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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농촌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기반 정책 수

립을 통한 정책고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농업·농

촌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

록 농정추진 방식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농정추진체계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지차단체의 역할 확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지원체계 마련과 지방농정 담당자의 역량 제고 등 지방농정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1/5년차 과제로 농정의 기획·수립·추진·평가 과정에서 활용되

고 있는 농업정책 관련 다양한 통계정보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농정의 고

도화 및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승인 및 미승인통계 실태, 지자체의 통

계 활용 현황, 지자체 농정담당자의 통계정보 수요조사 그리고 일본과 캐

나다의 통계지원체계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분석 및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통계 표준화 및 내용 정비, 

시스템 마련 필요성 등 개선과제와 농업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정보체

계화 방향 등 연구결과는 향후 통계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

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자문과 조사 협조로 도움을 주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보통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연구 결

과가 농정의 합리화 및 정책고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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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 지방분권화와 소비자의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 대내외 여건

이 변화하면서 농업·농촌정책의 현행 추진 체계와 방식도 이러한 변화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기획 

및 추진으로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정 추진을 강화해야 하며, 데이

터 기반 정책 개발 및 추진으로 농정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농

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정책고도화와 이를 위한 정보지원 체계 구축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농업·농촌부문 정보지원체계 구축 연구는 단순히 통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농업·농촌 구조변화 관련 기본통계 제공은 

물론이며, 주기적 통계분석(종합 분석, 심층 분석) 및 해석 자료를 제공

하고, 인터넷 활용,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지원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지자단체를 정보지원체계의 활용자로 

상정하고, 농정의 수립, 추진, 평가 등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의 활

용도 제고를 통해 농정 수립 및 수행 상의 정책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 농업부문 통계 실태 분석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지자체 농정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농업부문 통계의 승인통계 및 

미승인통계, 통계의 활용 실태, 통계의 조사항목, 발간 주기, 활용상 문

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통계 활용 및 수요 분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정보 활용 실태, 통계정보 수요 내역, 정보 체계화 

요구 정도 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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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통계를 활용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

의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정보 체계화 방향 설정 및 시스템 구성요소 

설정 등을 위하여 외국 시스템 사례를 활용하였다. 

○ 농업통계정보의 활용사례 분석을 위하여 농가경제 구조 및 지역농업 실

태 분석 관련 지표를 제시하였다. 농가경제는 농가유형별 소득, 소비, 

재무구조 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농업은 생산지표, 경영지표, 생산기

반, 환경지표, 예산구조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사  

○ 농업정보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첫째, 정책결정의 실질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둘째,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제고 및 지방

농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농정은 비교적 

많은 통계정보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지방농

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지방농정 주체를 수요자로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농업부문 통계실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는 통계 기반 농정 추진을 위

한 개선과제로 시군 공표 통계의 신뢰도 제고 필요성, 농업 관련 승인

통계의 확충 필요성, 농업관련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분류방식의 재

조정 방안 및 개별 통계정보의 표준화 및 내실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농업부문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보체계화의 기본방향을 다

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

(Plan)-수행(Do)-평가(See)의 관점에서 유기적 연계를 가진 시스템이 되

어야 한다. 둘째, 지역 간 비교 분석 및 벤치마킹이 가능해야 한다. 셋

째, 데이터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로 통계적 기법 및 분석도구의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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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체계의 핵심인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 농업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

는 각종 정보의 생산실태, 접근성, 활용 관련 개선과제 등을 정리하고, 

모델베이스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농업 및 농가경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를 활용하여 농업정책 개발을 위해 적용 가능한 분석 지표와 분석결과

를 제 시하였다. 

○ 본 연구는 5년 연구 중 1년차 연구로 연차별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였

다. 로드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

보지원체계의 수요자는 지방농정 담당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일반

인의 활용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시스

템의 개발 주체는 관련 정보를 통합·분석·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별도의 관리 주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실제 시군 지자

체와 협력을 통해 통계정보를 활용한 농정 수립 및 평가의 과정을 거치

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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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ns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Year 1 of 5)

Research Background
Recently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raised on the current system and 

tools of agriculture policies, and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line with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From 
the policy planning and process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ationaliz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o promote the data-based policy. There is a need to develop policy 
support that can cope with these problems and to build an information sup-
port system for them.

This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of the information support system for 
the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provides basic statistics about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and provides periodic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comprehensive analysis and in-depth analysis. These are beyond the 
scope of how to provide statistics and to publish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ob-
jective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promotion and evalua-
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statistics of the agricultural sector, we reviewed 

the literature and conducted survey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approved statistics and unapproved statistics in the ag-
ricultural sector, the utilization status of statistics, the survey items of sta-
tistics, the publication cycle, and the problems in utilization were derived.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statistical utilization and demand analysis. 
The result shows the demand for systemization was identified.

We conducted a case study of Japan and Canada that oper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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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support systems using agricultural statistics, and used it as in-
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and set-
ting system components.

In order to analyze the use case of agricultural statistics information,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farm household and indices of the analysis of the 
local agricultural structure were suggested. As for the farm household econ-
omy, the income, consumption and financial structure by farm type were 
analyzed. On the regional agriculture, comparative analysis of production 
indices, management indices, production base, environmental indices, and 
budget structure was conduct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policy decision should secure practical rationality and procedural 

rationality. Second, policy-making rationality should be guaranteed by es-
tablishing data-based scientific policies. Third, it is now necessary to ap-
proach the central agricultural policy system considering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improving the decision-mak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local statistics, it is necessary to in-
crease the approved statistics related to agriculture along with reorganiza-
tion of the classification method to enhance the use of agricultural statistics.

Five basic directions of information systematization for agricultural poli-
cy decision making are presented. First, to ensure the logical consistency 
of policy, the information system needs organic linkage from the viewpoint 
of planning (plan) - execution (do) - evaluation (see). Second, regional 
analysis and benchmarking should be possible. Third, statistical techniques 
and analytical tools should be used to ensure mutual connectivity between 
data. Fourth,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data which is the core of the in-
formation system. Finally, it should be a system considering users' 
convenience.

This study presents a yearly research roadmap for the five-year study. 
The roadmap proposed in this study needs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points. First,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mand for the information support system needs to be considered, and the 
general public should also be able to use this system. Second, the system 
developers should have the capacity to integrate, analyze and operat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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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d information. Third, it is needed to build the system by closely identi-
fying dem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of the agricultural 
policies using the statistical information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Researchers: Park Joonkee, Kim Meebok, Kim Taehun, Lee Douyoung, 
Park Jiyeon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2.

Email address: jk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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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농업·농촌정책의 현행 추진 체계와 방식 등에 있어 다양한 비판의 제기

와 함께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농정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

다. 지자체 주도의 정책수립 요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중

심의 정책기획과 추진이 대부분이다. 농업·농촌정책이 중장기적 지향점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이나 기능, 품목 등 현안 대응 

위주의 농정수립과 추진이 많은 실정이다. 한편,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과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

진방식 전환과 합당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

에 대한 점검과 정책고도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농촌정책의 고도화는 정책 자체의 관점, 정책결정주체의 관점, 정

책목표의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고

도화의 개념을 특정 측면에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정

책결정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농업·농촌정책고도화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

에서 의미를 가진다. 먼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정보에 기반함으로써 

농업·농촌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농업·농촌정책 추진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지방분권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자원과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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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환경문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정책 개발이 

가능하며, 농촌이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 등 복합공간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술한 농업·농촌정책 고도화의 의미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서는  신뢰성과 시의성을 가지는 농업·농촌 통계정보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

야 한다. 통계정보와 지표를 토대로 농업·농촌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

지, 시행된 정책의 결과가 객관적 수량정보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수립과 개선의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객관적 통계와 지표에 근거

하여 농업·농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정의 지향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

업·농촌의 좌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내 농업·농촌의 모습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와 지표들이 발

표되고 있으나 기관 혹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통계분석 및 활용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접근하며, 일관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지역별 통계와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정

책수립의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 정보는 상대적으

로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농업·농촌 관련 통계는 대다수가 중앙정

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준으로 발간되고 있어서 통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별 농업·농촌의 모

습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한계와 제약이 있다. 

  농업·농촌 구조와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 간 비교, 나아가 국가 간 비교

를 통해 농업·농촌의 실태와 위상을 가늠할 수 있도록 산재된 통계와 지표 

중 핵심통계에 대한 선별 및 체계화, 농가 유형화를 통한 심층 분석과 종

합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실태와 변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운

영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도 농업·농촌 통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재정효율화를 위해서는 부문별, 특성별 통계자료에 근거

하여 예산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정 관련 정부지원체계 구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의 정책수

립과 모니터링, 농업경영체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통계

와 지표 제공을 위한 통계분석 및 해석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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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보지원체계 구축은 단순히 통계를 어

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농업·농촌 구조 관

련 기본통계 제공과 주기적 통계 분석(종합 분석, 심층 분석) 및 해석 자료

를 제공하고 인터넷 및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지원 방안을 마

련하여 정책수립, 추진, 평가 등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5년간 수행되는 과제로 농업·농촌정책(이하 농정)의 효과적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부문별 및 단계적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

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데이터기반 과학적 정책 수

립 필요성,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보지원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고, 파편화·개별화 되어 있는 정보들의 통합

과 관련 통계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정 지원을 위한 정보 플랫폼1을 구축하는 비전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 그룹이 서로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방식으로 거

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이외에도 참여자

들의 상호작용을 북돋아 모두가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

생의 생태계이다.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참여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직접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절감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 플랫폼 존재 전보다 그룹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네트워크 효과).

   - 퀼리티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 창의적이어야 하며, 진화해야 한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NPO센터 세미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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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농업·농촌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체계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

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하며, 둘째, 농업, 농촌, 농촌사회, 지역자

원, 통상 및 경제 일반 등 부문별 통계 체계화 및 분석모형(방법 및 지표)을 

개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셋째, 정보지원체계화의 기본방향, 

부문별 실태 분석 및 모형·지표 개발 결과를 플랫폼 방식의 정보시스템으

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1> 농업·농촌정책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향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농업·농촌정책 관련 정보의 범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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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관련 통계 정보의 실태 분석 및 정

책담당자 수요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농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며, 농업정책의 주요 부문별 지표 개발 및 분

석 등 활용 사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농업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화의 당위성 제시

- 농업·농촌 통계 실태 분석과 수요 조사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 농업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체계화 방안 제시

- 농업정책 관련 농업경제, 지역농업 활용 사례 제시

3. 선행연구 검토

3.1. 정책결정이론 및 과학적 정책 수립 필요성 연구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 관련 연구로는 William N. Dunn(남궁근 

외 공역, 2013)의 연구, 오철호(2015), 이혁우(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William N. Dunn의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결정이론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활용하였다. 특히 이혁우(2012)의 연구는 정책결정모형

이 다양함에도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로 본 연

구에서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활용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은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의 개념과 중요성을 제시하

고,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농업부문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하였

다. 김유심(2016)의 연구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방법과 한계,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의 사례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공공부문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정책고도화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하여 김계환 외(201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고도화의 개념을 산업측면, 생산요소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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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 기능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고도화 

개념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였다.

3.2. 국내 농업 통계 관련 연구

3.2.1. 농업구조 및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관한 연구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박민선(2008), 김경덕 외(2012), 김미복 

외(2014), 황의식 외(2016)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농업총조사, 농가

경제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업 생산․경영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함께 농가의 연령, 경영규모, 영농형태 등 농가의 일반 속성에 대한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관한 연구로는 김수석 외(2006), 김정호 외(2006), 

김한호 외(2012, 2015), 김미복 외(2016), 우병준 외(2017) 등이 있다. 농업

경영체 유형화와 관련된 연구는 전반적으로 맞춤형 농정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수행되었으며 농업총조사, 농림통계연보, 농업기본통계, 가축통계,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농

가 유형 구분을 위해 해외 사례 검토, 농가 유형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농가를 유형화하는 단계를 거쳐 농가 

유형별 분석을 통해 선별적인 농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3.2.2. 농가경제에 관한 연구

  농가경제에 관한 연구는 소득, 자산․부채, 소비지출 등 크게 3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농가소득과 관련된 연

구의 경우 소득 자료가 포함된 농가경제조사의 원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농가소득의 변동성, 불평등(양극화, 빈곤 등) 등으로 다시 세

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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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 변동성에 관한 연구로는 황의식 외(2003), 황의식(2004), 황의

식 외(2005), 황의식 외(2006), 전지연 외(2016) 등이 있다. 외환위기, FTA 

등 외부 충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동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농가의 연령, 수지, 자산․부채, 영농규모 및 형태, 경영비 

등 농가의 특성에 따른 농가소득 변동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가 소득 불평등(양극화, 빈곤 등)에 관한 연구는 이병기(2000), 김성용

(2004a, 2004b), 박준기 외(2004), 강성호 외(2011), 정진화 외(2012), 오내원 

외(2013), 김규섭 외(2014), 고갑석 외(2016), 김미복 외(2016)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농가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는 

주로 소득 원천별(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등), 농가 유형, 소득 분위

에 따른 연도별 불평등도(지니계수, 대수편차평균, 피케티 접근 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농가 소득의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기 위해 농가의 개별 속성(연령, 경지규모, 영농형태, 지역 등)변수를 활용하

였으며, 농가소득의 양극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농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농가의 자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산보다는 부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며 정안성 외(2000), 황의식 외(2000), 박성재 외(2003)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농가 부채 규모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통해 농가 부채의 실태를 

살펴보고 농가의 속성에 따른 부채 변화 양상 및 농가 유형별 부채 특성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장/단기 부채상환능력의 변화를 바탕

으로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방향을 제시였다.

  농가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는 김성용 외(2002), 이계임 외(2003), 정선

화 외(2015) 등이 있다. 농가 유형, 소득원천, 소비지출 분위 등에 따른 한

계소비성향, 소비지출의 불균등도 변화 등과 함께 소비 유형, 탄력성 등을 

변화시키는 소비지출 결정 요인(소득, 자산 등)의 분석을 통해 농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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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농업관련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농업 관련 지표 검토 및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김정호 외(2005), 농촌진

흥청(2011), 이병훈 외(201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지역계정, 농업

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 국내 지역 간 등 

다양한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농업의 총괄적인 역량 지표를 산출하

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방농정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성과 분석 지표(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2.4. 농업통계 관련 및 기타 연구

  농업관련 통계 작성, 확보,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연구는 김서영 외(2007), 

김연중 외(2012), 김태훈 외(2014), 김배성 외(2014), 이계임 외(2014) 등이 

있다. 농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초 통계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관련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 극대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농업통계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승인/미승인 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 및 자료의 생산-운

영/관리-이용(수요)등 단계별 문제점과 해외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작성 

기준 및 내용, 통계 관리, 신규 통계 생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2.5. 농업 통상 관련 및 정보체계 연구

  통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이용선 외(2014), 이형우·강

대운·한석호(2016)가 있다. 두 연구는 수입 농산물의 국산농산물 대체가능

성을 연구했으며, 이용선 외(2014)는 수입과일의 국내과일 대체가능성을 연

구했다. 연구 결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 체리와 같은 수입 과일은 참외, 복

숭아, 포도, 배, 단감 등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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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생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이형우·강대운·한석호(2016)에서 수입육

류의 국내육류 대체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수입냉장육 시장과 한우고기 시

장은 사실상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관기술의 발전 등이 있을 경우 

한우고기의 높은 가격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국내 농촌 통계 관련 연구 

3.3.1. 농촌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

  농촌 인구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김태헌(1996), 김남일 외(1998), 노재선 

외(2013), 송미령 외(2015) 등의 연구가 있으며, 농촌 인구변화에 따른 노

동, 일자리 등에 관한 연구로는 김병률 외(2010), 송미령 외(2013), 김정섭 

외(2016a), 엄진영 외(2016) 등이 있다.

  농촌의 인구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마을조사, 국

내인구이동통계, 귀농·귀촌인 통계, 농림어업총조사, 장래인구 추계, 주민

등록인구 추계 등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농촌의 전반적인 인구 이동

의 특징과 요인, 인구의 주요 속성(연령, 성비, 교육, 문화, 주거실태 등)변

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 인구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농촌지역의 노동, 일자리 등에 관한 연구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

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연관표, 농림어업총조사 등의 자료가 사용

되었으며 고용 및 일자리 실태, 산업분야별 특성, 도농 간의 비교 등을 통

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력난 해소,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3.2. 농촌 생활환경(복지, 주거, 교육, 경제 등)에 관한 연구

  농촌 복지에 관한 연구는 교육, 주거, 의료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두휴

(2011), 성주인 외(2013), 박대식 외(2016), 송미령 외(2016), 김정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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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b), 안석 외(2017) 등이 있다. 

  농촌의 의료·복지 등에 관한 연구는 노인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등 복

지 대상에 따라 관계가 있는 부처/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주로 활용하

였다. 농촌의 교육, 정주공간, 경제·사회 활동 등에 대한 연구에는 주로 농

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밖에도 연구 주제에 따라 인

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사교육비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교육정책통

계DB 등이 활용되었다. 

3.3.3. 농촌 관련 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농촌 관련 지표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 중 지역발전 비교를 위한 

연구는 구승모 외(2010), 김용렬 외(2011), 모혜란 외(2014), 심재헌 외

(2014a) 등의 연구가 있으며, 개별 지표 관련 연구로는 이지민 외(2012), 

송희중 외(2013), 심재헌 외(2014b) 등이 있다.

  농촌사회의 종합적인 진단을 위한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지수(RDI)와 새

로운 지표 개발을 통해 농촌 지역별 개발수준 등을 비교·진단함으로써 농

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

에 대한 정보가 종합된 ‘일자리 지수’ 개발, 고령화 속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개발된 ‘고령화 대응 수준 평가 지표’, 농촌의 다양한 경관 요소를 반

영한 ‘경관진단지표’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3.3.4. 농촌통계 관련 및 기타 연구

  김광선 외(2010)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안정적인 운영과 나아가 농어

촌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농어촌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어

촌 통계 기반 설계, 활용방안 등 농어촌 통계 기반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농어촌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수의 예시로서 지역발전지

수(RDI), 농어촌 기초생활기반지수, 농어촌 창조지역지수,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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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헌 외(2014b, 2016)는 농업․농촌 분야의 정책 수립에 있어 공간정보

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간정보 시스템 관련 현황 분석 

및 비공간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통합 공간정보 인프

라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활용 가능성, 기술적인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외(2017)는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지역발전

지수(RDI), 농림어업총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의 개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농업·농촌 통계의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분석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

과 농가 및 농업경영체 등의 유형 구분과 소득 구조의 변화 분석이 주가 

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개별 연구의 필요에 따라 농업·농촌관련 지

표를 개발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농정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및 정보지원체계 마련 연구가 대다수이며, 지방농정의 합리화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지방농정의 합리성 제고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농

업정책 수립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정책결

정이론, 데이터기반 과학적 정책수립 필요성,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른 지

자체 역량 제고 측면에서 제시하고, 둘째, 농업부문 통계 실태와 개선과제

를 도출하며, 셋째,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및 활용사례 제시를 목

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즉, 이 연구는 부문

별 접근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을 하였으며, 체계화를 위해서 앞에서 언급

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정책결정이론 정립, 통계정보체계 

정비, 지표 활용 사례 등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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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범위 및 대상

4.1. 연차별 연구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5년 예정으로 추진되는 연구과제 중 첫 번째 해의 연구이다. 

따라서 1년차 연구의 결과물 제시와 함께 앞으로 5년간 어떤 로드맵을 갖

고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1년차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분권화 대응 지자

체 정책 기획 지원 필요성,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기획 및 추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화 방향을 제시하고, 농

업 중심으로 통계 생산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년차 연구에서는 농정 관련 통계 표준화, 통계정보의 개선 및 확충 방

안 제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정 관련 핵심 통계의 조

사항목, 공표주기, 통계 간 연계 가능성 및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정 

관련 핵심 통계의 확충·개선·폐지·신규 도입 등 통계정보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년차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농정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실제 어떤 통계 

정보를 활용하는지, 활용 단계에서 검토과제 등을 도출하고, 농정계획 수

립 시 통계 정보 및 지원체계의 개선과제와 정보체계화를 위한 적용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4년차 연구에서는 농정 관련 정보지원체계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농정 관련 통계(정형 및 비정형) DB 가능성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년차 연구에서는 농업·농촌정책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

을 제시하고, 정보지원체계가 효과적이며,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관

련 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로드맵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검토된 것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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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연차별로 혹은 단계적으로 개선되거나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연구 범위 주요 내용

1년차
- 정보지원체계화 방향

- 농업정책 관련 통계실태와 개선과제

- 지방분권화 대응 지자체 정책 기획 지원 필요성,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기획 및 추진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고도화 및 

정보체계화 방향 제시

- 농업 중심으로 통계 생산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 

제시

2년차
- 농정 관련 통계 표준화

- 개선 및 확충 방안

- 농정 관련 핵심 통계의 조사항목, 공표주기, 통계 간 연계 

가능성 및 표준화 방안 모색

- 농정 통계의 확충·개선·폐지·신규 도입 등 통계정보 체계화 

방안 제시

3년차
- 지자체 농정계획 수립 지원

- 사례 및 지원체계구축 시사점

- 지자체의 농정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실제 어떤 통계 정보를 

활용하는지, 활용 단계에서 검토과제 등 도출

- 농정계획 수립 상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적용 

가능성 제시

4년차
- 정보지원체계 실태

- 통계 DB 구축방안

- 농정 관련 정보지원체계 실태와 개선 과제 제시

- 농정 관련 통계(정형 및 비정형) DB 타당성 및 방안 제시

5년차
- 농업·농촌정책 지원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

- 농업·농촌정책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 관련 제도 확충 및 기반 조성 방안 제시

<표 1-1> 연차별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자료: 저자 작성.

4.2. 1년차 연구 범위 및 대상

  1차년도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수요자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분권 추세로의 전환을 고려

하여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정책개발 및 수행 주체’를 지원시스템의 수

요자로 상정하였다. 

  분석대상은 농업·농촌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 중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자료 실태 및 개선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농업정책은 기능, 역할,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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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농업과 농가경제를 중심으로 통계정보 분석 및 활

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보지원시스템의 DB 구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은 본 연구에서 벗어

나며, DB 체계화를 위한 방안 및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

단되는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정하였다.

5.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5.1. 연구방법

5.1.1. 농업 관련 통계실태 분석

  본 연구는 특성상 통계자료를 포함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생산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은 물론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

청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통계정보 생산 실태를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로 구분하고, 활용실태, 이용 만족 정도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분야 통계자료의 조사항목, 발간 주기, 활용 

상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5.1.2. 지자체 농정담당자 통계 활용 실태 및 수요 분석

  지자체 농정담당자의 통계 이용 실태와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하여 지자체 

농정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농정담당 공무원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조사는 통계 정보 활용 실태, 통계정보 수요 내역, 

정보 체계화 요구 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위탁연구로 실시한 지역농업농촌 통계정보 실태와 활용 사례는 지역 단

위 농정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통계의 활용 사례, 도 및 시군 지자체



서론  15

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정보 실태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통계정보 내역, 

통계 내용, 발간 주기, 활용 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 등을 도출하

는 데 활용하였다. 

구 분
위탁기관 및 
위탁책임자

위탁금액
(단위: 천 원)

활용내역

위탁

연구

한림대학교 

심송용 교수
15,000

- 제2장 1.5.(지역농업 관련 통계) 및 제5장 2절(통계 기반 농정을 위

한 개선과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생산 및 활용 실태, 사례 시군 

통계 활용 관련 개선과제 도출에 활용함.

설문

조사
㈜칸타퍼블릭 5,500

- 제2장 2.2.(농업부문 통계 수요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정보 활용 실태, 통계정보 수요 내역, 정보 

체계화 요구 정도 등의 파악에 활용함.

자료: 저자 작성.

<표 1-2> 위탁연구 및 위탁조사 활용 내역

5.1.3. 외국 정보지원시스템 사례 분석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의 외국 사례와 적용 가능성 검토

를 위하여 일본의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과 캐나다의 CANSIM 및 

연구데이터센터(RDC) 네트워크 등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본과 캐

나다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었

다. 두 나라의 사례는 정보시스템체계화를 위한 방향 설정 및 시스템의 구

성 요소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5.1.4. 정보지원체계화 방향 설정

  본 연구는 1차년도 과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농업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정책결정모형 

측면과 데이터기반 과학적 정책 수립의 당위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제시

하였다. 또한 경영정보시스템 중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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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지원체계화 방향을 제

시하였다.

5.1.5. 통계정보 활용 사례

  통계정보 활용사례와 관련하여 농가경제 구조 분석 및 지역농업 실태 분

석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농가경제의 경우, 농가를 유형화하

고, 농가 유형별로 생산활동, 소득구조, 소비실태, 재무구조의 측면에서 농

가경제의 주요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농업의 경우, 지역

농업 생산지표, 지역농업 경영지표, 지역별 생산기반의 특성, 주요 환경지

표 비교, 생산 실태 및 지역별 예산구조 비교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

하였다. 

5.2.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책결정이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론적 당위

성과 지방분권화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결정의 필요성 등 여건 

변화에 근거하여 정보지원체계화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농업 

관련 통계 실태를 분석하고, 농정담당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업부문 통

계 관련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해외사례에서는 일본과 캐나다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지

원체계 사례를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체계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본적 제도개선, 관리

방식 등 기반조성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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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1. 정책고도화의 개념

  고도화(高度化)의 사전적 의미는 속력·능률이나 생활·문명의 정도(程度)

가 높아지는 일 또는 높아지게 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산

업고도화 등의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산업고도화는 제품의 고도화, 공정

의 고도화, 기능의 고도화, 체인의 고도화를 기본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다(김계환 외 2014: 41). 

  정책고도화에 대한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고도화의 기본 유형을 참고하여 정책고도화에 대한 개념

을 단위 정책사업의 고도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의 고도화, 정책담당자 

역량 고도화, 정책 간 연계 고도화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농업·농촌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시적, 부분별 정책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반에 근거한 정책 설계 및 추진으로 농업·농촌정책

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며, 수요자 지

향적으로 농업·농촌정책을 추진하는 기반 조성의 의미를 가진다. 셋째, 지

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자원과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추진한다. 넷째, 국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환경문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농촌이 삶터·일터·쉼터·공

동체 등 복합공간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고도화와 정보지원체계 역할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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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정책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제시에 목적이 있으며, 정책

고도화 자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고도화의 정도를 평가 혹은 계측하

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산업고도화2 정책고도화

제품의 고도화 단위 정책사업의 고도화

공정의 고도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의 고도화

기능의 고도화 정책담당자 역량의 고도화

체인의 고도화 정책 간 연계의 고도화

자료: 저자 작성.

<표 2-1> 산업고도화 및 정책고도화의 개념

2.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 필요성3

2.1. 정책결정 개념 및 과정

  정책결정은 해당 정책에 관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결정자가 어떠한 의

도를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권위 있는 결정’이며, 행위·사건·선택의 

전개 등으로 나타난다(배용수·주선미 2004). 정책결정은 정부가 해야 할 

문제가 구체화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개입 수

단이 탐색·분석·선택되는 구체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단계이다.

  정책결정과정은 시간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일련의 상호의존적인 활동 

2 김계환 외(2014)의 산업고도화 개념 참조.
3 이혁우. 2012. “정책결정모형의 상위 이론적 검토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 공
공행정연구 13(1): 139-161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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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제 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 평가/감사, 정책 적응, 

정책승계, 정책종결 활동의 복잡한 단계와 과정으로 구성된다. 정책 사이

클의 각 단계는 전·후방 고리로 다음 단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과정은 뚜렷한 시작과 끝이 없는 셈이다.4 

  정책결정과정은 ‘쓰레기통’, ‘무정부상태’, ‘원시스프’ 등과 같은 은유적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복잡하다. 농업·농촌정책 결정과정도 이러한 복잡성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정책문제(의제)와 관련 자료 등을 구조화 및 체계화하여 합리성

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림 2-1> 정책결정의 단계별 과정

자료: William N. Dunn(남궁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공역). 2013. 정책분석론(제5판). 법문사. p. 61.

4 William N. Dunn(남궁근·이희선·김선호·김지원 공역). 2013. 정책분석론(제5판). 

법문사.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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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결정이론모형 개관

  정책결정은 각 의사결정주체의 합리성과 주어진 정보에 따라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탐사모형, 최적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 모형, Allison 모형이 있다.

  먼저, 합리모형에서 의사결정주체(개인 혹은 집단)는 전지한 존재이다. 

의사결정주체는 정책문제를 완벽히 정의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대

안을 알고 있으며,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완벽한 의사결정(ideal type)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의

미가 아니라, 그 논리가 현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이 현실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다. 점증모형은 H. Simon이 주장하는 제한

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에서 시작된 것이다. 점증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자들은 합리모형에서와 달리 정책결정에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정책의사결정 결과에 대

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틀 속에서 소폭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

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모형은 주로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 의사결정 모형

의 대표적인 예로 인용된다.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합리모형적인 정책결정

을 제한하는 세 가지 요인(정책결정주체들 간 바람직한 선택 합의 부재, 정

책목표와 수단 간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의 수시 

교체 문제)에 의해 의사결정이 우연히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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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조건

  정책결정이 어떤 현실 혹은 어떤 이론 모형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든 합리

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는 실질적 합리성 

확보와 절차적 합리성 확보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실질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능력과 환경에는 모두 한계가 

있고 불확실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환경

이 확실하다는 합리모형보다 현실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불완전한 합

리모형5에 속한다. 정책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결정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환경 변수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 주체의 한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

야 한다. 인지적 한계 및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한계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많은 인간적 차원의 한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 

및 데이터기반 정책결정 방식의 적용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환경이 불

확실함을 인정하는 정책결정모형에서 필요한 조건이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공개적이고, 공평하고, 적절해야 한다. 

2.4. 정책결정에서 합리성 확보의 중요성

  정책결정모형이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

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특성은 정책결정주체가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5 불완전한 합리모형에서는 ① 목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목표들 간에 갈등

이 있을 때 이 목표의 우선순위와 상호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고, ② 중요한 몇 

가지 대안만을 고려하며, ③ 대안의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때 정보를 의식적으로 

수집하고 모형을 사용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④ 대안 선택 시 서로 

다른 가치를 통합할 기준을 이용하며, 이 조건에 맞게 정책결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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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농업정책 혹은 일반 산업정책이든 동일하게 직면하는 특성이다. 그

럼에도 정책결정은 실질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에 근

거해야 한다. 특히, 정책을 기획·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여건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객관적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파악하고, 관련 변화 요

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등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 주체의 역량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정책결정주체의 역량 제고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플

랫폼 등 정보지원체계를 통한 합리성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 

그리고 정책결정주체의 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 2-2> 정책결정모형과 합리성 확보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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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6

3.1.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 수립 필요성

  OECD(2007)는 증거기반 정책이란 정책결정을 할 때 현재 가장 유익한 

증거를 성의 있고 명확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증거기반 정책에

서 ‘증거에 기반’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이나 판단할 때 가장 최근의, 최상의 

증거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데이터 등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네 가지 요소(단계)를 제시하

였다. ①정책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구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질적‧
양적 기본 데이터(basic data)의 수집 및 생성 ②기본 데이터를 표준화, 결

합, 코드화 하여 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actionable evidence)

로 변환 ③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의적절한 증거를 정책결정

에서 활용 ④관련 이해자가 참여하고 증거로 제시된 정보를 확산‧공유하는 

단계이다. 

  글로벌화와 ICT의 발전은 현대사회를 복잡‧다변화시키고, 경제·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 정책 추진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 이 외에도 정책의 현안

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하

향식‧일방적 정책결정, 관습과 경험 또는 직감에 의존한 의사결정 방식은 

불분명한 설명책임 등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 부딪친 후, 객관적 정보와 데이터, 지표에 근거하여 정

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

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현대로 올수록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수집

의 필요성이 커진다. 그 정보의 범위는 빅데이터부터 오픈데이터, ICT의 

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데이터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 정책수립 

방안.” IT & Future Strategy 제6호를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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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 가능해진 시민 참여에서 축적되어 생기는 정보에 이른다. 

  정책결정자들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의사결정 

하는 것을 증거기반의 정책수립이라고 한다. 정책결정이 정보(데이터)‧지식

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념과 편견에 따른 정책집행을 줄이고 연구

‧정책‧집행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이 절차에 도입되면 정책결정의 명분을 확보

할 수 있고, 빠른 정책결정이 가능하며,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

는 갈등 조정이 용이하다. 

<그림 2-3> 정책 수립 단계와 데이터 활용

자료: Margery Austin Turner(2013). “Evidence-Based Policy-making Requires A Portfolio 

Of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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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지원 강화

  정책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기초한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은 이해관계자 간 토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 

여건 변화 분석,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원인 진단, 영향력 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 이

행점검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단계별 점검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장은 매

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합리화를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마련하여 데이터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

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통합관리 플

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농촌정책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과 점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

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정책 기획, 시행 및 평가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농정은 주로 중앙정부가 기획하

고, 지자체는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나 향후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지자체가 농업정책에서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앙농정에서 지방농정으로의 전환의 흐름 속에서 지자체의 정책개발 

및 집행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주체인 지자체의 농정담당자가 합

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지원체계의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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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기존의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

【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

○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3년)하고,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매년)하여야 한다.

○ 또한, 범부처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

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한다. 

【 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 】

○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하고, 데이터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

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때,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가 비밀로 규정된 경우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데이

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데이터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기반 구축 】

○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 메타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 특히, 이번 법 제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

분석센터)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데이터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 12. 26.)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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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지원체계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분석 및 제공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농

업과 농가경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

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지방농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의 역할

4.1.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지방농정의 역할

  정부는 자치분권 확대를 표명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안(2018. 9. 11.)을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에는 다양성

이 에너지의 원천이자 문제해결의 열쇠로 판단되므로, 지역의 자율성·다양

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국가운

영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을 구현하여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마을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등 주민직접민주주의(주민

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를 대폭 강화한다. 

  둘째, 국가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

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

부 사전 심사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셋째,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다. 지방소비‧소득세 비

중 확대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넷째,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

단체장 만남을 정례화하고,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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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
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의 자치단체 형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가 확대될 경우 지방농정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 지방화 시대의 지방농정은 자치성, 지역특

수성, 지역 종합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치성

이란 지방자치제하 지방농정의 궁극적 목적은 자치적으로 지역 농업인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특수성 측면에서 지방농정은 

중앙농정의 기본 틀 속에서 국가의 농정목표를 수행하는 한 몫을 담당해야 

하지만, 지역의 농업문제를 자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

어야 한다. 셋째, 지방농정이 중앙농정에 따른 국가의 집행사무를 보조하

는 기능에서 벗어나 지방의 농정사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조

정․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농정체계를 의미한다.

  지방농정의 목표는 지방자치법 제8조 1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을 주민 편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다.8 따라서 

지방농정은 지역 농업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계획을 수

립함으로써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지역농업개발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농업자원과 지역특화 작목 및 특화

된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인들이 목표하는 소득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

무이다. 농촌지역개발은 이 밖에도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주민과 농업인들

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택, 도로,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생

산기반을 정비하며, 농업인들의 교육과 문화의 창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

7 이하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요약·재구성함. 박준기·박성재·김광수. 2011.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지방자치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

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

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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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무이다. 

  이외에 도로, 주택,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

하고 문화를 도모하는 것을 농촌지역 개발이라고 한다. 

<그림 2-4> 지방농정의 목표

자료: 박준기·박성재·김광수(2011).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부문 투융자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2. 농정추진체계의 변화9

  최근 수립한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후 농발계획)

에서는 지방농정·협치농정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첫째, 중앙-지

방 농정의 역할 분담체계 강화, 둘째, 지역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체계화, 셋째, 지방농업·농촌 사업추진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앙-지자체 간 역할 분담 강화를 위해서 농림사업을 중앙정부 주

도형, 중앙정부-지자체 협력형, 지자체 주도형으로 구분하고, 단기적으로는 

9 김홍상 외(2017: 280-282)를 참조하여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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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비중이 낮고, 지역 농업·농촌의 특화 등 지역성이 강한 사업을 선별

하여 지자체 주도적으로 사업 발굴 및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지자체 협력형 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사업 예산을 통

합하여 지자체 기획 등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정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다음으로 지역 단위 농발계획의 체계화와 관련하여 정책 수립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의무이행 사항과 지역 차원의 자율선택 사항을 

제시하고, 5개년 단위 지역 농정비전, 전략, 핵심사업 영역을 설정하고, 관

련 세부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통계 표준화 및 정보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또한 ‘지방농정협

약’방식을 도입하여 지역 발전계획의 재정계획을 5년 단위 중앙-지자체 간 

농정협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농발계획이 실질적인 지방농정의 

실행계획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농업·농촌사업 추진체계 정비 방안으로 지역 자율 기획 

및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를 추진하고, 지방농정추진의 기반이 되

는 농업·농촌 통계의 정비 및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중심·현장 밀

착 농정을 위한 관련 기구를 신설하며, 농업·농촌·식품 지역 혁신을 위하

여 R&D 체계를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방분권화의 흐름과 지자체의 농정 계획 및 수립에

서 책임성 강화의 방향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2019~2030 지역 농발계획 

수립지침 개편안(2018. 7.)’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분권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지역 스스로 비전, 전략, 정책 우선순위 설

정으로 성장 잠재력 극대화하는 등 지방농정을 활성화하고,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보전 유도 등 계획적 농촌 공간 활용을 도모하며, 중앙정부 

계획과 지역 중심 계획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농발계획

을 수립하고, 협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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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지역 농발계획 수립지침 개편(안)>

【 기본 방향 】

○ (지방농정 활성화) 문재인정부 지방분권강화 기조에 대응, 지역 스스로 비전, 전략, 

정책 우선순위 설정으로 성장 잠재력 극대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계획에 근거하여 정책(예산, 제도 등)을 지원하고, 추진

실적 등 성과를 평가‧환류함으로써 지역 책임성 제고

○ (계획적 농촌 공간 활용) 농발계획에 공간계획적 요소(시설 입지·배치 계획 등)를 

가미,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보전 유도 

○ (정부 계획과의 연계) 정부 농발계획에서 제시하는 핵심 어젠다, 농정과제를 구체화

하는 정책과 사업 중심으로 지역 계획 수립

【 계획의 위상 및 성격 】

○ 금번계획은 전략계획적 성격을 강화하되, 각종 계획 통합방침 유지

   - (전략계획) 지역 현황, 대내외적 여건 변화 분석을 토대로 지역 농업·농촌 중장

기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설정 

   - 정부 농발계획에서 제시한 5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특정 분

야를 강조하거나 집중하여 계획 수립

   - (통합계획)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각종 법정계획과 비법정 사업계획을 농발계획

에 통합 수립하여 효율성 제고

【 지역 농발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

○ 농촌계획협약과 연계한 예산 일괄 지원 

   - 정부-지자체(시군) 간 계획협약 체결, 관련 농림사업 패키지 지원

   - 지자체는 핵심 정책 아젠다, 정책 수단(예산사업) 등을 구체화 한 실행계획

(action plan) 마련

○ 농림사업 예산 지원과 연계

   - 매년 농림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 지원 시 지역 

농발계획을 기준으로 검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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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농정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필요성

4.3.1. 지방분권화와 지방농정 역할 변화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래 중앙농정 중심의 농정체계는 지방분권화

의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포괄보

조금 방식 등 일정부분 제도적 변화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

농정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으로 올수

록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국민의 

의식수준 변화와 함께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추진체계가 개편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화

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추진 역량 강화와 다

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정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10

  지방농정 고도화는 지자체의 농정추진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농업관련 정보지원체계는 이를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0 김홍상 외(2017: 19)를 참조하여 재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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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정책결정 지원의 체계화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4.3.2. 지방농정계획 수립 지원 정보 체계화 및 정보 활용 역량 제고 

  도·시·군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농정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

하는 정보의 주요 범주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정여건(통상 및 지역

경제), 전략 품목 발굴을 위한 품목 실태(축산, 과수, 채소, 특작 등), 생산

기반(경지면적, 수리시설 등), 농업인력(연령구조 등), 유통실태 및 농업 관

련 예산실태 등이다.

  지방농정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방농정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

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이 정보들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주체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 이 두 방

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지원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먼저 필요한 데이터 등 정보 생산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정보는 

표준화되었는지, 생산된 정보는 신뢰할 만한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

은지 등이다. 다음으로 생산된 정보를 체계적·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운영주체

로 지정하여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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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방농정계획 수립 시 활용 정보 개요 

자료: 저자 작성.

  정책결정주체들의 정보 활용 역량 제고는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들이 분

산되어 있고, 정보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책개발 측

면에서도 중앙정부 의존적이어서 주체적 정책 기획 및 발굴 유인이 낮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방분권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자체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의 

체계화, 활용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제고시

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책 개발 및 수행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질 것

에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

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농업관련 통계 현황

1.1. 국가통계

1.1.1. 국가통계의 정의

  농업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부문에 어떤 

통계들이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고, 통계기반 농정을 위해서 통계 이용자들

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의 통계 실태 파악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통계의 개

념과 범위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주제별 통계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국가통계란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
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를 

의미한다(국가통계 기본원칙 전문11). 통계법에서 정의한 통계란 ‘통계작성

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

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

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나타낸다. 

11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8/index.static: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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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서도 역시 우리나라 통계법에서 정의한 것

과 마찬가지로 공식(국가)통계를 국가통계 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통계라고 

정의한다12. 국가통계 시스템에는 정부를 대신하여 공식 통계를 공동 수집, 

가공, 배포하는 통계 조직 또는 하위 단위를 포함한다. 공식 통계는 일반적

으로 법적 구조13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독립성과 객관성 같은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수집된다. 이에 더하여 민주 사회가 적

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며 신뢰할 만한 통계의 기초가 필요하다

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공식 통계는 정치인, 정책입안자

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가통계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거하

여 “통계작성기관에서 사전에 통계청장의 작성승인을 받은 통계”에 해당

되는 “승인통계”와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통계”로 분류되고 있다. 승인

통계는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통계는 원칙적

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 내부적으

로 사용할 경우 국가통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통계교육원 2015). 즉 

통계법 상의 통계란 통계청장에 의해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작성한 

통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비록 사용 빈도가 높은 통계라도 조사 기관이 

승인 받지 않으면 통계법에서는 이를 통계로 지칭하지 않는다.

  EU에서 또한 비공식 통계는 국가통계 시스템 외에서 수집·발표된 것을 

통칭한다. 미승인 통계14는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협회, 민간단체 등 다양

12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Beginners:Statistical 

_concept_-_What_are_ official_statistics%3F: 2018. 2. 14.)
13 EU에 대한 예로서 해당 법적 구조는 the European regulation (EC) No 223/2009

를 기준으로 하며 일련의 원칙은 유럽 통계 규범 (European Statistics Code of 

Practice)이라고 한다.
14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미승인 통계”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

의 승인)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통계를 지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승인 통계”와 “미승인 통계” 용

어를 사용함(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 

Seq=2100000061529: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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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주로 책자, 인터넷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 대

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하는 양정자료가 미승인 통계에 해당한다

(이계임 외 2014).

1.1.2. 다양한 기준에 따른 국가통계의 구분

  국가통계는 통계 분야, 자료수집 방법, 자료 조사 대상의 포괄범위, 자료 

처리 과정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된다. 주로 이용되는 통계 구분 기준은 

통계법에 의한 지정 여부에 따른 지정/일반통계와 작성 형태에 따른 조사/보

고/가공통계이다.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통계의 범위에는 지역통

계가 포함되는데, 공표범위에 따라 시군구통계/시도통계로 구분이 된다. 지

역에 관한 통계라 하더라도 공표 범위에 따라 기초지자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뢰성이 낮아져 시·도 자료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통계작성 기관별 현황15을 살펴보면, 국내 승인통계 작성 기관 수

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등을 포함한 ‘정부 기관’ 306개와 

공사, 연구기관, 기타기관 등의 ‘정부기관 외 지정기관’ 111개로 총 417개

이며 작성 통계 수는 1,087개이다. 정부기관의 작성 통계 수는 897개로 전

체 승인통계의 대부분인 82.5%를 차지하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381

개, 지자체에서 516개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통계청의 경우는 

단일 기관 중 가장 많은 60개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작성 기관 중 

가장 많은 작성기관수(260개)를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승인 통계 중 

47.5%(516개)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작성 방법(조사/보고/가공)을 기준으로 볼 때 조사통계가 48.7%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빈도의 통계작성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3%를 보인 보고통계, 그리고 가공통계는 21.0%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 

작성주기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85.3%)을 차지하고 있

15 통계청. 2018년 6월 4일 기준 승인통계현황(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 

2/8/index.action: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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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지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대부분(94.4%)이 1년 이상의 

작성 주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주체가 금융기관일 경우 금융정

보의 특성상 1개월 이하의 통계 작성주기를 갖는 비율이 47.8%로 타 기관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통계 작성주기를 보인다.

  통계 부문별16로는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272개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

어 가장 높은 비중(32.3%)을 차지하였으며 경기·기업경영(93개, 11.0%), 

농림·수산(61개, 7.2%) 부문이 그 뒤를 따른다. 특정 부문의 높은 지정통계 

비율은 정책 수립 및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있어 해당 통계의 

활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문별 통계종류(지

정/일반)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지정통계비율을 보인 부문은 물

가·가계소비(소득)로, 19개의 통계 중 9개(47.4%)가 지정통계이다. 경기·기

업경영, 무역·외환·국제수지, 국민계정·지역계정 부문 역시 20% 이상의 지

정통계 비율을 보여 평균(15.3%)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 부문은 전체 61개 통계 중 9개가 지정통계로 조사되어 평균값에 

약간 하회하는 14.8%의 지정통계 비율을 보인다. 보건·사회·복지 부문의 

경우 전체 272개 통계 중 6개만이 지정통계로 가장 낮다.

  통계작성 방법을 보면, 물가·가계소비(소득), 도소매·서비스, 고용·임금, 

교육·문화·과학 부문은 조사를 통한 통계 생산이 주(70% 이상)를 이루며, 

재정·금융 부문은 행정과정을 통한 보고통계(76.2%)가, 국민계정·지역계정 

부문은 1차 통계를 가공하여 생산하는 가공통계(100%)가 위주이다. 농림·

수산 부문 통계의 경우 조사를 통한 통계작성 비율(65.6%)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는 보고통계(27.9%), 가공통계(6.6%) 순으로 나타난다. 작성주

기는 물가·가계소비(소득), 재정·금융 부문에서 월 이하의 작성주기를 갖는 

통계의 비율은 47.4%와 42.9%로 각각 나타나 전체 부문 중 상대적으로 가

장 높은 빈도수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복지(100%), 국민계

16 통계청의 승인통계현황에서 제시한 통계부문은 보건·사회·복지, 경기·기업경

영, 농림·수산 등에 기타를 포함한 16개로 나뉘며 본 연구에서는 시도 기본통

계를 포함하고 기타 부문을 제외한 15개 부문, 843개 통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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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역계정(90.9%), 농림·수산(90.2%) 부문은 1년 이상의 발표주기를 갖

는 통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구분 기준이 있지만, 이 장에서는 부문별 기준을 고려하여 농업부

문 통계에 대해 승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농업 관련 승인통계

1.2.1. 농업·농촌 승인통계 현황

  현재 중앙정부 및 통계 지정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업·

농촌 승인통계는 44개이며, 이중에서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방단위 

통계가 9개이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승인통계는 9개로 전체 통계 중 약 

20% 수준으로 나타나 표본통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정통

계는 8개로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및 작성 방법에 따른 분

류에 따르면 조사통계가 32개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를 

통한 통계 생산 비중이 높다. 지자체를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17개)와 

통계청(11개)이 가장 많은 농업·농촌 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 특산물에 대한 통계조사의 비중이 높으며 이밖에도 귀농·귀촌, 

축산 부문에 대한 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표 3-1>에 제시된 승인통계는 농업·농촌과 관련성이 높은 통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통계청의 통계분야 분류기준에 따라 가계소비(소득), 물

가, 경기, 사회, 정보통신, 보건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42  농업부문 통계 활용 실태와 과제

구분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분야 전수 지정 방법

중앙

정부

(지자체

제외)

및

지정

기관

통계청

(11개)

가축동향조사(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 지정 조사

귀농어·귀촌인 통계(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 가공

농가경제조사 가계소비(소득) 지정 조사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조사 가계소비(소득) 지정 조사

농림어업조사 농림 지정 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농림 전수 지정 조사

농업면적조사 농림 지정 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림 지정 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림 지정 조사

산지쌀값조사 물가 조사

양곡소비량조사 가계소비(소득) 조사

농림축산식

품부

(17개)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사회 조사

과실류 가공현황 농림 보고

기능성양잠산업현황 농림 보고

농기계 보유현황 농림 보고

농림업 생산지수 농림 가공

농업법인조사 농림 전수 조사

도축검사보고(검역본부) 농림 보고

말산업 실태조사 농림 전수 조사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 사용실적 농림 보고

시설채소온실 현황 및 생산 실적 농림 보고

식품산업원료 소비실태조사 농림 조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 조사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경기 조사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상황 농림 보고

종자업실태조사(종자원) 농림 전수 조사

특용작물생산실적 농림 보고

화훼류재배현황 농림 보고

농촌진흥청

(4개)

농산물 소득조사 농림 조사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림 조사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농림 조사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농림 조사

한국농어촌

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조사 농림 전수 조사

<표 3-1> 작성 기관별 농업관련 승인통계 현황(계속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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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분야 전수 지정 방법

축산물품질

평가원
축산물등급 판정통계 농림 보고

농정원 농업법인 정보화수준 및 활용도조사 정보통신 조사

지

자

체

창녕군 창녕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농림 전수 조사

광양시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 농림 조사

장흥군 장흥군 특산물 실태조사 농림 조사

담양군 담양군 축산 실태조사 농림 전수 조사

충주시 충주시 특화작물조사 농림 조사

단양군 단양군 특화농산물조사 농림 조사

인제군 인제군 농림어업조사 농림 전수 조사

옥천군 옥천군 주요농특산물 및 특구작물 실태조사 농림 전수 조사

보은군 보은군 주요소득작물 및 한우실태조사 농림 조사

주: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자료: 승인통계현황.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 2018. 5. 28.). 

1.2.2. 주요 승인통계 내용

  승인통계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주요한 통계를 선

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계임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농식

품 승인통계 이용점수’17를 근거로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농가경

제조사, 농산물소득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

사를 주요 농업 관련 통계로 선정하였다<표 3-2>. 농식품 관련 전문가 대

상 설문에서 이용지수 80점 이상을 받은 상위 7개의 통계이며, 이는 해당 

통계들이 타 통계들에 비하여 상대적 이용도가 높다고 인식됨을 의미한다.

  앞서 주요 농업 통계로 제시한 통계 중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산물소득조사 외 나머지는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 중 농산물소득

조사를 제외한 모든 통계가 지정통계이며 농산물소득조사만이 일반통계이

17 전문가 대상으로 농식품 승인통계별 이용빈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후 

통계별 척도평균의 분포를 감안하여 최대점을 100점으로 설정한 통계별 이용

도에 대한 상대평가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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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 정책 수립 및 평가나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있어 그 활용도가 높은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고, 지정통계의 경우 조사

나 확인에 있어 응답자의 응답의무18를 부여하고 있어 일반통계와 구별된다. 

  농업부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승인통계는 농림어업총조사이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통계부류 기준 중 ‘조사대상의 포괄범위’로 볼 때 주요 통계들 

중 유일한 전수조사 통계이며 그 공표 범위가 동·읍·면으로 가장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단, 해당 통계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짐에 따라 작성주기

가 타 통계의 작성주기(1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다(5년).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 및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일종의 농업 총괄 통계로는 농림어업총조사 이외에 표본조

사인 농림어업조사가 있다.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는 농림어업조사에서 포

함하지 않는 교육정도, 농업 고용, 논벼 농사 방법, 농기계보유 현황 등 세

부적인 조사항목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19

  시도 단위를 공표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통계는 농림어업조사,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농작물생산조사, 농업면적조사이며 농가경제조사나 농산물소

득조사의 경우 그 범위가 전국이다. 통계별 작성체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총조사와 농작물생산조사 중 행정조사 작물의 경우 ‘조사원→읍면동→시

군구→시도→통계청’과 ‘읍면동→시군→시도→농림축산식품부’로 각각 구

성되며 이는 읍면지역 관련 정보를 해당 통계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농림어업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농업면적조사, 농가경제

조사와 표본작물 15개에 대한 농작물생산조사의 경우 작성체계의 최하위

단위가 지방통계청(사무소를 포함)20이며 농산물 소득조사의 경우 시군농

업기술센터이다.

18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등)의 3항에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2017. 8. 9. 개정.).
19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농가 가구원의 국적 및 입국

연월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나머지 항목은 총 조사 중 일부로 구성된다. 
20 2018년 6월 현재 지방통계청은 5개로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

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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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소득 및 생산비 관련 통계로는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축산물생산비

조사가 있는데, 농산물소득조사의 경우 일반작물, 채소, 과수, 화훼, 양잠, 

양봉, 버섯균상재, 버섯병봉지 재배를 대상으로 경영주 정보, 총수입, 생산

비 등의 세부 항목 정보를 제공한다.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크게 농산물생

산비조사와 축산물생산비조사21로 나뉘고,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경우 면적, 

수확량, 총수입을 포함하는 기초항목과 직접 및 간접생산비를 조사대상으

로 하며 축산물생산비 조사의 경우 경영비를 구성하는 세부항목과 자가노

동비, 제자본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농업 생산요소 중 농지에 관련된 통계로는 농업면적조사가 있으며 이는 

작물재배면적조사와 경지면적조사로 구성된다. 작물재배면적조사의 경우 

식량작물, 채소, 특용·약용작물, 과수, 기타작물, 시설작물을 대상으로 작물

별 재배면적, 두렁면적, 경작가능면적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며 경지면적

조사는 지목, 대장면적, 증감사유별 면적, 실제면적 등의 정보를 제시한다. 

농작물생산조사의 경우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주요 통계로 볼 수 있으며 

농작물 생산량뿐만 아니라 재배면적에 대한 정보 역시 포함하고, 해당조사

는 조사유형별로 표본조사 대상작물과 행정조사 대상 작물22로 구분된다. 

표본조사 작물에 대해서는 실측조사와 청취조사를 통한 작물부호, 행정구

역 등의 공통항목과 실 수확량, 피해사항 등의 생산량 항목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며 행정조사 작물의 경우 실측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청취조사만을 

통해 작물별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을 제공하고 있다.

  농가경제조사의 경우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 파악을 목적으

로 실시되며 조사내용으로 가계별 작물재배현황, 수입·지출, 농업노동 투

입내역,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 농가자산 및 부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농

가소득의 경우 농업소득(농업총소득-농업경영비),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21 농산물생산비 조사는 논벼, 고추, 콩,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축산물생산비 조

사는 한우 번식우/비육우, 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2 표본조사 대상 작물로는 논/밭벼, 콩, 감자 등 15개의 주요 작물을 포함하며 행

정조사 대상으로는 밀, 팥, 옥수수 등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적은 36개 작물

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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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 관련 미승인통계

1.3.1. 농업 유관기관 미승인 통계 현황

  실제 현장에서는 통계청의 승인통계 이외에 농업 관련 기관에서 생산하

고 있는 이른바 미승인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 통계는 

자료나 정보가 일정 체계를 갖기 위한 수리적 변환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정의하였으므로, 이 정의에 부합하는 통계 중 주요 농업 관련 부처에서 생

산중이나 통계청에서 승인 받지 않은 통계, 즉 미승인 통계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일반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농업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DB인 농

업경영체등록 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내용을 소개하였다. 비록 특정

한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수량적 정보 없이 문자로만 이루어지거나 연구 범

위에서 벗어나는 자료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국립농

산물 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규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도매시장 현

황23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부처, 농업 관련 협회 및 관련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미승인 통계

는 각 기관별 고유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농업관련 기관을 중심

으로 파악한 미승인 통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3>. 미승인 통계의 경

우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양식이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승인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고, 활용도가 미흡한 

편이다.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

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관별 통계 현황 및 접근 경로를 확인하기 어

렵고, 출처가 불분명해 통계 제공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경우 사전정보공표 목록 및 내용을 정비하고, 산

재되어 있는 미승인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의 접

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3 해당 자료는 도매시장명, 개설자, 주소, 홈페이지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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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GAP 인증관련 통계

   - GAP 인증농가현황

   - GAP 관리시설지정현황

   - GAP 인증기관지정현황

 농산물검사 및 단속실적 관련 통계

   - 농산물검사실적(조곡,정곡,잡곡,비축)

   - 농산물안전성 조사 결과

   - 농산물원산지 표시단속실적

   - 사료검정 실적

   - 양곡표시제 단속실적

   - 친환경인증통계

  종합통계정보 등

   - 농산물품질관리연보

 검역 및 질병 관련 통계

   - 가축전염병 연도별 발생통계

   - 동축산물 수출입검역 실적

   - 질병진단과 질병진단 실적

 동축산물 관련 현황 통계

   -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처리 현황

   -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현황

   - 시도별, 축종별, 도축장별 도축실적

 종합통계정보 등

   - 농림축삼검연본부 연보

   - 식물검역 연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관련 정보

 종합통계정보 등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국립종자원

 종자관리 주요통계

   -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출품현황

   - 보급종 보증검사 실적

   - 보급종 생산공급실적

   - 연도별 재배시험 실적

   - 종자유통조사현황

   - 특수검정 및 종자검정 실적

   - 품종명칭등록현황

   - 품종보호원출원 및 등록현황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실적

 재배시험 동향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및 쇠고기 이력제도 이행주체별 현황

 축산물 유통실태조사 결과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 정보

 비축농산물 정보

 학교급식 입찰정보

 화훼류 시세현황

 종합통계정보 등

   -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농림축산식품부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인삼자료통계집 등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및 과원규모화사업 통계정보

 농지은행 임대농지의 통계자료

 농지연금 통계자료 등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농기자재 관련 통계

   - 농기계종합정보시스템

   - 농약 안전성 위반 현황

 농식품 소비트렌드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 등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온실가스 통계 등

농업 관련 협회 및 관련 기관

<표 3-3> 기관별 미승인 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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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낙농진흥회 한국육가공협회

 원유 관련 통계

   - 원유검사현황

   - 원유수취가격

  유제품유통가격 등

 육가공품 관련 통계 등

   - 식육가공품 생산 및 판매 현황

   - 육가공품생산량

한국비료협회

농수축산신문

 비료연감 등

 한국 농업연감

 축산연감

 식품연감 등

대한양계협회

 종계입식현황

 생산잠재력 등

주 1) 통계의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공표 목록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누

락되거나 중단된 통계가 존재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규정한 통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제외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발간 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통계 제공의 주체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상하위 기관 및 유

관기관 간의 통계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승인 통계의 일부내용을 승인통계 작성에 활용할 가능성

이 있다.

  4) 공식적인 통계명이 없는 경우 연구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재작성 및 분류하였다.

  5) 종합통계정보는 해당 기관 이외의 통계를 함께 활용하여 보고서 형태의 간행물을 의미한다.

자료 1) 표에서 제시된 각 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참고. 

2)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2018. 6. 4.). 

1.3.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앞서 제시한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제공하고 있는 농업 관련 승

인통계 이외에도 농업정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

체 등록 DB가 존재한다. 이 DB의 목적은 개별 농업경영체 정보의 통합·

관리를 통해 농가 규모 또는 유형에 따라 맞춤형 농정을 시행하고 더 나아

가 정책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 사업 및 재정 집행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농업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문제 완화를 위해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한 맞춤형 농정 실현을 위하여 2007년 하반기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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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이 실시되었다.24

  2017년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제시된 농업경영체 수는 165만 

5,319개로 164만 4,899명의 농업인과 1만 420개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되며, 

전체 재배면적은 160만 2,963ha(노지: 151만 9,804ha, 시설: 8만 3,159ha)이

다. 통계청의 2017년 기준 논밭 전체 경지면적은 162만 796ha(논: 86만 

4,865ha, 밭: 755,931ha)25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약 1만 7,833ha의 차

이(오차율 1.1%)가 존재하는 데, 이는 농업면적조사와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 사이에 조사대상26 및 해당 포괄범위(전수/표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내용은 크게 농업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정보, 직불금 및 보조금 신청,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농산

물 생산 유통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표 3-4>.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

등록 대상 중요정보27’가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

록신청서를 소관 기관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변경신청을 해야 한

다. 만약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24 농업경영체등록 DB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농업인: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항목 ③의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이 등록이 가능

   ·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대상 품목: 농산물 및 축산물 
25 2017년 경지이용률은 103.9단위로 통계청 기준 재배면적이 경지면적보다 넓다.
26 농업면적조사 중 경지면적조사의 경우 2014년~2015년에 실시한 경지 총조사 

결과를 경지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약 3만2천개 표본조

사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경우 농어업·농어촌에 관련

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를 등록 대상으로 한다.
27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4조 

1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농업인에 대한 정보, 농지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 10개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법

령/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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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조(자금지원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등록제 정책지원 연계 농림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제도의 등록정보는 적시에 변경사

항이 반영될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불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6

월 현재 등록제 정책지원 연계 농림사업은 직불제, 농기계 임대사업, 농어

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76개로 구성되어 있다28. 

28 해당 사업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림사업안내 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접속일 현재에는 74개의 사업만이 제시되어 있다(http://uni.agrix.go.kr/ 

docs7/customized/introduce/IntroduceMain.do#: 2018. 6. 6.).

구    분 내    용

1. 일반현황

∙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주민등록주소지, 마을명, 우편번호), 

  영농이력(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기간, 농업종사형태)

∙ 경영주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기간, 농업종사형태)

∙ 공동경영주 여부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직불금·보조금 신청

∙ 경영주명(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락처, (※ 직불금 수령자일 경우: 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포함)

∙ 농지일반:농지소재지,지목,경영형태,농지면적,시설현황,품목별재배면적, 

∙ 직불금 보조금 신청: 신청사업명, 재배품목, 신청면적, 농지이용현황, 수령자성명, 진흥

지역 여부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사육시설현황:사육시설소재지,소재지공부면적,시설면적,경영형태,용도 

∙ 사육정보: 사육품목, 사육규모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생산유통: 주요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

자료: 농업경영체등록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contents/sectionD-2/ 

sectionD-2_01_ 04.naqs: 2018. 9. 18.).

<표 3-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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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업 재정 통계

  농정과 관련한 통계 중에서 앞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로 재정 관련 통계

가 있다. 재정 관련 통계는 특히 향후 지방농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

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업관련 통계에서 추가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농림식품 관련 예산은 재정의 구조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출하는 부분과 지방에서 지출하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재정통계, 지방재정통계 정보는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 

data.go.kr/)에 공개되어 있다. 세입에 관한 자료로 국세통계(http://stats. 

nts.go.kr/)와 지방세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농업 정부지출에서 절반 가량

을 차지하는 농업보조금에 관련한 자료는 e나라도움(http://www.gosims. 

go.kr/)에서 최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4.1. 중앙정부부처·기금 예·결산자료

  정부재정과 관련한 자료는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에

서 제공하고 있다. 열린재정은 예산안, 예산확정안, 집행과 결산, 성과평가 

등 정책의 집행부터 평가라는 환류체계 전 과정에 걸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류별로 자료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 관련한 정보를 따

로 취할 수 있다. 열린재정에서는 예산, 예산심의, 집행, 결산, 성과평가 단

계에서 생성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한 예산 자료를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는 항

목은 다음과 같다. 성과평가 단계별로 제공되는 집계표는 일반회계, 특별

회계, 기금에 대한 상세한 예산정보를 제공하며, 각 단계별로 제공되는 집

계표는 <표 3-5>에 제시된 분류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구분 기준 중 회계

는 일반회계, 기금 등을 말하는데, 농림수산 분야와 관련된 회계는 농림수

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15가지이다. 구분 

기준 중 프로그램은 양곡관리, 축산업진흥, 농업생산기반정비 등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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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일컬으며 총 37가지이다. 그 내역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은 복수의 회계에서 비롯한 예산을 가지고 지출한다.

분류 명칭

회계명

(기금 10, 

회계 5)

기금(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

금, 축산발전기금

회계(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

프로그램명

(37)

기금간거래(예탁금), 기금운영비, 산업금융지원, 여유자금운용,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저축장려, 공용재산취

득(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축산업진흥, 식품외식산업육성, 농업신산업육

성,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종자관리, 농가경영안정, 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농림축산검역검사, 농산물품질관리,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양곡관리,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계정간거래(전출금),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국제협력협상, 한은차입금원금상환, 기금간거

래(예수원금상환),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역농업특성화,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전문인력양성, 농가경영능력 향상, 농업신기술 보급,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자료: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표 3-5> 농식품 관련 회계/프로그램/사업명

환류
단계

분류 자료명
공표
주기

자료 제공 구분 기준

부처별 회계별
프로

그램별
단위

사업명

예산

세출/지출

세출/지출 예산편성현황(총액) 연 O O O O

세출/지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연 O O O O

세출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연 O O O O

세입/수입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액) 연 O O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연 O O 　

세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연 O O 　

집행

집행실적 주요관리대상사업 소관별 집행실적 연 O O 　 O

총사업비 총사업비현황 연 O 　 　

지출

월별 지출집행상황 월 O O O O

월별 지출운용상황 월 O O O O

일별 지출운용상황 일 O O O O

수입

월별 수입징수상황 월 O O 　

월별 수입운용상황 월 O O 　

일별 수입운용상황 일 O O 　

<표 3-6> 재정자료의 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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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환류
단계

분류 자료명
공표
주기

자료 제공 구분 기준

부처별 회계별
프로

그램별
단위

사업명

결산 세입/세출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연 O 　 　

세입/수입 결산 현황 연 O O 　

세출/지출 결산 현황 연 O O O O

소관별 재정운영표 연 O 　 　

회계·기금별 재정운영표 연 O O 　

성과

평가

기금 자산운용 현황 연 O O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 연 O O 　

기금별 투자풀 예치비중 연 O O 　

자료: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1.4.2. 지자체 농정관련 예산

  지역의 농업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지방예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

는데, 지방예산 정보는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portal/main.do)에서 

제공한다. 지방재정365는 1)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집행, 결산, 성과평가에 

대한 정보, 2)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및 인건비에 대한 정보, 3)지방출연기

관의 경영정보 공시자료, 4)교육청의 예산 등을 제공하며, 각 항목은 더 세

부적인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 내용

지방

자치단체

통합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와 결산서 

지역별: 세입, 세출, 재정자립도, 지방교부세 등의 예산 및 결산 내역

예산
예산현황, 주요경비 예산편성, 재정지표, 중기지방재정계획, 교부세현황, 금고지정현황, 

지역별 예산서

집행 세입현황, 분야별 세출현황,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발주계획, 계약현황

결산
결산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채무현황, 공공시설운영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지역별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평가
재정분석결과, 예산효율화우수사례,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중앙투자심사결과, 세외수

입운영실적분석결과, 대규모투자사업진행상황 

<표 3-7>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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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류 내용

지방

공기업

경영성과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 자산규모, 부채규모, 자본규모,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영업이

익, 경영평가등급 등

인건비 현황 기관장평균연봉, 임원평균임금, 직원평균임금, 신입사원평균임금, 기관장업무추진비 등

지방출자·

출연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
경영공시개요, 기관별 경영공시, 경영정보 통합공시 등

교육청

예산
교육청별 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규모, 성질별 세출예산규모, 기능별 세출예산규모, 

교육청별 예산서 등

결산
교육청별 결산규모, 재원별 세입결산규모, 성질별 세출결산규모, 기능별 세출결산규모, 

교육청별 결산서 등

자료: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portal/main.do)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지자체별 자료 중 농림해양수산 부문을 따로 

분류하여 보기 위해서는 기능별·구조별·단체별 세출예산/결산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의 농림해양수산 예산과 결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명 보유연도 분류 수록 자료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 2008∼2018 농림해양수산, 지자체별

국가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비 

특별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구조별 기능별 세출결산 2010∼2016 농림해양수산, 지자체별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기능별 단체별 세출결산 2010∼2016
농림해양수산, 지자체별, 

부문별
세출결산액

기능별 단체별 세출예산 2008∼2018 농림해양수산, 지자체별 세출예산 총계액, 세출예산순계액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 2008∼2018
농림해양수산, 지자체별, 

회계구분별
세출예산총계액, 세출예산순계액

구조별 기능별 세출예산 2008∼2018
농림해양수산, 지자체별, 

부문별

정책사업예산총계, 행정운영경비총계, 

재무활동총계, 정책사업예산순계, 

재무활동순계, 행정운영경비순계

주 1) 부문별 분류가 된 자료는 농림해양수산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으로 구분한 자료이다.

2) 회계구분이 된 자료는 기타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분된 자료이다. 

자료: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portal/main.do)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표 3-8>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농림해양수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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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농업부문 세금 관련 통계

  농업부문의 국세정보는 국세통계(http://stats.nts.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통계에서는 국세청 세수현황 등 세목별, 분류별 세수실적에 관

한 440건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농림어업종사자는 소득신고의무가 대

부분 면제되기 때문에 국세정보를 통해 풍부한 자료를 얻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신고 의무가 있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세무정보, 농

업법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정보는 국세통계에서 얻을 수 있

고, 국세통계에서 제공되는 13종의 자료 중 농림어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두 분야이다. 

  국세통계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의 상세내역

을 볼 수 있는데, 자료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의 분류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폐업자현황 자료의 경우 지역별, 성별, 존속연수별, 연령별, 폐업사유별 자

료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환급 신고현황의 경우는 농림어업전체만 제공하

고, 세부항목별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항목

자료 제공 분류

농림어업
전체

매출규모별 지역별
법인

종류별
자산

규모별
자본금
규모별

소득금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 ○ ○

세액공제 신고현황 ○

최저한세 적용기업 기업 현황 ○

공제내역 신고현황 ○

회계신고현황 ○

환급현황 ○

최종법인세 ○

법인수 ○ ○ ○ ○ ○ ○ ○

중소기업 법인수 ○ ○ ○ ○ ○ ○ ○

자료: 국세통계(http://stats.nts.go.kr/)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3-9> 농림어업 관련 법인세 자료 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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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자료 제공 분류

농림어업
전체

지역별
과세

표준별
법인

종류별
성별

존속
년수

연령
폐업

사유별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 ○ ○

과세표준, 공제 등 신고현황 ○ ○

환급 신고현황 ○

부가가치세 결정 현황 ○ ○

사업자현황 ○ ○ ○ ○

폐업자현황 ○ ○ ○ ○ ○ ○

신규사업자현황 ○ ○ ○

납부면제자 현황 ○

자료: 국세통계(http://stats.nts.go.kr/)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표 3-10> 농림어업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제공범위

1.5. 지역농업 관련 통계29

1.5.1. 통계 현황

  여러 통계 중 지역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는 별도로 정리할 필

요가 있다. 통계청 승인통계 중 농업·농촌 관련 지역통계 현황은 <표 

3-11>과 같다.30 이 표에 정리된 승인통계는 조사범위가 전국이면서 공표

범위는 시도/시군구/동읍면인 통계이다. 통계청 승인통계 중 공표범위가 

‘지역’인 것 외에 시군구에서 직접 생성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 9개인데, 귀

농귀촌실태조사(창녕), 특산물실태조사(광양, 장흥, 충주, 단양, 옥천), 축산

실태조사(담양, 보은), 농림어업조사(인제)가 포함된다.

29 이 소절은 심송용의 위탁연구 자료집 지역농업 통계정보 실태와 활용사례를 

활용하여 재정리하였다.
30 통계청 승인 농업·농촌 지역통계 중 조사범위가 전국이 아닌 통계도 있으나 공

표 범위가 전국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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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작성기관 공표주기 공표범위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5년 동읍면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청 １년 시도

농작물생산조사 통계청 １년 시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１년 시도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한국농어촌공사 １년 시군구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5년 시군구

특용작물생산실적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시도

과실류가공현황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시도

농기계보유현황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시군구

시설채소온실현황및생산실적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시도

기능성양잠산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시도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시군구

도축검사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월 시군구

임산물생산조사 산림청 １년 시도

가축동향조사 통계청,농산물품질평가원 분기 시도

국가산림자원조사 산림청 5년 시군구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１년 시도

임업경영실태조사 산림청 １년 시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5년 시도

축산물등급판정통계 축산물품질평가원 월 시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시도

전국산주현황 산림청 １년 시군구

자료: 심송용 외(위탁연구결과).

<표 3-11> 통계청 승인통계 중 농업관련 지역통계 현황

1.5.2. 지역 통계 주요 내용 및 지원시스템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 모든 농업·농촌관련 정책의 수립에서 공식

통계인 통계청 승인통계를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내부자료나 해당 시군

의 통계연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통계연보 내용의 기본적 목차는 

유사하지만, 시군별로 자료공개 정도는 차이가 있고, 수록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와 달리 통계담당자가 있으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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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사회통계 등에 치중되어 있고 농업·농촌관련 통계는 농업·농촌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도 단위 통계연보는 시군통계연보와 수록되어 있는 

항목이 비슷한데, 도별로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범위는 차이가 있

다. 각 항목 내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역시 시군통계연보와 동일하다. 수록 

부문은 크게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 및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유통 및 금융 및 기타서비스, 주택 건설,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복지, 환경, 교육문화, 재정, 공공행정 및 

사법, 전국통계, 국제통계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주로 활용하는 지역통계자료인 시군통계연보에 

농업관련 지역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통계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짧게는 최근 4년, 길게는 최근 8년간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고, 수록 부문은 크게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 및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유통 및 금융, 주택 건설,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복지, 환경, 교육문

화, 재정, 공공행정 및 사법의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마다 수록 기간은 통일

되어 있지 않은데, F시의 경우 추세 파악을 위해 대개 최근 6년간의 자료가 수록

되어 있고, 군단위보다 항목이 좀 더 자세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각 도에서는 지역통계를 열람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도청웹사이트의 페이지로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웹사이트로 운영하

는 경우(경기, 강원, 전북 등), 기존 웹사이트의 페이지로 운영하는 경우(전남, 

제주 등)가 있다. 별도의 웹페이지라 하더라도 통계청 플랫폼을 연결하여 사용

하는 경우도 있었다. 농업부문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지방농정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도별 통계연보의 자료를 일관적으로 구

축하여 지역 지표 등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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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웹사이트

경기 http://stat.gg.go.kr/statgg/main.html

강원 http://stat.gwd.go.kr/

충북 http://www.chungbuk.go.kr/stat/index.do

충남 http://www.chungnam.go.kr/statsMain.do

전북 http://stat.jeonbuk.go.kr/

전남 http://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508020000

경북 http://www.gb.go.kr/open_content/stat/

경남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06004000000

제주 https://www.jeju.go.kr/open/stats.htm

<표 3-12> 각도별 통계정보시스템

자료: 저자 작성.

2. 농업부문 통계 수요 실태

2.1. 농업 통계 이용 현황

  농업통계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는 통계별 주요 수요자(연구자, 

정책담당자 등)에게 설문 등을 통해 해당 수요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

법과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통계별 이용 빈도 등의 통계 수요 

정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넓은 범위의 농업통계 

이용자 대상의 설문은 이계임 외(2014) 등 관련 연구에서 조사된 바가 있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 농정의 주체인 지자체 농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계량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 

빈도 수치를 활용하였다.

  이계임 외(2014)의 농업통계 이용자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농림어업총

조사의 이용지수(96.5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가경제조사(95.2점)로 나

타났다<표 3-14>. 이외에도 농림어업조사(94.8점), 농산물 소득조사(92.3

점),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90.7점) 순으로 상위 5개 통계가 90점을 상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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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상위의 이용지수를 보이는 통계들은 특정품목이나 지역에 국한되

지 않고 지역 통계(대부분 도 단위)까지 세분되어 있으며 다양하고 종합적

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용지수가 낮은 농업통계들은 버섯 생산통계, 기능

성 양잠산업현황, 농어업인의 업무상질변손상조사 등 특정품목이나 구체적

인 목적의 조사 자료 비중이 높았다. 

순위 승인통계명 이용지수 순위 승인통계명 이용지수

1 농림어업총조사 96.5 16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43.3

2 농가경제조사 95.2 17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 43.3

3 농림어업조사 94.8 18 농어업인의 복지실태조사 35.5

4 농산물소득조사 92.3 19 배합사료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 29.3

5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90.7 2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사 28.5

6 농작물생산조사 87.6 21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 상황 26.1

7 농업면적조사 82.0 22 산지 쌀값 조사 24.9

8 가축동향조사 74.6 23 도축검사보고 20.4

9 식품소비 행태조사 73.4 24 농기계 보유현황 20.1

10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69.3 2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17.5

11 농림업생산지수 67.5 26 화훼류 재배현황 15.2

12 귀농귀촌인통계 61.5 27 과실류 가공현황 14.9

13 양곡소비량조사 50.7 28 버섯생산통계 8.1

14 농어업법인조사 47.9 29 기능성양잠 산업현황 6.1

15 축산물등급판정통계 47.1 30 농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조사 5.6

자료: 농식품 기초통계 확충방안 연구(이계임 외 2014: 76의 <표 4-2>).

<표 3-13> 농식품 승인통계 이용지수

단위: %

  통계이용빈도수 정보는 농업 관련 통계들의 외부 이용도 즉 실제 통계 

수요를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주요 척도인데, 통계청 국가정보포털

(KOSIS)에는 농업 관련 통계별 이용 빈도수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각 기관에 빈도자료를 요청하였다. 해당 이

용 정보를 얻기 위해 대표적인 농업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농림축산

식품부에 농업 관련 통계별 이용 빈도자료를 요청31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17종 중 16종 통계에 대한 이용정보를 확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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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우선 확보한 농림축산식품부 생산 통계 16종에 대해 연도별 월평균 

접속 횟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01.4회, 2017년 640.5회, 2018년 687.8

회로 연평균 6.9%만큼의 접속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으

로 농식품 관련 통계 이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통계별 

월평균 접속 횟수는 630회로 통계별 일일 평균 약 20.7회 정도이다. 특히 

농림업생산지수의 경우 월평균 접속 횟수가 1,892회(일일 평균62.2회)로 

가장 높은 접속 빈도를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와 

기능성양잠산업현황의 경우 월평균 접속 횟수가 256회와 175회로 상대적

으로 타 통계에 비하여 접속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제거한 통계별 연간 조회빈도 변화율<그림 3-1>을 살

펴 본 결과, 화훼류 재배현황 통계의 이용빈도가 연평균 61.2% 증가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는 말산업실태조사(48.8%),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30.8%)

로 나타났다. 농기계보유현황 통계의 경우 조회빈도수 변화율이 –17.5%로 

나타나 최근 2년간 가장 큰 조회 빈도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빈도 변화는 

통계 질의 계속성을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회 빈도 등은 통계주체 기

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요소이다.

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 관련 통계로 선정하고 있는 35개 통계를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통계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수는 

17개, 통계청은 11개로 총 28개의 통계를 두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농업 관련 통계의 80%를 차지한다. 
3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 중 종자업실태조사의 경우 현재 해당 

자료에 대한 이용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용 

빈도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업 관련 통계 11종

에 대한 이용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승인 절차 중이다. 이에 통계청 생산 농업 

관련 통계정보 입수 시 관련 내용을 상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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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2016년 2017년 2018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n/a1) 229.5 266.8

과실류 가공현황 297.9 324.8 338.2

기능성양잠산업현황 158.1 168.5 218.0

농기계보유현황 527.6 411.4 415.2

농림업생산지수 1978.1 1786.3 2008.0

농업법인조사  n/a1) 566.8 639.6

도축검사보고 501.9 544.4 508.6

말산업 실태조사  n/a1) 282.5 441.2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 사용실적 526.5 718.3 786.0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461.9 415.9 436.8

식품산업원료 소비실태조사 669.3 1051.0 613.4

여성농업인실태조사 309.3 303.7 371.6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583.0 837.8 1104.4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상황 862.6 1032.8 1053.8

특용작물생산실적 728.5 1158.8 1214.4

화훼류재배현황 213.4 415.1 588.2

주: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농업법인조사, 말산업실태조사의 경우 승인통계 지정년월이 2016년 10월, 3

월, 6월로 이용빈도수 자료가 없으므로 n/a로 표기하였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14> 농림축산식품부 생산통계 월평균 이용빈도(2016. 5.~2018. 5.)

<그림 3-1> 연평균 증가분을 제외한 통계별 이용 빈도 변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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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부문 통계 수요 설문 조사33

2.2.1. 조사개요

  기존의 농업부문 통계관련 연구에서는 수요 실태 조사를 위해 중앙정부, 

학계, 연구계, 농업인 등 넓은 범위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연

구에서는 향후 통계기반 농정의 주체를 시도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라고 판

단하여 조사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에서 중앙정부 

및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집단은 이미 통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 이

들에게 있어 통계자료 활용의 이슈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

계의 접근성, 용이성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총 133명이 응답하였고, 도, 시, 군 등 다양한 농정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에 

포함되어 통계이용 실태에 대해 답하였다. 조사표는 <부록 3>에 수록되었다.

분류 사례수(명) 비율(%) 분류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33 100.0 

담당분야 

(중복) 

    

농업 111 83.5

업무

경력 

5년 이내 54 40.6 농촌 35 26.3

6∼20년 이내 38 28.6 축산 22 16.5

21년 이상 41 30.8 식품/유통 16 12.0

소속

기관

유형 

도청 31 23.3 동물방역 13 9.8

친환경 10 7.5
시청 49 36.8

수산/해양 6 4.5

산림 3 2.3
군청 53 39.8

기타 1 0.8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표 3-15> 응답자 특성

33 이 절은 위탁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리하였다.



66  농업부문 통계 활용 실태와 과제

2.2.2. 조사결과

가. 농업 황 악을 한 통계자료 이용 활발

  실제로 농정 담당자들은 담당 지역의 농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이용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현황 파악을 위해 주로 어떤 자

료를 활용하는지 중복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각종 통계자료 활용’이 

7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자료’(57.1%), ‘전

년 대비 실적 비교’(42.1%), ‘전문가 및 농업인 의견 청취’(20.3%)의 순으

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각종 통계자료 활용’이 가장 높은 가운

데, 업무경력 21년 이상(82.9%), 도청(87.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군청

에서는 ‘각종 통계자료 활용’과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자료 활용’이 각각 

67.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2> 농업현황파악을 위한 주요 활용자료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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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현황 파악 시 통계자료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요하다’(97.0% = 매우 중요 55.6% + 대체로 중요 41.4%)고 응답하였는

데, 모든 계층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현황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는 주로 ‘통계청 자료’(39.1%)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와 ‘시군 자체 통계’가 각각 29.3%로 

뒤를 이었다. 한편, ‘통계에 의존하지 않음’은 1.5%로 미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계층별로 보면, ‘통계청 자료’는 업무경력 6~20년 이내(47.4%), 도

청(41.9%)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는 업무경력 21년 이상(43.9%), 도청

(41.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도 단위에서는 통계청에서 지역공표범

위가 시도인 경우가 많이 때문에 통계청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

림축산식품부 자료와 시군자체통계의 경우 분석을 위한 자료이기보다는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 타 시군과의 비교, 타 정책과의 연계분석 등 정

책고도화보다는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통계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고 판단

된다.

<그림 3-3> 농업현황 파악 시 통계자료의 중요도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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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업현황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 출처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나. 통계자료 공 량뿐만 아니라 질, 체계 개선에 한 필요

  농업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지 묻는 질문에 ‘충

분하다’가 48.9%(매우 충분 5.3% + 대체로 충분 43.6%), ‘부족하다’가 51.1%

(대체로 부족 46.6% + 매우 부족 4.5%)로 비슷하다. 계층별로 보면, ‘충분하

다’는 응답은 업무경력 5년 이내(57.4%), 도청(67.7%)에서, ‘부족하다’는 업무

경력 6~20년 이내(63.2%), 시청(5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데이터 제공의 충분성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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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농업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자(n=68)에게 부

족한 측면에 대해 물어본 결과(중복응답),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농업 정보 부족’이 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생산통계자

료 이외 연관자료 부족’(47.1%), ‘타 지역과 비교 가능한 통계 부족’ 

(39.7%), ‘기본 통계자료 부족’(29.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데이터의 신뢰도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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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신

뢰한다’(91.8% = 매우 신뢰 8.3% + 대체로 신뢰 83.5%)고 응답하였고, 모

든 계층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부문 

통계는 양과 질 모두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수요자들 역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

(n=11)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통계청 자

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지자체(도․시․군) 자료 모두 ‘활용해 본 결과, 부

정확하거나 오류 발견’으로 응답하였다. 즉, 개인적 경험에 의해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그림 3-9> 데이터의 접근성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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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정보) 활용 시 자료 확보 접근성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

(59.4%) 가량은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 측면

은 농업통계에서 개선될 부분이라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관계자 문의를 

통해 확보’는 57.9%, ‘거의 접근할 수 없다’는 1.5%로 응답되었다. 반면, 

‘언제든 확보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40.6%이다. 계층별로 보면, ‘관계자 문

의를 통해 확보’는 업무경력 5년 이내(64.8%), 군청(62.3%)에서, ‘언제든 

확보 가능’은 도청(5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어 지자체 단위 기

초지치단체로 내려갈수록 통계접근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정보) 활용 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자(n=79)에게 어떤 측면

이 부족한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체계화된 데이터(정

보) 제공 시스템 부족’(58.2%)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정보) 수요자

를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문제’(30.4%), ‘데이터(정보) 활용 가능한 인력 부

족’(10.1%) 등의 순이다. 즉, 통계현황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시군단위 자료

의 경우 재정자료를 제외하면 별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접근성 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 통계정보시스템 같이 관련 시스템이 있지만, 수

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

이다. 계층별로 보면, ‘체계화된 데이터(정보) 제공 시스템 부족’은 업무경

력 5년 이내(69.4%), 시청(6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자료의 접근성이 부족한 이유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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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데이터 분석의 어려움 여부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정보) 분석 시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분석하여 활용’(6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 ‘원활하게 활용’은 24.1%였으며, ‘분석하여 활용은 하지 못함’은 6.8%

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분석하여 활용’

이 높게 응답되어 활용도 측면의 만족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활용 

가능한 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용 가능한 데이터(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 혹은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직원 없음’(69.9%)을 꼽았다. 이어서 ‘직원 확보’는 18.8%, 

‘외부 전문가 활용’은 10.5% 등으로 조사되었다. ‘직원 없음’은 군청

(79.2%)에서, ‘직원 확보’는 도청(29.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시

군 지역의 통계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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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데이터 분석 직원 또는 전문가의 여부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다. 정책고도화를 한 통계 활용 다소 미흡

  정책고도화 즉, 통계기반 정책을 계획, 집행, 평가하기에는 현재 시군 지

자체의 통계 이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월 1회도 통계

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30%에 달한다. 정책 수립을 위한 

농업 통계 자료 이용 빈도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월 1회 이상 주 

1회 미만’(48.9%) 이용하고 있고, ‘주 1회 이상’과 ‘3개월에 1회 이상 월 1

회 미만’은 각각 20.3%, ‘6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미만’은 7.5%, ‘연 

1회 이상 6개월에 1회 미만’은 3.0%이다. 모든 계층에서 ‘월 1회 이상 주 

1회 미만’이 높게 나타났으나 도청에서는 ‘주 1회 이상’(32.3%)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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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통계 이용 횟수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그림 3-14> 통계를 이용하는 목적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그림 3-15> 정책수립에서 통계를 이용하는 단계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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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주 목적으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정책 수립, 모

니터링, 평가’(59.4%)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관련 정보 습득’이 36.8%로 

뒤를 이었으며, ‘업무 외 개인 호기심’은 2.3%로 미미하였다. 대부분의 계

층에서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비율이 높은 가운데, 도청(77.4%)에서 

더 높게 응답되었다.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단계로는 ‘정책 구상’ 과정이 

4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정책 설계’가 29.3%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정책 집행’(17.3%),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11.3%) 등의 순이다. 

계층별로 보면, ‘정책 구상’은 업무경력 21년 이상(48.8%), 도청(45.2%)에

서, ‘정책 설계’는 6~20년 이내(4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

책 구성 및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통계의 경우 도 지역까지는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이용하는 농업통계 분야는 ‘농업생산’(45.9%) 분야를 가장 많이 꼽

았다. 다음으로 ‘농업총량’(21.1%), ‘농업경영’(13.5%), ‘생산요소’(11.3%), 

‘농업환경’(8.3%)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농업생산’이 높

은 가운데, 업무경력 6~20년 이내(52.6%), 도청(51.6%)에서 더 높았으며, 

‘농업총량’은 5년 이내(27.8%), 군청(26.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농정 담당자들에게는 어떤 품목이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주로 이용하는 농업통계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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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대부분이 농업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통계 이용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통계 이용이 ‘필요하다’(94.7% : 매우 

필요 57.9% + 필요 36.8%)는 응답이 높았다. 정책 수립,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명확성’(43.6%)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관련성’(27.8%), ‘일관성’(13.5%), ‘접근성’(9.8%), 

‘시의성’(5.3%)순으로 조사되었다. 계층별로 보면, ‘명확성’은 업무경력 

6~20년 이내(60.5%), 시청(49.0%)에서, ‘관련성’은 21년 이상(34.1%), 군청

(32.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에서는 범위가 전국 단위보다 좁기 

때문에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신뢰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7> 농업정책 효율화를 위한 농업통계 정보 이용의 필요성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그림 3-18>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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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통계자료 이용 시 불편사항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3. 현행 농업통계의 과제

3.1. 농업관련 통계의 양과 질은 우수하나 낮은 활용도

  농업관련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승인통계

(44개), 미승인통계가 농업관련 통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양 뿐 아니라 질도 매우 높은 편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농업관련 품질진단보고서 결과, 농업관련 통계의 5점 척도에서 평균 4.3이

상으로 절대 수준이 높은 편이다. 속성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주요 

농업 통계의 속성별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시의성/정시성

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근성/명확성의 경우 가장 낮은 평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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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농정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시의성/정시

성은 가장 높은 점수인 4.6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관련성과 정확성의 경우

도 각각 4.60과 4.43점으로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이나 정확도

를 일정 수준이상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 간 비교 가능 정

도를 나타내는 비교성이나 동일 현상에 대한 통계자료 간 유사결과 정도를 

나타내는 일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인 접근성과 통계 생성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를 나타내는 명확성에 대한 만족 수준은 평균 3.89점으로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통계명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통계품질진단 
발행연도

농림어업총조사 4.80 5.00 5.00 5.00 5.00 5.00 2017

농가경제조사 4.80 4.60 5.00 4.00 4.00 4.30 2015

농림어업조사 4.70 4.80 5.00 4.00 5.00 2.50 2015

농산물소득조사 3.73 3.12 2.50 n/a1) 3.00 3.60 20073)

농축산물생산비조사 4.60 4.50 5.00 4.50 n/a2) 4.30 2015

농작물생산조사 5.00 4.50 5.00 4.30 4.00 4.00 2014

농업면적조사 4.60 4.50 5.00 4.50 4.00 3.50 2015

평균 4.60 4.43 4.64 4.38 4.17 3.89

주 1) 비교성은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및 내역공개를 품질지표로 삼고 있다. 해당통계와 내용 측면에서 비

교할 수 있는 자료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이 있으나 작목별로 개별농가의 경영상태를 매년 직접 조

사하는 방식을 채택하므로 직접적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2) 농축산물생산비조사와 유사한 통계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소득조사가 있으나 해당 통계 

간 조사대상작물이 다르므로 일관성 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산물소득조사에 대한 품질진단은 금년 시행 중이며 해당 결과는 2018년 말 또는 1월에 공표될 예

정이다(통계청 통계품질과 문의 결과). 이에 입수 가능한 최신년도인 2007년의 자료를 사용한다. 농

축산물생산비조사와 유사한 통계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소득조사가 있으나 해당 통계간 

조사대상작물이 다르므로 유사성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료: 통계청 통계품질진단보고서(각 연도)(http://kostat.go.kr/policy/quality/qt_dl/5/1/index.board: 

2018. 4. 15.).

<표 3-16> 품질차원별 품질평가 결과(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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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의 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 즉, 통계 수요는 주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통계 수요자 면담 결과, 학

계·연구계의 통계 수요는 매우 높은 반면,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의 통계 활

용도의 중간 정도였는데,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통계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즉, 정책담당자 입장에서 정책 기획 및 수행의 자율성이 낮을 경우 

통계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통계기반 농정에 대한 수요가 

낮고, 정책 수행에서 자율성이 매우 낮은 농정 구조이기 때문에 통계를 활

용할 유인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3.2. 지역통계의 품질 저하

  통계 활용도는 곧 통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계 활용도가 낮

기 때문에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통계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행정통계에

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통계의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접근

성과 활용도가 낮은 점도 있지만 통계 자체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지 않아 활용도가 다시 저하되는 악순환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승인통계는 9개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지역특산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타 지역이 활용하

여 정책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관한 여

러 통계 중 행정자료를 제외하면 농업생산과 관련된 신뢰성 있는 통계가 

모두 통계청 승인통계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농업생산과 

연관된 지역단위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피드백을 통해 통계의 품질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통계 수요 조사 결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단위 농업 정보가 부족

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군지역이 시도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한 타 지역과 

비교 가능한 통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시군 지역이 광역자치단체

에 비해 많았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통계의 경우 승인통계가 아닌 경우가 

많고, 미승인통계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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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품질이 높

아지기 어려운 악순환이 문제이다.

3.3. 지자체 농정에서 통계 활용의 유인 부족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 활용

에 대한 유인이 없다. 통계는 중앙 혹은 광역 지자체 정부에서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 요구 시에 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농업 

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

분의 농업정책은 중앙정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아 자체 통

계를 활용하여 정책개선을 하는 등의 업무가 불필요한 실정이다. 광역단위 

신규사업의 경우 통계 활용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단체장 등 정치인 공약사항이거나 관심 분야이다. 이 경우에도 많은 

사례가 연구기관 연구를 통해 정책이 개발되기 때문에 결국 통계 활용자는 

광역 도 연구기관이거나 학계 전문가 그룹에 한정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로 주 1회 미만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있고, 1회 

이상의 경우는 주로 도청 공무원이었다. 농정의 구조상 정책 구상보다는 

정책 집행에 관련된 중앙정부 자료 수집을 지원하는 역할로 통계를 활용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정책 프로세스에서도 통계 활용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질 높은 통계

를 심층적으로 활용할 유인은 부족한 것이다. 정책을 집행할 때는 주로 산

출지표를 활용하고, 정책 평가 후 개선 단계에서는 행정감사, 민원 대응 수

준이므로 통계를 이용할 유인이 없다. 전문가 집단의 통계 활용 역시 일시

적인데, 단체장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진 사업일 경우 사업의 지속

성이 낮아 정책개선을 위한 통계 수요가 낮은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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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주 1회 미만

3개월에 1회 
이상 월 1회 

미만

6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미만

연 1회 이상 
6개월에 1회 

미만

 전체 20.3 48.9 20.3 7.5 3.0

업무

경력

5년 이내 20.4 51.9 18.5 7.4 1.9

6∼20년 15.8 42.1 23.7 13.2 5.3

21년 이상 24.4 51.2 19.5 2.4 2.4

소속

기관

유형

도청 32.3 51.6 9.7 6.5 0.0

시청 18.4 44.9 24.5 10.2 2.0

군청 15.1 50.9 22.6 5.7 5.7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표 3-17> 통계 활용 횟수 

단위: %

3.4. 지자체 통계 기반 농정 수행 역량 부족

  현재 통계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농정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지방분

권이 강화되어 지자체 농발계획 수립, 정책패키지 도입 등 중앙정부와 독

립적이며, 통계기반 정책 개발이 요구될 때, 낮은 통계 활용 역량으로는 농

정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 있다. 

  또한 지자체 통계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광역지자체는 관련 조직

이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사회조사 등 업무 담당하고 있어 농업관련 통계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시군단위 기초지자체에는 과거에 있었던 

통계 조직, 예를 들면 기획과의 통계마저 없어졌다. 농촌지역의 특성 상 군 

단위 기초지자체에 농업농촌 관련 통계 인력 필요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타 시군, 타 지역의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특

성을 반영한 농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통계역량 강화가 중

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지방분권 배경에서는 지자체 간 정책 경쟁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역농발계획 개편방안(2018. 7.)에서는 그 동안에 지적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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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계획협약과 연계한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농촌계획협약은 지역 농발계획에 적시한 핵

심 정책 아젠다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시군) 간 계획협약을 체결, 관련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는 앞으로 지자체는 농발계획을 토대로 핵심 정책 아젠다, 

정책 수단(예산사업) 등을 구체화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야 하

는 것이다. 이는 지방농정에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정책수행과정에서 필요

한 여러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고, 통계기반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

이다.

구  분 직원 없음 직원 확보 외부 전문가 활용 기 타

 전체 69.9 18.8 10.5 0.8

소속

기관

유형

도청 54.8 29.0 12.9 3.2

시청 69.4 16.3 14.3 0.0

군청 79.2 15.1 5.7 0.0

담당

(전문)

분야

농업 72.1 17.1 10.8 0.0

농촌 74.3 17.1  8.6 0.0

축산 59.1 22.7 13.6 4.5

식품/유통 75.0  6.3 18.8 0.0

동물방역 69.2 15.4 15.4 0.0

친환경 80.0  0.0 20.0 0.0

수산/해양 83.3  0.0 16.7 0.0

산림 66.7  0.0 33.3 0.0

기타 100.0  0.0  0.0 0.0

자료: 통계 수요 설문조사 결과.

<표 3-18> 통계 전문인력 확보 여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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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지역 농발계획과 계획협약 간 관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4~’18 지역 농발계획 수립지침 개편방안

◇ (주요내용) 지역 5개년 농정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등

  - 농업·식품산업,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 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등 5대 분야 포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0개 계획을 농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토록 함 

 ◇ (계획수립대상) 농촌 지역이 있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

 ◇ (기간) 2014~2018년(5개년)

 ◇ (실효성 제고) ① 농림사업 예산 지원시 농발계획 

기준으로 검토, ②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 또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가점 부여 

□ 계획 수립대상 : 농촌지역이 있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서울특별시 

제외)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2019~2023년(5개년)

 ○ 지방선거 이후 계획 수립 본격화 등을 감안, 계획수립기간은 ’19년 

1/4분기까지로 설정 

 ○ 여타 법정계획,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변경사항은 매년 3월에 

일괄 등록 추진 

□ 계획의 주요내용 

 ○ (공통)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역 농정의 중장기 비전, 전

략, 핵심과제 및 지역의 공간발전 구상도는 계획에 필수 포함

   - 계획 실행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계획 운영・관리방안 

(계획의 평가 및 환류, 전담조직 구성 등) 또한 계획에 명시

 ○ (선택사항) 농촌계획협약 희망 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핵심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명, 사업계획서, 성과지표 설정 등 수립 

   - 또한, 각종 법정계획(삶의 질 향상계획), 비법정 사업계획(과수산업

발전계획, 원예산업발전계획 등) 등은 본 계획에 통합 수립 가능

<표 3-19> 지역농발계획 수립지침 개편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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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역농업 통계 지원시스템 미비

  설문조사 결과 제기되었던 지역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 통계자료 접근이 

복잡하다는 점 등 불편사항들의 의미는 지역농업통계 지원시스템 필요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정보)가 부족하

다는 응답자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농업 정보 부족’, ‘생산통

계자료 이외 연관자료 부족’, ‘타 지역과 비교 가능한 통계 부족’을 제기했

다. 또한 통계자료 이용 시 느낀 불편사항으로 ‘관련 통계는 생산되나, 세

부 항목이 부족함’, ‘지역 단위가 커서 세부 지역별 현황 파악이 어려움’, 

‘기관별, 주제별 통계가 산재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 등을 제기하였다.

  현재 지역농업 통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은 

통계청, 도청정보시스템, 군청 홈페이지이다. 일괄적 비교 및 통계 활용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통계청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통계청에서 제공

하고 있는 시군단위 자료는 매우 한정적이다. 예를 들면, 경지면적, 가축 

사육두수, 주요 작물 생산량 등 농림어업총조사에 포함된 몇 가지 조사 내

용만 제한적으로 시군단위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각 도청의 경우 정보시

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플랫폼이 일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제공 자료

의 범위 역시 다양해 종합적 활용 시 한계가 있다.

  ‘(가칭)지역농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농업구조, 농가경제, GRDP, 환

경농업 현황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일본: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34

1.1. RESAS 구축·운영 목적

  일본의 RESAS는 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의 약자

로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인구 

감소, 과소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피폐화된 지

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현황 및 실태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일본 정부는 RESAS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역경제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시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 스스로 효과적인 정책입안, 실행 및 

검증(PDCA) 지원을 위해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

34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16. 地域経済分析システム(RESAS) 

について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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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맵 4. 관광맵 7. 지자체 비교맵

-전체 산업 현항

-산업별 개요

-기업별 개요

-가동력 분석

-중소·소규모기업재무비교

-특허분포도

-사업소입지동향

-수출입개요

-기업 해외진출 동향

-From-to 분석(체재인구)

-체재인구율

-유동인구분석

-목적지분석

-외국인방문분석

-외국인체재분석

-외국인출입국분석

-외국인이동상관분석

-외국인소비분석

<경제구조>

-기업수

-사업소수

-종사자수

-제조품출하액

-연간상품판매액

-부가가치액

-노동생산성

<기업활동>

-창업비율

-흑자-적자기업비율

-경영자평균연령

<노동환경>

-유효구인배율

-1인당 임금

<지방재정>

-1인당 지방세

-1인당 시정촌민세법인분

-1인당 고정자산세

2. 지역순환맵 5. 인구맵

-지역경제순환도

-생산분포

-분배분포

-지출분포

-인구구성

-인구증감

-인구 자연증감

-인구의 사회증감

-장래인구추계

3. 농림수산맵 6. 소비맵

<농업맵>

-농업개요

-농산물판매금액

-농지분포

-농업인분포

<임업맵>

-임업총수입

<수산업맵>

-해면어획물판매금액

-소비개요

-From-to 분석(소비동향)

자료: 内閣官房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地域経済分析システム(RESAS)の最新情報. 2016. 5.

<표 4-1> RESAS의 구성

1.2. RESAS 구성 및 주요 내용

  일본의 RESAS의 기본 구조는 크게 일곱 개의 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요 맵별 구성 정보와 분석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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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산업맵

  ‘산업맵’은 산업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산업현황’에 대

하여 도도부현, 시구정촌 단위로 기업수, 농업원수, 판매규모, 부가가치액, 

거래유입액 등의 산업별 비중을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해당 지역 경제

의 핵심 산업과 외부지역으로부터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산업별 개요’에서는 도도부현, 시구정촌 단위로 어떤 지자체가 

어떤 산업과 연계를 갖고 있는지를 판매·구입별로 파악하여 복수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지원한다. ‘기업별 개요’에서는 개별 기업 간 거래관계를 

표시하여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간 공급사슬이 얼마나 넓게 형성되어 있

는지를 파악하여 복수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지원한다. ‘지역중심기업’에

서는 판매규모, 자본액, 종업원 수 등으로 기업을 분류한 후 연계 정도, 허

브 역할 정도, 고용공헌도, 이익공헌도 등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을 상하위 50개 기업으로 표시하여 지역 내 핵심기업을 파악하고, 

어떤 기업에 중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 

  ‘가동력분석’에서는 특화계수분석, 제조업사업소단위 분석, 임금구조분

석 등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강한 산업을 특정하고, 지역경제산업정책을 수

립·보완하는 데 지원한다. ‘중소·소규모기업재무비교’에서는 도도부현 단

위 및 산업 중분류 단위로 영업이익률 및 노동생산성 등 21개의 재무지표

에 대하여 5단계로 분석하여 산업단위에서 재무지표의 지역 간 비교 및 산

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허분포도’에서는 현존하는 약 150만 

건(일본 국내기업 보유 특허수)의 특허를 기술 분야별로 분류 및 제시하여 

지역의 기술집적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전국대비 특

허 비중을 비교하여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을 특정하는 데 지원한

다. 개별기업의 특허 정보는 산·관·학 연계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사업소입지동향에서는 약 500만 건의 사업소를 산업분류별로 구분하여 

사업소의 집적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사업소의 

입지현황 추이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출입 개요’에서는 162개 

세관관서로부터 수집된 품목별·거래국가별 수출입금액·수량 추이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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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시계열 변화 분석을 실시하여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해외진출 동향’에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업종별, 국

별로 파악하고, 과거 해외전개지원시책 평가를 통해 이후 지원 방향을 설

정하는 데 지원한다.

1.2.2. 지역경제순환맵

  지역경제순환이란 ①지역 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부가가치

는, ②노동자와 기업의 소득으로 배분되고, ③소비 및 투자로 지출되어 다

시 지역 내 기업으로 환류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 지역경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지역경제 순환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순환도’에서는 지역의 자금흐름을 생산(부가가치), 분배(소득), 

지출의 세 단계로 시각화하여 지역경제의 전체 모습과 각 단계별 자금의 

유출입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내 부가가치 증가 추이와 지역경제 순환의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분포’에서는 지역 내 생산부문의 지역경제 공헌도(생산액, 부가가

치액, 고용자 소득)를 22개 산업분류별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산업

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영향력계수), 전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감응도계수) 등으로 

분석하여 산업 진흥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분배분포’에서는 지역 내 고용

자 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의 유출입 실태와 타 지역과의 소득수준 비교 

등 지역경제를 분배측면에서 분석한다. ‘지출분포’에서는 지역의 민간소비

액, 민간투자액, 타지역 유출입액 등 지역경제를 지출 측면에서 분석한다. 

1.2.3. 농림수산업맵

  ‘농업개요’에서는 지역별로 농업의 16개 부문별 판매금액을 시계열로 제

시하고, 지역의 농업 전체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지역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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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변지역의 농업부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 단위의 농업진

흥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농산물판매금액’에서는 지역별로 농산물 판매금액을 분석하여 제시하

고, 농업 종사 지역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자에게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경영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전체 농산물 판매금액

을 판매처별(농협, 소매업자, 도매시장 등)로 제시가 가능하다. ‘농지분포’

에서는 지역별 영농면적과 농지 이용도 상황 등을 제시하여 농지의 효과적

인 활용방안 모색 및 신규취농자를 위한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농업인분

포’에서는 지역별 연간 총 농작업일수, 농업경영자의 연령구조, 농업생산

관련사업 실태, 법인화율 등의 분석이 가능하다. 판매금액 데이터와 연계

하여 농업지역의 경영체 실태 파악도 가능하다.

  ‘임업총수입’에서는 지역별 임업경영체의 총수입(임산물판매·임업작업도

급별)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임업부문별 전체 경영체수도 제시되므로 해

당 지역의 임업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해면어확물판매금액’에서는 지역 해면어업경영체의 어획물판매금액과 

증감율을 제시하여 해면어업에서 수입을 올리는 지역의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출하처별(수협, 유통업자, 가공업자, 직판 등) 판매금액과 경영체수 

비중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출하처 내역 파악이 가능하다.

1.2.4. 관광맵

  관광맵의 ‘From-to 분석(체재인구)’에서는 어떤 지역에 2시간 이상 체재

한 사람이 어떤 지역으로부터 왔는지를 평일, 휴일별로 파악하고, 어떤 지

역에 홍보를 할 것인지 등 관광전략 입안에 활용이 가능하다. ‘체재인구율’

에서는 지역 단위로 평일·휴일별, 시간대별 체재 인구를 제시함으로써 해

당지역의 체제인구 특성, 월별 체재인구 증감, 지역간 비교 등이 가능하도

록 하여 관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유동인구분석’에서는 단위면적당 월별 및 시간대별 유동인구 집적도를 

제시하고, 임의로 지정한 범위에서 월별·시간별 유동인구를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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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관광지점을 파악하여 과밀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유도 등 관

광 전략 수립에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목적지분석’에서는 관광시설의 검

색횟수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관광시설 인기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대행 시설을 통해 어떤 지역에서 주로 검색하는지를 분석하여 어느 분

야의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선정을 지원한다.

  ‘외국인방문분석’에서는 국적별 및 방문목적별 외국인의 방문자수를 지

역별로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관광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원한다. ‘외

국인체재분석’에서는 지역별 외국인 체류실태를 월별로 주야간 구분하고 

제시하여 국가별 관광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원한다. 특히 야간 체류

실태의 경우 숙박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활용이 가능하다.

  ‘외국인출입국분석’에서는 국적별 외국인 체재현황을 단위면적별로 제

시하여 인기 지점, 방문객수가 적은 지역을 파악하고, 향후 중점 홍보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어떤 공항으로부터 입출국을 하는

지를 파악하고, 어떤 지역으로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지 인바운드 관광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외국인이동상관분석’에서는 지역별 외국인 체재 전후 어디에서 채제하

였는지 분석하고, 해당 지역과 관계가 깊은 타 지역을 파악하여 광역단위

의 관광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소비분석’에서는 외국

인의 부문별 카드 사용액을 활용하여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 방

문 외국인의 소비행태를 파악하여 인바운드 관광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1.2.5. 인구맵

  인구맵의 ‘인구구성’에서는 지역별·연령계층별로 인구 구성 및 인구 추

이를 인구피라미드형 등으로 나타내어 향후 인구 관련 인프라 정비의 방향

성, 의료 및 복지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복수 지자체를 통

합한 형태로 인구구성 및 인구 추이를 파악·예측하여 향후 지자체 간 정책

연계에 활용한다. ‘인구증감’에서는 지역단위로 인구 증감률을 제시하고, 

장기적 인구 증감 요인을 자연증감(출생 및 사망수)과 사회증감(전출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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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인구 유지를 위한 요인별 시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

  ‘인구 자연증감’에서는 지역별 인구 자연증감 요인 중 하나로 합계특수

출생률 추이를 파악한다. 또한 성별·연령계층별 인구도 동시에 분석하여 

출생수 증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합계특수출

생률과 자녀수감소관계지표, 근무형태관계지표를 분석하고, 지역의 출생률

과 각종 지표 간 관계성을 파악하여 출생률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한다. ‘인구 사회증감’에서는 성별 및 연령계층별로 특정 지역으로부터 어

떤 지역으로 유출(입)하는지, 어느 정도 유출(입)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여 

인구유출방지 및 유입촉진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지역별 장래 인구추이 및 인구 증감에 대한 자연

증감과 사회증감의 영향도를 분석하고, 향후 자연증감대책과 사회증감대책 

중 어느 방향을 중요시하여 접근해야 하는지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1.2.6. 소비맵

  소비맵의 ‘소비개요’에서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역별로 구입금액, 구입

물품의 상품별 비중을 분석하여 지역에서 현실적인 소비 경향을 파악한다. 

‘From-to 분석(소비동향)’에서는 지역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

는지를 소비지 지도로 분석하고, 소비지별 비중 추이를 나타내어 지역산품

의 판매개척 가능지역 선정 및 브랜드 침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1.2.7. 지자체 비교맵

  지자체 비교맵은 경제구조, 기업활동, 노동환경, 지방재정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경제구조의 ‘기업 수·사업소 수·종사자 수’에서는 지역단위로 업

종별 기업 수, 사업소 수, 종업원 수를 분석하고, 타지역과 비교하여 해당

지역의 업종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제조품출하액·연간상품판매액’

에서는 지역단위로 제조품출하액과 연간상품판매액을 제시하고, 타지역과 

비교함으로써 해당지역의 공업 및 상업 상황을 파악하고, 제조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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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점가지원시책 검토에 활용한다. ‘부가가치액·노동생산성’에서는 지역

단위로 업종별 부가가치액, 노동생산성을 분석하고, 타지역과 비교분석하

여 해당지역의 부가가치액과 생산효율성의 대표지수인 노동생산성의 수준

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기업활동의 ‘창업비율’에서는 지역단위 창업비율의 타 지역과의 비교분

석을 통해 창업비율 목표 설정 및 창업비율 제고 방안 모색에 활용한다. 또

한 창업비율이 높은 지역의 관련 시책을 파악하여 벤치마킹하는 데 활용한

다. ‘흑자-적자기업비율’에서는 지역단위 및 업종별 흑자적자비율(영업이익 

기준)의 지역 간 비교 분석 및 흑자기업 창출 지원정책의 효과 측정 및 중

소기업지원효과 측정에 활용한다. ‘경영자평균연령’에서는 지역단위 및 업

종별로 경영자의 평균연령을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경영자 

평균연령 수준을 파악하고,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한다. 

  노동환경의 ‘유효구인배율·1인당 임금’에서는 지역별로 유효구인배율(직

업별) 및 일인당 임금(산업별)을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여 해당지역의 고용환

경을 파악하고, 생활·취업지원시책, 산업·고용지원시책 마련에 활용한다. 

  지방재정의 ‘1인당 지방세·1인당 시정촌민세법인분·1인당 고정자산세’

에서는 지역별로 지방세수의 추이를 타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지방세수 수준을 파악한다. 또한 기업현황 데이터와 연계하여 기업활동과 

지방세수 간 관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지역산업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캐나다: 농업통계 이용 체계

2.1. 개요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인이 인구, 자원,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자신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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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작성자 역할을 한다. 5년마다 센서스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약 350개

의 조사가 진행된다. 지역의 분권이 잘 되어 있는 캐나다에서 통계를 제공

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책임으로,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캐나

다 전역과 각 주 및 준주에 대해 이 기능을 제공하도록 법령이 제정되었

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는 여러 그룹과 

개인을 통해 통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통계를 생산하는 일에 도움을 주

는 자문그룹, 통계를 주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 등의 주기적이고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자문그룹에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으로 

통계적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이 캐나다 통계청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자문그룹은 국가 통계위원회, 전문 자문위원회, 연방 부처, 통계 정책에 관

한 연방 지방 자치 협의회, 특별 프로그램 리뷰자들이다. 이해 관계자 그룹

은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 국제기구 등이다.

2.2. 농업관련 승인 통계

  통계청의 농업관련 통계는 현재 공표되고 있지 않은 통계까지 포함하여 

약 490개가량 되고, 농업총조사 이외에도 여러 서베이 통계들이 포함된다. 

경종, 농장재무통계, 농가, 식품영양, 토지이용 및 환경, 축산 및 양식, 기타 

분야에 대한 농업통계를 제공한다.

  이 중 농업총조사(Census of Agriculture)에서는 작물 면적, 가축 수, 주 

노동력 수, 농기계의 수와 가치, 농장 경비 및 영수증, 토지 관리 관행과 같

은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6년 

인구 조사와 함께 실시된 것이다. 기술적으로 농업총조사와 인구총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지만, 별도의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

을 택하였다. 농업총조사 및 인구총조사를 위한 개발, 테스트, 처리, 데이

터 검증 및 데이터 보급 준비 등 대부분 작업은 캐나다 통계청 내 별도 그

룹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두 센서스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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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절차가 합리화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설문지의 정보를 연결하여 농업-인구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자료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사용자에게 농장 인구의 사회

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문 조사 응답자 

중 농장, 목장을 운영하거나 아래 표의 농산물 중 적어도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사람의 경우 농업 인구 조사 설문지를 추가로 작성하는 방

식이다.

Crops Livestock Poultry
Animal 

products

Other 
agricultural 
products

hay

field crops

tree fruits/nuts

berries or

grapes

vegetables

seed

cattle

pigs

sheep

horses

game animals

other livestock

hens

chickens

turkeys

chicks

game birds

other poultry

milk or cream

eggs

wool

furs

meat

 sod, greenhouse 

/nursery products

 Christmas trees

 mushrooms

 honey or bees

 maple syrup

 products

<표 4-2> 판매용 농산물

자료: 캐나다 통계청.

2.3. 지원체계

2.3.1. CANSIM(Canadian Socio-econom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ANSIM은 모든 공공 데이터의 저장소로 4천만 개 이상의 시계열을 포

함하는 캐나다의 주요 사회 경제적 데이터베이스이다. 포함된 내용은 캐나

다 통계청이 수집한 캐나다 생활의 모든 측면, 특히 경제, 환경, 교통, 문화 

등과 같은 연방 관할 구역에 관한 정보이다. 인구총조사(센서스)와는 별도

로 구성되어 있다. CANSIM자료와 Census자료의 차이는 원하는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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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알 수 있는 정보일 경우, 예를 들면 모국어 및 추가 언어, 자녀 수, 생활 

준비 등 같은 정보는 CENSUS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출입 정보, 

이민 통계, 환경 통계 등 통계청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수집되는 경우 

CANSIM에 포함된 정보일 가능성 높다.

2.3.2. 연구데이터센터(RDC) 프로그램

  연구데이터센터는 캐나다 연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CRDCN), 사회 과

학 및 인문 연구위원회(SSHRC), 캐나다 보건 연구소(CIHR), 캐나다 혁신 

재단(CFI) 및 캐나다 통계청으로부터 펀드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통계청

의 RDC프로그램은 1998년 캐나다의 연구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연구

한 결과(보고서: 사회 통계를 이용한 연구 발전에 대한 보고서) 연구자들이 

통계를 활발히 사용함으로써 통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학술 연구자들에게 캐나다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접근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기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고, 이 접근은 사

회 과학자들이 양적 방법론과 분석에 전문 지식을 축적하여 궁극적으로 통

계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RDC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의 사회적 지형에 대해 폭 넓은 관점을 제

시할 수 있었고,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RDC 센터에서 사회 과학 연

구 시설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캐나다 통계청, SSHRC, CIHR, CFI, 대학 

및 학술 연구원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러한 협력은 캐나다 통계청과 고

등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인 DLI(Data Liberation Initiative)를 기반으로 한

다. 29개 대학은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분석가가 운영하고 서비

스하는 연구데이터센터(Research Data Center) 또는 지부를 캠퍼스에 두고 

있어 실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연방 부처의 분석 요구에 대응하

기 위해 오타와에 연방연구데이터센터가 있다.

  Federal Research Data Center(FRDC)는 오타와에서 연방 정부 부서의 

분석 목적을 위한 상세한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설립되었다. FRDC는 연방 통계청에 의해 수집된 상세한 마이크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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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대한 연방 직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 FRDC는 일종의 캐나

다 통계청 지사와 통계 분석 컴퓨팅 연구소의 조합으로 보면 된다. 이 센

터는 캐나다 통계청이 데이터 및 방법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연구자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다. 

2.3.3. 품질 보증 체계(Quality Assurance Practices)35

  통계의 양적 생산 뿐 아니라 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배경하에서 캐나다는 1985년 최초로 통계품질가이

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발전시켜 왔다. 캐나다에서는 정보의 품질을 이

용자 적합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적합성은 정보의 관련성, 정확성, 시의

성, 접근성, 해석성, 일관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용적 개념이다. 정보나 통

계가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다 적합하게 생성되고 있는가가 통계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첫째, 통계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통계의 특성을 통계 정보의 관련

성이라고 한다. 관련성이 높은 통계 정보는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사안을 다루는 통계이다.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로,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변하는 가치이다. 캐나다 통계청은 현 사용자와 잠재

적 사용자의 필요 정보를 파악하고 이것이 대립되는 경우 균형을 잡아 주

어진 자원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통계생산을 목

표로 한다. 

  둘째, 정확성은 정보가 측정하도록 설계된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확성은 통계상 추계 오류의 측면에서 설명된다. 

  셋째, 시의성은 정보가 다루는 시점과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된 시점 사

이의 지연된 시간이다. 통상적으로 시의성은 정확성과 상충되는 관계이며, 

관련성에 영향을 미친다.

35 장영식(2009)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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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접근성은 얼마나 손쉽게 원하는 통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정보의 접근성 정도에는 정보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는지, 정보에 접근하는 형식이나 매체가 적절한지의 여부가 포함되며, 정

보의 가격도 접근성의 한 측면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해석성은 정보의 적절한 사용과 해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메타데이터의 이용 가능 여부를 의미한다36. 

  여섯째, 일관성은 시간의 경과와 넓은 분석 틀 안에서 다른 통계 정보들

과 잘 결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조사 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37하

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시킨다. 다만, 일관성이 반드시 수치의 일관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3.4. 지역코드

  통계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본지역구분(Standard Georaphical Classification: 

SGC)은 총조사와 함께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유형의 지리 단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총조사 공표 때마다 활용된 SGC를 제공한다. SGC 2016에

는 6개 지리적 지역, 10개의 주 및 3개의 준주, 293개의 인구 조사 지구 및 

5,162개의 준센서스지구 포함한다. SGC 2016의 내용은 <표 4-2>와 같다.

  SGC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통계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데 사용되는 지리

적 단위의 기본 시스템이지만, 경제 및 사회적 정보 표시와 분석 요구 같

은 모든 통계적 목적에 부합할 수는 없기 때문에 SGC 지리적 단위의 집합

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유형의 지리적 단위가 필요하다. SGC의 분류를 변

형한 형태가 센서스 조사에 포함된다.

  SGC 2016의 경우 4개의 변형된 지역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①

Statistical Area Classification(통계적 지역 구분)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 대

36 이는 통계에 사용된 분류방법, 기본 개념, 변수, 자료 수집의 방법과 처리, 통계 

정보의 정확성 표시 등을 포함한다.
37 표준개념,  표준 목표 인구, 표준 분류 방법의 사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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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통계(CMA), 인구 집중(CA) 및 인구 대도시 영향 지역(MIZ)이 포함

된다. ②Statistical Area Classification by Province and Territory(주 및 준

주 별 통계 구역 분류)에는 주 및 준주, 인구 통계 대도시(CMA), 인구 조

사 집계(CA) 및 인구 조사 대도시 영향 지역(MIZ)이 포함되고 이 구분은 

주/준주 경계를 넘나들며 CMA, CA 및 MIZ의 일종으로 주 및 준주를 표

시한다. ③Economic Regions(경제 구역)이고, ④Agricultural Regions(농업 

구역)이 있어 분석에 도움을 준다. 농업구역에는 캐나다, 주 및 준주의 지

리적 지역, CAR, CD, SCD 포함된다.

geographical 
region 

province or territory  census division census subdivision

Atlantic

Quebec

Ontario

Prairies

British Columbia

Territories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Quebec

Ontario 

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British Columbia

Yukon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센서스 지구(CD)는 주정부의 

입법 구역 (예 :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구) 또는 

이와 동등한 지역의 일반적 

용어

이 지역은 주 혹은 준주 

수준과 준센서스지구 사이의 

중간 지리적 영역

ex) Great Vancouver

최소 자치구

ex) Vancouver, 

Burnaby, Port moody 

etc.

<표 4-3> 기본지역구분

자료: 캐나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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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Geographical Regions(위)와 Census Agricultural Regions(아래)

자료: 캐나다 통계청.

2.4. 농가소득 관련 통계 활용 사례

  캐나다는 역사가 짧지만 150년간 농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며 농정 역시 

진화되었다. 마케팅, 가격보조, 생산 및 단수 보험, 농가소득안정 및 지원, 

위험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정이 발전하였다. 지방분권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정밀한 농가소득통계를 활용하고 통계 내에서 함의를 찾는 것이 매

우 중요하였다.

  농가소득과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과는 달리 여러 형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농업총조사와 인구총조사를 연계할 수 있고, 농가재무조사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가세무신고서를 통해 소득 확인이 가능하고, 소비자

재무조사에 포함된 농가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1871년 이래로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총수입과 농장매출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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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구총조사에서는 가구형태 및 가구원 현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20%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5

년 주기로 분석이 가능하다. 20%라 하더라도 표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

의한 표본수가 되고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미

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농가재무조사(Farm Financial Survey)는 한국의 농가경제조사와 가장 유

사한 형태로 1980년부터 조사되었다. 2년 주기의 서베이 자료인데, Farm 

credit corporation에서 농가의 재무상태를 알아보고자 농가재무제표를 모

으기 위한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캐나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 수행하는 전국조사로 1만 8,000개 표본이며 CAD 1만 이상의 조수입을 

가진 농가만 포함된다. 이 통계의 장점은 농가경제의 현황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고, 정부부처(AAFC)인 경우 농가 각각의 자료에 접근하는 데 용이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 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은 2년 주기이고 표본이 교체되기 때문에 패널자료 구축이 어렵고, 가

구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농가세무신고서(Farm taxfiler) 혹은 전체농가DB(whole farm database)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농가세무신고서의 경우 1989년부터 작성되었고 매

년 캐나다 관세청에 의해 조사된다. 장점은 농가의 기타 수입과 더불어 직

불금을 포함한 보조금 내역까지 모두 모니터하기 때문에 농가의 종합적인 

재무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세무통계의 특성상 

2년의 타임래그가 발생하고, 추적이 불가능하며,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하는 데 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1965년부터 수행된 소비자재무조사와 노동소득역학조사는 불과 3%의 

농가를 대표하지만,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한 자료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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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 일본 사례 시사

  일본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에 특화된 시스템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자체

의 정책개발, 정책시행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

자체 단위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개발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데

이터에 기반하여 지자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시

스템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은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경험과 직관에 근거한 

의사결정방식으로부터 데이터에 기초한 객관적·중립적인 정책 의사결정방

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둘째, 주요 분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 지역과 비교 및 관련 정책 벤

치마킹이 가능하다. 시스템 상의 전국평균 및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련된 시책의 효과를 시계열로 추

적 가능하며,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셋째, 지역 핵심 기업 및 산업을 도출하여 집중화 및 효과적 지원이 가

능하다. 지역경제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지역중점기업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정책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

할 수 있다.

  넷째, 정책입안, 실행 및 검증(PDCA)의 순환에 기초하여 신속한 정책 입

안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의 효과를 짧은 기간 내에 

파악할 수 있으며(정책평가),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다섯째, 지역경제 실태와 시책의 차이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도도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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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정촌의 시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실태와 지자

체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 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 캐나다 사례 시사

  캐나다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통계 수요자의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센서스와 농업센서스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농업 이외의 정보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농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

의 지역코드를 부과하고 그 논리적 체계를 갖춤으로써 통계이용자로 하여

금 다양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둘째, 지역코드와 관련한 것으로 농업 전문 지역 구분을 제공한다는 점

이다. 통계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장치들

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는 데이터를 유포하거나 설문 

조사에서 샘플링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 분류 버전이 특정 사용자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변형된 분류를 만들고 채택하는 역할을 한

다. 분류 변형은 총조사 자료 제공 시 함께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농업지역코드의 경우 72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통계청 지역 본부에 연구기능을 접목시켜 연구데이

터센터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통계 활용도를 제고한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R&D기능이다. 농업분야 역시 R&D센터가 연방정

부 소속이며, 생산된 모든 특허권은 연방정부가 권리를 가진다. 통계청 역

시 조직 간 연구기능 역할 및 협력을 통해 통계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통

계청의 지역 본부를 각 지역의 주요 대학에 두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

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 통계청 연구진이 지역에 상주하여 통계정보를 

관리·활용함으로써 통계 소외지역이 없도록 연방정부의 역할을 한다. 연구

소 총괄 역할은 수도 오타와의 연방연구통계센터가 담당한다.



1. 기본방향

  농업·농촌정책을 포함한 정책의사 결정에서 정보를 매개로 한 상호 서비

스 관계38는 정보공급자와 정보를 활용하는 고객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정

보 활용의 목적(가치 창출 혹은 획득)을 달성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은 대체로 정보공급자와 정보를 활

용하는 고객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중앙정부 및 지자체) 내 조

직 간 역할과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 정보 생산 조직과 활용 조직이 구

분 가능하며, 정보 생산 조직과 활용 조직 간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에서 세 주체 간 관계를 기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책의 결정 주체인 고객(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담당자)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선택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급자와 고객 간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특성

상 농업·농촌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데이터베이스, 모델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등)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책결정 지원에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는 부문별 각종 데이터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결정주체인 지자

체 공무원 수요조사 등을 기초로 하는 현행 농정관련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38 서비스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획득하

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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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위한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 농업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업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부문별 정보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농업정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보 체계화 방

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 기획(Plan)-정책 수행(Do)-정책 평가(See)의 관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유기적 연계를 가진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정책은 기업경영과 

달리 계량적 효과 측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P-D-S 순환 단계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농업·농촌 관련 데이터 및 지표를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호 벤치마킹은 물론, 정책 개발 및 정책 성과에서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농촌 관련 데이터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일반적인 모델, 

시뮬레이션 기능, 통계적 기법 및 분석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5-1> 정보서비스 제공자, 고객, 제공서비스 간 관계 

자료: 정국환 외(2009: 49)의 개념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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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Plan-Do-See Cycle  

자료: 저자 작성.

  넷째, 정보체계의 핵심인 데이터의 표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농

업·농촌 관련 데이터는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승인통계에 속하는 데이터는 일정한 규칙

에 의해 생산되고 있지만 다수의 통계자료들은 개별 주체들의 필요에 생산

되고 있다. 향후 데이터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필요 데이터의 표

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일반 기

업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도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경우 활용하는 주체가 정책담당자는 물론이며, 전문가 및 민간인

까지 다양하므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확보에 보다 관심을 갖

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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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기반 농정을 위한 개선과제39

2.1. 시군 공표 통계의 신뢰도 제고

  기초지자체는 시군구별 통계를 주로 이용하는데, 공식 지역통계 작성 시  

이용된 표본의 수가 수십 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표본오차를 생각할 때 사

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실제 통계청 승인 농업·농촌 지역통계의 경우 

공표범위는다음과 같다.

  현장에서는 농업면적, 소득(작목별 소득, 농외소득 포함), 생산비 등에 

관심이 많으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표범위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이들 통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A군에

서 농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A군의 소득이나 생산비, 작물별 경지면적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통계청 공식통계에서 시군구가 공표범위인 통계

에는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용하고 싶은 통계 중 ‘농산물소득조사’나 ‘농가경제조사’는 전국통계

라 기초지자체는 물론이고 광역시도에서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들 통계에

서 지역별 요약을 하고는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전국조사이므로 지역별 

통계의 표본오차는 크다. 또한 공표범위가 읍면동인 농림어업총조사의 경

우 공표주기가 5년일 뿐 아니라 공표 때까지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경

우에 따라서는 읍면별 통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 6년 전의 통계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39 이 절은 위탁연구 지역농업 통계정보 실태와 활용사례 결과를 활용하여 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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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범위 통계명 작성기관 공표주기

시도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생산실적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기능성양잠산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특용작물 생산실적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과실류가공현황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임산물 생산조사 산림청 １년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분기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１년

임업경영 실태조사 산림청 １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5년

축산물등급판정통계 축산물품질평가원 월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통계청 １년

농작물 생산조사 통계청 １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１년

시군구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한국농어촌공사 １년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5년

전국산주현황 산림청 １년

농기계보유현황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상황 농림축산식품부 １년

도축검사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월

국가산림자원조사 산림청 5년

국가산림자원조사 산림청 5년

동읍면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5년

<표 5-1> 공표범위에 따른 통계 분류

자료: 심송용 외(위탁연구결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사에서 표본수를 늘이는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

는 않다. 농림어업총조사의 공표주기를 줄이거나 공표범위가 시도 또는 전

국인 통계 중 중복되는 조사항목이 많은 조사를 병합하고, 공표범위의 확

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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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인통계 확충 필요

  농업의 영농활동 여건, 농업인력 구성, 농지소유구조, 농업생산 방식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혹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를 정확하

게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되어야 합리적인 농업정책 결정

이 가능할 것이다. 통계 실태 분석 결과, 현장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되는 주요 부문별 통계 확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청년농업인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수집이 

필요하다. 미래 농업의 주축이 될 청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통

계가 부족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

면, 여성농업인실태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14036호)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통계를 얻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에 대한 통계인 (가칭)청년농

업인실태조사와 같은 통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농업종사자 통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계절노동자(90일 체류, C4 비자 보유)와 고용허가제에 따

른 외국인(3년 체류, E9 비자 보유)이 있다. 단기체류 C4 비자는 법무부가 

장기체류 E9 비자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다. 또한 시군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농업종사자(C4 비자, E1 비자 보유)의 수를 파악하고 있으나 접근

성이 낮아 통계 활용도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관광

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많은 

영농현장에서는 내국인은 공공일자리를 선호하고, 농사 활동에는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어서 외국인 없이는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처럼 농업에 종사중인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농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 방안으로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승인번호: 

101041호) 및 농림어업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01045호)에 외국인 관련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조사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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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키고, 조사대상자의 국적, 성별, 나이, 비자(체류자격) 등을 함께 조사

할 경우 기초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농업 ⇨ 비농업 전직) 통계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귀농어·귀촌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930002호)

를 통해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전입하는 통계가 얻어지고 있다. 이와 함

께 농촌에서 도시로 나가는 인구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읍면지역에

서 동지역으로 이주하지만 실제로는 농림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를 파악

하여야 의미를 가질 것이다. 

  넷째, 전통체험마을, 농어촌민박 통계의 확충도 필요하다. 농촌관광산업 

관련하여 전통체험마을, 농어촌민박이 강원도에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승

인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농외소득 증가 방안 모색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지역통계가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체험마을과 같은 사업은 재정

지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정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필요

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통체험마을의 경우 마을 사업 배당으로 소득

이 발생하는 바, 이 소득이 농외소득으로 정확하게 파악되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농지의 효과적 활용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재지주 

통계의 확충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주의 경우 전국산주현황(통

계청 승인번호: 제136045호)를 통해서 부재산주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농지(전, 답, 과 등)는 부재지주에 관련된 별도의 통계가 없는 실정이

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산지의 64%가 부재지주임이 파악되고 있으

나 농지에 대해서는 승인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여섯째, 시설재배 농업에 대한 통계의 확충이다. 현재 시설재배에 대한 

승인통계로 농어업법인조사(전국통계로 통계청 승인번호: 제101055호), 농

업면적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14033호), 시설채소온실현황(통계청 승인

번호: 제114018호) 및 생산실적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때 시설이란 ‘사

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

스, 유리온실 등’을 말하며 스마트 팜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농업현장에서 생산기술의 고도화 추세를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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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스마트팜 농업 통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팜 여부, 스마

트 팜의 고도화 정도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 

  일곱째, 농기계 사고 등 영농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실태, 장애 정도 등

에 대한 통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와 도로 등 인프라의 상대적 

취약으로 인해 일반 산업현장에 비해 영농활동 중 사고 빈도와 정도가 높

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지만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GRDP 통계에서 주요 분야별 GRDP 통계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통계연보에서 제공되고 있는 농업 GRDP의 핵심 부문인 쌀, 

축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통계가 확충되어야 실제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한 

정책 및 활동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어떤 부문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한지에 대한 확인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2.3.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분류방식 재조정 

2.3.1. 환경변화에 따른 통계 분류방식의 재조정

  임산물과 농산물 경우와 같이 작물에 따라 다른 분류로 통계를 구분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업 환경변화를 고려

하여 통계 분류 방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버섯의 경우 팽이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은 농업분야의 통계로 분류되는 반면, 표고버섯은 임산물생산조

사를 통해 통계가 생산된다. 이 작물들은 모두 버섯류임에도 버섯 관련 통

계 활용 시 두 통계를 따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재 임산물로 분류되는 더덕, 도라지, 취나물, 오미자 등은 대부분 임야

가 아닌 농지(밭)에서 대량 재배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통계 분류의 재조

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더덕의 경우도 대부분 농지(밭)에서 재배하고 

있음에도 임산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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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작물생산조사의 일원화

  전국통계인 농산물소득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43002호)와 지역통계

인 농작물생산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14004호)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부록의 농산물소득조사표(일부)와 부록의 농작물생산조사(일부)는 조사표

가 거의 유사하다. 농산물소득조사의 지역편과 농작물생산조사에서 유사한 

항목이 많다. 또한 표본오차가 존재하여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활

용자의 입장에서는 양쪽 통계를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활용상의 제약요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통계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합하거나 문

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4. 개별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2.4.1. 조사주기 단축

  농업여건 변화와 사회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조사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

나 여성농업인의 현장에서 지위, 역할 및 애로사항 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통

계가 여성농업인실태조사인데 공표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수시로 변

화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농업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조사 주기가 길다. 따라서 2년 혹은 3년 주기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통계 정보를 통해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2.4.2. 조사항목 확대 및 축소

  농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통계 항목에 대한 검

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지속적인 조사 항목을 다수 확보하여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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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

영한 통계 자료가 확보되어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작물 생산조사의 경우, 생산량 조사 시 친환경인증 생산량, GAP 인증 

생산량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조

사하고 있다. 현재 농작물생산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14004호)는 식량

작물(미곡, 잡곡, 두류, 서류 등), 채소, 과수, 특용작물, 약용작물 전체 생산

량을 조사하며 이 생산량 중 친환경인증 생산량이나 GAP 인증 생산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인증 생산량(유기식품 등)과 GAP 인증 

생산량은 둘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계를 생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에서,  GAP 승인 농산물생산량은 GAP 

정보서비스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기계보유현황 통계의 경우, 조사대상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건조기 등)의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보유는 하되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용 여부는 면세유 지급과 연계되므로 보유 중인 농기계의 사용횟

수, 사용 시간 또는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농기계의 활용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업면적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113033호)의 경우, 표본조사 방식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면적은 직불금 지급과 연계되어 있으므

로 시군 지자체에서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정확하게 면적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으

므로 표본조사에서 제외하고 행정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통계를 

얻는 방식일 수 있다. 또한 농업면적조사의 조사 작물 범위 조정이 필요하

다. 최근에 블루베리, 아로니아, 아마란스 등의 신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가 늘어나고, 특용작물로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신규 

작물 통계 확보를 위한 조사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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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모집단
- ‘2014~2015년 경지총조사’를 통해 구축한 약 87만 개 경지모집단

- 2014~2015년 경지총조사는 RS와 GIS에 기반하여 실시 

조사구 - 인접한 필지들을 2ha±20% 크기로 묶어 설정

조사체계

<표 5-2> 농업면적조사 표본 추출 개요 

자료: 농업면적조사 개요.

2.5.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어 및 개념 정비

2.5.1. 농업인 및 농가에 대한 정의 

  농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의상 10a 이상 면적을 경작하

면 농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농업인에는 10a 미만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농가 정의와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또

한 농촌거주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을 농업인, 비농업인으로 구분하

며, 부부 중 한 명만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와 가족공동경영협약을 맺은 

부부가 별도의 농업경영체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 농업인의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농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농림어업

총조사에서도 농업, 임업, 어업 중 하나를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어서 기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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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농가

-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임가

- 현재 산림 면적을 3ha(30,000㎡)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 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어가

(해수면)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어가

(내수면)

-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표 5-3> 농림어업총조사의 농림어가 정의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조사개요.

  농촌가구(rural household)와 농가(agricultural household)40의 구분과 관

련하여 어떤 가구를 농촌에 속하는지, 도시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문제는 

공공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있는 가구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생산에 종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조사 설계에서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역으로 도시 지역에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가구도 있다. 따라서 

농촌가구(농촌에 거주한다는 의미)와 농업가구(줄여서 농가)의 개념적 차

이를 강조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농가와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와 관련해서 전형적인 농업경영

체는 개인(혹은 가족 동업)이 자신(혹은 자신들)이 소유한 단 하나뿐인 농

장에서 살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농가와 농업경

영체가 1:1 대응을 하지만 최근 기업농들에서 볼 수 있듯이 농장은 농촌에 

위치하지만 거주는 도시에서 하면서 농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점점 늘

어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와 농가를 동일시하고 조사설계를 하는 것

은 많은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40 UN(2011). The Wye Group Handbook.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Household Income. Second Edition. p.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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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사례41를 살펴보면, 2006년 OECD 정의에 따른 농촌지역의 특성

을 조사한 결과, 1차산업(농업, 사냥,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력

(labour force)의 비율은 PR(‘주로 농촌’)지역에서 17.3%, IN(‘중간’)지역

에서 6.2%, PU(‘주로 도시’)지역에서는 1.9%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농

가는 농촌에 있지만, 도시 지역에도 거주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서 농가로 분류되지 않는 가구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5.2. 귀농·귀촌인 정의

  통계 작성 시 귀농·귀촌의 정의가 ‘동’에서 ‘리’로 이사하는 것을 포함하

는데 이는 행정구역으로 농어촌을 정의하기 때문에 지역의 차별성을 반영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는 대부분의 면

적이 신시가지로 상업구역 및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춘천시의 행정구역 상 동에서 리로 이

사하면 귀농, 귀촌이 아님에도 귀농·귀촌인구로 포함되는 것은 현실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귀농어·귀촌인 통계(승인번호: 제92008호)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근

거한 조사로써 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의 정의는 아

래 표와 같다.42 이와 같은 정의 하에서는 농지 매입과 함께 농지원부·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와 행정구역상 읍면에 속하지만 도시 범위의 확장

으로 상업지역과 아파트가 대부분인 읍면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

한 의미의 귀농·귀어가 아닌 경우가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귀촌·귀어가 농어촌에서 생산 활동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념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명

41 UN(2011: 447-448).
42 통계청(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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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조직을 통해 진정한 귀농인지 확

인할 필요가 있다. 

구분 정     의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

￮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어인)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귀농/

귀어/

귀촌 

￮ 귀농가구/귀어가구/귀촌가구

 -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을 포함하는 가구

￮ 독립가구/혼합가구

 - (독립가구) 대상기간 중 이동한 사람들만으로 가구를 구성

 - (혼합가구) 이동한 사람과 기존 거주민들이 함께 가구재구성

￮ 도시: 동(洞)지역, 농어촌 : 읍면(邑面)지역

￮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작성 

<표 5-4> 귀농·귀촌 관련 정의 

자료: 심송용 외(위탁연구결과).

  귀농·귀촌 관련 통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업 등과 관련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조사는 단양군귀농귀촌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681002호, 공표주기 2년),  

상주시귀농·귀촌실태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768003호, 공표주기 2년), 창

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803003호, 공표주기 2년) 등이 

있다. 그런데 기초지방자체단체의 경우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 

정의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귀농·귀촌통계와  

전국단위 지역통계인 귀농어·귀촌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92008호)와 

비교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녕군의 창녕군귀농귀촌실태조사의 조사대상과 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귀농·귀촌의 개념은 귀촌은 창녕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1년 이

상 거주하다 최근 3년 내 창녕군으로 전입한 가구로 하며, 귀농은 귀촌한 

가구 중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이다. 이 경우 ‘동’지역에서 창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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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가구나 가구원이 아니라 전 거주지에 관계없이 창녕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창녕군으로 전입한 가구나 가구원이 조사대상으로 전국단위 지

역통계인 귀농어·귀촌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92008호)의 조사 대상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조사대상이 달라짐으로써 이 두 통계에 의한 수치를 비교할 때는 상당한 주

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는 단양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사표에서 귀

촌과 귀농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43 상주시귀농·귀촌실태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768003호, 공표주기 2년)에서도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44

2.6. 정책고도화 위한 지역농업통계시스템 필요

  통계실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농업관련 통계는 그 양과 질이 모두 높

은 편이지만, 접근성·활용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통계청 승인통계

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계청(KOSTAT) 시스템을 활용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GIS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활용 지원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승인통계 중 공표범위가 시군단위인 통계는 수가 적기 때문에 정책대상이 

시군지역이 대부분인 농업 부문의 통계청 시스템 활용도는 낮아진다. 미승

인 통계의 경우에도 개별 유관기관에서 생성하고 있는 통계가 기관의 개별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항목, 공표범위, 정의 등 여러 면에서 일

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농수산식품 통계 종합 DB 구축 필요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어 왔고 각 유관기관에서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김연중 외(2012)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통계 종합 DB 구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DB는 마이크로데이터와 통계자료, 메

타정보, 통계패키지(OLAP), 웹통계포털, GIS-인포그래픽 시스템, Big data

43 통계청(https://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 2018. 9. 18.).
44 2014년 상주시 귀농귀촌실태조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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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스템, 코드정보 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통계청 정보를 활용함

으로써 갈음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표범위가 시군

인 정보를 종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향후 ‘(가칭)지역농업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구조, 지

역농가경제, 부문별, 품목별 GRDP, 환경농업 현황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 제공시스템은 기존 구축방안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방안이 활용

되어야 하고,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 농정 효율화·고도화를 위해 구축해 왔

던 농림수산식품사업통계(AgriX) 자료를 현시하여 지역의 농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농정고도화를 위한 준비가 필

요한 시점에서 수많은 농업관련 정보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은 지역농업에 

관한 비교 가능한 정보이다. 하지만 이 정보는 각 시군통계연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관된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여 통

계의 질도 제고할 수 있다. 비록 각 도청에서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

만, 플랫폼이 일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제공 자료의 범위 역시 다양해 

종합적 활용 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농업정책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 체계화 방향

3.1. 의사결정 단계와 접근 방식

3.1.1. 의사결정 단계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정책결정은 이론에서 검토한 것처럼 경제·사회

적 여건은 물론이며, 역사 및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럼에도 정책결정주체인 농정담당자는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 검토하

며,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와 같은 정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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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Simon(1960)

은 탐색(intelligence), 설계(design), 선택(choice) 및 수행(implementation)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5-3> 사이먼의 의사결정단계 

자료: 안연식. “제6장 기업경영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 

3.1.2.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념과 특성

  정보, 지식,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에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이

다. MIS는 정보를 필요한 부서나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사결정, 경영방

식, 프로세스, 그리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MIS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50~1960년 대에는 전자적 자료 프로세싱

(TPS)이 개발되었으며, 1960~1970년 대에는 관리정보시스템(MIS), 1970~1980

년 대에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1980~1990년 대에는 전문가 시스템(ES) 

및 전략정보시스템 (SIS), 1990~2000년 대에는 e비즈니스 & 전자상거래 

등으로 대표되는 시스템들이 시대별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그 

시기에 개발 이후 대체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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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업 및 각종 조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영지원 정보시스템을 기능

별 혹은 지원대상과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

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아닌 정책담당자의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

시스템 체계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경영지원 정보시

스템 중에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념과 구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은 여러 개의 하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있어 의사결

정자들이 당면하는 비구조적, 반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석모형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

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능별

정보시스템유형 기능별정보시스템 하위시스템

생산정보시스템
생산기계통제, 컴퓨터기반설계(CAD), 

생산계획, 설비배치 등

생산관리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 등

마케팅정보시스템
주문처리과정, 시장분석, 가격분석, 

판매 예측 등

제품시스템, 가격시스템, 

유통경로시스템, 판매촉진 

인사정보시스템
훈련과 개발, 경력경로, 보상분석, 

인적자원 계획 등 

인사관계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보상관리시스템 등

재무 및 회계정보시스템
재무흐름, 포트폴리오분석, 예산, 수익 

계획 등

재무예측시스템, 자금관리시스템, 

재무통제시스템 등

지원
대상과
형태

정보시스템유형 설   명 어플리케이션

거래처리

시스템(TPS)

조직에서 매일 발생하는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함

판매주문시스템, 호텔 예약시스템, 

지불시스템, 사원 기록 시스템 등

경영정보

시스템(MIS)

경영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경쟁적 우위 

획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혁신도구임

재고관리시스템, 생산정보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 등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것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모델베이스시스템, 제품 수요 

예측시스템 등

사무정보

시스템(OIS)

소규모 집단과 개인의 매일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지원해주는 시스템

워드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팩스, 

전자우편 등

<표 5-5> 경영지원 정보시스템의 기능별·형태별 분류

자료: 순천대학교 경영학전공(http://ba.scnu.ac.kr/web/ba/: 2018. 10. 1.).



데이터기반 농정을 위한 정보 체계화 방향  121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데이터관리시스템, 모형관리시스템, 

지식베이스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다. 데이터관리시스템은 의사결

정에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된 DB를 관리하는 시스

템이다. 모형관리시스템은 정보/지식으로의 변환을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

정모형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지식을 만드는 역할

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What-if 분석과 Goal-seeking 분석을 들 수 있다. 

지식베이스시스템은 모형관리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지식을 저장하고 이를 

다른 의사결정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의사결정시스템과 사용자가 직접 대면하는 접점이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주로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의사결정자들이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데

이터 경제 시대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만큼 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권한 이양 혹은 위임 방식으로 지방분권화

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데이터를 활용

한 정책개발, 기획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5-4>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체계도 

자료: 안연식. “제6장 기업경영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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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 의사결정에서도 일반 산업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 농업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이터의 생산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

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2. 정보 체계화 방안

  농업·농촌정책 개발과 연계하여 정보지원체계 대상을 구분하면 농업경

제, 농촌공간, 농촌사회복지, 지역자원 등 네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농업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 생산 및 활용 실태와 적용

을 위한 정보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

는 각종 정보의 생산실태, 접근성, 활용 관련 개선과제 등을 정리하고, 모

델베이스와 관련하여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정책 개발을 위해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 및 분야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45 

  농업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맵46은 농업구조맵, 농가경제맵, 지역

경제맵, 농업통상/거시경제맵, 농업예산맵, 지역간비교맵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5 본 연구는 농업정책 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이용 사례와 분야별 적

용 사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DB시스템, 모형베이스시스템 및 관리시

스템(인터페이스 포함) 등 기술적 측면의 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범위에 포함하

지 않았다.
46 IT 용어로 맵(map)은 ① 어떤 대상의 구조를 표현하는 표, 도표 또는 리스트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메모리 맵(memory map)은 기억 영역 내 대상들의 배치를 

보여 주는 도표이고, 기호 맵(symbol map)은 한 프로그램 내의 기호 이름과 기

억 영역 주소의 결합 관계를 보여 주는 목록이다. ②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한 데이터 집합을 다른 데이터 집합으로 번역하는 것 또는 2개의 데이터 집합 

사이에 1:1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때의 맵은 사상(寫像)한다는 의

미이다(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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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농업·농촌정책 지원 정보체계화 범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6>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본 연구의 범위와 역할

자료: 저자 작성.

  각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구조맵’은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경영체, 고정자산 형성 등

의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구조를 파악을 지원한다.

  둘째, ‘농가경제맵’은 농가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농가 간 소득격차, 소득

원 변화 등을 분석하고, 경영비 실태 등 농업 생산활동을 분석하며, 농가의 

가계비 지출 실태 및 농가 자산구조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농업맵’은 지역별 품목 실태, 농업환경지표, 지역별 농업생산 

실태, 지역농정조직 실태 등 지역농업 파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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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농업통상/거시경제맵’은 주요국과 FTA 체결 및 이행 실태,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교역 현황 및 국내 시장 영향 등 주요 통상 분석정보

를 제공하며,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제시하여 국가경제 흐름 속에서 농업 

실태 파악을 지원한다.

  다섯째, ‘농업예산맵’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로 농업예산 비중, 농업

예산 구조, 보조 지원 실태, 예산사업 실태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간비교맵’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맵의 주요 정보 

중에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및 사례 분석을 

지원한다.

  개별 맵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부문별 변화 실

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심층지표 개발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관심 부문

의 심층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림 5-7> 농업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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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정책 지원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농업정보 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농업관련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공급자와 수요자등 복

수 그룹이 참여하여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

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활용의 장이 마련되

어야 효과적인 정보 교류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플랫폼 구축의 핵심인 농업관련 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통계 실태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계청에 의해 승인통

계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도 있지만 다수의 정보들은 다수의 기관에서, 개

별적 필요에 의해 생산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정보들을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표준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정책 지원정보체계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주체가 명

확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통합하고, 표준화하

여 플랫폼에 담아 다수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정보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플랫폼 구축과 유지관리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

한 관련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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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농업정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자료: 저자 작성.

4. 농업 통계정보 활용 사례

4.1. 농업경영체 유형화 방안

4.1.1. 농가유형화 기준 및 분류

  농업통계 활용을 위하여 1차적으로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여 접근하였

다. 유형화의 기준은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된 농업경영체의 유형, 

정의를 비롯해 이에 따른 농정 방향에도 차이가 있다.47 유형화 기준이 갖

춰야 할 구체성, 객관성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과 통계

47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준에 대한 검토는 최양부 외(1983); 황의식 외(2003); 김정

호 외(2006); 김수석 외(2006); 김한호 외(2012); 김미복 외(2016); 우병준 외(2017b)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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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유형화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구

체적인 변수 선정에 앞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유형화 기준 및 

변수, 방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가 유형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또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를 활용하였다. 농정의 주요 관심중의 하나인 농가소득 수준

에 따른 농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선 해당 통계들이 조사하는 소득 통계자

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농가 유형화를 위한 기준 및 

농가 분류 유형의 경우 일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구마다 개

별적인 유형화 기준을 적용해 그에 따른 농가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농가 유형화를 위한 분석 방법은 의사결정나무-CART, 군집 분석과 같

이 농가 관련 변수를 활용해 특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나 농가 관련 변

수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에 해당되는 농가를 분류하여 해

당 농가의 특성을 살펴보는 방법 등이 있다.48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재분류하면 크게 농가 특성 변수와 결과 변

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가 특성 변수의 경우 영농(생산)활동의 주체인 

농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개별 특성에 해당되며, 결과 변수의 경우 

농가의 영농(생산)활동을 통해 결정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농가 유형 분류는 단일 변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여러 변수를 활용한 

복합적 기준을 적용해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변수를 고려해 농가를 

유형화할 때,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농가 특성 변수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결

과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48 농업법인의 경우 현재 통계조사주체 변경 이후(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 마이

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제공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최근 년도의 농업법인 유형화는 불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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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농가유형화 기준 및 분류 

자료: 저자 작성.

4.1.2. 농가유형 분류에 사용된 기준 검토

가. 일반  유형화

  농가 유형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일반적인 농가 경

제 변수의 활용, 표준영농규모의 활용, 영농형태에 따른 농가 유형의 구분을 

검토하였다. 농가유형화는 일반적으로 농가경제조사 또는 농업경영체 DB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연령, 경지규모, 전․겸업 여부, 소득(수입), 조수입(매출액)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이하에 해당되는 농가를 분류하

여 농가 구조를 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2016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체 DB 분석에 기초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정책 추진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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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부합성이 높은 유형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결과, 1차 분류(연령, 영농 경력, 후계농 여

부), 2차 분류(재배면적+농업조수입), 3차 분류(전․겸업 구분) 단계를 거치

는 종합적 접근을 한다<그림 5-10A>. 1차 분류 단계를 통해 취미농, 창업

농, 고령농을 구분하고 2차 분류에서 재배면적 및 농업조수입 규모에 따라 

전문농과 일반농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일반농 중에서 겸업 여부에 따라 

다시 6차농을 구분하였다.

나. 표 농규모를 활용한 농가유형화 사례

  먼저, 표준영농규모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표준영농규모와 연령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농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49(황의식 외 2003; 김미복 외 

2016; 우병준 외 2017a, 2017b). 표준영농규모와 연령을 활용해 농가를 유

형화할 경우 농가의 유형은 영농규모의 특성(소농/중농/대농 등)과 연령의 

특성(청장년/중장년/고령 등) 조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그림 5-10B>. 그

러나 영농규모 및 연령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

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농가 실태나 농가 구조의 변화 방향 자체가 바뀔 가

능성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의 경우 60세, 65세, 70세 등을 기준으로 하

였고 표준영농규모는 2ha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병준 외(2017a)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농가의 평균 연령(가중치 적용)은 약 68.3세

이며 표준영농규모는 약 1.9ha로 확인되었다. 

49 표준영농규모와 연령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농가의 농업 의존도까지 고려한 

농가 유형화가 가능함(황의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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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림축산식품부 유형화 사례 B. [표준영농규모+연령] 기준 유형화 사례

<그림 5-10> 농가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 및 기준 사례 

자료: A) 농림축산식품부(2016) 참고, B) 황의식 외(2003); 김미복 외(2016) 참고.

다. 농형태의 특성이 반 된 농가 유형화 사례

  영농형태 특성에 따라 농가 유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수석 외

(2006), 김한호 외(2012)의 연구가 있다. 김수석 외(2006)는 군집분석을 통

해 농가를 유형화하고 그룹별 농가의 특징 분석을 통해 농가 유형을 정의

하였다. 총수입 중 품목별 수입의 비중(쌀, 채소, 과수, 축산 등)과 농업소

득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쌀전업농(쌀수입 비중 73%), 원예중소농(채소수

입 비중 57%), 축산 중소농(축산수입 비중 82%), 고령 복합농(쌀수입 비중 

16%, 채소 및 과수수입 비중 각 34%)등으로 구분하였다.

  김한호 외(2012)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방법

을 활용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김수석 외(2006) 연구와 마찬가지로 농업

소득 중 품목별 비중이 차지하는 크기에 따라 농가 유형을 정의하는 방식

은 동일하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한호 외(2012)의 연구에서는 1차로 농업소득을 목표 변수로 설정한 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50를 파악하고, 2차로 품목별 소득 비중을 설명

변수로 활용해 영농형태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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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형은 경영규모와 품목기준(특정 품목 전문농/ 특정 품목 중심의 복합

농)조합으로 결정된다.51

라. 본 연구에서 용한 농업경 체 유형

  농가유형화의 기준과 범위는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다양하다. 본 연구에

서는 농업경영체의 유형화는 생산요소 측면과 영농성과 측면으로 구분하

여 접근하였다. 

  영농활동의 생산 요소 측면에서 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

로 유형 1을 설정하였다. 유형 1을 통해 생산요소 특성별 영농 성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영농 성과 측면에서는 농업총수입과 경영주 연령을 유형 2

로 설정하였다. 즉, 영농 성과 차이별로 농가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파악하

고자 하는 목적이다.

4.2. 농가경제 분석(부록 1-1 참조)

4.2.1. 농가의 유형화

  농가경제 분석을 위하여 농가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유형화 기준은 앞에

서 설명한 것처럼 유형 1(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과 유형 2(농업총수

입과 경영주 연령이다.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통해 유형 그룹별로 어떤 영

농성과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50 분석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영면적과 쌀소득 비중 변수로 확

인되었다(김한호 외 2012).
51 경영규모(대규모/ 중․대규모/ 소규모), 품목(쌀, 축산, 특약용작물, 채소, 과수, 

전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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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표준영농규모+연령) 유형 2(농업총수입+연령)

<그림 5-11> 농가 유형화에 사용된 변수 및 기준 사례 

자료: 유형 1) 황의식 외(2003); 김미복 외(2016) 참고, 유형 2) 저자 작성.

  농가 유형별 분석은 2008년과 2017년의 10년간 비교를 통해 영농형태, 

소득실태, 자산구조, 소비실태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자 한

다. 기본 지표로는 농가유형별로 연령구조, 영농형태, 경영규모, 소득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심층 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가 유형화에 따른 농가경제 구조 분석 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농가경제자료는 크게 소득구조, 소비실태, 자산구조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였다. 먼저, 농가소득구조에서

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등이 농가 유형 특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소비실태에서는 가계비 충당 능력,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지표의 농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산

구조에서는 유형별 농가부채 담당 능력, 자산 건전성 정도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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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농가경제 구조 분석 틀

자료: 저자 작성.

4.2.2. 농가 소득구조 분석

  농가 유형 1의 분석은 먼저 농가경제의 성과 지표인 농가 소득원별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등 소득구

성원별 실태를 분석하고, 농가 유형별로 지난 10년간 어떤 변화를 했는지 

분석하였다. 농업소득 의존도는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연령구조별로 농외

소득 의존도는 어떠한지,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지 등을 분석한다. 유형 2의 분석에서는 유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영성

과 지표인 농업총수입 규모 및 연령별로 농업 소득 구조를 분석하고 시사

점을 제시한다. 

4.2.3. 농가 소비실태 분석

  농가 유형 1과 유형 2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농가 특성별 소비실태를 분

석하였다. 여기서는 생애주기별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 주요 소비지표의 실

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형 특성별로 농가경제잉여, 가계비 부담 정도 등

의 지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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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농가 자산구조 분석

  농가 유형 1과 유형 2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농가 특성별 자산구조 분석

을 실시하였다. 최근에 농업부문 투자가 정체되면서 타인자본인 농업용 부

채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특성이 농가 유형별로는 어

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농가의 부채는 가계용과 농업용

으로 구분되는데 농가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아울러 농가 자산규모를 분석하고, 농가 자산으로 농가부채를 감당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부채 감당 능력 측면에서 위험 수준에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한다.

4.3. 지역농업구조 비교분석(부록 1-2 참조)

4.3.1. 지역농업구조 비교의 필요성

  시장개방 이후 국가단위 구조개선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농정이 추진되

어 왔다. 중앙집권적 농정이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농

업에 관한 정보는 주로 중앙정부가 집계된 정보를 원할 때 수집이 되었으

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가 구축된 것은 아니었

다. 하지만, 개별 시군의 농업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 정책 및 관련 정보는 효율적 재원배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농정은 큰 변화를 준비

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의 정책 담당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구상, 설계하고 집행 후 성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정책 프로세스를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지역통

계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군단위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지

역단위 농업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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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 후 환류단계에서 통

계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제까지 농업부문의 많은 정보는 시군단위에서 수집은 되지만, 표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표범위가 전국이거나 광역시도 단위인 경우가 많

아 시군 단위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시군 자

치단체들에게는 반드시 승인통계가 아니더라도 집적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다. 

  본 연구는 1년차 연구인만큼 구체적인 구축방안, 필요한 통계들을 세부

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주제 중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가 어떻

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지표의 제시 등을 활용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농업부문 통계 실태 분석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된 것은 지

역(시군) 농업 정보인 바, 현재 보유 중인 여러 지역통계를 활용하여 정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지역의 농업구조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지역농업 구조분석 단위는 농업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동질성

을 확보한 시군 범위가 사실 적정하다. 시군은 오랜 기간 일정한 영농생활

권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광역 도단위 구조보다 덜 이질적이다. 또한 시군

은 독자적인 농업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한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통계기

반 정책의 최소단위이기도 하다. 지역농업의 구조분석은 크게 생산구조, 

경영구조, 농산업구조, 지역농정구조로 구분하여 부문별 지표를 제시하였

다.52 또한 시군단위 환경농업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현재로서는 농업환경 관련 지표가 지역농업 단위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향후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 등의 측면에서 국가단위 농

업환경지표에서 더 나아가 지역단위 농업환경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

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시군단위에서 환경농업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그림 5-13>.

52 황영모·신동훈(2014)은 유통구조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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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지역농업구조의 통계 활용

자료: 저자 작성.

4.3.2. 지역농업 생산지표

  지역농업의 생산구조 지표로는 경지이용,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시군 

축산업 비중 지표 등을 제시하였다. 시군의 경지이용은 경지이용률, 휴경

면적과 같은 기본지표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추가 분석을 통해 도·농간 경

지이용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자료를 활용하여  

농림업 비중과 그 중 축산업 비중을 시군농업 생산구조 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다. 

4.3.3. 지역농업 경영지표

  지역농업 경영구조 지표로는 농가연령구조, 조직화 지표를 포함하였고, 

농가의 고령화지수, 청장년지수를 통해 시군의 농가인구구조를, 조직화 지

표를 통해 법인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주로 지역 농업경영체

의 경영자 및 경영형태에 초점을 두었다. 부채, 자산, 소득 등 농가경영 전

반에 관한 지표도 포함될 수 있지만, 신뢰성 있는 시군단위 농가경제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전국단위 자료는 유형 구분에 있어 ‘지역’이 아닌 

다른 기준을 통해 추가 분석(농가경제 구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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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지역 농산업 구조

  지역농업 농산업구조는 주로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활용하여 시군별 

사업자 및 종사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의 농산업 분류

체계에 따라 수집된 시군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류 기준에 따르면 1차 

산업인 농림산업과 농업관련산업으로 구분되며, 농업관련사업은 다시 농업

투입재산업, 가공 및 유통산업, 서비스 및 지식산업53으로 구분된다. 사업

체 분포는 경지이용과 관련이 있지만, 종사자 수의 분포는 대도시 인근 여

부와 같은 입지조건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4.3.5. 지역 농정 구조 

  지역농정구조를 파악하는 지표는 첫째, 조직과 인력, 둘째, 농업관련 재

정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은 시군 농정공무원수를, 예산은 지역의 농정예산

을 활용하였다. 인력은 지자체별로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고,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큰 지역일수록 인력 

비중이 높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강

화되고 통계기반 지방농정이 요구될 때 전문 인력이 존재하는 지는 세밀하

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정예산은 단순 비중으로 볼 때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시군, 즉 농촌지

역의 농정예산 비중이 높고, 도시지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비

교하기 위한 지표로 지방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와 같은 일반적인 지역 재

정 지표뿐 아니라, 농업재정의 투입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면적당 예산, 

농가당 예산, 생산비중 대비 예산비중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재정투입효과는 광역시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3 민간서비스산업은 축산분뇨, 수의, 운수 및 창고, 인력공급, 자연 및 체육공원

까지 포함되고, 공공서비스산업은 농림수산행정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은 농학연

구개발 산업을 말한다.



138  데이터기반 농정을 위한 정보 체계화 방향

4.3.6. 지역 환경농업 지표

  농업환경지표는 OECD에서 지표가 개발된 이래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우리 농업에서도 적용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표이다. 또한 OECD에 국가농

업환경지표로서 매년 보고되고 있는 자료이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별 농업

환경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한 지표로 일차

적으로 영농폐기물 관련 지표, 수질오염 관련 지표, 토양침식, 가축분뇨 처

리 실태 관련 지표를 제시하였다. 현재 농업환경 관련 지표와 자료는 모두 

개별 기관에서 제공하는 바, 핵심 농업환경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 련 통계 실태와 개선과제

  농업·농촌정책의 합리성 확보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지원체

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데이터기반 과학

적 정책 수립 필요성,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보지원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

여 분산되어 있고, 개별화 되어 있는 정보들을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정책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지원체계의 기본 요소인 농업부문 통계실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통계 지정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유

관기관, 지자체 등에서 다수의 미승인 통계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

업경영체등록제도, 농업재정 및 예산 관련 통계, 지자체 농정예산 등 자료 

성격의 정보도 다수 존재한다. 

  농업부문 통계 수요 관련 농정담당자 조사 결과, 통계의 중요성은 대다

수가 인식하며, 정보이용의 필요성에도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농업현

황을 파악에 활용하는 정보로는 시군 자체 내부자료 활용 비중이 높은 편

이었으며, 통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높았다. 특히 지자체 관련 정

보 부족 의견이 높고, 자료 확보의 어려움도 크다고 응답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통계정보 이용 및 분석 역량 측면에서는 대체로 통계정보를 이

용하지만, 데이터 분석역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고, 통계 관련 전담부서 

혹은 전담직원이 없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요약 및 결론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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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관련 통계 실태 분석 결과, 첫째, 다수의 승인 통계가 다수 기관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으며, 통합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 적시에 필요한 통계데이터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계정보가 충분하게 생산

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개별 지자체는 승인통계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

한 행정통계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

는 통계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 측면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통계정보

의 생산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농업부문 통계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 그 이유로는 현행 농정 체계상 정책의 기획 및 수행의 자율성이 낮고, 

정책 집행 기능이 커서 통계정보의 활용 유인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

후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보지원체계 마련 및 지자체의 역량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업부문 통계실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통계 기반 농정추진을 위한 개

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공표 통계의 신뢰도 제고가 필

요하다. 다수의 승인통계에서 시군 지자체는 수십 개 표본으로만 조사되므

로 오차가 커서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조사 시기도 농업총조사와 같이 5

년 단위여서 활용에 한계가 있다.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조정, 공표범위 확

대 등을 통해 시군 특성을 반영한 통계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 관련 승인통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인력 측면에서는 청

년농업인, 귀농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농업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농외소득 관련 활동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변화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신력을 갖는 승인통계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농업관련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분류방식의 재조정 방안도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농산물과 임산물 간 분류방식의 비효율적 측면

에 대한 개선,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작물생산조사 등 유사한 조사의 일원화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통계정보의 조사항목 보완, 조사시기 조절, 농업인·농

가 등 기본 개념의 명확화 등 농업 관련 통계정보의 표준화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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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고도화를 한 정보체계화 필요성과 방향

  농업정보지원체계의 필요성은 크게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 데이터기

반 과학적 정책수립의 필요성,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 기반 조성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정책결정의 합리성 확보 측면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은 정치·경제·사

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정책결

정은 실질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농업정책에

서도 예외일 수 없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등 정보지원체계를 통한 

합리성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 그리고 정책결정주체의 역량 제고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데이터기반 과학적 정책수립의 필요성 측면에서 정보지원체계

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과정은 이해관계자간 토론, 기존 정책에 대

한 평가, 정책 여건 변화 분석,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 등 다양하고, 

복합한 절차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원인 진단, 영향력 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 이행점검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단계별 점검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앙농정 중심의 농정체계에서 지방분권화의 방향으로 전환

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역량 제고 측면이다. 최근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지역 특성

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추진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

력을 얻고 있다. 지방농정 고도화는 지자체의 농정추진역량 강화가 핵심이

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업관련 정보지원체계는 이를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농업 부문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와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화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책은 기업경영

과 달리 계량적 효과 측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Plan)-정책 수행(Do)-정책 평가(See)의 관점에서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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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유기적 연계를 가진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주요 통계정보를 다

른 지역과 비교 분석 및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농업·농촌 관련 데이터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일반적인 모

델, 시뮬레이션 기능, 통계적 기법 및 분석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체계의 핵심인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 중 다수의 통계자료들은 개별 주체

들의 필요에 생산되고 있어서 개념 및 통계체계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정

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경우 활용하는 주체가 정책담당자는 물론이며, 

전문가 및 민간인까지 다양하므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확보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 결론  향후 추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농업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 생산 및 활용 실태

와 적용을 위한 정보체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업정책 의사결정지원시

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생산실태, 접

근성, 활용 관련 개선과제 등을 정리하고, 모델베이스와 관련하여서는 지

역농업 및 농가경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정책 개발을 위해 

적용 가능한 분석 지표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년차 연구로 농업관련 통계 실태와 개선과제 제시, 지방분권

화 대응 지자체 정책 기획 지원 필요성,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기획 및 

추진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화 방향 제

시, 활용사례 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연구 로드맵도 연구범위 및 대상에서 제시하였다. 정보체계화를 위한 연구

의 대상은 통계자료, 통계생산기관, 시스템 개발, 활용 주체, 시스템 구축 

주체 등 다양한 내용과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동시에 

담아내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로드맵은 향후 연차별로 연구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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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발전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연구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정보지원체계의 수요자는 지방 농정담당자가 우선 고려되

어야 하며, 일반인의 활용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시스템의 개발 주체는 관련 정보를 통합·분석·운영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춘 별도의 관리 주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실제 시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통계정보를 활용한 농정 수립 및 평가의 과정을 거

치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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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업 통계정보 활용 사례

1. 농가 유형별 농가경제 분석

1.1. 유형 1(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

1.1.1. 그룹별 농가 구성의 변화

  유형 1(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에 따른 그룹별 농가구성 변화를 살

펴보면, 고령·소농비중은 2008년 40%에서 2017년 54%로 14%p 늘었고,  

고령·중대농가는 같은 기간에 13%에서 15%로 2%p 늘어 전반적으로 고령

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장년·소농은 27%에서 21%로, 청장

년·중대농은 20%에서 10%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룹별 표준영농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소농 그룹은 전반적으로 영농규

모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대농은 연령에 관계없이 영농규모를 늘

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장년·중대농 

그룹의 영농규모 확대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농형태별 변화를 보면, 청장년·중대농과 고령·중대농 그룹은 2008년에 

비해 2017년으로 올수록 채소농가와 축산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논벼농

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의 전환 현상을 

보였다. 한편, 청장년·소농은 농업보다는 농외소득 창출을 위하여 2종겸업

으로 전환한 농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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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017년> 

<부도 1-1> 유형1의 그룹별 농가 구성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구분 2008년 2017년 증감률

청장년·소  농 1.02 0.90 -0.12

고  령·소  농 1.00 0.90 -0.10

청장년·중대농 4.40 5.25  0.85

고  령·중대농 3.70 3.91  0.21

<부표 1-1>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규모 변화
단위: ha,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2008년>                                   <2017년>

<부도 1-2>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영농형태
단위: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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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소득구조

  유형 1의 그룹별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청장년층은 고령층에 비해 적극

적으로 농외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장년·소농 농

가는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중대농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지만, 농외소득 의존도도 과거에 비해 높

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대농의 범위를 2ha 이상 5ha 미만으로 조정하

더라도 청장년층이 고령농층에 비해 높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4  

 <2008년>                                    <2017년> 

<부도 1-3> 표준영농규모와 연령별 소득구조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54 표준영농규모 2ha 이상 5ha 미만 청장년층의 농가소득은 57,821천 원이며, 이

중 농업소득은 24,037천 원, 농외소득은 22,415천 원이었다. 같은 규모의 고령

층의 농가소득은 34,699천 원이며, 이중 농업소득은 14,660천 원, 농외소득은 

7,285천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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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생산활동

  농가 생산활동의 핵심 지표인 농업경영비와 농업총수입 실태 분석 결과, 

2008~2017년의 10년 동안 농업총수입(명목)은 평균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청장년·중대농은 56%, 고령·중대농은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령·소농은 27% 증가에 그쳤다. 한편, 같은 

기간에 농업경영비는 평균 69% 상승하였다. 그룹별로는 고령·중대농이 

119%로 가장 높게 상승한 반면, 고령·소농은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논농업 중심으로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고용노동력 이용 

비중이 높아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농업총수입
(백만 원)

농업경영비
(백만 원)

농업경영비/농업총
수입(%)

표준영농규모
(ha)

2008년
(A)

2017년
(B)

증감률
(B/A-1)

2008년
(A)

2017년
(B)

증감률
(B/A-1)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청장년 소농 15 24 60.0 11 18 63.6 69 74 1.0 0.9

고령·소농 11 14 27.3 6 9 50.0 56 64 1.0 0.9

청장년·중대농 66 103 56.1 44 68 54.5 67 66 4.4 5.3

고령·중대농 31 52 67.7 16 35 118.8 53 67 3.7 3.9

<부표 1-2>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농업경영비, 농업총수입 비중 

단위: 백만 원, %, ha, 백만 원/ha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1.4. 재무구조

  농가 그룹별 자산 재무구조 분석결과, 모든 유형에서 2008년에 비해 

2017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증가하였다. 또한 고정자산보다는 유동자

산이 더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부문에 대한 적

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부채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평균적으로는 상환문제가 제기될 

만큼 높은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타인자본을 활용한 농업부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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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자산대비 농업소득률을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7년 청장년·소농, 고령·소농, 고령·중대농의 자산대비 농업소득률은 감

소하였지만, 청장년·중대농의 농업소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청장년·소농과 고령·소농은 표준영농규모가 2008년에서 2017년 

감소하였지만, 청장년·중대농과 고령·중대농의 표준영농규모는 증가한 것

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중대농그룹일수록 자산대

비 소득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8년>                                    <2017년>

<부도 1-4>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자산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2008년>                                    <2017년>

<부도 1-5>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부채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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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청장년·소농 고령·소농 청장년·중대농 고령·중대농

2008년 3.9 2.9 3.3 4.8 5.7

2017년 2.4 1.5 1.9 5.3 3.5

<부표 1-3>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자산대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자산)

단위: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1.5. 소비실태

  유형 1의 그룹별 농가소득대비 가계비 비중은 2008~2017년 기간 동안 

모든 유형에서 가계비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청장년·중

대농의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중은 2008년 84.4%에서 2017년 65.3%로 크

게 개선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청장년층의 농가소득 증가율이 가계

비 증가율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장년층은 가계비 증가율과 

농가경제잉여 증가율이 모두 높은 편이어서 농촌에서도 생애주기상 젊은 

층이 고령층에 비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룹별 소비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지출 비중은 2008~2017년 기간 

동안 평균 75.0%에서 80.7%로 5.7%p 증가하여 도시가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고령층이 83% 수준으로 청장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중대농의 소비지출 비중이 10.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고령·중대농의 경우 식료품비와 보건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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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017년>

<부도 1-6> 표준영농규모 유형별 농가소득과 가계지출 및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중(보조축) 

단위: 천 원,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구분

소비지출 식료품 교육 보건

2008년
(A)

2017년
(B)

B-A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청장년·소  농 76.4 78.3 1.9 17.9 13.0 3.5 3.0 4.8 5.2 

고  령·소  농 79.2 82.8 3.6 21.1 22.0 1.2 0.5 10.8 10.5 

청장년·중대농 70.5 78.4 7.9 15.9 15.2 3.1 2.7 4.5 4.3 

고  령·중대농 72.0 82.5 10.5 19.0 22.9 0.7 0.3 7.4 8.7 

평   균 75.0 80.7 5.7 18.4 18.4 2.4 1.6 6.8 7.7 

도시가구 - 80.0 - 10.5 - 5.9 - 5.2 

<부표 1-4> 그룹별 가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주: 도시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도시, 1인이상) 자료이다. 따라서 농가의 기

준인 2인가구 이상과 차이가 있다.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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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형 2(농업총수입과 경영주 연령)

1.2.1. 그룹별 농가 구성의 변화

  유형 2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장년 비중은 2008년 47%에서 2017년 31%

로 감소하여 고령화되었으며, 고성과 농가 비중은 24% 수준을 유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특성에서는 고령·저성과 농가 비중은 2008년 46%

에서 2017년 56%로 10%p 증가하였으며, 청장년·저성과 농가는 같은 기간

에 30%에서 20%로 10%p 감소하였다. 또한 청장년·고성과 농가는 17%에

서 11%로 6%p 감소한 반면, 고령·고성과 농가는 7%에서 13%로 증가하였

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청장년층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농가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2008년>                                  <2017년> 

<부도 1-7> 농업총수입을 이용한 농가 유형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그룹별 표준영농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0.26ha 감소하여 영농

규모를 줄였으며, 특히 청장년·저성과 농가의 규모 감소가 –0.43ha로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청장년·고성과 농가는 2008년 4.21ha에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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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ha로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청장년·고성과 그룹

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농업의존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분　
표준영농규모

증감률
2008년 2017년

청장년·저성과 1.54 1.11 -0.43

고  령·저성과 1.41 1.20 -0.21

청장년·고성과 4.21 4.42  0.21

고  령·고성과 3.32 3.16 -0.16

평   균 2.05 1.79 -0.26

<부표 1-5> 농업총수입 유형별 규모 변화

단위: ha,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청장년·저성과 그룹의 경우, 2종겸업 농가 비중은 2008년 66%에서 2017

년 80%로 14%p 상승하였다. 한편, 청장년·고성과 그룹의 논벼농가 비중은 

2008년 39%에서 2017년 19%로 감소한 반면, 축산농가 비중은 11%에서 

18%로 7%p 늘었다. 고령·고성과 유형에서도 논벼농가의 비중은 33%에서 

24%로 하락하였지만, 축산농가는 3%에서 14%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고성과 그룹에서 축산농가의 비중이 높아졌고, 논벼농가 비중은 줄어들었

다. 즉, 고성과 그룹에서는 축산농가 비중이 높아졌고, 청장년·저성과 그룹

에서는 2종겸업농가 비중이 높아져 농업보다는 농외소득 창출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젊지만 영농

규모가 작은 그룹들에게는 활발한 농외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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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017년> 

<부도 1-8> 농업총수입 유형별 영농형태

단위: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2.2. 소득구조

  유형 2의 그룹별 소득구조 분석 결과, 청장년·고성과 유형과 청장년·저

성과 그룹은 2008~2017년 기간 동안 농가소득은 각각 연평균 5.1%와 

4.1%씩 증가하였고, 고령·저성과 유형과 고령·고성과 유형이 각각 2.0%와 

1.9%씩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업소득의 경우 청장년·저성과 그

룹은 소득규모가 작고, 변동성도 높으며, 농업소득 의존도도 낮은 것으로 

타나났다. 반면, 청장년·저성과 그룹은 농외소득이 같은 기간에 연평균 

6.7%씩 성장하여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았다. 고령·저성과그룹의 농업소득

의존도는 2017년에 10%이고, 농외소득은 41%, 이전소득은 37%, 비경상소

득은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규모를 갖고 있는 농가가 고령화

될수록 농업소득보다는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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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017년> 

<부도 1-9> 농업총수입 유형별 소득구조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2.3. 생산활동

  유형 2의 청장년·저성과 그룹과 고령·저성과 그룹의 표준영농규모는 

2008년에 비해 2017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농업총수입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저성과그룹과 고령·저성과그룹 모두 2008년에 비해 2017년

에 농업총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장년과 고령의 고성과 

그룹에서는 각각 44.7%와 57.1%의 높은 농업총수입 증가를 보였다. 

  한편, 농업경영비를 살펴보면, 저성과그룹에 비해 고성과그룹의 농업경

영비 증가 폭이 더 커서 수입도 늘었지만, 그와 버금가게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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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업총수입
(백만 원)

농업경영비
(백만 원)

농업경영비/농업
총수입(%)

표준영농규모
(ha)

농업총수입/
표준영농규모
(백만 원/ha)

농업경영비/
표준영농규모
(백만 원/ha)

2008년
(A)

2017년
(B)

B/A-1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청장년·

저성과
11 8 -27.1  8  8 71 100 1.54 1.11  7 7  5  7

고령

저성과
11 10 -9.1  6  7 54  72 1.41 1.20  8 8  4  6

청장년·

고성과
85 123 44.7 56 80 66  65 4.21 4.42 20 28 13 18

고령

고성과
49 77 57.1 25 47 51  62 3.32 3.16 15 24  8 15

<부표 1-6> 농업총수입 유형별 농업경영비, 농업총수입 비중 

    단위: 천 원, %, ha, 백만 원/ha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2.4. 재무구조

  유형 2의 그룹별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2008~2017년 동안 모든 유형에

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고

령·저성과 그룹의 자산성장률은 이 기간 동안 6.2%로 가장 높았고, 청장

년·저성과그룹이 4.6%, 고령·고성과그룹이 4.1%, 청장년·고성과그룹이 3.2%

였다. 한편, 표준영농규모는 청장년·고성과그룹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그룹에서는 표준영농규모가 감소하였다. 

  자산 성격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고정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유동자산 비

중은 증가하였다. 부채 또한 증가하였지만 유동부채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금융자산의 양과 비중이 증가하여 현금흐름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총수입 유형별 자산대비 농업소득률은 2008~2017년 동안 모든 그

룹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청장년·저성과 그룹

은 자산대비 농업소득률이 2008년 2.2%에서 2017년 0.2%로 크게 감소하

였고, 고령·저성과그룹도 3.1%에서 1.3%로 감소하였다. 반면 청장년·고성

과그룹은 7.6%에서 7.3%로 소폭 감소하였고, 고령·고성과그룹은 7.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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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장년·저성과 유형과 고령·저성과 

유형의 경우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아 농업총수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업

소득률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2017년>  

<부도 1-10> 유형 2의 그룹별 자산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2008년>                                  <2017년>  

<부도 1-11> 유형2의 그룹별 부채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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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청장년·저성과 고령·저성과 청장년·고성과 고령·고성과

2008 3.9 2.2 3.1 7.6 7.7

2017 2.4 0.2 1.3 7.3 6.2

<부표 1-7> 유형2의 그룹별 자산대비 농업소득률(농업소득/자산)

단위: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1.2.5. 소비실태

  유형2의 그룹별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 비중을 살펴보면, 2008~2017년 

기간 동안 모든 그룹에서 가계비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특성을 살펴보면, 청장년·저성과그룹과 고령·저성과그룹의 농가소득 대비 

가계비 비중은 각각 99%, 92%에서 88%, 88%로 개선되었다. 상대적으로 

청장년·저성과 그룹의 개선 폭이 컸고, 고령·저성과 그룹은 작게 나타났다. 

  농업총수입 유형별 가계비 지출 비중은 모든 그룹에서 2008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다. 청장년층은 식료품비 비중과 보건비 비중이 고령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2017년>   

<부도 1-12> 농가소득과 가계지출 및 소득대비 가계지출 비중(보조축) 

단위: 천 원, %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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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비지출 식료품 교육 보건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2008년 2017년

청장년·소농 72.0 78.7 17.0 12.9 3.1 3.0 4.3 5.1 

고령·소농 79.0 82.9 21.2 22.3 1.2 0.5 10.7 10.6 

청장년·중대농 76.0 77.6 16.9 15.1 3.7 2.8 5.3 4.5 

고령·중대농 69.0 82.1 17.3 22.1 0.4 0.4 6.3 8.3 

평균 75.0 80.7 18.4 18.4 2.4 1.6 6.8 7.7 

도시가구 - 80.0 - 10.5 - 5.9 - 5.2 

<부표 1-8> 유형 2의 그룹별 가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주: 도시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도시, 1인이상) 자료이다. 따라서 농가의 기

준인 2인가구 이상과 차이가 있다.

자료: 통계청 MDIS.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2. 지역농업 구조분석

2.1. 지역농업 생산지표

2.1.1. 경지이용

  2017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다. 전국 논의 경지이용률은 

102.2%이고, 밭의 경지이용률은 105.9%이다. 광역시도단위는 편차가 있는

데, 지역별로 논의 경지이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경남, 전라남도이고, 

강원도, 서울, 제주도가 가장 낮다. 지역별로 밭의 경지이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전라남도, 충청지역이고 인천이 낮은 편이다. 

  시군단위 정보를 활용하면, 지역별로 경지이용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45%의 경지가 논벼로 활용되고 있고, 약 10%는 논벼 이외 식

량작물, 노지채소는 14%, 시설은 3%, 과수가 10% 정도 차지하지만, 도시

지역은 논벼 면적 비중이 증가하면 할수록 채소(시설, 노지) 면적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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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경지이용 관계가 보다 뚜렷한데, 논벼 면

적 비중이 증가할수록 밭작물, 채소, 과수 면적이 감소한다. 시설과 밭작물, 

시설과 과수를 제외하면 모두 부의 상관관계이다. 도시, 농촌 지역 모두 밭

작물과 시설면적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휴경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휴경면적은 사이클이 있

지만, 밭 휴경면적의 증가 추이가 뚜렷하고, 논의 경우 경기도의 최근 증가 

추세가 있다. 논의 경우 2010년 대 초반 자연재해로 인한 휴경이 있었다.

<부도 2-1> 광역시도별 논·밭 경지이용률(2017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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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2> 시군별 경지이용(2015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구 분 논벼 밭작물 노지채소 시설 과수

논벼 1

밭작물 0.495 1

노지채소 -0.042 0.419 1

시설 -0.076 -0.076 0.215 1

과수 0.461 0.695 0.217 0.185 1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부표 2-1> 도시지역 경지이용 관계 

구 분 논벼 밭작물 노지채소 시설 과수

논벼 1

밭작물 -0.195 1

노지채소 -0.341 0.591 1

시설 -0.048 -0.11 -0.148 1

과수 -0.307 -0.271 -0.181 0.032 1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부표 2-2> 농촌지역 경지이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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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3> 지역별 논·밭 휴경 면적 추이

단위: ha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2.1.2.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이 연구에서는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정보를 활용하였다. 원칙적으로

는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합은 우리 농업의 GDP여야 하지만, 시군단위 지

역내총생산 자료 수집에 있어 어떤 기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한국은행 계정 기준 농업GDP와 그 비중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당해가격기준)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비중

은 전국 기준 2.09%이고, 전북·전남이 7%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지역 시

군의 농림어업 비중은 같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의 농업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도농복합시 포함 농촌지

역의 경우 30%는 도시지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5% 이하 생산비중이지

만, 40% 이상의 시군은 지역내 총생산의 10% 이상이 농림어업 부문이다. 

농림어업 생산비중이 30% 초과인 지역은 순창, 고창, 진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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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이하 5~10% 10~20% 20~30% 30%초과

농촌지역
39

(30.0)

28

(21.5)

38

(29.2)

22

(16.9)

3

(2.3)

도시지역 23 1 0 0 0

합계 62 29 38 22 3

자료: 각 광역시도 통계연보.

<부표 2-3>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농림어업 총생산 비중 분포

단위: 개, %

지역명 GRDP AgGRDP 농업비중

전국 1,565,248 32,668 2.09

서울 344,426 394 0.11

부산 78,238 522 0.67

대구 48,869 139 0.28

인천 75,675 251 0.33

광주 32,516 151 0.46

대전 34,062 36 0.11

울산 69,674 163 0.23

세종 60,144 182 0.30

경기 352,857 3,705 1.05

강원 39,566 1,996 5.05

충북 52,656 1,984 3.77

충남 103,724 4,472 4.31

전북 45,641 3,593 7.87

전남 65,454 4,706 7.19

경북 94,988 5,255 5.53

경남 103,995 3,487 3.35

제주 15,366 1,634 10.63

주1) GRDP는 지역총생산, agGRDP는 농림어업 총생산(경제활동별 구분)을 의미한다.

 2) 추계 기초자료 및 자료이용 방법 상의 다소 차이로 시군 지역내총생산의 합계와 통계청의 충남 지역내

총생산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통계청 시도단위 GRDP는 세종시 제외한 16개 시도로 공표하므로 충청남도 GRDP에 (구)연기군이 

포함되어 있어 15개 시군 소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료: 2015년 각 광역시도 통계연보(당해년가격).

<부표 2-4>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단위: 십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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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시군 축산업 현황

  농촌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물도 다양하지만, 크게 경종과 축산으로 

나눠볼 때 축산의 비중을 지표로 만들고 추적하는 것이 현대 농정에서 의

미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축산 부문은 축산업 내에서 축종별로 차이가 크

고,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축종별 지표가 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생산의 비중은 알 수 있지만, 시군별

로 축산생산 비중은 지표화 되어 있지 않다. 시군별로 제공되는 자료는 사

육현황 자료인데, 지역별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한·육우는 충남, 전북, 전

남, 경북, 경남지역에서 70%이상 사육되고 있고, 돼지는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닭은 경기, 충남, 경남, 경북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다.

지역명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전국 2,396.6 7,368.2 98,830.2 48,520.4

서울 2.1 22.3 20.9 739.9

부산 1.7 7.3 15.0 433.0

대구 20.7 62.7 97.6 604.5

인천 19.1 45.7 512.7 448.2

광주 8.6 9.0 364.9 73.7

대전 5.0 17.0 186.7 1002.5

울산 25.0 56.2 7.8 342.8

세종 22.3 66.2 731.1 990.9

경기
230.6 1,218.5 13,661.4 10,753.4

9.6% 16.5% 13.8% 22.2%

강원
177.2 339.1 4,457.8 2,027.7

7.4% 4.6% 4.5% 4.2%

충북
173.8 399.9 6,289.5 2,005.1

7.3% 5.4% 6.4% 4.1%

충남
293.5 1,442.9 21,546.4 5,960.9

12.2% 19.6% 21.8% 12.3%

전북
275.5 954.6 19,512.2 4,403.2

11.5% 13.0% 19.7% 9.1%

<부표 2-5> 지역별 축종별 마릿수 현황

단위: 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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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명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전남
353.1 679.7 13,351.4 2,932.0

14.7% 9.2% 13.5% 6.0%

경북
518.6 923.7 11,525.4 9,673.9

21.6% 12.5% 11.7% 19.9%

경남
246.0 786.2 4,858.5 5,712.2

10.3% 10.7% 4.9% 11.8%

제주
23.8 337.3 1,690.9 416.6

1.0% 4.6% 1.7% 0.9%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URL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 

1AG15501&com-path=I3: 2018. 10. 10.).

  축종별로 단위당 가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축산 생산에 대한 지역비교

를 위해서는 지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지표가 있지

만, 이는 분뇨발생량 비교를 통해 계량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축종별로 동일계량 할 수 있는 것은 축종 별 가격을 적용해 생산액을 계산

하였다.55,56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농림어업 산출액 대비 축산업 생산액 비중을 보

면, 농촌지역보다 오히려 도시지역의 평균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 내 축산업 비중이 전국 비중과 

비슷하거나 낮은 데 반해 도시지역의 경우 농림업 산출액은 작음에도 불구

하고 그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

육하고 있는 장소와 농림업 생산으로 계상되는 장소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시군별 농림어업 산출액을 제공하고 있는 충청 남·북도 자료를 활용한 

현황은 <부도 2-4>과 같다.

55 환산표

  

구 분　 단위 가격

육  계 마리(1kg) 원 1,239.0
계  란 10개(특) 원 1,465.0
돼지고기 마리(110kg) 천 원   411.4
소고기 마리(600kg) 천 원 5,850.0

56 2015년 기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축산업(가축+계란) 생산액이 16조 2,630

억 원임을 감안하면 다소 과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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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이하 10~20% 20~30% 30~50% 50~85% 85%초과

농촌지역
24

(18.5)
50

(38.5)
35

(26.9)
18

(13.8)
2

(1.5)
1

(0.8)

도시지역
6

(25.0)
3

(12.5)
3

(12.5)
2

(8.3)
3

(12.5)
7

(29.2)

합계 30 53 38 20 5 8

자료: 저자 계산.

<부표 2-6>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축산업 비중 분포

단위: 개, %

 

<부도 2-4> 충청 남·북도 축산업 생산 비중 

자료: 저자 계산.

2.2. 지역농업 경영지표

2.2.1. 농가연령구조

  전국 총 농가는 2015년 총조사 기준 1,088천 농가인데, 이 중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고령농가 비중은 53.5%로 매우 높은 편이다. 75세 이상 총고

령농가 비중 역시 37.7%로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감안하

더라도 매우 높은 편이다.57 특히 경영주가 75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농

57 현재 인구총조사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이고, 그 중 75세 이상은 절

반 가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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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1/3은 실질적 생산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농업 전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다.

  농가연령구조와 관련한 지표로 고령화지수와 청장년지수를 구하였다.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고령농가 비중은 농촌지역 평균은 0.54, 도시지역의 

고령농가 비중 평균은 0.46이다. 초고령농가 비중은 농촌지역은 평균 40%

에 육박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평균 30%에 이른다. 초고령농가 비중이 가

장 높은 시군은 완도, 고흥, 남해, 곡성, 화순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주가 25세 이상 55세 이하, 청장년 농가의 비중은 도시지역 농가 평

균은 0.20인데 비해 농촌지역 평균은 0.17이다. 특히 경기, 강원권의 도시

지역 농가의 경우 청장년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높았다. 농촌지역 중에서

는 제주도, 오산시, 철원군, 태백시, 양구군이 높은 편이다.

<부도 2-5> 시군별 고령농가 비중 분포: 농촌지역(좌)과 도시지역(우)

자료: 저자 작성.

초고령농가비중 고령농가비중 고령인구

완도군 52.6 69.7 30

고흥군 51.6 67.7 38

남해군 49.9 67.7 34

곡성군 49.8 65.2 33

화순군 49.6 63.5 24

<부표 2-7> 초고령 시군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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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6> 시군별 청장년농가 비중 분포: 농촌지역(좌)과 도시지역(우)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연령 및 성별농가인구/성비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2.2.2.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전체 농가에서 작목반, 법인, 협회 등 어떠한 형태로라도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과수 작목반 비중이 높은 

충북·경북 지역의 조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을 포함하

지 않은 광역시의 경우(서울, 대전, 울산)은 작목반보다 법인 비중이 높아 

대도시에서 주로 법인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인천, 광주, 제

주의 경우에는 작목반과 법인 간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 지역이 많

이 포함된 도에서는 법인보다 작목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품목별로 축산

은 전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과수는 경북, 충북, 경남에 집

중적으로 몰려 있다. 채소는 강원도에서, 논벼는 강원, 제주를 제외한 지역

에서 약 5~7천 개의 작목반에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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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생산자조직참여 작목반 법인 기타

농가 수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농가 수 비중

전국 1,088,518 251,444 23.1 189,567 75.4 79,061 31.4 11,893 4.7

서울 3,911 939 24.0 320 34.1 542 57.7 157 16.7

부산 8,068 1,805 22.4 1,407 78.0 486 26.9 90 5.0

대구 16,571 3,277 19.8 2,250 68.7 1,129 34.5 203 6.2

인천 13,081 2,768 21.2 1,524 55.1 1,379 49.8 133 4.8

광주 12,036 2,824 23.5 1,878 66.5 1,189 42.1 118 4.2

대전 9,428 1,777 18.8 754 42.4 1,014 57.1 105 5.9

울산 12,385 2,170 17.5 1,056 48.7 1,282 59.1 116 5.3

세종 6,571 1,641 25.0 1,545 94.1 225 13.7 76 4.6

경기 126,679 27,448 21.7 18,533 67.5 9,776 35.6 1,657 6.0

강원 73,082 16,419 22.5 11,217 68.3 5,990 36.5 1,137 6.9

충북 74,611 21,650 29.0 18,542 85.6 4,825 22.3 789 3.6

충남 132,008 27,313 20.7 20,988 76.8 8,154 29.9 1,309 4.8

전북 100,362 22,773 22.7 17,435 76.6 7,782 34.2 874 3.8

전남 150,141 29,295 19.5 19,175 65.5 12,713 43.4 1,485 5.1

경북 184,642 49,930 27.0 43,997 88.1 9,898 19.8 1,938 3.9

경남 131,455 32,109 24.4 24,683 76.9 9,599 29.9 1,244 3.9

제주 33,487 7,306 21.8 4,263 58.3 3,078 42.1 462 6.3

주: 작목반, 법인, 기타 등 세부 참여 농가 비중은 생산자 참여 농가 중 비중을 의미함. 농림어업총조사 조직

참여 여부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2-8> 광역시도 생산자 조직 참여 비중

단위: 개, %

2.3. 지역농산업 지표

  전국사업체조사 산업 분류 상 농식품 관련 산업은 농림식품가공유통, 농

업투입재, 농림산업, 농림관련서비스지식 네 가지로 구분된다. 농림식품가

공유통, 농림관련 서비스지식 산업의 경우 도시지역에 있는 사업체 수가 

많고, 평균 종사자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투입재, 농림산업 등 

생산과 직접 연계된 산업의 경우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인 농촌지역에서 사

업체가 더 많고, 평균 종사자 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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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가공유통 농업투입재 지역농림산업 농림관련서비스지식

사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사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사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사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도시지역 516,303 14,170 3,691 203 209 29 14,609 4,079

농촌지역 326,051 6,211 10,978 466 1,578 103 8,999 88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2-9> 농촌지역 산업 분포

  특히, 농림산업과 투입재를 비교해 볼 때 사업체 수는 7배 정도 차이가 

있고, 평균 종사자 수는 4.5배 차이가 있어 전후방 산업의 지역산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지역별로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작

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분포는 다양한데,

사업체 분포는 경지이용에 관련이 있지만, 종사자 수의 분포는 광역시 인

근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2-7> 전라남도 지역별 농림산업 사업체 수(좌) 및 종사자 수(우)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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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역농정 지표

2.4.1. 조직 및 인력

  도청 공무원 현황을 통해 도단위 농정 인력 분포를 살펴보면, 전북·전남

이 가장 높고, 경기·강원이 낮은 편이다. 인력의 수는 도별로 농업 비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획 부서에서 필수적인 직군, 예를 들면 통계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총원에 따라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지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청에서 전라북도 본청의 농정관련 조직은 농축수산식

품국으로 2016년 기준 144명으로 전체 1,238명 중 11.6%를 차지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라북도를 조사하였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경우 군

청 농업농촌식품과와 산림축산과에서 농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 

36(26+10)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총 인원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58까

지 포함한 총 공무원 수 574명 대비 6%정도이다. 

　

전체 　농정

부서명
합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소방직)

고위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비중

경기 2,903 1 16 425 3 2,458 119 4.1% 농정해양국

강원 1,332 1 7 2 182 1,140 75 5.6% 농정국

충북 1,066 1 10 88 2 965 97 9.1% 농정국

충남 1,288 1 6 145 2 1,134 93 7.2% 농정국

전북 1,238 1 6 104 2 1,125 144 11.6% 농림수산식품국

전남 1,202 1 12 121 2 1,064 120 10.0% 농림축산식품국

경북 1,400 1 6 173 2 1,218 96 6.9% 농축산유통국

경남 1,370 1 13 143 - 1,213 90 6.6% 농정국

제주 1,045 1 11 59 - 970 63 6.0% 농축산식품국

자료: 각 도청 통계연보.

<부표 2-10> 도단위 농정 공무원 비중 현황 

단위: 명, %

58 완주군의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는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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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공무원 수

(명)

농정 공무원 수　

농정비중
명(합계)

5급 6급 7급 기타

명 명 명 명

시군합계 9,907 1,344 55 293 939 57 13.6%

　

전주시 1,419 38 2 10 26 - 2.7%

군산시 1,080 89 4 20 65 - 8.2%

익산시 1,096 122 6 26 76 14 11.1%

정읍시 819 135 5 28 102 - 16.5%

남원시 802 132 5 27 100 - 16.5%

김제시 723 118 5 28 62 23 16.3%

완주군 599 102 4 22 76 - 17.0%

진안군 427 76 2 16 57 1 17.8%

무주군 411 68 3 18 47 - 16.5%

장수군 401 91 3 17 52 19 22.7%

임실군 461 91 3 19 69 - 19.7%

순창군 528 94 4 22 68 - 17.8%

고창군 561 104 5 23 76 - 18.5%

부안군 580 84 4 17 63 - 14.5%

시군평균 708 96 4 21 67 4 15.4%

<부표 2-11> 전라북도 시군 농정 공무원 수 및 비중(2014년 기준)

자료: 황영모·신동훈(2014: 17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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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농업예산

  지방농정지표는 인력과 예산이다. 농림업 부문(농업농촌, 임업산촌)이 지

역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기준 7%이다59. 광역시 예산에서 농림

수산식품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미미하여 대부분 1~2% 정도이다. 전라북

도가 가장 높아 16.3%이고, 경기도가 가장 낮아 3.6%이다. 이는 일반회계

만을 기준으로 추출한 수치이고, 일반회계 이외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면 비중은 더욱 낮아진다. 전국 8개도 및 시군구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정예산 비중은 다양한데, 5% 이하가 30%로 가장 많다. 

행정구역별 예산합계 농정예산 농정예산비중

서울특별시     22,617          25 0.11%

부산광역시       9,127          93 1.02%

대구광역시       6,179          79 1.28%

인천광역시       7,803         173 2.22%

광주광역시       3,873          45 1.16%

대전광역시       3,726          48 1.28%

울산광역시       3,501         138 3.93%

세종특별자치시       1,053          78 7.39%

경기도     32,184       1,154 3.58%

강원도       8,662         862 9.95%

충청북도       6,749         811 12.01%

충청남도       9,521       1,243 13.06%

전라북도       9,438       1,541 16.33%

전라남도     11,430       1,695 14.83%

경상북도     13,892       1,909 13.74%

경상남도     12,806       1,340 10.46%

제주특별자치도       3,941         384 9.73%

자료: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2018. 9. 15.).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 

<부표 2-12> 시도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단위: 십억 원

59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당초) 순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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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 이하 6~10% 11~15% 16~20% 20% 이상

도청/시군 50 43 46 19 12

비중 29.4% 25.3% 27.1% 11.2% 7.1%

자료: 저자 계산.

<부표 2-13> 농림업분야 예산 비중 분포 

단위: 개, %

  시군 기초단체 중 농림업 예산 비중이 높은 시군 5개는 전남지역에 있는 

함평, 장수, 보성, 강진, 진안군으로 27~33% 사이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

역에 비해 지자체 예산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도시지역 

평균이 4.5%인데 비해 농촌지역 평균은 15.5%이다.

<부도 2-8> 시군단위 농촌지역 농업 예산 비중(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단위: %

자료: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2018. 9. 30.).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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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재정자립도  자주도

  농정예산은 단순히 예산 비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심층지표로 몇 가지

를 선정하여 자세히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60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

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

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일반회계의 조정되지 않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총계 기준, 그 외는 순계 

기준이다. 전국평균은 53.4%이다. 한편, 재정자주도61란 전체 세입에서 자

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자립도에 

자주재원 개념이 포함되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평균은 75.3%이다. 이 값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는 총계기준이고 

그 외는 순계 기준이다.

  시군 재정자립도는 총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광역시도 본청 재정을 제

외하고 도농복합시·군지역인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재정

자립도 차이는 약 12%p62이다.

60 산정공식: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자치단체 예산규모: 자체수입(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

채 및 예치금회수(세입기준)

 * 자체수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61 산정공식: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2 산술평균값으로 가중평균했을 때 수치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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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9> 광역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2018년)

단위: %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방재정365(http://index.go.kr: 2018. 9. 30.).

<부도 2-10>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주: 군, 자치구는 총계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방재정365(http://www.index.go.kr: 201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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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투입효과 지표

  지역별로 지역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따라 농업예산 비중은 다

양하다. 기본 지표인 예산 비중 이외에 심층지표로 실질적 재정투입은 어

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지면적당 재

정지출, 농가당 재정지출을 지표로 제시한다.

  면적당예산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지면적이 작은 광역시이고, 도 

지역에서는 경남, 경북, 세종이다. 농가당 예산이 높은 지역은 오히려 도 

지역인데, 특히 강원, 전북이 높았다.

구분 농림업예산 농림업비중 면적당예산 농가당예산

전국 11,615,528 6.98 7.17 10.67

서울 25,420 0.11 63.23 6.50

부산 93,071 1.02 16.21 11.54

대구 78,828 1.28 9.78 4.76

인천 172,920 2.22 9.10 13.22

광주 44,789 1.16 4.74 3.72

대전 47,721 1.28 12.27 5.06

울산 137,505 3.93 13.05 11.10

세종 77,792 7.39 9.78 11.84

경기 1,153,769 3.58 6.96 9.11

강원 861,950 9.95 8.36 11.79

충북 810,746 12.01 7.57 10.87

충남 1,243,200 13.06 5.83 9.42

전북 1,540,960 16.33 7.74 15.35

전남 1,694,562 14.83 5.77 11.29

경북 1,908,783 13.74 7.18 10.34

경남 1,339,944 10.46 9.13 10.19

제주 383,566 9.73 6.28 11.45

자료: 지방재정365. 2018 통합재정개요(예산, 시군순계).

<부표 2-14> 지역별 재정투입 현황지표

단위: %, 백만 원 



178  부록

  농촌지역에서 ha당 예산이 많은 시군은 계룡, 양산, 삼척, 진안, 광양으

로 지역 혹은 품목이 ha당 예산의 결정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룡시는 면적이 1,000ha도 안 되는 농경지가 작은 농촌지역이다. 양산, 삼

척, 진안, 광양은 절대적으로 작은 면적은 아니지만, 해당 도의 타 시군에 

비해 농경지 면적이 작은 지역이다. 도시지역의 평균 면적당 예산은 많고 

도시지역의 농림업 예산은 적지만, 그 면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집약적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평균 예산비중 평균 면적당 예산

농촌지역 15.53  7.28

도시지역  4.42 16.70

전국  6.90  7.16

자료: 저자 계산.

<부표 2-15> 농촌지역 면적당 예산 비교

단위: %, 백만 원

  농촌지역에서 농가당 예산이 많은 시군은 진안, 화천, 장수, 강진, 무주 

지역으로 이들은 농림업 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농가 당 예산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아 전업농이 많은 농촌지역에 주로 농업예산이 투

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평균과 비교해 볼 때, 지역별로 농가 당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농림업 예산 농림업 예산비중 농가당 예산 논벼비중

진안군 10,631 33.25 26.36 26.9

화천군 41,619 16.23 18.92 21.8

장수군 76,332 28.36 18.18 33.2

강진군 97,697 29.60 18.07 66.8

무주군 70,551 25.18 18.03 17.7

자료: 저자 계산.

<부표 2-16> 농가당 예산이 높은 시군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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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예산비중 평균 면적당 예산

농촌지역 15.53 10.72

도시지역  4.42  8.90

전국  6.90 10.67

자료: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2018. 9. 30.). 기능별 회계별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부표 2-17> 농촌지역 면적당 예산 비교

단위: %, 백만 원 

  농업분야의 지출 대비 생산 효과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각 시도의 

농업GRDP을 예산액으로 나누어 지표를 제시하였다. 단순한 기본 지표지

만, 생산과 재정투입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이고, 도 지역 중에서는 충남, 제주가 높은 편이다. 농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목포, 포천, 양주, 성주, 통영으로 대도시 주변

의 시군지역이 높은 농림업 GRDP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분야의 지출 대비 생산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비중 대비 비

중 즉, 생산비중 대비 예산비중을 사용하기도 한다(서세욱 외 2012; 김미

복 외 2013). 이 지표는 지역별 농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재정투입의 적정

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되는 지표로 지역별 재정투입 정

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용하다. 수도권 이외 광역시가 전체 산업에서 차

지하는 농업 부분 비중에 비해 예산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원, 

호남, 제주 지역은 비중에 비해 예산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평균 지수는 2.6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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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시도) AG_GRDP(A) 농림업예산(B)
예산대비생산액

(A/B)
생산비중 대비 

예산비중

전국 32,668,196 11,615,528 2.81 3.34

서울특별시 393,664 25,420 15.49 0.98

부산광역시 522,013 93,071 5.61 1.53

대구광역시 138,923 78,828 1.76 4.49

인천광역시 250,940 172,920 1.45 6.68

광주광역시 150,707 44,789 3.36 2.49

대전광역시 36,244 47,721 0.76 12.04

울산광역시 162,938 137,505 1.18 16.79

세  종 181,604 77,792 2.33 24.47

경기도 3,704,667 1,153,769 3.21 3.41

강원도 1,996,290 861,950 2.32 1.97

충청북도 1,984,197 810,746 2.45 3.19

충청남도 4,471,753 1,243,200 4.92 3.03

전라북도 3,592,678 1,540,960 2.33 2.07

전라남도 4,705,830 1,694,562 2.78 2.06

경상북도 5,255,301 1,908,783 2.75 2.48

경상남도 3,486,694 1,339,944 2.60 3.12

제주특별자치도 1,633,752 383,566 4.26 0.92

자료: 저자 계산.

<부표 2-18> 농림업 예산 대비 농업 GRDP

단위: 백 만원, %

2.5. 환경농업 지표

  농업환경지표(AEIs)는 순수한 환경 문제와 더불어 농업 부문에 특화한 

환경지표의 사례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산정된 대표적인 값을 말한다(임송수 외 2000; 김창길 외 2006). 

OECD에서 지표가 개발된 이래 논의가 계속되었고, 개발된 농업환경지표

를 이용하여 OECD 회원국간의 농업환경실태 비교해왔다(김창길 외 2006). 

선행 연구에서 주로 검토대상이 된 지표는 농업정황지표, 양분수지지표, 

농약사용 및 위해성 지표, 에너지지표, 토양지표, 물이용지표, 수질지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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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기후변화지표, 생물다양성지표 등 8개의 핵심지표이다.

  현재 OECD가 관리하는 AEIs는 Agriculture land area, Ammonia, NOx 

and SOx emissions, Energy use and biofuel production, Farm bird index, 

Greenhouse gas emissions, Pesticides sales, Soil erosion, Water quality, 

Water resource이다63. 한편,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경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 축산,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세부사업을 고려해볼 때, 가능한 환경지표는 유기물함량, 밭토양

산도, 규산함량 등 토양에 관련한 지표, 가축분뇨자원화율, 조사료자급률 

같은 세부사업의 산출·결과 지표 등이 가능하다. 대체에너지 관련한 사업

은 온실가스감축량, 연간에너지절감량 같은 영향지표가 가능하지만, 국가 

단위 자료만 구축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OECD 지표와 우리 농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고

려하고, 시군단위 자료가 제공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지표, 수질오염에 

관한 지표, 토양침식, 가축분뇨 처리 실태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분 천연자원 및 투입재 환경영향의 대상 환경, 경제 사회 요소

해당지표

양분사용

농약사용

물사용

토지보전

토질

수질

온실가스배출

생물다양성

야생서식지

경관

농장관리

농장재정자원

농촌활력

자료: 임송수 외(2000: 20) 재인용.

<부표 2-19> AEIs의 종류

63 <http://www.oecd.org/tad/sustainable-agriculture/agri-environmentalindicators.htm>. 

검색일: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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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영농폐기물 발생량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영농폐기물 자료에 의하면 전국 2016년 기준 

전국에서 폐기된 영농폐비닐은 30만 톤이 넘고, 영농폐농약용기는 약 6,900만 

개이다. 우리 농가가 2015년 기준 백만 농가가 조금 넘는다고 가정하면, 농가

당 1년 동안 290kg의 영농비닐, 63개의 농약용기를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경북, 전남, 경북, 충남 순이다. 폐농약용기 발생량

은 경북, 전남, 전북, 경남 순이다. 도시지역의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평균 

837톤이고, 농약용기 역시 13.6만 톤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영농폐비닐이 

2184톤, 농약용기 49만 톤인데, 농가의 수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비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영농폐비닐 영농폐농약용기 영농폐기물

전국 313,146 69,001,909 200%

서울특별시  0.07  0.05  0.12

부산광역시  0.44  0.54  0.98

대구광역시  0.51  0.35  0.85

인천광역시  0.61  0.25  0.86

광주광역시  0.72  0.33  1.04

대전광역시  0.37  0.21  0.58

울산광역시  0.57  0.82  1.39

세종특별자치시  0.22  0.27  0.49

경기도 10.06  5.03 15.10

강원도  9.86  8.00 17.86

충청북도  8.40  7.76 16.16

충청남도 11.58 11.68 23.26

전라북도  9.77 10.43 20.21

전라남도 14.83 15.63 30.46

경상북도 16.59 20.37 36.96

경상남도 12.53 12.19 24.72

제주특별자치도  2.93  6.10  9.03

자료: 한국환경공단(2016). 2015년 기준 영농폐기물 조사.

<부표 2-20> 영농폐기물 현황

단위: 톤,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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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질오염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청정한 수질을 유지한 농업용수 공급이 중요한

데, 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 TOC등 여러 기준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한국농어촌공사(국고 100% 농특회계 사업) 주체로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매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및 격년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DB구축하고 있다.

<부도 2-11> 강원도와 전라북도 수질오염도 변화: 2017년(위)와 2010년(아래)

자료: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http://water.nier.go.kr/waterData/generalSearch.do?menuIdx=3_2_3&siteTypeCd=D: 

2018. 10. 10.)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

준으로 조사대상 4,516개소 중 13.4%인 604개소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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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g/L를 초과해(농림수산식품부 2012)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2017년 기준 강원도는 COD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지는 없으나 

전북의 경우 5개 시군(고창, 군산, 익산, 임실, 정읍)에 있는 저수지가 기준

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보다 오히려 오염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평균 4.79%에서 2017년 5.42%로 높아졌다.

2.5.3. 토양침식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은 농진청에서 생산, 배포

하고 있는 방대한 토양, 농업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그 동안의 조사 연

구 경험을 포함한 한국의 토양환경정보 포털이다. 이 시스템은 농사를 짓

고자 할 때 토양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토양정보를 제공하

고, 알맞은 비료량을 추천해준다. 토양통계자료에는 작물별 토양적성도뿐 

아니라 농경지 화학성, 토양특성, 토양통·부호가 포함되어 이를 통해 환경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농경지화학성은 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효규산 자료를 포함하고, 토양특성은 단면특성(침식등급 등), 

토양지형, 토양해설, 토양분류로 구성된다.

강원도 전라북도

<부도 2-12> 토양침식도 비교: 강원도와 전라북도

자료: 흙토람(http://soil.rda.go.kr/soil/index.jsp: 2018. 10. 1.)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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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토양침식도는 토양침식등급 자료에서 침식이 있는(즉, 침식 

있음, 심함, 매우 심함)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침식도로 보았

다. 강원도가 전북에 비해 약간 높은 편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군지역보다

는 시지역 침식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2.5.4. 가축분뇨

  2015년 기준 우리 농업의 전체 농가 중 11.8%가 가축사육농가이다. 이 중 

자체 처리하는 비중은 93.6%이고, 6%약간 넘는 8,300농가만이 위탁처리하고 

있다. 자체처리는 퇴비화처리, 액비화처리, 퇴비·액비 복합, 정화처리가 포함

된다. 자체 처리농가 중 60%는 퇴비화처리 중이고, 액비, 정화처리는 매우 

소수이기 떄문에 결국 35%이상의 농가는 기타 자체처리에 해당한다. 즉, 전

체 축산농가에서 기타 자체 처리농가 비중 역시 34%로 높은 편에 속한다.

행정구역별
축산 농가

비중
자체 처리

비중
분류

퇴비화 액비화 퇴비 ·액비 정화 기타
전국 11.85 93.56 60.69 0.37 1.79 0.81 36.34
서울특별시 2.97 90.52 48.57 - 0.95 3.81 46.67
부산광역시 3.92 94.30 55.37 - 4.03 0.67 39.93
대구광역시 5.96 90.28 62.56 - 2.69 0.78 33.97
인천광역시 9.10 94.03 47.54 0.18 2.06 1.07 49.15
광주광역시 3.49 95.95 55.33 0.25 0.74 0.74 42.93
대전광역시 4.62 97.02 47.28 0.47 1.65 1.18 49.41
울산광역시 16.29 97.22 76.30 0.10 0.56 0.20 22.83
세종특별자치시 14.72 88.21 69.40 0.12 1.29 0.94 28.25
경기도 9.65 88.18 65.62 0.56 2.73 1.60 29.49
강원도 17.7 97.4 55.8 0.1 1.2 0.3 42.5
충청북도 12.6 95.2 57.1 0.2 1.7 0.7 40.1
충청남도 12.1 93.3 60.7 0.4 2.3 1.6 35.1
전라북도 11.2 88.7 63.1 0.8 2.0 0.7 33.5
전라남도 12.7 96.0 61.1 0.2 1.6 0.5 36.5
경상북도 12.7 93.4 59.3 0.4 1.7 0.8 37.9
경상남도 12.9 94.8 62.4 0.3 1.3 0.5 35.5
제주특별자치도 3.3 86.8 58.0 2.0 4.4 1.4 34.2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부표 2-21> 가축분뇨 처리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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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강원도 농림수산업 부문 통계연보 주요 내용

 1. 농가 및 농가인구(군전체) 성별구분

 2. 경지면적(군전체): 경지면적

 3. 농업진흥지역지정: (읍면별 포함) 지정된 면적

 4. 수리답현황(군전체)

 5. 식량작물생산량(정곡): (읍면별 포함) 면적과 생산량

   5-1 미곡

   5-2 맥류

   5-3 두류

   5-4 잡곡

   5-5 서류

 6. 채소생산량: 읍면별 수박, 풋고추, 착색단고추, 오이, 상추, 무, 당근, 고추, 토마토, 배추, 양배

추, 시금치, 파, 양파, 피망, 마늘에 대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7. 특용작물생산량: (읍면별 포함) 참깨, 들깨,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오미자, 복분자, 산약(마), 당

귀에 대한 면적과 생산량

 8. 과실류 생산량: (읍면별 포함)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자두, 기타에 대한 면적과 생산량

 9. 공공비축 미곡 매입실적(읍면별 포함) 미곡의 등급별(특등, 1등, 2등, 3등, 등회) 매입실적(단위: 톤)

10.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읍면별 포함): 창고의 용적에 대한 통계

11. 정부관리양곡 가공공장(군전체): 공장수, 원동기 대수, 생산능력에 대한 통계

12. 농업용기계보유(읍면별 포함): 경운기, 트랙터(대/중/소), 스피드스프레이어(speed sprayer; 

SS), 수도 일반방제기, 동력이앙기, 승용기, 관리기, 바인더, 컴바인(3조/4조/5조 이상), 농산

물건조기에 대한 대수 통계

13. 비료공급(군전체): 

   - 성분별: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기타 비료에 대한 공급량(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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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별: 유안, 요소, 과석, 중과석, 용성인비, 염화가리(황산가리 포함), 복합비료, 용과린에 대

한 공급량(단위: 톤)

14. 농업용지하수(군전체): 착정수, 이용시설비(국비, 지방비, 주민별), 용수개발량

15. 가축사육(군전체): 한육우, 젖소, 마필, 돼지, 면양, 사슴, 개, 산양, 토끼, 닭, 오리, 칠면조, 거

위, 꿀벌에 대한 사육가구수 및 사육두수64

16. 가축전염병발생(읍면별 포함): 기종저, 돼지콜레라, 돼지 오제스키병, 돼지단독, 광견병, 뉴캣슬

병, 부루세라, 우결핵, 요네병, 소백혈병, 기타에 대한 발생건수

17.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적(읍면별 포함) 탄저기종저, 소전염성비관염,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

성 위장병, 돼지 전염성 설사, 돼지콜레라, 뉴캣슬병, 광견병, 소유행열, 소아까바네병, 기타에 

대한 예방주사 접종 마릿수

18. 수의사분포(군전체): 성별, 직업별(행정, 연구, 공수의, 개업수의, 학교, 단체, 기타)에 따른 수의

사 숫자.

19. 도축검사(군전체): 소, 돼지, 닭, 기타에 대한 두수, 생체량 지육량 통계(단위: 마리, kg)

20. 축산물위생관계업소(읍면별 포함),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별로 구분), 축산물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

부산물 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별로 구분)의 업소 수.

21. 소유별 산림면적(군전체): 국유림(산림청 소관, 타부처 소관), 공유림(도유림, 시군유림), 사유림

으로 구분한 산림면적

22. 임상별 산림면적(군전체): 임목지(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부임목지(미입목지, 황폐

지, 개간지, 제지)의 면적

23. 임상별임목축적(군전체):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의 임목량 단위(입방미터)

24. 임산물생산량(군전체): 용재, 연료, 농용자재, 종실, 버섯, 섬유원료, 수지, 약용, 토석류, 산나물

에 대한 생산량(단위: 톤, kg 또는 입방미터)

25. 임목벌채허가(신고): (군전체) 주벌, 솎아배기, 수종갱신, 기타에 따른 벌채 면적 및 벌채량(입방

미터)

26. 사방사업: (읍면별 포함) 산지 및 해안 사방(면적, 식재본수, 공사비), 야계사방(연장, 공사비), 사

방댐(개소, 공사비)

27. 조림: (읍면별 포함)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유휴토지 조림, 산림피해복구 조림, 금강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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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꿀벌의 경우 사육두수 대신 군수가 사용되었다.
65 해당 지자체는 전량 내수면 어업이다.
66 면적은 농산물만 해당.

휴게숲, 기타에 따른 면적과 본수.

28. 산림피해: (읍면별 포함) 도벌, 무허가 벌채, 불법산림형질변경, 산불, 기타의 사유로 인한 피해

면적과 피해액

29.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 (군전체) 용도별(광산, 도로, 공장, 학교, 대지, 과수원, 축사·창고, 군사

용지, 기타의 용도별 허가 면적

30.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군전체)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 별 면적

31. 병해충발생 및 방제 현황: (군전체)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 잣나무넓적잎벌, 흰불나방, 오리

나무 잎벌레, 밤나무해충, 기타 해충 별 발생면적과 방제면적

32. 토석채취현황: (군전체) 하천, 산림, 바다, 육상 별 토석채취량(단위: 톤)

33. 어선보유: (읍면별 포함) 동력선, 무동력선별 및 톤수별 어선수65

34. 어가 및 어가인구(내수면어업): (군전체) 전업, 겸업별 어가 및 어가인구수

35.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현황:(군전체) 농산물(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축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별 농가수, 출하량, 면적66

36. 화훼류 재배현황: (군전체) 절화류, 분화류, 난류, 초화류, 관상수류, 화목류, 기타 화훼별 재배면

적과 판매량(단위: 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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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농업통계 수요 실태 조사표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농업․농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198명)

○ 유효표본: 133명 (회수율: 67%)

○ 조사방법: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Telephone Interview)

○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조사기간: 2018년 9월 13일∼9월 21일

○ 조사기관: (주)칸타코리아

2. 조사표

농업통계 이용실태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관련통계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본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

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행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

박지연 연구원     (☎ 061-820-2136)

실사

기관

(주)칸타코리아
배미희 차장   (☎ 02-3415-5097)
조인휘 대리   (☎ 02-34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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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활용 현황

※ 농업현황 파악

1. 귀하는 농업현황 파악을 위해 주로 어떤 자료를 활용하십니까? 많이 사용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①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자료 활용 ② 각종 통계자료 활용 ③ 전년 대비 실적 비교(예,결산자료)

④ 전문가 및 농업인 의견 청취 ⑤ 기 타(            )

2. 농업현황 파악 시 통계자료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대체로 중요하다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농업현황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통계청 자료      ②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③ 시군 자체 통계  

④ 통계에 의존하지 않음.  ⑤ 기 타(              )

※ 데이터(정보) 공급 측면

4-1. 농업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 5-1 문항으로 이동 ② 대체로 충분하다  ☞ 5-1 문항으로 이동

③ 대체로 부족하다  ☞ 4-2 문항으로 이동 ④ 매우 부족하다  ☞ 4-2 문항으로 이동

4-2. 데이터(정보)가 부족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① 기본 통계자료 부족(농업인력, 생산량, 면적 등)

②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농업 정보 부족

③ 타 지역과 비교 가능한 통계 부족

④ 생산통계자료 이외 연관자료 부족

⑤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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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활용하고 계신 데이터(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대체로 신뢰한다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 5-2 문항으로 이동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2 문항으로 이동

5-2. 데이터(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통계청 자료

① 지역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② 활용해 본 결과, 부정확하거나 오류 발견 

③ 통계자료로서 대표성 확보 부족

④ 기 타(                         )

2)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① 지역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② 활용해 본 결과, 부정확하거나 오류 발견 

③ 통계자료로서 대표성 확보 부족

④ 기 타(                         )

3) 지자체(도·시·군) 자료

① 지역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② 활용해 본 결과, 부정확하거나 오류 발견 

③ 통계자료로서 대표성 확보 부족

④ 기 타(                         )

6-1. 데이터(정보) 활용 시 자료 확보 등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① 언제든 확보 가능       ② 관계자 문의를 통해 확보  ☞ 6-2 문항으로 이동 

③ 거의 접근할 수 없음  ☞ 6-2 문항으로 이동 

6-2. 데이터(정보) 활용 시 접근성이 부족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체계화된 데이터(정보) 제공 시스템 부족

② 데이터(정보) 활용 가능한 인력 부족

③ 데이터(정보)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 문제

④ 기 타(                         )

7-1. 활용 가능한 데이터(정보)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① 원활하게 활용     ②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분석하여 활용

③ 분석하여 활용은 하지 못함

7-2. 활용 가능한 데이터(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 혹은 전문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직원 확보 ② 직원 없음     

③ 외부 전문가 활용(분석 위탁 포함) ④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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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활용

8-1. 귀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평균적으로 농업 통계 자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회 이상 주 1회 미만 

③ 3개월에 1회 이상 월 1회 미만

④ 6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미만 

⑤ 연 1회 이상 6개월에 1회 미만

⑥ 최근 3년간 이용한 경험 없음  ☞ 8-5 문항으로 이동

8-2. 귀하가 통계자료를 이용하시는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② 관련 정보 습득

③ 업무 외 개인 호기심

④ 기 타(                         )

8-3. 귀하가 통계자료를 이용하신다면 다음의 어느 과정에서 주로 통계를 이용하십니까?

① 정책 구상

② 정책 설계

③ 정책 집행

④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⑤ 기 타(                         )

8-4. 귀하가 통계자료를 이용하신다면 주로 이용하시는 농업 통계 분야는 무엇입니까?

분야 분야 설명 선택

1) 농업총량 국가나 지역의 농업을 둘러싼 통상여건 등 농업전반관련 통계  

2) 농업경영 농가소득, 품목별 소득과 생산비, 자산과 부채등 농가특성과 농업경영관련 통계  

3) 생산요소 토지,자본,인력, 투입재관련 통계  

4) 농업생산 작물 및 축산 생산량 관련 통계  

5) 농업환경 농업관련 환경관련 통계  

6) 기타  

      ☞ 9 문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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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농업 통계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담당업무상 통계 활용이 필요 없음

② 자체 통계를 생산하여 이용함

③ 통계자료 확보에 불편

④ 통계자료 신뢰성에 의문

⑤ 기 타(                         )

9. 귀하는 농업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통계정보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10. 정책 수립,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련성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정도

② 시의성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통계의 현실 반영 정도

③ 일관성
동일한 경제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 간의 

유사정도

④ 접근성 통계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하여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⑤ 명확성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 정도

11. 통계자료 이용 시 느꼈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세요.

항목
①

그렇다
②

보통
③

아니다

1) 기관별, 주제별 통계가 산재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 1 2 3

2) 농업 현황 및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통계가 부족함 1 2 3

3) 관련 통계는 생산되나 세부 항목이 부족함 1 2 3

4) 통계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내용을 알기 어려움 1 2 3

5) 통계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움 1 2 3

6) 지역 단위가 커서 세부 지역별 현황 파악이 어려움(예: 시․도 단위로만 제공) 1 2 3

7) 유사통계 간 조사 및 분류 기준 불일치로 연계분석이 불가능함 1 2 3

8) 통계에 대한 설명 또는 시사점 제시가 부족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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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생님의 업무 및 소속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법에 따라 해당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지켜질 것이며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응답자 담당업무                업무경력                    년

소속기관 및 부서     E-mail

소속기관 유형  ① 도청     ② 시청     ③ 군청     ④ 기타 (          )

담당(전문)분야

 ① 농업 ② 농촌 ③ 축산 ④ 식품/유통 ⑤ 동물방역 ⑥ 친환경 ⑦ 수산/해양

 ⑧ 산림    기타 (              )  

※ 해당 분야가 복수일 경우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 모든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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