

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농산물의 소비자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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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과거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법제화에 대해 각계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쌀 농가의 대표성 확보 문제, 규모의 영세성, 복합영농구조 특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에도 쌀 공급과

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쌀 소비감소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쌀 의

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3. 쌀 생산량 감축

  소득증대, 먹거리 다양화 등에 따라 쌀 소비량 확대로만 쌀 생산과잉에 

대응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하므로 생산측면에서의 감축노력도 병

행할 필요가 있다.

2.3.1. 전작 지원정책 강화  

  쌀 생산을 줄이면서도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작을 활

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18년에 도

입되어 시행중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쌀값 상승에 따른 소

득차 보전 및 타작물의 소득 안정성 강화 지원, 이와 더불어 쌀에 비해 열

악한 타작물의 생산 및 유통 관련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의 정책 사례에서 보듯 생산조정제가 장기화되면 지

속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타작물의 수익성을 점

진적으로 개선하여 정책적 지원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야 할 것이다. 즉, 전작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한시적

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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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직불제 개편을 통한 생산 연계성 완화

  전작 지원정책에 더하여 벼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변동직불제를 개편하

여 벼 생산유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변동직불제는 벼 재배를 조건

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쌀 과잉 구조 고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생산 연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논·

밭 간 고정직불금 단가 차이가 큰 점도 벼 재배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지적

되므로 이 또한 장기적으로 단가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타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2.4. 논 타작물 생산 및 소비 기반 구축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의 수요 및 공급측면뿐만 아

니라 논 타작물 생산 및 소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논에서도 밭 못지

않은 수확량이 담보될 수 있는 콩과 같은 작목을 선택하고 배수와 같은 생

산기반 시설지원과 함께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촌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화 

혹은 농작업의 위탁이 용이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생

산된 타작물을 통해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로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식량안보와 자급률 제고라는 국가적 의제(Agenda)와 

합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쌀에 편중된 소득정책 체계, 쌀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기반 환경하에서는 

타작물로의 전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쌀에 농업재원과 자원을 

편중시키는 현 식량정책의 개선 및 개편 노력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1. 생산측면의 지원

  논벼 농가들은 타작물 재배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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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논은 대부분 습답으로 타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대부분의 벼 농가는 타작물 재배에 대한 경험과 정보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농가에게 작목 선정을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지자체 차

원에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51  

  두 번째, 타작물 관련 재배 기술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타작물 재배 기술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농의 중요 

시기마다 현장 중심의 영농 지도가 시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서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근에 해당 타작물 재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농가를 통한 영농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타작물 관련 농기계임대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타작물 

재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영농 규모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농가들이 고가의 관련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용하게 되는데, 농업인들

은 복잡한 임대 절차, 부족한 농기계, 사업소까지의 먼 거리 등을 개선사항

으로 지적하고 있다.52 따라서 타작물 재배 의사가 있는 농가 수요를 사전

에 파악하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51 예를 들어,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에는 옥수수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판

로 등에 대한 정보가 농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축척되어 있을 것

이므로 새롭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용

이할 것이다.
52 박완주 의원이 주최한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세미나(2017. 8. 21., ‘농업인 농기

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농어민

신문. 2017. 8. 25.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 토론회 임대. 빈도 높은 농기계 추가

전문인력 확보를.”(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 155163: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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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생산측면의 지원은 대규모의 재원을 동반하므

로 생산 효율성 증진을 위해 작목을 단일화하고 들녘 혹은 지자체를 중심

으로 단지화가 필요하다. 타작물 재배의 성공사례로 언급한 죽산면과 순창

군 사례에서도 콩 재배지를 규모화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가

능하였다. 즉, 기존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서와 같이 개별 농가단위에

서의 타작물 재배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 농기계 사용 등에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2.4.2. 판로 및 소득 지원 

  타작물은 쌀에 비해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 판매처도 다양하지 않은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타작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타작물로 전환한 초기에는 일정 기간 이상을 농협이나 지자체를 중

심으로 해당 타작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쌀 소득을 기준으로 전작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타

작물 재배를 규모화하는 것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수익을 달성하여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

록 하는 방향으로 타작물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판로 및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시장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입산과 품질 및 가격경쟁

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타작물 수요창출

이라는 측면에서 콩 등의 TRQ 임의증량 물량을 축소하여 국내산 시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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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지역 전략작물 지원 

  타작물 중에서는 전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콩 등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몇 가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생산 및 판

로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산지교부금 제도를 통해 각 지

자체가 지역의 ‘논활용계획’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역특화작물을 지

원(지원 대상작물, 단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역시 2018년 정책 개편을 통해 전작 대상작물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

작물 선정 시 지자체에 일정 수준까지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역특화작물 육

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성공사례로 소개한 순창

군과 죽산면 사례에서도 단일의 특화 작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였기 때문

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징을 파악하여 전작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재배기술 노하우 교육

과 농기계를 보급,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

만, 이러한 지역특화체계 구축은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

장기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고 농가의 타작물 재배가 지속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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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ln(1인 1일당 양곡소비량)

통계청 발표 2인 이상 가구

OLS 2SLS GMM OLS 2SLS GMM

자기가격 lp(쌀가격)
-0.103*** -0.108*** -0.108*** -0.095*** -0.096*** -0.096***

(0.022) (0.022) (0.021) (0.022) (0.022) (0.021)

대채제

가격

ln(채소가격)
-0.006 -0.006 -0.006 -0.010 -0.009 -0.009

(0.012) (0.011) (0.012) (0.012) (0.011) (0.012)

ln(과실가격)
0.049*** 0.048*** 0.048*** 0.047*** 0.045*** 0.045***

(0.013) (0.012) (0.013) (0.012) (0.012) (0.013)

ln(축산물가격)
-0.064** -0.065*** -0.065*** -0.081*** -0.078*** -0.078***

(0.026) (0.025) (0.020) (0.026) (0.024) (0.020)

ln(수산물가격)
0.129*** 0.127*** 0.127*** 0.142*** 0.138*** 0.138***

(0.034) (0.032) (0.029) (0.034) (0.032) (0.029)

ln(밀가루가격)
0.046*** 0.044*** 0.044*** 0.050*** 0.047*** 0.047***

(0.013) (0.012) (0.012) (0.013) (0.012) (0.012)

소득 ln(GDP)
-0.018 -0.039 -0.039 -0.058 -0.090 -0.090*

(0.065) (0.065) (0.051) (0.065) (0.064) (0.051)

인구특성
ln

(40대 이상 비중)

-0.279* -0.220 -0.220 0.132 0.203 0.203

(0.164) (0.162) (0.167) (0.162) (0.160) (0.162)

기호변화 추이
-0.002*** -0.002*** -0.002*** -0.003*** -0.003***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월 더미

1월
0.046*** 0.046*** 0.046*** 0.045*** 0.045*** 0.045***

(0.006) (0.005) (0.007) (0.006) (0.005) (0.006)

2월
0.067*** 0.067*** 0.067*** 0.065*** 0.066*** 0.066***

(0.006) (0.005) (0.009) (0.006) (0.005) (0.009)

3월
0.017*** 0.017*** 0.017*** 0.016*** 0.016*** 0.016***

(0.006) (0.005) (0.003) (0.006) (0.005) (0.003)

4월
0.028*** 0.028*** 0.028*** 0.027*** 0.027*** 0.027***

(0.006) (0.005) (0.003) (0.006) (0.005) (0.003)

부    록 1
 

쌀 소비량 결정요인 계량분석 결과

<부표 1-1> 식량용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양곡소비량조사 월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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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ln(1인 1일당 양곡소비량)

통계청 발표 2인 이상 가구

OLS 2SLS GMM OLS 2SLS GMM

월 더미

5월
0.019*** 0.019*** 0.019*** 0.016*** 0.016*** 0.016***

(0.006) (0.006) (0.004) (0.006) (0.006) (0.004)

6월
0.021*** 0.021*** 0.021*** 0.020*** 0.021*** 0.021***

(0.006) (0.006) (0.004) (0.006) (0.006) (0.004)

7월
0.005 0.005 0.005 0.004 0.004 0.004

(0.006) (0.006) (0.003) (0.006) (0.005) (0.003)

8월 　 　 　 　 　 　

9월
0.035*** 0.035*** 0.035*** 0.035*** 0.034*** 0.034***

(0.006) (0.005) (0.004) (0.006) (0.005) (0.004)

10월
0.017*** 0.017*** 0.017*** 0.015*** 0.015*** 0.015***

(0.006) (0.005) (0.003) (0.005) (0.005) (0.003)

11월
0.034*** 0.033*** 0.033*** 0.032*** 0.031*** 0.031***

(0.006) (0.006) (0.003) (0.006) (0.006) (0.003)

12월
0.028*** 0.028*** 0.028*** 0.027*** 0.027*** 0.027***

(0.006) (0.006) (0.003) (0.006) (0.005) (0.003)

상수항
6.484*** 6.460*** 6.460*** 5.289*** 5.262*** 5.262***

(0.503) (0.481) (0.467) (0.499) (0.475) (0.445)

관측치수 240 239 239 240 239 239

R-squared 0.987 0.987 0.987 0.988 0.987 0.987

주: (  ) 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양곡소비량조사, 소비자물가조사, 국민계정, 장례인구추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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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쌀 지출액

(모형 1)

쌀 지출액

(모형 1-1)

쌀 소비량

(모형 2)

쌀 소비량

(모형 2-1)

연령 더미

26∼30세
-1,571***

(432)

-144

(424)

-0.59***

(0.21) 

0.00

(0.20)

31∼35세
-2,772***

(444) 

120

(426)

-1.05***

(0.21)  

0.17

(0.20)

36∼40세
-3,388***

(460) 

811

(427)

-1.24***

(0.22)  

0.55**

(0.20)

41∼45세
-4,929***

(483)

558

(431)

-1.92***

(0.23)  

0.43**

(0.21)

46∼50세
-6,115***

(508) 

870

(430)

-2.42***

(0.24)  

0.59***

(0.21)

51∼55세
-8,240***

(537) 

297

(434)

-3.39***

(0.26)  

0.31

(0.21)

56∼60세
-9,536***

(573) 

613

(441)

-3.97***

(0.27)  

0.46**

(0.21)

61∼65세
-11,327***

(613) 

407

(447)

-4.79***

(0.29)  

0.35

(0.21)

66∼70세
-12,849***

(654) 

227

(456)

-5.49***

(0.31)  

0.25

(0.22)

71세 이상
-13,539***

(702) 

1,001**

(461)

-5.70***

(0.33)  

0.69***

(0.22)

코호트 더미

코호트2: 

1966~1970

1,455***

(138) 
-

0.58***

(0.07)  
-

코호트3: 

1961~1965

2,913***

(168) 
-

1.18***

(0.08)  
-

코호트4: 

1956~1960

4,715***

(211) 
-

1.99***

(0.10)  
-

코호트5: 

1951~1955

6,636***

(262) 
-

2.87***

(0.12)  
-

<부표 1-3> 식량용 쌀 소비량 결정요인 분석: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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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종속변수

쌀 지출액

(모형 1)

쌀 지출액

(모형 1-1)

쌀 소비량

(모형 2)

쌀 소비량

(모형 2-1)

코호트 더미

코호트6: 

1946~1950

8,352***

(314) 
-

3.66***

(0.15)  
-

코호트7: 

1941~1945

10,027***

(369) 

4.40***

(0.18)  
-

코호트8: 

1936~1940

11,142***

(418) 
-

4.90***

(0.20)  
-

주: (  ) 안은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나타냄.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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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농쌀 소비 실태 및 선호도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 그

리고 향후 5년 후의 쌀 소비패턴 및 소비확대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약 

1개월간(8. 23.~9. 22.)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쌀 소비 실태, 쌀(밥) 품질 관련 소비 행태, 쌀 가공품 소비 행태를 중심으

로 구성하였으며 3개국에 대해 동일한 문항을 조사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부표 2-1> 소비자 조사 표본 구성

특성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성별
남성 254 240 150

여성 246 260 150

연령

20대 91 100 56

30대 100 100 68

40대 121 100 65

50대 114 100 64

60대 이상 74 100 47

가구형태

1인 가구 66 166 23

2인 가구 114 167 53

3인 이상 320 167 224

소득

200만 원 미만 66 95 77

200만~300만 원 미만 95 107 77

300만~400만 원 미만 103 89 58

400만 원 이상 236 139 88

무응답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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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PART SQ 사전 선정 문항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쿼터에 포함 안 됨)

SQ3. 귀하의 거주지역은?(한국 설문 기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남(세종포함) ⑪ 충북  ⑫ 전남 

   ⑬ 전북 ⑭ 경남 ⑮ 경북

   ⑯ 제주

SQ4. 귀하의 거주 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도시 ② 농어촌

SQ5. 귀하는 가구 내 소비를 위한 식료품의 주 구매자 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PART 1 쌀 소비 실태 관련

Q1. 현재를 비롯한 귀하의 5년 전후의 평균적 식생활 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으로 가정 (7일×3식=21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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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은 과거 회상을 통해 작성하여 주시고, 5년 후는 향후 섭취

패턴 등을 고려하여 변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정 내 식사 외식

(급식 등 포함)
결식 합계

가정 내 조리 배달음식·간편식

5년 전 회 회 회 회 21회

현재 회 회 회 회 21회

5년 후 회 회 회 회 21회

Q2.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쌀밥을 얼마나 드십니까? ________공기/1일 기준

     ※ 응답 예시: 0.5공기/1일, 1공기/1일, 1.5공기/1일, 2공기/1일, 2.5공

기/1일, 3공기/1일 등

옆에 그림과 같은 밥공기(200g)를 기

준을 응답해주세요. (가정 내에서 조리

한 밥뿐만 아니라 배달음식, 외식 시의

밥량을 모두 포함하고 볶음밥 등의 쌀

이 들어간 음식도 쌀밥 섭취로 간주합

니다.) 

Q3. 현재 쌀밥 소비량(2번 응답 보여주기)을 기준으로 5년 전 쌀밥 소비량

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으며,  향후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

상하십니까?

    ※ 현재의 쌀밥 소비량을 기준하여 증감률로 체크

 ← 적음 혹은 감소 비슷함 많음 혹은 증가 →

15% 이상 약 10% 약 5% 0% (현재와 비슷) 약 5% 약 10% 15% 이상

1 ) 5년 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２) 5년 후 ① ② ③ ④ ⑤ ⑥ ⑥

  Q4-1. [Q3의 1)에서 4번 이외 응답자 기준]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쌀 소비량이 변화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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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강(당뇨, 다이어트 등)에 대한 관심 변화

   ② 밥맛 등의 쌀 품질 변화

   ③ 쌀밥 조리 시 잡곡류 첨가 유무로 소비량 변화   

   ④ 쌀 가공식품(누룽지, 떡 등)의 소비량 변화

   ⑤ 대체식품(잡곡류, 밀가루 음식, 육류, 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섭취량 변화

   ⑥ 간편식에 대한 소비량 변화

   ⑦ 쌀 가격의 변화

   ⑧ 외식, 결식 등의 횟수 변화

   ⑨ 기타(구체적으로 :                           )

  Q4-2. [Q3의 2)에서 4번 이외 응답자 기준] 향후 5년 후에 귀하의 쌀 소

비량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최대 2개 까지 복수 응답 가능)

   ① 건강(당뇨, 다이어트 등)에 대한 관심 증대

   ② 밥맛 등의 쌀 품질 변화

   ③ 쌀밥 조리 시 잡곡류 첨가 유무로 소비량 변화    

   ④ 쌀 가공식품(누룽지, 떡 등)의 소비량 변화

   ⑤ 대체식품(잡곡류, 밀가루 음식, 육류, 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섭취량 변화

   ⑥ 간편식에 대한 소비량 변화

   ⑦ 쌀 가격의 변화

   ⑧ 외식, 결식 등의 횟수 변화

   ⑨ 기타(구체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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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쌀(밥) 품질 관련 소비 행태

Q5. 다음은 양곡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

세요.

질문 그렇다 아니다

1 쌀 단백질 함량이 높아질수록 밥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① ②

2 양곡표시에 혼합미란 국내와 수입산이 섞인 것을 의미한다. ① ②

3 쌀 등급이 높아질수록 밥맛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① ②

4 도정일수가 최근일수록 쌀의 신선도가 높다 ① ②

5 쌀 구매 시, 포장지에 표시된 양곡표시를 항상 참조한다. ① ②

Q6. 귀하께서 쌀을 구매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

음 중 중요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년 전은 과거 회상을 통해 작성해 주시길 바라며, 5년 후는 각 보

기 중 구매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예상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① 품질(품종) ② 가격 ③ 밥맛

④ 구입 편리성 ⑤ 판매자 권유 ⑥ 도정날짜

⑦ 브랜드 ⑧ 포장 및 디자인 ⑨ 가공업체(농협, 민간)

⑩ 기타(                ) ⑪ 없음

1순위 2순위

과거(5년 전)

현재

미래(5년 후)

Q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밥 품질(밥맛)이 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미친다 매우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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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현재와 5년 전 귀하가 드시는 쌀(밥) 품질(밥맛)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의 경우, 가정 내 식사와 외식 식사 시를 구분하여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품질

(밥맛)

8-1) 5년전 ① ② ③ ④ ⑤

현재
8-2) 가정 ① ② ③ ④ ⑤

8-3) 외식 ① ② ③ ④ ⑤

Q9. 현재 귀하의 가정에서 구매하는 쌀 가격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매우 저렴하다 저렴하다 보통 비싸다 매우 비싸다

① ② ③ ④ ⑤

Q10.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쌀 가격 차이가 품질을 잘 반영(가격이 비싼 만큼 밥맛이 좋

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반영하지 못함 잘 반영하지 못함 보통 잘 반영함 매우 잘 반영함

① ② ③ ④ ⑤

Q11. 현재 귀하가 드시는 쌀(밥)에 비해 품질(밥맛)이 좋은 쌀이 판매될 경

우 귀하는 현재의 쌀값에 비해 얼마나 더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더 지불할 

의향 없음
약 10% 약 20% 약 30% 약 40% 약 50%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Q12. 귀하께서는 수입산 쌀을 소비하거나 구매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Q12-1번으로)

  Q12-1. (Q12=1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국내산 쌀 품질과 비교하여 수입

산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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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보다 매우 

좋지 못하다

국내산보다

좋지 못하다
비슷하다 국내산보다 좋다

국내산보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Q13.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밥맛이 좋을 경우, 귀하께서는 수입산 쌀을 구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PART 3 쌀 소비 촉진 관련 설문

Q14. 정부 및 관련단체 등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물 보셨

거나 캠페인이 실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Q1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쌀 소비 촉진 정책이 쌀 소비증대에 영향을 주

었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Q15-1번으로)

Q15-1. (Q15=2번 응답자만) 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① 1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에 불과하여

  ② 이미 입맛이 서구화로 변하였기 때문

  ③ 홍보내용이 상투적이고, 신선하지 못하여서

  ④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

  ⑤ 기타(구체적으로 :                           )

Q16. 귀하께서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Q16-1번으로) ② 그렇지 않다 (Q16-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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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1. (Q16=① 응답자만) 왜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쌀은 우리나라의 고유 주식이기 때문에 

  ② 소비확대로 생산을 유지시켜 식량자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③ 실제 쌀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④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소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⑤ 기타(구체적으로 :                           )

Q16-2. (Q16=② 응답자만) 왜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① 식문화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② 소비확대정책의 취지가 생산자만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서

  ③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단순한 이벤트나 일회성에 그칠 정책일 것이기 때문

  ④ 현재 쌀보다 수요가 더 많은 기타 곡물 생산이 실효성있을 것 같아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

Q17. 귀하께서는 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 중 어떤 점

이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의 쌀을 개발

  ② 쌀밥 대신 수요맞춤형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대체

  ③ 단순한 이벤트나 상투적인 홍보가 아닌 실제 쌀 소비 중요성을 알기 

쉽게 홍보

  ④ 쌀 표시제도나 영양상식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개선

  ⑤ 쌀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

  ⑥ 기타(구체적으로 :                           )

PART 4 쌀 가공품 소비 행태

Q18. 현재 즉석밥, 도시락, 쌀국수, 쌀과자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이 시판

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들 제품들에 대한 소비 경험이 있습니

까? 만약 있다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소비를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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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분
1) 소비 경험 2) 소비 경우 횟수(소비 경험 있는 경우만)

없다 있다 1~2회 3~4회 5~10회 10회 이상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햇반 등과 같은 즉석밥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떡류 ① ② ① ② ③ ④

과자, 면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Q19. 과거(5년 전)와 비교하였을 때, 귀하의 현재 쌀 가공식품 소비나 구매

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① 늘어났다 ② 줄어들었다    ③ 비슷하다

Q19-1. (Q18=②응답자만) 왜 소비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제품 품질을 믿을 수가 없어서

② 가격이 너무 비싸서

  ③ 맛이 없어서

④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⑤ 찾기가 어려워서

⑥ 기타

Q20.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확대가 필요하다 (Q20-1번으로) ② 확대가 필요 없다

  Q20-1. (Q20=①응답자만) 그렇다면,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판매

  ②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 

  ③ 맛, 품질 개선

  ④ 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

  ⑤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⑥ 기타(구체적으로 :                           )



148  부록

PART Demo 응답자 배경 정보

DQ1. 귀하의 현재 거주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1인 기구 ② 2인 가구 ③ 3인 가구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자영업 ③ 일반 사무・관리직

    ④ 전문직 ⑤ 생산직 ⑥ 주부

    ⑦ 기타(          )

** 통계청 한국표준 직업 분류임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주부 ⑫ 학생

    ⑬ 기타(              )

DQ3. 귀 댁의 월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③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④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⑤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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