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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 산하의 25개 위원

회 중의 하나인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 CoAg)에서 이루어지며, 논의

의 큰 방향은 5~6년 주기로 각국의 농업분야 최고정책결정자가 참여하는 농업각료회

의에서 결정된다.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2년 단위의 작업 및 예산 계획(PWB)에 따라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에서 의제를 수행하고,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작업결과물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농업위원회 산하 4개 전문가 네트워크(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식품사슬분석 네

트워크,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품목시장그룹)에서 농업생산성, 지속

가능성, 농식품 시스템, 농업의 환경성과 등 농업분야의 핵심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이들 작업반 산하의 4개 전문가 네트워크까지 참여하기에는 실무인

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네트워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

문적인 지식이나 학술적인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상기 4개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사업을 계기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개 전문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국

내 농정 및 연구실적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의 분석틀 및 연구 성과를 국내

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풀(pool) 및 성과확산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것이다. 더 나아가 4개 전문가 네트워크별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검

토하고 국내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실증연구에 필수적인 내용을 의제별로 체계적으

로 정리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심층연구를 선정·추진함으로써 

OECD에서의 농업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201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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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 OECD 회원국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 관련 기초 연구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농

업위와 산하 작업반은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관련 OECD 농업연구의 역량

강화 일환으로 ‘농가단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농식품 가치사슬 분석’, 

‘주요 품목별 동향분석 및 전망’, ‘총요소생산성 측정’ 등을 목적으로 회원

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련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관련정보 

및 연구동향, 세부적인 연구내용, 핵심쟁점 및 정책과제 등 네트워크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주요 사안들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본 연구사업을 계기로 향후 5년(2018~2022)동안 4개의 OECD 농업연

구 관련 전문가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각 네트워크별로 논의되

는 주요 의제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주요 연구성과가 국내연구 및 농정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결과를 적시에 공유하고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1/5차년도 주요 사업내용

○ 2018년도에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와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CAN) 

관련하여 두 건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품목시장그룹(GCM) 회의에는 1회 

참여하였다.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네트워크(TFP&E) 회의는 개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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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 FLAN 21차 회의에서는 농가의 특성과 농가성과와의 관계, 농가성과동

인. 네트워크 성과와 향후 연구과제, 지속가능성과 정책 영향, 네트워크 

성과점검, 농업분야 지속가능성 제고와 품질관리 등이 논의 되었으며, 

22차 회의에서는 농지이용과 가치, 농가성과동인분석, 농업정책이 농가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FCAN에서 참여한 제 10차 연례회의에서는 ‘건강 관련 식품 정책을 분

석하기 위해 ’식품 정보 기반을 개선하는 방법‘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

었으며, 이튿날 OECD 보건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인 공중 보건 경제학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진행된 공동회의에서는 ’더 건강한 식품환경을 위하

여‘를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다른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 건강하지 

못한 식단의 측면에서 현재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보건 정책에 

관심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 GCM에서는 2018-2027년 OECD-FAO 농업전망의 기준전망치 예측에 

대한 논의와 각 품목별 중기전망치 검토, 그리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 특집 

: 전망과 과제’ 주제의 특별세션 내용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심층연구  국내외 학술활동 

○ FLAN 활동으로 OECD 농업무역 이사회 선임농업정책연구원인 Johannes 

Sauer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가 생산성 동인 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FLAN에서 논의된 농업구조변화 관련 발표내용과 국

내 농업생산구조 관련 연구들을 요약 및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FLAN의 심층연구로 ‘미국의 농업자원관리조사(ARMS)의 구조 및 활용’이 

진행되었다.  

○ FCAN에 참여하여 “Polices to Encourage Healthy Food Choices in Korea: 

Now and Future”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Celine Giner(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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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가 발표한 내용에 한국 사례 및 현황을 포함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FCAN과 EGEPH 공동회의에서는 “Towards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Experimental Evidences from Korea”를 발표하였다. 심층연구로 ‘음식물 낭

비와 손실 관련 국제 논의동향과 시사점’이 수행되었다.

○ GCM 참여를 통해 OECD-FAO 2018-2027 Agricultural Outlook에 대한 검

토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회의에서는 쌀 품종별 분리 논의(자포니카, 인디

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Aglink-Cosimo 모형에서 쌀 품종의 분리 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glink-cosimo 쌀 품

목 구조 분석 및 품종 세분화 방향’을 주제로 심층연구를 실시하였다.

○ TFP&E와 관련하여 토지 투입(land input) 측정, 농업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로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of rice production in Korea”를 발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발전시킨 논문(‘비모수적 추정을 통한 한국 쌀 농가의 생산성 

및 수익성 변화 요인 분석’)을 국내 학술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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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 조직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Council)와 전문 분야별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

- OECD는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

는 양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만이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는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다.2

1 OECD 산하에는 약 250개에 달하는 위원회, 작업반, 전문가 네트워크(그룹)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OECD 위원회 회의에는 연간 50,000명 이상의 회원국 및 국제기구

의 고위 관료 및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다.

2 OECD의 예산은 각 회원국들에 의하여 조달된다. 연간 예산액이 결정된 후 각 회원

국의 경제규모를 반영한 공식에 의거하여 예산을 분담한다. 현재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고 다음이 일본으로서, 미국은 OECD 예산의 25%를 조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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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 산하의 25개 위원회 중의 하나인 농업위원

회(Committee for Agriculture: CoAg)에서 이루어지며, 논의의 큰 방향은 

5~6년 주기로 각국의 농업분야 최고정책결정자가 참여하는 농업각료회의

에서 결정된다. 

- 각료회의를 통해 확인된 농업정책의 개혁방향에 따라 농업위원회 차원에

서 2년 단위의 작업 및 예산 계획(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

을 확정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에서 의

제를 수행하고,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거쳐 보완·수정된 작업결과물이 일반에 공개(declassification)된다.

○ 농업위원회 산하에는 농정시장작업반(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APM)이 있으며, 또한 농업무역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rade: JWPAT)과 농업환경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JWPAE)이 있다. 

- 이들 공동작업반은 농업위원회가 각각 무역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와 공

동으로 운영한다.

- 농업위원회와 산하 작업반은 각각 1년에 2차례 정도씩 정례회의를 개최

하고 있으며, 각종 워크숍과 전문가포럼 등도 수시로 개최된다.

- 한국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하 작

업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000년대 후반부터 OECD 회원국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초연구의 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작업반(APM, JWPAE) 산하에 특정 이슈별로 4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회원국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특별 

분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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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arm-Level Analysis Network: FLAN)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

- 품목시장그룹회의(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

○ 정부(농식품부)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국책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각종 회의에서 논의되

는 의제들을 검토함으로써, OECD 회원국의 정책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우리나라 농정평가나 시장개방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사안

들에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

- 특히, OECD에서 발표되는 보고서나 정책권고 등이 선진국이나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농산물 순수입국이자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가 이들 작업반 산하의 4개 전문가 네트워크까지 참여하기에는 

실무인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네트워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

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술적인 배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 국책연구원 또한 주로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이들 전문가 네트워크

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관련 연구사업이나 예

산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않았기 때문에, 특정 이슈별로 정부의 요

청이 있거나 여타 연구사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석했을 뿐이다.

○ 이들 네트워크는 농업위원회나 관련 작업반에서 요청한 연구주제나 분석대

상에 대해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정보와 통

계자료를 수집하며, 분석방법을 논의한 다음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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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을 해당 작업반에 다시 의제로 제출하거나 보고한다.

- 따라서, 농업생산성, 지속가능성,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 농업

의 환경성과 등 농업분야의 핵심이슈들을 다루는 이들 전문가 네트워크

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은, 의제설정, 정보수집, 분석방법, 연구수행 등 

작업반 회의 이전에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들에 소외된 채, 작업반 회의

에 제출된 결과물을 검토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소극적인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 이들 전문가 네트워크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일

본, EU,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15~20개 회원국이 상시적으로 전문가를 보

내고 있다. 

- 우리나라는 OECD 분담금 기준으로 36개 회원국 중에서 8위에 해당한다

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들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관찰

자에 머무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 다행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부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상기 4개 전

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본 연구사업을 통해 향후 5년(2018~2022) 동

안 농업위원회 산하 4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참여, 관리, 공유 

및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따라서 OECD 농업위원회 본회의와 산하 3개 작업반의 논의동향과 대응

방안은 농식품부의 정책실무자가 담당하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

용역 형태로 참여), 농업위원회 산하 4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는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이 본 연구사업을 통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본 연구사업을 계기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개 전문가 네트워크와 관련

된 국내 농정 및 연구실적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의 분석틀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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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풀 및 성과확산체계

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 4개 전문가 네트워크별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국

내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실증연구에 필수적인 내용을 의제별로 체계적

으로 정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심층연구를 선정·추진할 필

요가 있다.

2. OECD 농업분야 논의체계

○ OECD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Council)는 각 회원국의 대표 1명씩에 유럽

연합의 대표 1명을 더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에는 모든 회원국의 상

주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s)들이 모이는 상주대표이사회와 각료(장관)

들이 모이는 각료이사회가 있는데, 이들 이사회는 각각 매년 1차례 정기적

으로 모여서 주요 정책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 해에 추진할 사업의 우선순

위를 결정한다. 

- 이사회는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specialized committees)를 설치할 수 있

는데, 이들 위원회는 각 국가와 긴 한 관계를 형성하여 각종 정책에 대

한 검토와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현재 이사회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농업위원회 (Committee for 

Agriculture)를 포함하여 25개이다. 개별 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이 탄

력적으로 설치 운영 중이다. 

- 사무국(Secretariat)은 사무총장을 책임자로 OECD 이사회 및 각종 위원

회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업추진과 회의진행 등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사무국의 조직은 각 분야별로 국

(Directorate), 부(Division), 과(Unit)로 구성되어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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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사회 및 위원회 담당 사무국 OECD 위원회 사무국

이사회

일반사무국

이사회사무국

법률국

대외관계국

홍보국

개발위한정책적합성국

집행총국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디지털경제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산업혁신위원회

해운위원회

철강위원회

육송운송연구분야의 협력프로그램

과학기술산업국
이
사
회
직
속
기
구

(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예산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자문기구)

감사위원회

연금예산적립금관리위원회

평가위원회

청사개축비공식그룹

고용노동사회위원회

보건위원회
고용노동사회국

글로벌전략그룹 교육위원회 교육국

경제정책위원회

경제동향검토위원회
경제국

무역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무역농업국

- 또한, OECD 산하에는 부속기구로서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 국제

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그리고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가 있다. 협력기구로는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유럽교통장관회의(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부속기구와 협력기

구는 자체 사무국 체제를 갖추고 예산운영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

어 준독립기구 또는 준자율적기구(semi-autonomous bodies)의 성격을 지

닌다.

- 마지막으로 OECD의 민간자문기관인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와 노동조합자문위원

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가 있다. 

BIAC와 TUAC는 각각 기업 및 산업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식 협의하는 자격을 갖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이다.

<표 1-1> OECD 조직구성

3 전문분야별 총 14개의 국(Directorate/Department)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분담하여 

지원하는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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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OECD 이사회 및 위원회 담당 사무국 OECD 위원회 사무국

환경정책위원회

화학제품규제관련특별프로그램
환경국 통계정책위원회 통계국

개발원조위원회 개발협력국
LEED Programme

관광위원회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

센터

공공행정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규제정책위원회

공공관리지역개발국 특별기구

투자위원회

보험및사적연금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경쟁위원회

뇌물방지작업반

기업지배구조위원회

금융기업국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개발센터(DEV)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국제교통포럼(ITF)

아프리카파트너십포럼(APF)

사헬및서아프리카클럽

재정위원회

유해조세경쟁포럼

조세행정포럼

조세정책행정센터

자료 :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87/contents.do#oecd04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업위원회는 산하에는 농정시장작업반(APM), 농업

무역공동작업반(JWPAT)과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이 있다.

- 농업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으며(5~6년 주기로 농업각료회의도 

개최), 2년 단위 작업 및 예산 계획(PWB)을 확정하며, 확정된 사업계획

에 따라 농업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산하 작업반 등에 

배분한다.

- 농정시장작업반(APM)은 1987년 설립되어 농업정책 점검평가, 농업정책 

목적달성 수단 및 분석기법 개발 등을 담당한다. APM 정례회의는 농업정

책 및 농업시장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발간 여부를 결정하

는 농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예전에는 1년에 2차례씩 개최했

는데 의제 수가 점점 많아져 2008년부터는 1년에 3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은 1962년에 설립되어 농산물 시장 및 무역

정책 모니터링, 농산물 무역 장애요인 등을 검토한다. 1년에 2차례씩 정

례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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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은 1993년에 설립되어 농업과 환경간의 상

호관계 분석, 농업환경지표 개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농업을 촉진시키

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년에 2차례씩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 농업위원회를 지원하는(농업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제반활동

을 담당하는) OECD 사무국 조직은 2006년에 무역국(Directorate for Trade)

과 식량농업수산국(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이 통합

되어 재구성된 무역농업국(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TAD)이다.

- 무역농업국 산하에는 농업 관련 4개과(농업정책, 무역 및 조정, 농업정책 

및 환경, 무역 및 시장, 비회원국 농업정책)와 농업기술 관련 협력연구프

로그램 관련 1개과, 수산 관련 1개과가 있으며 총 60여명의 직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 농업위원회는 산하 작업반이 회원국 전문가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핵심이

슈에 대한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정시장작업반(APM) 산하

에 3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 산하에 1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APM 산하의 가장 오래된 전문가 네트워크는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으로 기존의 ‘곡물·사료·설탕 품목그룹’과 

‘육류·유제품 품목그룹’이 2009년에 통합되면서 새로 출범한 전문가 네

트워크이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OECD와 FAO가 협력하여 구축한 

Aglink-Cosimo 모형을 통해 추정된 농산물시장 전망보고서인 

OECD-FAO Agricultural Outlook(매년 향후 10년 전망치 발표)에 대한 

검토, 평가, 수정·보완 요청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2008년에 구성된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Farm-Level Analysis Network: 

FLAN)는 농업경영체 단위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농업부문 정책분석의 

질을 높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농업위원회와 APM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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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APM 산하로 조직된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는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 분석 전문

가 회의체로 소비자의 식품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검토·평가한다.

- 마지막으로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는 2017년에 

JWPAE 산하로 신설되었다. 회원국 전문가들의 회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틀과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Environmentally Adjusted Total Factor 

Productivity: EA-TFP)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 : OECD를 참조하여 저자작성, http://www.oecd.org

<그림 1-1> OECD 무역농업국 및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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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들은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

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OECD는 전 세계의 주요국들이 모여 각 분야의 중요한 로드맵을 수립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OECD에서 농업분야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과 혁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농업의 발전과 혁신에 있어서 내부적인 동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우리나

라의 경우,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형성한 외부적인 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최근 OECD 회원국들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초 연구역량을 우선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이에 농업위와 산하 작업반은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관련 OECD 농업연

구의 역량강화 일환으로 ‘농가단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농식품 가치

사슬 분석’, ‘주요 품목별 동향분석 및 전망’, ‘총요소생산성 측정’ 등을 

목적으로 회원국 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련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고 있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기 네트워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관련 정보 및 연구동향, 세부적인 연구내용, 핵심쟁점 및 정책과제 등 네

트워크의 진행과정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주요 사안들을 파악하지 못

하거나 상대적으로 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본 연구사업을 계기로 4개의 OECD 농업연구 관련 전문가네트워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각 네트워크별로 논의되는 주요 의제를 검토한 후, 필

요 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주요 연구

성과가 국내 연구 및 농정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결과를 

적시에 공유하고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 활동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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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차년도 주요 사업내용

3.1. 네트워크별 회의 대응 

○ 2018년도에 진행된 네트워크별 회의는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2건, 식품사

슬분석 네트워크 2건, 품목시장그룹회의 1건이 진행되었으며, 농업총요소생

산성과 환경네트워크는 격년으로 개최되어 2018년에는 개최되지 않았다.

-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21차 회의에서는 농가의 특성과 농가성과와의 관

계(Farm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농가성과동인(Drivers of farm 

performance). FLAN의 성과와 향후 연구과제(Future activities), 지속가

능성과 정책 영향(Policy impact), 네트워크 성과점검(Stocktaking of ach-

ievements), 농업분야 지속가능성 제고와 품질관리(Sustainablilty-Quality) 

등이 논의 되었으며, 22차 회의에서는 농지이용과 가치(Land use and 

values), 농가성과동인분석(Drivers of farm performance), 농업정책이 농

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policy on farm performanc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에서 참여한 제 10차 연례회의에서는 ‘건강 관련 

식품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식품 정보 기반을 개선하는 방법(Improving 

the Food Information Base to Analyse Health-Related Food policies)을 주

제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튿날 OECD 보건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인 

공중 보건 경제학 전문가 그룹(EGEPH, Expert Group on the Economics 

of Public Health)과 함께 진행된 공동회의에서는 더 건강한 식품환경을 위

하여(Towards a Healthier Food Environment)를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었

다. 다른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 건강하지 못한 식단의 측면에서 현재의 추

세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보건 정책에 관심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 품목시장그룹회의에서는 2018-2027년 OECD-FA0 농업전망의 베이스라

인(Baseline) 예측에 대한 논의와 각 품목별 중기전망치 검토, 그리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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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션(중동 및 북아프리카 특집 : 전망과 과제) 내용 검토 등을 진행하

였다. 

네트워크 구분 개최일 회의주제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Farm-Level Analysis 
Network, FLAN)

21차 FLAN 회의
: 2018. 06. 04 - 05

농가의 특성과 농가성과와의 관계(Farm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농가성과동인(Drivers of farm performance)
FLA의 성과와 향후 연구과제(Future activities)
지속가능성과 정책 영향(Policy impact)
네트워크 성과점검(Stocktaking of achievements)
농업분야 지속가능성 제고와 품질관리(Sustainablilty-Quality)

22차 FLAN 회의
: 2018. 11. 15 - 16

농지이용과 가치(Land use and values)
농가성과동인분석(Drivers of farm performance)
농업정책이 농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policy on farm 
performance)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10차 FCAN 회의
: 2018. 10. 15

건강 관련 식품정책 분석을 위한 식품정보기반 개선(Improving the Food 
Information Base to Analyse Health-Related Food policies)

FCAN-EGEPH 공동회의
: 2018. 10. 16

더 건강한 식품환경을 위하여(Towards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품목시장그룹
(Group on Commodity 
Marktes, GCM)

10차 GCM 회의 OECD-FAO 2018-2027 Agricultural Outlook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TFP&E)

* 격년 개최
: 2019. 04. 04. – 05.  

개최 예정
-

<표 1-2> 2018년도 네트워크별 회의 개최일 및 논의주제

3.2 심층연구 및 국내외 학술활동

○ 2018년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성재훈 부연구

위원은 OECD 농업무역 이사회 선임농업정책연구원인 Johannes Sauer교수

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가 생산성 동인 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시작

하였으며, FLAN에서 논의된 농업구조변화 관련 발표내용과 국내 농업생산구

조 관련 연구들을 요약 및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FLAN의 심층연구로 켄터키대학교의 Tyler.Mark 교수와 김관선 박사의 

‘미국의 농업자원관리조사(ARMS)의 구조 및 활용’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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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에는 10차 연례회의에 김상효 부연구위원이 참여하

여 “Polices to Encourage Healthy Food Choices in Korea: Now and Future”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Celine Giner(OECD 사무국)가 발표한 

내용에 한국 사례 및 현황을 포함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튿날 진행된 

FCAN-EGEPH 공동회의에서는 김상효 부연구위원이 홍연아 부연구위원과 

함께 작업한 “Towards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Experimental Evidences 

from Korea”를 발표하였다. 

- 강원대학교의 이상현교수가 ‘음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국제 논의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FCAN의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 품목시장그룹회의 참여를 통해 OECD-FAO 2018-2027 Agricultural Outlook

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회의에서는 쌀 품종별 분리 논의(자포

니카, 인디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Aglink-Cosimo 모형에서 쌀 품

종의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충남대학교의 조재성교수가 ‘Aglink-cosimo 쌀 품목 구조 분

석 및 품종 세분화 방향’을 주제로 심층연구를 실시하였다.

○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회의가 2018년에는 개최되지 않았다. 

회의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2019년 04월 04일 - 05일 개최될 예정이다.

- TFP&E와 관련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재훈 부연구위원과 추성민 

연구원은 토지 투입(land input) 측정, 농업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연구결과로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of rice production in Korea”를 발표하였다.

- TFP&E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전시킨 논문(‘비모수적 

추정을 통한 한국 쌀 농가의 생산성 및 수익성 변화 요인 분석’)을 ｢농촌

경제(Journal of Rural Development)｣4에 제출하였다. 

4 농촌경제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농업·농촌분야의 전문학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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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분 주요 활동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회의참석 : 제 21차 회의: 성재훈, 제 22차 회의: 성재훈

발표 : 우리나라의 농가구조 변화(19차 회의, 성재훈), 생산성 변화(20차 회의, 성재훈), Drivers 

of Farm Performance(18.12.07, Johannes Sauer)

프로젝트 : 농가성과생산성 결정요인(determinants of farm performance)의 국가별 비교·분

석(Johannes Sauer·성재훈)

심층연구 : 미국의 농업자원관리조사(ARMS)의 구조 및 활용(Tyler.mark·김관선)

식품사슬분석 네트워크

회의참석 : 제 10차 연례회의: 김상효, FCAN-EGEPH 공동회의: 김상효

발표 : Polices to Encourage Healthy Food Choices in Korea: Now and Future(18.10.15. 

김상효), Towards a Healthier Food Environment: Experimental Evidences from 

Korea(18.10.16, 김상효·홍연아)

심층연구 : 음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국제 논의동향과 시사점(이상현)

품목시장그룹
회의참석 : 제 10차 회의: 문한필

심층연구 : Aglink-cosimo 쌀 품목 구조 분석 및 품종 세분화 방향(조재성)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연구 및 발표 :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of rice production 

in Korea(18.12.07, 성재훈·추성민), 

기타 성과

KREI-OECD 한국농업 혁신 국제세미나(18.12.05.)5

발표 : Main Findings of Innovation, Productivity growth and Sustainablilty in 

Korea(Shingo Kimura)

       최근 한국의 농정개선 방향과 과제(오현석)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Cross-countr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to 

Korea(Shingo Kimura)

       민관협력을 주축으로 한 농업혁신시스템 구축(이명기)

       한국의 스마트팜 현황과 전망(김상철)

       건강한 식품소비를 위한 여건 조성(김상효)

       지역 푸드플랜 추진 방향(이정삼)

2018년 제 7회 KREI 세미나(18.12.07)6

발표 : 한국 쌀 산업 개관(김종인)

      한국 쌀 산업 생산성 및 수익성 분해(성재훈)

      농가성과동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Johannes Sauer)

논문 : 비모수적 추정을 통한 한국 쌀 농가의 생산성 및 수익성 변화 요인 분석(성재훈‧추성민)

<표 1-3> 2018년도 네트워크별 주요활동 및 성과

5 ‘KREI-OECD 한국농업 혁신 국제세미나’ 관련사항 및 발표자료는 <부록 1> 참조.

6 보다 자세한 ‘제7회 KREI 세미나’ 관련 내용 및 자료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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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대응

1.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 추진과 대응 현황

1.1. 추진 배경 및 현황

○농가단위분석네트워크(Farm-level analysis network, 이하 FLAN)는 2008년

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중심의 전문가 모임이다. FLAN을 통해 정

부 부처 및 농업경제 연구기관 내 전문가들이 모여 농업정책 등에 대한 마이

크로(micro-level)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오고 있다. FLAN의 진행과 관리

를 담당하는 의장은 OECD 전문가가 맡으며, 의장은 전문가들과 OECD대표

단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는 매년 2번씩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까

지 22번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는 농가구조 변화, 농가생산성 변

화, 농가성과분석, 농업정책 분석, 농가 위험 분석 등이다. 현재까지 7권의 

연구가 출판되었으며, 2017년부터 뮌헨공과대학의 Sauer교수를 중심으로 농

가성과동인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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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목

생산성

Sauer, J. 2017, “Estimating the link between farm productivity and innovation in the Netherland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02. OECD Publishing, Paris

Kimura, S. and J. Sauer. 2015. “Dynamics of dairy farm productivity growth: Cross-country comparison.”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87. OECD Publishing, Paris

Bokusheva, R. and L. Čechura. 2017, “Evaluating dynamics, sources and drivers of productivity growth 

at the farm level.”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06. OECD Publishing, Paris

농가 성과
Kimura, S. and C. L Thi. 2013. “Cross Country Analysis of Farm Economic Performance.”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60. OECD Publishing, Paris

위험 분석

Kimura, S. and C. L Thi. 2011. “Farm Level Analysis of Risk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Policies: Technical Note.”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48. OECD Publishing, 

Paris

정책 효과
Moreddu, C. 2011. “Distribution of Support and Income in Agriculture.”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46, OECD Publishing, Paris

농업생산 

구조

Bokusheva, R. and S. Kimura 2016, “Cross-Country Comparison of Farm Size Distribution.”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94. OECD Publishing, Paris

<표 2-1> FLAN 출판물 목록

○FLAN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OECD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농업부문 

정책 분석의 질과 타당성을 높여야 하며, 정책 결정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 데이터와 관련 분석 툴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FLAN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FLAN은 마이크로 데이터와 지역 단위 정보(sub-national in-

formation)을 바탕으로 OECD의 정책 분석을 보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

적으로 한다. 즉, FLAN은 OECD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에 

일관된 기준으로 진행된 회원국들의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OECD 농업위원회에서 채택된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마이크로 데이터

와 혁신적이고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FLAN의 두 번째 목적은 정책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LAN은 자료와 자료 분석과 관련된 

이슈, 정책 관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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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대응: 농가성과동인 프로젝트 참여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 분석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FLAN 회

의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농가구조 변화(19차, 성재훈 

2017a), 생산성 변화(20차, 성재훈 2017b)를 FLAN이 제시한 분석 툴을 이용

하여 분석하고 이를 발표하였으며, FLAN에서 진행하는 농가성과동인 분석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2.1. 농가성과동인분석 프로젝트의 목적 

○농가의 성과는 매우 다양한 지표로 계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농가소득과 농업지역 주변 환경, 그리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은 직접적으로 같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포함한 중간재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성은 생산구조,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접근성, 주변 자연여건, 

농가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 그리고 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FLAN에 참여하는 각국은 서로 다른 기술수준, 생산구조, 그

리고 기술변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요약하면, 

OECD 농가 생산성 동인 분석 프로젝트의 목적은 농가의 특성과 농가의 성

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

상을 위한 정책과 정책에 대한 농가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1.2.2. 진행 상황

○FLAN의 농가성과동인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OECD 농업무역이사회(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의 선임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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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인 Johannes Sauer교수는 19차 OECD FLAN회의에서 농가성과생산

성 결정요인(determinants of farm performance)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Sauer교수가 진행하고자 하는 FLAN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할 자

료의 가용여부가 불투명하여 우리나라는 20차 FLAN(2017.11.27.~28) 이후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Sauer교수는 자료 제공이 가능한 EU국가들을 대상으

로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미 20차~22차 FLAN 회의에서 

Sauer교수는 진행 중인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한국 쌀 농가에 

대한 내용은 21차 회의와 2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18년 12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발표하고 원내 전

문가들과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농가성과동인분석 

프로젝트의 초안은 OECD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 COAG)와 

산하 농정시장작업반(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APM)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각국 대표들의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 2018년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재훈 박사를 중심으로 뮌헨공

과대학의 Sauer 교수가 진행 중인 농가성과동인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성재훈 박사는 통계청의 심의회를 거쳐 우리나라의 2003~ 

2015년 농산물생산비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Sauer교수에게 제공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2.3. 참여 목적

○OECD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와 농가의 양극화를 경

험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들의 생산성 혹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대응 방법은 많은 국

가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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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 이후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농업기반정비사업 등과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한국농업의 생산성은 

정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또한 토지의 집약적 이용으로 인한 농업용수와 토양의 오염은 생산성 

성장은 물론 기후변화 등과 같은 외부여건 변화에 대한 농업의 적응 능력을 

감소시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약적 영농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질소와 인의 잉여 현상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쌀 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농가 간의 양극화가 다른 작목에 비해 심한 

편이며,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작목에 비해 생산 구조의 변화와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OECD 농가 생산성 동인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국내 쌀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2) 현재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농업, 그리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이에 따른 농가들의 생산성 변화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쌀 생산 혹은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 줄 방안을 모색, 3) 

농가 유형·특성과 생산성 간의 인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위주의 대규

모 사업이 아닌 농가단위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1.2.4. 분석 방법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농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될 아홉 가지 지수와 지수 구축에 필요한 변수들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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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지수 1

농가구조

지수 2
지속

가능성

지수 3
혁신/

상업화/
협동

지수 4
기술

지수 5
다각화

지수 6
개인특징

지수 7
위치/

주변여건

지수 8
가구

지수 9
금융
여건변수

경지면적 x

경영주 나이 x

농촌관광 소득 x

고도 x

바이오연료 소득 x

두당 자본량 x

자본/노동 x

화학자재 사용량 x

부채 x

교육 x

환경보조금 x

평등도 x

영농경력 x

가족노동비중 x

여성노동비중 x

임산물 생산 x

경영주 성별 x

사육 두수 x

Herfindahl index x

가족구성원 수 x

투자 보조금 x

두당 노동 투입량 x

관개 비중 x

임차지 비중 x

한계지 x

면적 당 투입재양 x

보호구역 x

순투자비율 x

농외소득 x

유기 농가 x

소유권 x

생산 다각화 x

사육 밀도 x

보조금 x

총자산 x

<표 2-2> 농가성과동인분석에 사용된 지표와 관련 자료 예시

자료: Johannes Sauer. KREI 세미나 발표자료(2018. 12. 7.)

○Sauer교수가 제시한 아홉 가지 지수는 농가구조(structure), 지속가능성

(Sustainablilty), 기술(technology), 생산의 다각화(diversity), 혁신/상업화/협

동(innovation/commercialization/cooperation), 개인특징(individual), 위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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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여건(location/environmental condition), 농가특징(household), 그리고 금융

여건(financial)로 구성된다(<표 2-2> 참조). 각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변수가 사용되었다. 단, 농가단위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국가

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각국의 자료에 맞게 <표 2-2>

의 변수들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앞서 선정된 변수들을 정규화 시킨 이후 아홉 가지 지수로 

통합(aggregation)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변수들의 통합을 위해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표 2-2>와 같이 농가 의 농가구조에 관한 지수는 정규화 된 네 가지 변수, 

가족 노동력 비중(
), 가축 사육규모(

), 경지면적(
), 농지 

소유권(
)를 기반으로 구축되면, 아래 식을 통해 농가구조에 관한 

지수를 생성한다. 

○여기서   는 주성분분석을 도출된 각 변수의 가중치이다. 농가유

형 개수는 앞서 구축한 9개의 지수를 바탕으로 한 다항로짓모형의 적합도

(Akaike information criterion/Schwarz an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는 각 농가 유형별로 아래 식과 같은 2차 함수 형태의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는 농가, 는 시점, 그리고 는 농가 유형을 뜻한

다. 종속변수는 생산액이며 설명변수로는 투입요소들(토지, 사육두수, 비료, 

에너지, 노동, 자본, 농업관련 서비스 등)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는 추

세항을 나타내며, 본 프로젝트에서는 년도의 기술수준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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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추정 계수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생산성과 

기술수준을 계측한다. 흥미로운 점은 각 유형별 추정계수를 바탕으로 가상

의(counterfactual) 생산성 및 기술수준을 계측한다. 예를 들어, 주성분분석으

로 인해 농가유형이 3개(유형 1, 유형 2, 유형 3)로 나누어 졌다고 가정한다

면, Sauer 교수는 농가 유형 1의 추정계수에 유형 2에 속한 농가들의 설명변

수를 대입함으로써, 유형 2에 속한 농가들이 유형 1로 바뀔 때 생산성 혹은 

기술수준이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계측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는 생산탄력

성, 즉 투입재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계측하

는 것이며, 마지막인 7번째 단계는 각 유형별 특징과 생산성과 기술수준 변

화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뽑아내는 것이다. 

1.2.5.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쌀 농가는 세 

가지 유형(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구분된다. 또한 유형별로 생산성과 

기술변화 속도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 수준

은 유형 1(5,773.7유로/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2(3,949.9유로/

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 변화율의 경우, 유형 1(3.441%/

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3(-0.158%/년)이 가장 작은 것으로 계

측되었다. 특히 유형 3은 기술수준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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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ohannes Sauer. KREI 세미나 발표자료(2018. 12. 7.)

<그림 2-1> 한국 쌀 농가의 유형별 생산성 및 기술 변화(2003년~2015년)

○<표 2-3>은 농가 유형이 바뀌었을 경우의 생산성 수준과 기술수준의 연견변

화율의 변동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낮게 계측된 유형 2가 

유형 1(유형 3)로 바뀔 경우, 생산성은 3,949.9유로/년에서 6,278.4유로/년

(4,309.1유로/년)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수준 변화율이 가장 

낮은 유형 3이 기술수준 변화율이 가장 높은 유형 1로 바뀔 경우, 연간 기술

수준 변화율은–0.158%/년에서 3.892%/년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형 3이 유형 2로 바뀔 경우, 연간 기술수준 변화율은 –2.893%/년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보다 빠른 기술 수준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 2와 유형 3에 

속한 농가들을 유형 1로 바꾸는 정책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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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관측치 수

(전체 표본 대비 비율)
4,521(27.7%) 1,953(11.9%) 9,862(60.4%)

각 유형에 속할 사전적 확률 0.2872 0.1952 0.5177

각 유형에 속할 사후적 확률 0.3143 0.2239 0.4618

생산성 수준(EUR/연)1

- 유형1 기술 5,773.7*** 6,278.4*** 5,983.5***

- 유형2 기술 3,161.7*** 3,949.9*** 3,913.8***

- 유형3 기술 4,549.9*** 4,309.1*** 4,885.2***

기술 변화(연간 변화율)

- 유형1 기술 3.441*** 2.777*** 3.892***

- 유형2 기술 -2.140*** 1.711*** -2.893***

- 유형3 기술 1.761*** 2.918*** -0.158***

<표 2-3> 한국 쌀 농가의 분류별 특성(2003년~2015년)

주 1: 표본평균에서 평가한 값임

2: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Johannes Sauer. KREI 세미나 발표자료(2018. 12. 7.)

○<표 2-4>와 <표 2-5>는 농가유형 구분에 사용된 지수들의 평균과 지수 구축

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화 이후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단, 농산물생산비

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금융 관련 지수는 농가 유형에서 제외되었다. 우

선, 생산성과 기술수준 변화율이 가장 높은 유형 1은 지속가능성 지수

(0.1026) 그리고 혁신/협력/상업화 지수(0.1824)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 1에 속한 농가들의 지속가능성과 혁신/협

력/상업화 지수 구축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기 때문

이다. 유형 2는 구조(0.3497), 기술(0.2010), 다양성(0.5837), 개인(0.1543), 위

치(0.2883) 지수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형 3은 

가구(0.1349)지수에서만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 1은 가장 생산적이면 기술변화가 빠르며, 지속가능성과 혁

신/협력/상업화 지수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또한 높은 가족노동 비중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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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문농인 반면 유형 평균 경지면적은 전체평균 경지면적보다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유형 1은 젊고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가가 속해 있으

며, 농업생산에 우호적인 정도와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비중은 평균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생산적이 가장 낮지만 기술수준 변화율은 중간인 유형이다. 유형2

는 가족 노동력 비중, 여성노동력 비중, 영농다각화, 그리고 기술 지수와 관

련 변수들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형 2에 속한 

농가들은 평균 경지면 적과 혁신/협력/상업화 지수는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산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유형

으로 생산성은 중간이지만 기술변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

고 유형 3은 가장 큰 평균 경지면적으로 가진 대신, 기술 지수와 지속가능성 

지수 그리고 가족노동력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 3에 

속한 농가들은 가장 높은 평균 연령과 가장 낮은 평균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

지수1-구조 0.2572 0.3497 -0.1872
지수2-지속가능성 0.1026 0.0511 -0.0572
지수3-혁신/협력/상업화 0.1824 -0.1537 -0.0532

지수4-기술 -0.0109 0.2010 -0.0348

지수5-다양성 -0.8441 0.5837 0.2713

지수6-개인 0.0854 0.1543 -0.0697

지수7-위치 -0.0391 0.2883 -0.039

지수8-가구 0.0935 -0.8976 0.1349

<표 2-4> 한국 쌀농가 유형 설정 – 지수별 평균값1

주 1: 유형별 평균값으로 조정된 값을 나타냄.

자료: Johannes Sauer. KREI 세미나 발표자료(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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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n=4,521)

유형 2
(n=1,953)

유형 3
(n=9,862)

생산구조

  가족 구성원 노동(시간/연) 0.186072 0.197099 -0.124332

  농지(ha) -0.177676 -0.297509 0.140368

지속가능성

  화학비료 사용(원/ha) -0.061486 -0.10348 0.048679

  친환경비료 사용(원/ha) 0.083614 -0.031194 -0.032154

혁신/상업화/협동

  순투자(원/ha) 0.014194 -0.030527 -0.000461

  임차지 비율 0.06163 -0.032835 -0.02175

  위탁영농(확률) 0.451019 -0.34011 -0.139406

  농외소득(원) 0.370885 -0.368586 -0.097031

기술

  노동-자본 비율(시간/원) -0.00415 -0.084469 0.01863

  자본-농지 비율(원/ha) -0.02678 0.122581 -0.011998

  중간재-농지 비율(원/ha) 0.014542 0.156804 -0.037719

  총자산(원) -0.091184 0.08398 0.02517

다양성

  허핀달지수 0.549231 -0.288439 -0.194662

  생산 다양성(총생산물 대비 쌀 

생산물 비율)
0.6444 -0.537003 -0.189066

개인

  연령(세) -0.116632 -0.133699 0.079944

  교육(고등/대학/대학원) 0.150045 0.018193 -0.072388

위치

  유역 또는 고지대(확률) -0.039149 0.288313 -0.039149

  산간지역(확률) -0.10499 -0.059592 0.06101

  생산성 높은 지역(확률) -0.020852 -0.102516 0.032059

가구

  여성-남성 노동 비율 -0.061506 0.932259 -0.156422

  가구원 수 0.070744 -0.337143 0.034334

<표 2-5> 한국 쌀농가의 유형별 기초통계량 – 표본평균으로부터의 편차1

주 1: 표본평균(=0)으로부터의 편차로 조정된 값을 나타냄.

자료: Johannes Sauer. KREI 세미나 발표자료(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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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앞으로의 일정

○Sauer교수는 ’18년 12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세미나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현재 단계는 앞서 언

급한 분석의 일곱 단계 중 다섯 번째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따라서 

Sauer 교수는 향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산탄력성을 측정하고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7일 세

미나 이후 지수 과련 지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내 자문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료 사용은 액수가 아닌 무게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농외수익은 농가 특징에 관한 지수 구축에 

더 적절하다. 3) 영농경력과 환경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중 세 번

째 자문의견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결과에 자문의견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선 두 개의 자문의견은 적극 반영

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분석결과와 우리나라와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송

부해주기로 하였다. 

2. FLAN 논의의 정책 시사점: 농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1.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본 절에서는 FLAN에서 논의된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고자 

한다. FLAN에서는 농업구조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우선 Hansen(2013)은 자원 배분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 자원(농지 혹은 사육두수) 혹은 소득으로 가중치를 준 사분

위수(size-weighted quantiles, 이하 가중 사분위수)를 이용할 것으로 제안하

였다. 자원 혹은 소득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평균과 사분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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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과 사분위수는 분석 대상의 범

위, 예를 들어 농가의 정의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분석 대상 

자원의 분포 변화에 둔감하다. 예를 들어 전체 농경지와 경작자 수가 동일할 

경우 평균은 경작자간 경지면적 분포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

○가중 사분위수는 이러한 평균과 사분위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원 혹은 소득

분포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가중 사

분위수의 산정을 가중 중위수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개

의 농가를 농지()의 크기대로 나열할 경우, 가중 중위수()는 아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농지 크기가 번째 큰 농가의 농지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1)에 따르면 농지 번째 농가의 농지 면적보다 큰 농지를 가진 농가들의 

농지의 합이 전체 농지의 절반이며, r번째 농가의 농지 면적보다 작은 농지

를 가진 농가들의 농지 합이 전체 농지의 50%일 경우 r번째 농가의 농지크

기가 가중중위수가 된다. 만약 농가경제조사나 농산물생산비조사와 같은 표

본조사를 이용할 경우, 아래 식과 같이 산정된다. 여기서 는 표본 설계를 

반영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가중 사분위수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과 비교하여 가중 중위

수는 자원 혹은 소득의 불균등도 정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

어, <그림 2-2>와 같이 경지면적이 불균등도가 증가할수록 가중 중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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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하지만 평균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가의 수와 총 경지면적이 변

동할 경우 경지면적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중위수 보다 큰(작은) 

농가가 두 개로 분할되거나 중위수 보다 큰(작은) 두 개의 농가가 하나로 합

쳐질 경우, 중위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즉, 중위수는 농지면적의 분포와

는 관계없는 농가의 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가중 중위수는 농지 면

적에 영향을 받을 뿐, 앞서 언급한 농가의 분할과 통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가중 중위수는 중위수에 비해 더 강건한(robust) 자원 혹은 

소득 분포 지표라 할 수 있다.

○FLAN 회의에서는 이러한 가중 중위수를 바탕으로 한 각국의 농업생산 혹

은 소득 구조의 변화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

행되었다. 특히, 2013년 12차 FLAN회의에서는 가중 중위수의 사용을 제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각국의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하였다. MacDonald(2013, 2014)은 농지 규모화(consolidation) 추이를 분석

하기 위해 가중 중위수의 사용을 제안하고 이를 미국의 경지분포 변화 추이

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의 평균 경지면적은 1982년 이후 

완만히 변화하는 반면 가중 중위수에 해당하는 경지면적은 급속히 증가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미국의 농지규모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평균 보

다는 가중 중위수의 사용이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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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된 경우>

<토지가 불균등하게 분배된 경우>

자료: Bokusheva & Kimura(2016)에 있는 Hansen(2013)의 그림을 재이용하였음.  

<그림 2-2> 로렌츠 곡선 상의 평균과 가중 중위수

○Shinihara(2013)는 가중 중위수와 일본의 농림업총조사(Census of Agriculture 

and Forestry)를 바탕으로 농가의 경지면적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일본은 1985년 이후 가중 중위수가 평균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훗카이도를 제외할 경우, 고령농의 은퇴와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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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체 단위의 협동조합은 2007년 농

가소득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영세농의 참가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체 단위의 협동조합은 2006년 10,481개에서 

2012년 14,742개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공동체 단위의 협동조합의 

증가는 농업경영체당 경지면적을 증가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출처: Shinihara(2013)

<그림 2-3> 일본의 가중 중위수에 해당하는 경지 면적의 변화: 1980~2010

○Kimura(2014a, 2014b, 2015a, 2015b)는 가중 중위수와 각국의 농가단위 자

료를 바탕으로 영농규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영농규모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내용은 Bokusheva & Kimura(2016)으로 발간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농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지

표로서 가중 중위수가 평균보다 적합하다. 둘째, 분석에 참여한 국가(네덜란

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모두 영농규모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영농규모화와 동시에 영농

규모의 양극화 역시 진행되고 있다. 넷째,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규제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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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수록, 전통적으로 생산구조의 다각화(diversification)가 정도가 높을수

록, 비농업부문에 대한 취업이 쉬울수록, 그리고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

ity)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영농규모화와 양극화 추

이는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재훈(2017)은 우리나라 농업의 영농규모와 소득분포 변화 추

이를 앞서 언급한 가중 중위수와 지니계수, 평균, 사분위수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농업은 절대적

인 규모 축소와 함께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둘째, 경지면적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셋째,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매우 심하며, 이는 농

가소득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농가의 고령화는 지속적으

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변화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

나이다. 

2.2. 농업구조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농업 생산 구조와 소득 구조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우선, 김경덕 외(2012)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이용하여 농가인

구, 농가 경영구조, 농업생산구조, 농업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황의식 

외(2017)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바탕으로 경지규모와 농업고정자본규모를 기

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농업조수입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농업고정자본규모가 전체 농업조수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지규모가 농업조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농업고정자

본규모 확대가 규모화나 경지규모 확대보다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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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구조변화와 소득양극화에 대한 분석은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장수·김정호(2008)은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양극화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강혜정·권오상(2008)은 농업

소득과 농외소득의 양극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진화·조현정(2012)

는 연령과 소득원을 바탕으로 농가를 구분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 국내 연구 중 성재훈·우성휘(2017)은 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를 바탕

으로 가중 분위수, 평균, 분위수, 그리고 지니계수를 계산하고 국내 농업의 

생산구조 변화, 소득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성재훈·우성휘(2017)은 19차 

FLAN 회의에서 논의된 성재훈(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 연구 

중 유일하게 FLAN의 분석 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생산구조와 소득

구조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표 2-6>은 우리나라 농가의 영농규모화 추이를 나

타낸다. 구체적으로 경종에 속한 곡물, 채소, 과수 농가의 영농규모의 불균

등도, 즉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곡물의 

경우 지니계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2%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농규모 사분위수에 해당하는 농가의 영농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가중 중위수와 가중 삼분위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가중 삼분위수의 증가속도가 가중 중위수를 포함한 다른 지표들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규모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2000~2015년 동안 우리나라 경종 농가는 양극

화와 규모화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쟁력이 없는 소농

의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대농을 중심으로 한 규모화 역시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농의 증가는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규모화와 작목전환의 어려움, 비농업부분에 대한 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정

부의 소득지지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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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형태

전체
(ha)

곡물
(ha)

채소
(ha)

과수
(ha)

낙농
(마리)

한육우
(마리)

양돈
(마리)

양계
(마리)

계란
(마리)

평균 0.16 0.36 -0.11 -0.41 4.73 5.93 8.82 2.86 4.11

지니계수 1.53 1.80 1.14 1.44 -1.66 -0.51 -1.37 -0.79 1.34

사분위수

1분위수 -2.69 -2.69 -2.40 -2.69 6.30 9.68 18.25 12.79 -12.9

중위수 -2.21 -2.24 -2.30 -2.30 4.73 6.92 11.04 4.14 -7.79

3분위수 -1.02 -0.93 -1.33 -0.95 4.73 4.96 8.16 4.14 4.14

가중 분위수

가중 

1분위수
0.20 0.71 -0.26 -0.02 4.04 4.73 6.54 2.26 7.18

가중 중위수 2.14 3.00 1.41 0.49 4.00 4.73 6.76 2.26 7.83

가중 

3분위수
4.61 5.21 3.27 1.75 3.94 5.47 7.09 -1.81 9.60

<표 2-6> 영농규모관련 주요 통계치들의 연평균 성장률(2000~2015)

단위: %

주: 광역시와 세종시의 경우, 해당 광역시 혹은 세종시가 위치한 각 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농림어업총조사에 포함된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농가에 대한 정의에 따라 농가 수는 달라질 수 있음. 영농형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구

분하였음. 

출처: 성재훈·우성휘(2017)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 축산부문의 영농규모 변화 추이는 경종부문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를 제외할 경우 축산농의 사분위수 증가율은 가중 사

분위수 증가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분위수에 해당하는 축산 농

가의 사육규모의 증가속도가 3분위수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의 사육 규모 

증가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축종별 가중 분위수들의 

증가속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축산업의 구조 변화는 경

쟁력 없는 축산 농가의 폐업과 더불어 축산 농가 전반적인 규모화가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축산업 전반의 규모화는 사육두수 분포의 분산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육규모의 불균등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낙농업의 사육두수 지니계수의 연평균 감소율은 약 1.7%에 이른

다. 이러한 축산업의 규모화 추이는 축산업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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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축산업의 경우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경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익 

창출 기회 존재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을 위해서

는 생산성 증대가 절실했다. 또한 노동집약적이고 연중생산이 가능하여 농

외소득에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사육

규모 변화 추이는 축산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규

모 확대를 추구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가 간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분석 결과, 실질 농가소득과 실질 농외소득의 평균은 매년 각각 

0.17%, 1.33% 증가한 반면, 실질 농업소득은 연평균 2.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소득의 감소가 농가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침을 의미

한다. 또한 농가·농업·농외소득의 불균등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삼분위수 이하의 농가소득은 연평

균 증가율은 음수인 반면, 가중 중위수 이상의 소득을 가진 농가들의 농가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농업소득 1분위수, 중위수, 삼분위수, 가중 1분위수에 해당하는 농가들

의 농업소득은 연평균 4.7% 이상씩 감소한 것으로 계측된 반면, 가중 3분위

수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농업소득은 매년 4.7%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농가소득이나 농외소득의 감소 혹은 증가폭보다 큰 것이다. 또

한 농업소득 지니계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농가·농업·농외소득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소득의 양극화가 농가 그리고 농외소득

의 양극화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미하며, 농업소득의 양

극화가 농가소득의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의미한다. 

○ 이전 소득의 지니계수는 연간 3% 이상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축산농과 채소농을 제외하고는 가중 3분위수 이전 소득까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평균 이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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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수들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거의 모

든 농가의 실질 이전소득은 증가하였으며, 이전소득 크기가 작은 농가일수

록 이전소득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전소득의 분

포변화 추이는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지니 계수 평균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가중 

1분위수
가중 중위수

가중 
3분위수

농가소득

전체 0.47 0.17 -0.77 -0.66 -0.04 -0.51 0.38 0.80

곡물 0.21 -1.23 -1.74 -2.12 -2.22 -2.33 -2.04 0.17

채소 0.27 -1.33 -1.71 -1.83 -1.26 -1.61 -0.96 -1.21

과수 -0.26 -1.15 -1.44 -1.35 -0.90 -1.49 -1.02 -0.27

축산 0.54 4.01 1.59 3.41 2.33 2.75 3.41 4.67

농업소득

전체 1.51 -2.00 -10.48 -7.10 -4.73 0.83 1.91 4.71

곡물 1.39 -3.80 -7.53 -5.98 -5.85 -4.36 -0.55 0.18

채소 1.72 -3.61 -11.04 -8.03 -3.93 -0.78 0.41 -0.56

과수 1.06 -2.34 -6.10 -4.08 -1.87 -0.34 -0.63 -0.90

축산 0.38 4.57 1.19 2.42 3.82 3.67 3.61 5.35

농외소득

전체 0.26 1.33 -0.66 -0.68 0.95 1.63 1.89 1.65

곡물 1.05 -2.08 -5.10 -6.88 -3.69 0.28 0.06 0.56

채소 0.10 -1.17 6.20 -1.18 -2.62 -2.29 -0.25 1.55

과수 0.58 -4.08 -6.30 -5.18 -6.48 -5.02 -1.87 -1.25

축산 -0.49 3.82 11.63 5.63 4.63 2.97 1.37 1.29

이전소득

전체 -3.08 9.18 23.33 13.03 10.03 7.82 4.51 1.97

곡물 -4.30 8.90 19.58 11.90 9.22 7.66 4.77 1.09

채소 -3.98 9.98 25.50 14.20 11.32 8.18 4.06 -0.46

과수 -3.61 10.45 28.17 12.76 11.22 8.89 5.34 2.64

축산 -3.45 9.53 22.65 13.44 10.96 8.45 6.13 -0.32

<표 2-7> 농가관련 실질 소득 연평균 성장률(2003~2015)

단위: %

주: 본 논문에서는 농민들의 실질 구매력 변화를 계측하고자 명목소득을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시켰음. 

명목소득의 성장률은 부록에 포함되어 있음. 영농형태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출처: 성재훈·우성휘(2017)

자료: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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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을 제외한 모든 경종 부문은 실질소득 감소와 소득의 양극화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종부문의 실질 평균 농가·농업·농

외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0보다 작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또한 경종농가의 

농가·농업·농외소득의 사분위수와 가중 1분위수, 그리고 가중 중위수의 연

평균 증가율 역시 음으로 나타났으며 오직 곡물농의 농가·농업·농외소득 가

중 3분위수 만이 양의 연평균 증가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

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농가의 실질 농가·농업·농외소득이 2003~2015년 

동안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중 중위수와 가중 3분위수의 감소폭

은 가중 1분위수, 평균, 그리고 사분위수의 감소폭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들의 소득감소의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 반해 축산 농가는 전반적인 실질소득 증가와 양극화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가·농업·농외소득의 사분위수, 평균, 가중 

사분위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모두 0보다 큰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농업소득

과 농가소득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평균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하지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축산농가의 양극화를 개선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육두수 증가를 통한 규

모화로 인해 농외소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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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농업자원관리조사(ARMS)의 구조 및 활용(심층연구)7

○ARMS를 활용한 보고서와 원고들에 관한 이 연구의 목적은 AR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된 일부 연구분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구글 학술검색 사이트를 통한 간단한 검색), ARMS를 

활용하거나 ARMS를 다른 데이터 세트와 비교한 보고서 및 출판물이 2,200

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RMS는 미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

장 포괄적인 조사이며, 이 설문조사는 약간의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용가능한 최고의 데이터 집합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부분은 농가 구조 및 재정, 생산성 및 효율성, 자원 

및 환경, 정  농업 및 기술 채택, 그리고 ARMS에 대한 비평이다. 이 연구

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잠재적 분야는 방법론의 발전, 유기농법, 유기농

업 제품의 판촉, 그리고 미래 정부정책에 대한 생산자들의 기대를 향상시키

는 요인 등이 있다. ARMS는 매년 최대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즘 이 설문조사의 몇몇 부문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정 농업부문이다. 이 분야는 매우 오래되었으

며,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기술수준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농업부문의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집합들 중 하나를 다루어

보고, 연구원들이 이것을 활용하여 우리 농업 경제의 특정 분야를 어떻게 평

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생산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개략적은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다.

7 켄터키대학교 Tyler.Mark, 김관선 박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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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업자원관리조사(ARMS) 소개

○농업 자원 관리 조사(ARMS)는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두 기관(경제연구

소(ERS)와 농업통계국(NASS)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개발한 대표적인 농가

수준 데이터 집합이다. ARMS는 경제연구소와 농업통계국이 공동으로 후원

한다. ARMS는 1996년 미국 농업 정책 역사상 가장 중요한 농업법안 중 하

나인 농업법(Farm Bill)이 창설된 이후 실시되었다. '농업자유법'으로 더 잘 

알려진 미국 연방농업 증진 및 개혁에 관한 법률(1996년 제정)을 통해 미국 

농업인들은 제한된 작물혼합을 생산하는 대신 그들이 직접 선택한 작물혼합

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ARMS는 1975-1995년 별도로 실시된 농작물 수확 관행, 화학비료 사용 및 

농가 비용 및 수익 조사가 융합된 것이다.8 이 조사의 설계는 다중 단계, 멀

티프레임, 계층화, 확률가중 표본추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영 관습, 농가 

구조, 자금 및 가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농장 운영주와의 인

터뷰를 진행한다. ARMS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조사는 매해 실시되며 

미국 내 48개 주, 모든 사이즈의 농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주 운영자의 가

계 및 모든 상품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조사는 3단계의 다중단계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1단계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상태를 확인하며, 조사 대상 작물을 생산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 수행농가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생산 투

입재, 재배 관행 및 생산 비용에 대한 기초 생산단계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

게 된다. 3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 농가 중 국가를 대표할 만한 표본을 선정

하고 모든 농가 운영 및 가계의 특징과 재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8 ARM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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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 농업통계국(이하 NASS) 멀티프레임 설정을 사용하면 연간 약 3

만 건의 농가와 목장의 운영방식을 조사할 수 있다. 먼저 사용되는 첫 번째 

프레임은 농가의 유형, 크기와 같은 농장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목

록 프레임으로, NASS가 관리하고 있다. 두 번째 프레임은 목록 프레임을 지

원하는 구역 프레임으로, NASS가 농가 소유주 변경, 사업 종료 또는 신규 

시행 등의 운영실태 변동사항을 추적하도록 돕는다. 

○표본 프레임의 계층화는 작업은 조사대상을 지역, 농가매출 및 상품별로 그

룹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충분한 수의 농장이 표본추출 되도록 각기 다

른 확률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확장요소가 국가적으로 대

표되는 표본을 만들어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데이터 세트의 마지막 특성은 확률가중 표본추출이다. 확률가중치를 부

여함으로써 각 관측치는 선택확률을 나타내는 다른 확장요소를 가지게 된

다. 이것들을 통해 적절한 모집단 추정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래 <표 2-8>은 ARMS 조사를 통해 조사된 작물들과 미래에 조사 될 작물

들을 나타낸다. 주요 작물(옥수수, 콩, , 목화 등)은 3년에서 6년마다 추가

적으로 조사되어 매년 수집되는 일반적인 정보에 해당 작물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까지 조사된다. 

- 이 원고의 다음 순서는 아래와 같다

  3.2. 농가 구조 및 재정 

  3.3. 생산성 및 효율성

  3.4. 자원 및 환경

  3.5. 정  농업 및 기술 채택

  3.6. ARMS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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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ARMS 설문대상 농작물의 과거 및 향후 조사계획

Commodity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pples 2,3

Corn 2,3 2 2 2 2 2,3 2,3 2,3 2,3 2,3

Soybeans 2 2,3 2 2 2,3 2,3 2,3 2,3

Cotton 2 2,3 2 2 2,3 2,3 2,3 2,3

Winter wheat 2 2 2,3 2 2 2,3 2,3 2,3

Spring wheat 2 2 2,3 2 2,3 2,3 2,3

Durum wheat 2 2 2,3 2 2,3 2,3 2,3

Potatoes 2 2 2 2

Rice 2,3 2,3 2,3 2,3

Sorghum 
(milo)

2,3 2,3 2,3

Tobacco 2,3 3

Sugar beets 2,3

Peanuts 2,3 2,3 2,3

Sunflowers

Oats 2,3

Barley 2,3 2,3 2,3

Cow-calf 3 3 3

Hogs 3 3 3  3

Dairy 3 3 3 3

Broilers 3 3

Landlords 
(TOTAL)

4

2 = Phase II field-level Production Practices Report only.

2,3 = Both Phase II field-level Production Practices Report and Phase III whole-farm Costs of Production survey.

3 = Phase III whole-farm Costs of Production survey only.

4 = Tenure, Ownership, and Transition of Agricultural Land Survey (TOTAL).

*Planned. 

Note: Years represent the reference period for the survey data, which is collected during the following year. Additional ARMS-based statistics about on-farm fertilizer and pesticide usage on selected field crops and potatoes are also collected and available through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s (NASS), Agricultural Chemical Use Program.

자료: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8.

3.2. 농가 구조 및 재정

○지난 10년 동안, ARMS 데이터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이

해하여 재무성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농업부문의 인구고령화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농부의 평균 

연령은 57세에서 60세 사이로 나타났다. <그림 2-4>는 1996년과 2011년의 

미국 주요 농가 운영주의 연령수준에 따른 농가 분포와 생산 가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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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oppe, 2014)

<그림 2-4> 2011년, 1996년도 농가 운영주의 연령에 따른 농가 및 생산가치 분포

○상당한 자원과 연구가 농업인들이 어떻게 농장을 운영하는지 평가하고, 신

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촉진에 투입되었다. 초기 농업인의 재

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주요 도구 중 하나가 ARMS이다. Katchova 

and Dinterman(2018)는 신규 농업인들이 농업 침체기 동안 겪는 재정적 스

트레스를 측정하는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하였다. 최근 미국의 농업 침체

는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상품(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

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가된 기간 동안, 2006-2012년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

에 따라 일부 신규, 청년 농업들이 농업 생산을 시작하였고, 신규 농업인들은 

그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구입한 토지와 장비만큼의 상당한 부채를 지게 되

었다. 연구 결과, 농업 침체기와 유동성, 부채상환능력, 수익성(이윤)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필자의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연구진들은 그들이 유동성과 부채 상환능력에 있어 신규농업인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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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나은 재정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필자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젊은 농가 운영자들 몇몇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괄목할만한 결과이다.

○Kachova(2010)는 2005~2008년 ARMS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 신규 농업인

들이 겪는 재무성과와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그녀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

하여 신규 농업인들은 운영주의 특성, 기업농 여부, 농가 규모, 조직화 정도

에 따라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각기 다름을 밝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이든 신규 농업인들은 유동성과 상환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규모가 큰 농가들은 유동성과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가지며,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

이 더 높게 나타났다.

○Mishra et al.(2009)에 의해 시행된 초기 연구는 2005년 ARMS 데이터를 활

용하여 신규 및 초창기 농업인과 목장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농장주의 연령과 재무성과 사이에 역U

자 모양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성과와 의사결정자 수의 증가, 부

가가치 농업과의 연계, 그리고 기록된 농가 운영계획을 갖는 것 등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Kropp and Katchova(2011)는 2005-2007년 ARMS데이터를 사용하여 직

접지불이 기존농업인에 비해 신규 농업인의 유동성 및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가중 회귀 분석의 결과, 직접 지불 수준과 기존 농업인의 

기간 채무 보증비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신규 농업인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와 반대로 기준 에이커의 수와 기존 농업인들의 

현재 비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신규 농업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농업인들의 유동성과 부채상환

능력에 비연계성(decoupled) 직접지불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

공하였지만, 그 영향은 신규 농업인들과 기존 농업인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44

○ARMS 데이터를 활용하여, ERS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의 진행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재무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은 농장 운영

자의 그룹 수준의 재무 성과를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ARMS가 국가적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집합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미국의 농가 부문 재무 건전성 

평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데이터 세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서는 이러한 계산에 ARMS를 사용할 때의 단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ARMS를 이용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농가인구의 일반 특징을 평

가하기 위해서이다. Katchova(2005a, 2005b, 2008, 2010) 연구는 ARMS를 

사용하여 농가 인구의 특징을 평가했다. Katchova(2005a)는 3년간의 ARMS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가들을 특화된 기업농과 비교하고 농지의 가치

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작물 및 축산 농가들은 특화된 작물 또

는 축산물 생산농가에 비해 5.8% 더 낮은 농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

가, 다각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특화된 상품 생산농가에 비해 9.4%의 

할인을 받았다. 이 결과들은 예상대로 나타났다. 2005년 실시된 Katchova의 

두 번째 연구에서 그녀는 2001년 ARMS를 사용하여 미국 농가의 부채와 부

채 통합을 검토했다. 그녀는 총소득이 높은 농가가 더 많은 대출과 부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욱이, 나이든 기존 농업인들이 더 

적은 부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또한 농장 운영자의 위험 회피 

성향과 몇몇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사이에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농가의 수익성이 신용카드 사용, 

부채 및 부채 통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매우 흥

미로운 결과다. 왜냐하면 필자는 더 많은 수익성을 가지 농가들이 더 적은 

대출과 부채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Katchova(2008)의 연구에서는 농가와 비농가 사이에 흥미로운 비교가 이루

어졌다. 이 연구는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소득과 순수익에 대한 경제적 후생

(well-being)이 더 높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비농가(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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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재산 불평등이 더 높지만, 소득 불평등은 농가와 비농가 모두 비슷

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농가와 비농가 모두의 사업 활동과 경제

적 후생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앞서 언급한 4개 연구에서 Katchova(2010)는 2003-2005년의 ARMS 데이터

를 이용하여 협동조합과 투자자 운영기업 간의 마케팅 및 생산 계약의 가격 

경쟁력을 평가했다. 농업인들은 협동조합과 자주 계약을 맺는다. (모든 계약

의 약 3/4이 투자자가 소유한 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과 계약된다.) 이번 조

사 결과는 조합원들이 그들의 회원들에게 시장가격을 제시하는 사업 관행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농업 협동조합은 농업 공급망을 조정

하고 통합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Katchova and Miranda(2004)는 2단계 추정을 통해 농가 특성이 계약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들은 보다 전문화된 농부들이 생산량

은 적지만 더 자주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했다. 또한 선물과 옵

션계약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선도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낮지만 전문 마케

팅 계약을 사용할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약된 

수량을 가지고 마케팅 계약을 채택할 확률은 계약의 빈도와 두 유형의 계약

체결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RMS의 또 다른 장점은 다년간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장기 추세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Nehring et al.(2015)는 2003-2011년 기간 동안 

미국의 양계 농가의 수익성을 주도한 요인을 평가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농

가의 규모, 다각화, 그리고 닭의 사육기간 등은 농가 재무성과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또한 경쟁적인 양계 무역 시장

에서 미국의 양계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특히 국제 경쟁력을 위한 

농가 재무성과는 지역, 농업인의 연령, 농업 외의 고용에 의해 상당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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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또 다른 뜨거운 쟁점은 어떻게 농가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농작물 

보험을 이용하느냐이다. Ifft, Kuethe, and Morehart(2013)는 2011년 소규모 

경작농가의 약 62%와 중규모 경작농가의 85%, 대형 경작지 소유농가의 

92%가 연방 작물보험(FCI)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1년 밭농사에 특화된 

농가기업 부문에서 약 544억 달러($54.4)의 부채가 발생했고, 이 부채의 

88%는 FCI에 가입한 농가기업에 의해 발생하였다. 소규모 농장의 경우, 

FCI에 참여한 농가에 의해 56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경작

등급(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약 79%에 해당한다. 중

규모 농가의 경우, FCI에 참여한 농가에 의해 167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했

는데, 이는 전체 경작등급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채의 약 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규모 농가의 경우, FCI에 참여한 농가가 256억 달러

의 부채를 보유했으며, 이는 전체 부채의 약 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농

가의 규모에 상관없이 FCI에 참여한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5>는 참여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

율, 그리고 농가 규모에 따른 채무불이행(default) 확률을 보여준다.

자료: USDA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2011).

<그림 2-5> 농작물 생산농가의 규모별 FCI(Federal Crop Insurance)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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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그림 2-6>은 연방 농작물 보험(FCI) 참여농가와 농가 유형별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농경지 비율을 보여준다. ARMS에 참여한 모든 농가

의 약 15%(14.8%)가 FCI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것은 다른 농가

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퇴, 농업 외 고용

(off-farm occupation), 그리고 저 매출 농장은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반

면, 대규모, 중규모 농가에 이어 초대규모 및 평균 매출 농장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자료: Hoppe, 2014.

<그림 2-6> 농가유형별 FCI 참여 및 보험가입 농경지 비율, 2011

○<그림 2-7>은 FCI 참여여부에 따른 농작물 생산농가의 자산 대 부채 비율을 

보여준다. 자산 대 부채 비율은 FCI로 보장받는 경우 소규모 및 대규모 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에서 통계적으로 다르고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규모 농가의 경우, 부채 대 자산 비율은 통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자산인 부동산 부채와 비부동산 부채

에 대한 자산 대 부채 비율을 별도로 볼 때 유지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리스크 밸런싱 행동과 일치하며,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진 농장들이 FCI에 참

여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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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ebt-to-asset ratios for farms with and without FCI coverage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or 

this acreage class.

자료: USDA Agri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Survey

<그림 2-7> 재배규모 및 FCI 참여 여부에 따른 자산 대 부채비율

○FCI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 기업의 약 78%는 채무불이행(default) 가능성이 

1% 미만(<0.5% 및 0.5-1% 범주)으로 나타났으나, FCI에 참여한 농가 기업

의 경우 약 64%로 나타났다(<그림 2-8> 참조). FCI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평균 채무불이행 확률은 1.9%였으며, FCI 참여 농가는 2.2%,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다르다.

자료: USDA Agri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Survey(2011).

<그림 2-8> FCI 참여 여부에 따른 농가별 채무불이행 가능성 비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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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산성 및 효율성

○ 1996년 ARMS가 개발된 이래로, 미국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분

석한 여러 보고서와 검토 출판물들이 있었다. 효율성에 관한 한 가지 주제는 

미국 농가 운영에 대한 농업 외 노동의 역할이다. Goodwin and Mishra(2004)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농업 효율성과 농업 외의 노동

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농업 효율성과 농업 외 노동 사이

에 두드러지는 역관계를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농업 외 노동이 농업의 효

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생산자의 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El-Osta, 

Mishra, Morehare(2008)은 농업 외 노동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를 실시하

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한 부부들의 농업 외 근무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발견은 아

내의 교육이 농업 외 근무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며, 가정 내 6세 이하 아이들의 존재가 농업 외 근무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롭게도 그들은 보조금의 증가가 농업 외 근무를 

계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ARMS는 또한 몇몇의 다른 농업부문 산업들의 총 요소 생산성 평가에도 이

용되었다. Key, McBride, and Mosheim(2008)의 연구는 총 요소 생산성 평가

에 ARMS를 사용한 좋은 예다. 그들은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방법을 활용하

여 12년 동안의 미국 돼지산업에 대한 총 요소 생산성을 분해하였다. 이 기

간은 돼지 산업 생산성의 두드러지는 변화와 농가 크기의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을 통해, 그들은 총 요소 생산성을 기술적 변

화, 기술 효율성의 변화, 규모 효율성 및 배분의 효율로 나누었다. 해당 기간 

동안, 그들은 대부분의 이득은 기술적 진보와 규모의 증가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Key and McBride(2008)는 생산 계약이 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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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미국에서, 생산 계약은 여러 산업 내에서 생산자들이 이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다. 그들은 생산계약이 비육부터 출하까지 돼지 

사육농가의 총 요소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

가, 그 결과는 생산계약을 맺는 것이 생산된 생산물의 양을 늘리고 양질의 

사육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계약을 제한하는 정책이 낮은 농가생산성에 대한 비용

을 부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3.4. 자원 및 환경

○CRP(Conservation Reserve Program)는 생산자들이 생산성이 아주 낮거나 침

식되는 토지를 등록하여 토지를 보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계

약을 활용하여 10-15년 동안 토지를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해당 토지의 소

유자에게 등록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Sullivan et al.(2004)의 연구는 CRP

에 등록된 데이터 세트를 통한 생산자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ARMS를 사

용했다. ARMS를 통해 CRP 등록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한 후속연구는 

Lambert, Sullivan, & Classen(2007)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많은 CRP 

등록자들이 단기 자금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CRP를 사용하

고, CRP에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농가 사이에 어떠한 눈에 띄는 농가 

구조적 차이점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Lambert et al.(2007)에 의해 시행

된 유사 연구는 CRP에 등록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간의 관리 관행 차

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2-9>는 ARMS 데이터 집합 농가 중 CRP에 

등록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몇몇 재배관행에 

참여하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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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Whole field grasses는 토양침식방지를 위해 농경지 전체에 풀을 재배하는 방식이며, Wildlife enhancement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방식임. Grass waterways의 경우 경작지 내 물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곳에 초본

식물로 띠를 조성하여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방법임. 

자료: Lambert, Sullivan, Claassen, & Foreman, 2007.

<그림 2-9> 농가유형별 CRP 가입여부에 따른 토지 보존방식(재배관행) 비교, 2001

○또한 ARMS는 위험 선호도와 환경, 생산 및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계약의 의미에 사용되어왔다(Uematsu, 2012). Uemastsu(2012)는 2001년 

ARMS를 활용한 순서형 로짓 모델, 다변량 프로빗 모델, 더블 허들 모형을 

채택하였다. 

○ARMS와 또 다른 포괄적인 조사를 결합한 독특한 연구인 Consevation 

Effects Assessment Project (CEAP)를 통해 매우 상세한 데이터 집합을 만들

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데이터 세트를 통해 Lambert et al.(2007)은 

전적으로 토지보전 관행의 환경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알

기로 이것은 ARMS의 다중단계 설정 중 2단계 농장들과 다른 조사의 농장

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몇 없는 연구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통합은 매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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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었으며, 이전에 두 설문 조사 중 하나를 독립적으로 활용하여서는 달

성할 수 없었던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3.5. 정밀 농업 및 기술 채택

○ARMS 데이터는 다른 기술들과 생산 관행의 선택을 평가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Fernandes-Cornejo, Daberkow, and Mcbride(2001)는 ARMS

를 활용하여 정  농업과 함께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콩의 선택을 평가하는 

원고의 한 예시이다(<그림 2-10> 참조). 그들은 이러한 서로 다른 기술들의 

채택을 유도하는 특성들을 검토한다. 이 원고를 통해 그들이 하고자 했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농가 운영규모가 기술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RMS 데이터는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잘 설

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다.

자료: Fernandez-Cornejo, Daberkow, & McBride, 2001.

<그림 2-10> 운영규모별 정밀 농업 및 유전자 변형 곡물 채택률(샘플 평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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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erkow and McBride (2003), MacDonald, Korb, and Hoppe (2013), 

Schimmelpfennig and Ebel (2011), Schimmelpfennig (2016), Schimmelpfennig 

and Ebel (2016) 등 일련의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들을 통해 농업이윤과 정

농업의 선택에 대한 정  농업의 역할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

에서 정  농업 기술의 채택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전체 미국 옥수수 재배면적의 70%가 수확량 감시 기술을 이용하

여 수확되었다. <그림 2-11>은 정  농업 기술과 관련된 몇몇의 기술 채택

률을 보여준다.

자료: Schimmelpfennig, 2016.

<그림 2-11> 옥수수 재배농가의 정밀농업 채택률 및 경작지 비율, 2010

○Schimmelpfennig (2016)의 주요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정  농업 기술을 채택

한 생산자가 비 채택자보다 1 에이커당 66달러의 운영 이윤을 가진다는 점

이다. 그러나 분석된 기술 중 상당수가 시행 비용 때문에 더 큰 농장을 필요

로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그림 2-12>는 정  농업 기술 채택 여부

에 따라 에이커당 투입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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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chimmelpfennig, 2016.

<그림 2-12> 정밀 농업 기술 채택 여부에 따른 투입비용 비교

3.6. ARMS에 대한 비평

○그러나 Ahrendsen and Katchova (2012)는 ERS에서 보고한 비율이 Farm 

Financial Standards Council (FFSC)가 제시한 비율과 같지 않다고 비판한다. 

Ahrendsen and Katchova (2012)가 제시한 <표 2-9>는 ARMS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ERS(ARMS) 계산 재무 비율뿐 아니라 재무 비율에 대한 FFSC 권

고사항을 나타낸다. <표 2-9>에 제시된 비율을 기준으로 FFSC와 ERS 사이

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몇 가지 재무 비율은 ERS와 FFSC 간에 동일하

지만, 일부 재무 비율과 지표는 오직 FFSC에 의해 계산 및 보고되며, ERS는 

일부 재무 비율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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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FFSC 재무비율 권고사항 및 ARMS 재무비율

○<표 2-9>에서 제시된 비율 외에도, <표 2-10>은 FFSC와 USDA-ERS 간에 

여러 비율을 정의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나타낸다. FFSC

와 USDA 간의 재무 비율 정의에 어느 정도 일관성은 존재하나, 자산 수익

률, 자본 수익률, 농가부채 상환 능력 등과 같은 일부 재무 비율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ARMS를 사용하여 이러한 비율을 계산하

는 연구자들은 이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FFSC가 제공하는 정

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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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재무지표별 FFSC 계산과 ERS 계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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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에서 ARMS 데이터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보고하는 농가 기업 재무 비

율은 농가 운영주에게 그룹 수준의 재무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만, Ahrendsen and Katchova (2012)는 다음과 같이 농가 수준의 

재무 성과를 분석할 때 ERS에 대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1- FFSC에서 권장하는 재무 비율과 지표를 계산하고 보고할 것.

2- 값 계산에 사용되는 공식은 가능한 한 FFSC가 권장하는 공식과 일치하

여야 한다.

3- 대치값의 경우, 연구자가 대체되는 값을 알 수 있도록 데이터 세트에 

표시되어야 한다.

4-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 부채와 같이 가정과 이전 추정치에 기초하여 값

이 대체되는 경우, 이러한 가정과 추정치는 주기적으로 검증되고 갱신

되어야 한다.

5-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표시된 추정치에 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

다. 샘플의 크기가 작은 경우 값을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하

여야 한다. 추정치가 0에 가까울 경우 큰 상대적 표준오차(RSE)가 반드

시 신뢰할 수 없는 추정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RSE 외에 표

준 오차를 보고하는 것이 좋다.

6- 총 평균 외에도 중위수 및 몇몇 선택된 백분위 수를 보고할 것.

7- 중요 영역 내에 가치가 있는 농가 기업의 비율을 보고할 것.

○ARMS를 비판한 두 번째는 Featherstone, Park, and Weber (2012)이다. 앞서 

<표 2-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축산업에 대한 상품별 특정 정보는 약 5년

마다 조사된다. Featherstone, Park, Weber(2012)에 따르면 5년마다 생산관행

의 유용성에 관한 우려로 인해 이 데이터의 사용자가 조사 기간 간의 최근 

상대적 가격변동성의 변화를 오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낙농가와 돼

지 농가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 간 생산비용(cost of 

production numbers)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낙농과 돼지 기업

들의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완료된 조사에서 누락된 특정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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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더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대치법(imputation techni-

ques)이 필요하다.

○ARMS를 비판하는 세 번째는 Kuethe, Briggeman, Paulson, and Katchova 

(2014)이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ARMS 데이터를 세 개의 다른 주(즉, 일리

노이, 캔자스, 켄터키)의 Farm Management Association(이하 농업경영협회)

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농업경영협회 

중 세 곳이며, 협동조합원들을 위해서 세부적인 재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한다. 농업경영협회 데이터베이스의 농가들과 ARMS의 농가들 사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농업경영협회는 ARMS에 비해 더 큰 

농가를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농업경영협회는 가축농가에 비해 더 높

은 비중의 농작물 농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ARMS 데이터 집합은 대표적

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확률 가중치를 사용한다. 셋째, 그들은 ARMS에 비

해 더 많은 젊은 농장 운영주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넷째, 농업경영

협회의 데이터는 정확한 재무 정보, 다년간의 농가 추적 능력과 같은 실증적 

연구를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전의 실증적 연

구들은 농업경영협회에 속하는 농가들이 ARMS와는 달리 농가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RMS와 농업경영협회 데이터는 모두 적용 연구에 몇 가지 뚜렷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또한 공통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농업경영협회나 연방정부 

한쪽에 자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은 제공된 정보의 사용과 배포에 큰 우려를 

표한다. 결과적으로, 연구목적을 위해 양쪽 외부기관의 자료에 대한 접근권

을 얻는 것은 매우 긴 과정이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다음 그림들은 세 관리 협회(일리노이, 캔자스, 켄터키) 각각의 판매 등급별 

농가 비중을 ARMS의 각 주 농가 인구 추정치와 비교한다(그림 2-13, 그림 

2-14 및 그림 2-15 참조). 이 그림들은 각 주에서 가장 작은 판매 등급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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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미만)에 속한 농가의 비율이 농업경영협회보다 ARMS에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13> USDA 경제등급 구분에 따른 일리노이주 농가 비중, 2011

<그림 2-14> USDA 경제등급 구분에 따른 캔자스주 농가 비중, 2011



60

<그림 2-15> USDA 경제등급 구분에 따른 켄터키주 농가 비중, 2007~2011



제3 장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대응

1.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추진과 대응 현황

1.1. 추진 배경 및 현황

○농업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Network on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Environment, 이하 TFP&E)는 2017년 시작된 신생네트

워크이다. TFP&E의 목적은 참여국 전문가들의 대화와 공동 연구를 통해 국

가 간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TFP&E를 통해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

성(Environmentally Adjusted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EA-TFP) 지수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활동은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학계의 노력과 OECD와 국가 혹은 

국제기구들이 분석한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OECD는 TFP&E를 통해 각국 전문가들이 토론과 

공동연구를 주선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각국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회의

와 TFP&E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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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P&E는 2015년 14일과 15일에 개최된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에 관한 전문가 워크샵(Expert Workshop on Measuring Environmentally 

Adjusted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for Agriculture)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2016년에 OECD 농업국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의 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후속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TFP&E 논의의 정책 시사점: 농업 생산성 중심으로

2.1. 농업 생산성에 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TFP&E 1차 회의에서는 각국의 생산성 추정 연구와 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각국의 생산성 추정 관련 연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 통계청의 Obst(2017)는 Institute for develop-

ment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IDEEA)의 System of environ-

mental-economic accounting(이하 SEEA)에 대해 소개하였다. SEEA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관관련 자료

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론을 제공뿐만 아니라 국가별 자료와 SEEA의 분석

툴을 바탕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EEA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은 OECD회원국들의 농업관

련 총요소생산성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SEEA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부문 혹은 농지의 생태계서비스, 다원적 가치 혹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계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ria et al.(2017)는 브라질 농업의 생산성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에 대해 발

표하였다. 농업부문은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부

문이며, 그 증가 속도 역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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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브라질에서 농업부문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국가 경

제에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라질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가 동인은 농업부문 기술혁신, 무역자유화, 농업부문 금융 정책 등이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소농의 생산성 증가율이 중간

농의 생산성 증가율 보다 크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격차 역시 크게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은 현재 중간농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 간 생산성 격

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유통, 농업금융, 그리고 R&D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단, 브라질 소농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대농 수준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생산성 변화 추이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질과 우리나

라의 농업여건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농업생산성 

증가와 환경 보존이 서로 상충관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농업부문은 벌목에 대한 규제(보존구역의 획기적 확대와 벌목에 대

한 규정 강화 등)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화학비료 사용 감소 등을 생

산성 증가와 동시에 달성하였다. 

○OECD의 Haš i  et al.(2017)은 환경요소를 고려한 총요소생산성(Environmetally 

adjusted multi-factor productivity, 이하 EA-MFP)에 대해 발표하였다. 생산

성 증가는 자원의 사용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

문에 전통적인 생산성 지표로는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따라

서 경제적 성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성 지표를 생산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EA-MFP로 확대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경제성장률

은 GDP성장률로 계측되었으며, GDP성장률은 자본(produced capital)과 노

동의 기여분과 생산성 증가분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를 고

려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GDP성장률과 오염물질 배출 증가율로 구성되면,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노동과 생산된 자본의 기여분뿐만 아니라 자연적 자본

(natural capital)의 기여분과 EA-MFP까지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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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노동기여분생산된자본기여분천연자원기여분

○Baldoni et al.(2017)은 피셔지수을 이용하여 계측한 이탈리아의 생산성 변화

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를 요약하면, 2008~2014년 동안 이탈리아의 농업생

산성은 생산 감소와 투입 증가로 인해 그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농

업생산성은 농가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수출품목을 생산할수록 증가하였

다. 

○Cachia(2017)는 FAO Global project를 소개하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였다. FAO Global project는 개발도상

국의 농업과 지역 통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은 25개 핵

심 영역 중에 하나이며, 구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FAO Global project의 걸림돌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걸림돌은 일관되

고 믿을 수 있는 통계의 생성과 관계된다. 즉, 투입 그리고 산출요소의 측정방

법의 차이와 그에 대한 가치측정의 차이가 존재하며, 자료의 일관성 있는 구축

이 부족한 실정이다. 두 번째 걸림돌은 통계자료 구축과 관련된 행정적 혹은 

제도적인 제약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통계자료 기반이 취약하며, 안

정적인 재정부족, 통계 자료와 통계 구축 기관의 중복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FAO Global project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였고, 이를 실제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관련 자료의 산발적 수집으로 인한 문제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구

체적으로 농림어업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그리고 

농축산물생산비조사와 농정원의 농가경영체 DB,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의 흙

토람 자료는 통합이 불가능하며, 통계청의 농가단위자료의 경우 통계청이 공

개하지 않는 자료가 많아 실제 농가단위 생산성 계측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토지의 가치 추정과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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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우선 Ribarsky(2017)는 OECD의 토지와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

치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2010년 ‘The 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과 ‘G-20 Data Gaps Initiative Phase 2’는 토지를 포

함한 비금융자산의 가치를 국가계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rostat/OECD는 2012년 공동 Task Force팀을 구축하고 비

금융자산 중의 하나인 토지에 대한 가치측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Eurostat/OECD 2015). 토지 가치 측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

는 지면뿐만 아니라 그 위에 토양 그리고 그 위를 지나는 지표수와 연결된 

모든 것을 뜻한다. 또한 토지의 가치는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지면 위에 있

는 구조물과 토지 개량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토지의 가치를 계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토지의 면적과 가격을 곱하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 

특히 농지의 경우 거래가 부족하거나 시장 가격 자체가 부정확할 경우 공시

지가나 세금, 그리고 주변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추정된 가격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토지의 가치는 토지의 용도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면 

Eurostat/OECD(2015)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격 설정 시 감안해 주어야 한다

고 권고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토지별 용도에 대한 자료가 부재할 경

우가 많다. Ribarsky(2017)는 토지의 가치측정에 관한 예로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토지가치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농지 가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

지면적 감소와 농지가격 상승률이 다른 용도의 토지보다 적기 때문이다. 

○FAO 통계학자인 Donckt(2017)는 FAOSTAT에서 제공하는 농업 자본 저량

(agricultural capital stock, 이하 ASC)과 그 추정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FAOSTAT은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Consumption of Fixed 

Capital(CFC), Net capital stock(NCS), Gross capital stock(GCS), Agricultural 

investment ratio(AIR), GFCF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GFCF AOI)와 같

은 ASC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앞서 언급

한 6가지 ASC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FA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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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etual inventory method(이하 PIM)를 바탕으로 ASC를 추정하게 된다. 

PIM를 통해 기의 ASC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의 ASC와 기의 GFCF

가 필요하며 이 둘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률과 0기의 ASC 그리고 

기까지의 GFCF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까지의 GFCF는 농업투자비율

(AIR)을 추정치와 FAO 거시자료 중의 하나인 농업부문 부가가치자료와 곱

하여 계측한다. AIR 추정치는 가용 가능한 자료의 양에 따라 ARMAX, 

Fixed effect model, OLS를 통해 계측된다.  

○Ball, Nehring, & Wang(2017)은 미국 ERS의 생산성 계정과 토지의 가치 측

정방법론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지 가치측정 방법론은 앞서 소개한 발표 자

료와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토지자원은 가치 유량(flow)과 저량(stock)

으로 구분된다. 토지가 제공하는 유량 서비스는 주별 임차료를 바탕으로 계

측되며, 토지의 저량 가치는 토지자격을 바탕으로 하며, 토지가격은 토질에 

따라 조정된다. 이러한 토지의 저량 가치 추정에는 미국의 농가단위 자료인 

ARMS(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가 이용된다.

○Cahill(2017)는 캐나다의 사례를 바탕으로 토지의 가치 추정의 장애요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지 가치 추정의 세 가지 접근법은 농가의 임금(mixed 

income)을 구성하는 세 가지 비용을 어떻게 계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표 3-1> 참조), 총요소증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

가치 추정에는 잔여분이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외생적인 가격 변수는 

선정기준, 토질 개선 효과 처리 방법, 저량과 유량 서비스의 차이점과 계측

법, 토지 자체의 서비스 가치와 그 위에 건물의 가치 구분법 등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67

소유농지 혹은 경작지 소유 고정 자본 경영자 혹은 가종 노동

접근법 1 외생적인 임차료 외생적인 수익률 잔여분

접근법 2 외생적인 임차료 잔여분 외생적인 임금

접근법 3 잔여분 외생적인 수익률 외생적인 임금

<표 3-1> 토지 가치 추정의 세 가지 접근법

출처: Cahill(2017).

○Pieralli(2017)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 토질의 변화를 반영

하고자 하는 EU의 새로운 방법론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을 계측할 때 각 투입요소들은 통합(aggregation)을 위해 주로 가격자료를 가

중치로 이용한다. 하지만 Pieralli(2017)는 이러한 가중치에 투입된 경지의 

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헤도닉을 이용하여 임

차료와 토양의 질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양의 질이 고

려된 가격(quality adjusted price)을 계측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부가적으

로는 기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3년 이동 평균(3 year 

moving average)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Ancev & Azad(2017)는 농가의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변화

를 계측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즉, 농가의 중간재 사용량은 기술수준이나 

토질 혹은 토양의 양분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Ancev & Azad(2017)은 Luenberger soil-quality indicator(Hail & Chambers, 

2012)를 바탕으로 토질의 변화를 계측하였다. 예를 들어, 필지의 생산성을 

2년 연속 측정한 다음,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의 2년 동안의 생산성 

변화는 토질의 개선 때문이라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기술 향상이 있을 경우, 

토질 개선 효과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Ancev & Azad(2017)

의 경우, 기술변화 후의 기술수준에서 계측한 생산성 차이와 기술변화 전의 

기술수준에서 계측한 생산성 차이를 단순 평균하여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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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라는 투입재의 질을 고려하려는 이러한 연구 동향은 매우 흥미롭다. 왜

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토질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토질의 생산

성 향상과 토질이 농업부문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토지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력의 질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 생산성 추이를 정확히 계측하는 것은 

농업노동관련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부문에서 

노동의 질은 연령, 영농경력, 교육수준 등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부 정책 

또한 이러한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노동력의 질적 변화와 변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농업부

문 노동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 총요소생산성 관련 국내 연구 동향

○생산성의 향상은 장기적인 소득 증가 및 해당 산업의 성장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 제조업, 은행업 등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농업부문은 새로운 노동력 유입의 제한, 인

구 고령화, 농지 전용 등 주요 투입요소의 이탈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상대

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

응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한국농업은 이러한 여

러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량을 확대

해왔으며, 파프리카, 딸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국내 농업부문 총요소생산성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안동환 외(1998)은 확률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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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바탕으로 한국의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를 

효율성 변화와 기술변화로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안동환 외(1998)의 

분석 결과, 1993~1997년까지의 쌀 농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7%

이며, 효율성 변화와 기술변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8%, 0.9%로 계측되

었다. 권오상·강혜정(1999)는 앞서 언급한 Ancev & Azad(2017)과 같이 

토질 향상효과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영남농업시험장 자료와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토질유기물을 고려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3.8%에서 1.3%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 권오상·김용택(2000a; 2000b)는 통크비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1971~1998

년까지의 생산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규모수익성 효과와 기술변

화 효과로 분해하였다. 권오상(2010)은 통비스크 지수를 통해 1971~2007

년까지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비용함수 추정을 통해 

생산성 변화를 기술변화효과, 규모효과, 그리고 R&D 투자효과로 구분하

였다. 분석 결과, R&D 투자로 인한 지적스톡 변화는 1971~2007년까지

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용준 외(2011)은 확률프론티어생산함수를 추정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영농규모별 총요소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3~2011년 동

안 총요소생산성은 매년 1.34%씩 증가하였으며, 영농규모가 7ha이상인 

농가의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중심의 농업이 토지 중심의 농업보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술효율성은 영농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0.9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혜정(2013)은 2008∼2012년 동안의 농가경제조사와 확률경계투입물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복합영농의 다각화에 대한 경제성을 계측하고, 영

농다각화 정도가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

산 프론티어에서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복합영농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나타난 반면, 생산하는 작목수와 농가의 생산효율성은 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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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황수철·유리나(2014)는 통크비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1955~2012년까지 

우리나라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7년

동안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오상·반경훈·윤지원(2015)는 1971~2013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농업투입요소를 K(자본), L(노동), A(토지), 그리고 중간재(M)로 통합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크비스트 지수로 계측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용함수와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

성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

대까지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 증가는 기술변화와 

총생산량 증가 때문이며, 한국농업은 규모수익 증대 구조를 가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 반경훈·권오상(2016)은 확률프론티어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별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계측하였

다. 또한 지역별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생산함수의 경계를 나타내

는 메타프론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반경훈·권오상

(2016)은 각 지역 내 개별 농가 간 생산효율성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 

생산효율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간 생산 프론티어의 차

이가 존재하며, 메타 프론티어 상의 생산성은 분석 기간 동안 크게 개선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농가의 생산효율성이 국가 전체 

프론티어로부터 멀어진 정도는 지역 프론티어 자체가 국가 전체 프론티

어로부터 멀어진 정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웅찬·김관수(2018)는 완전효율을 고려한 확률 경계모형을 이용하여 우

리나라 쌀 농가의 기술비효율성을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쌀 산업의 

비효율성은 약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 산업은 평균

적으로 규모수익체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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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목별 연구 대부분은 주로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 구체적으로 안동환 외(1998)은 비육우산업, 최돈우·김태균·임청룡(2012)

는 참외 재배 농가, 김정호·김태균(2014)은 시설토마토(반촉성) 재배농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와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현근·

김태균(2017)는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바탕으로 2001년과 2015년 사

이의 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고 이를 기술 변화, 기술효율성 변화, 순기술 

효율성 변화, 그리고 규모효율성 변화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노지재

배에 비해 시설재배 농가의 생산성과 기술 변화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쌀 농가의 총요소생산성과 생산성 변화 추이분석(심층 연구)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성재훈 박사와 추성민 연구원은 농산물생산비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쌀 농가의 총요소생산성과 생산성 변화 추이를 분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서론

3.1.1. 수익성과 생산성 분해

○본 연구에서는 쌀 농가의 총요소생산성과 생산성 변화 추이를 분해하기 위

하여 ’Donnell(2008; 2010; 2012)를 적용하였다. O’Donnell(2012)은   생산

자의 기의 수익성( )과 총요소생산성()을 아래 식과 같이 

분해하였다.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부연구위원, 추성민 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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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jt

○여기서 는 교역조건 혹은 거래조건(term of trade)을 나타내며, 
는 

기의 최대 TFP 값을 의미한다. 

자료: O’Donnell(2008)의 있는 내용을 수정하였음. 

<그림 3-1> ITE, IME, RISE의 개념

○ (input oriented technical efficiency)는 투입 기술효율성, (input ori-

ented mixed efficiency)는 투입 혼합효율성, (residual input oriented 

scale efficiency)는 투입 잔여 규모효율성, (input oriented scale effi-

ciency)는 투입 혼합효율성, (residual mix efficiency)는 잔여 혼합효율

성을 뜻한다. 를 구성하는 5가지의 효율성의 개념은 상기 <그림 3-1>과 

아래 <그림 3-2>를 통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자 가 기

에 A라는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즉, 기의 생산자 는 만큼 

투입하고 만큼 생산한다. 총 요소생산성은 총 산출량과 총 투입량의 비율



73

로 계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1>에서의 총 요소생산성은 <그림 3-1> 

위에 있는 각 지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각도를 통해 계측이 가능하다.

○만약 생산자 가 효율성을 증가시키면 같은 산출량(aggregate output)을 생산

하는 데 투입되는 총 투입(aggregate input)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의 

증가를 통해 생산자 는 비효율성이 없는 생산가능집합의 경계선(이하 생산 

프론티어) 점 B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단, 점 B는 점 A와 총 투입의 

양은 다르지만 산출량과 생산에 투입되는 투입재들 간의 비율은 같다. 기술 

효율성은 이러한 효율성 증가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의미하며, 원점

과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원점과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나누어 줌으로써 계측할 수 있다. 

○투입 혼합 효율성은 이러한 투입재 비중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경우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를 계측한다. 구체적으로 투입재 비중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생

산자 의 생산 프론티어는 확장하게 되며, 생산자 는 기존의 생산 프론티

어 위의 점 B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 프론티어 위에 있는 점 U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산출량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투입량 

역시 에서 로 감소하게 된다. 투입 혼합 효율성은 이러한 생산프론티

어 확장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의미하며, 원점과 점 B를 지나는 직선

의 기울기를 원점과 점 U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나누어 줌으로써 계측

할 수 있다.

○비록 생산자 가 점 U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자 의 총요소생산성은 극

대화된 생산성(maximum productivity 이하 MP)에서의 총요소생산성(
) 

보다 작다. 잔여 규모효율성은 기술 효율성과 혼합 효율성이 극대화된 점에

서의 총요소생산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된 점에서의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를 

계측한다. 여기서 “규모”라는 단어는 새로운 생산 프론티어 위에서의 이동

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점 U에서 MP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투입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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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제약뿐만 아니라 산출물에 관한 제약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잔여”

라는 산출물들 간의 비중에 관한 추가적인 제약이 없어졌음을 의미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

자료: O’Donnell(2008)의 내용을 수정하였음. 

<그림 3-2> ISE, RME의 개념

○규모효율성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산 프론티어 상의 이동을 의미한다. 즉, 

규모효율성은 기술 효율적인 점 B에서의 총요소생산성과 점 B를 지나는 생

산 프론티어 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총요소생산성과의 차이를 나타낸

다. 규모효율성은 투입재들 간의 비중과 산출물들 간 비중의 변화가 없기 때

문에 혼합효율성과는 구별된다. 규모효율성은 규모수익 즉, 투입요소들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총 투입량을 증가시켰을 때의 총 산출의 변

화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하였을 경우 

생산자 의 총 산출량은 원점과 점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규모수익에 관한 가정이 없을 경우, 총 산출량은 투입량이 증가함

에 따라 생산 프론티어 위를 이동하게 되며,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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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규모효율성은 원점과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원점과 점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나눔으로써 계측

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잔여 혼합 효율성은 생산자 의 MP(E)에서의 총요소생산성과 

점 D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차이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점 E는 투입

요소들의 비율과 산출요소들의 비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생산 프론티어 상

에 있는 점이다. 따라서 “혼합”이라는 단어는 점 D에서 점 E로 이동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제약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잔여”라는 말은 

두 생산 프론티어의 모양이 다를 경우, 점 D에서 점 E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규모수익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의 생산자 와 ′기의 생산자 의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 역시 아래 

식을 통해 분해할 수 있다10. 

′


′


×′


′


′




×′


×′


×′


′




×′


×′


×′


10 본 연구에서는 투입재를 기준으로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산출물이 쌀과 부산물뿐이기 

때문에 산출물을 바탕으로 혼합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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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총요소생산성 지수의 구축

○다수의 투입재 및 산출물 수량과 가격 등의 변화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다양한 지수들(예: 라스파이레스지수, 파셰지수, 피셔지수)이 제안되면서 이

러한 지수들이 충족해야 할 필수적인 수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시험(tests) 또

는 공리(axioms)11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가 발전

된 공리적 지수이론(axiomatic index theory)은 여러 공리를 검토하고 중요한 

공리를 충족시키는 지수를 제안 및 평가하는 접근방식을 일컫는다. 

O’Donnell(2012)은 Eichhorn and Voeller(1976)와 Eichhorn(1978)이 제안한 

6개 공리에 이행성(transitivity) 공리를 더하여 총 7개 공리를 기준으로 주요 

지수를 평가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아래 7개의 공리를 만족시키는 Lowe 지

수(O’Donnell 2012)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였다. 

    A1. 단조성(monotonicity) 공리

    A2. 선형 동차성(linear homogeneity) 공리

    A3. 일치성(identity) 공리

    A4. 0차 동차성(homogeneity of degree zero) 공리

    A5. 단위변환 중립(commensurability) 공리

    A6. 비례성(proportionality) 공리

    A7. 이행성 공리

○본고는 O’Donnell(2012)과 Balk(1995)를 참조하여 각 공리를 산출물 수량지

수(output quantity index)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기업의 시점에

서의 투입재와 산출물의 수량을 ∈ , ∈ , 각각의 가격을 ∈ , 

∈로 나타낼 때, 서로 다른 시점 간 산출물과의 차이 혹은 변화를 나타

11 시험은 Irving Fisher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공리는 최근 학자들이 지수가 충족해야할 

핵심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Reinsdor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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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산출물 수량지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는 각 시점의 산출

물과 가격 정보를 요약하는 하나의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

  
→

′′ →′′  

○먼저, 단조성 공리는 비교시점(′)의 수량이 기준시점() 수량보다 클 때 지

수가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지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 일 때 

    이 성립하며  ≥ 일 때는   

 가 된다. 선형 동차성 공리는 비교시점의 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수 또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함을 나타낸다. 즉   에 대해 

    로 표현된다. 일치성 공리는 산출물 수량의 

변화가 없을 경우 지수의 값이 1이 되어야 한다는 공리로    

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번째 공리인 0차 동차성 공리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의 수량에 동일한 값을 곱할 경우 지수의 값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

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와 같다(  ). 다음 

공리인 단위변환 중립 공리는 지수가 산출물 수량의 단위 변환(예: 킬로그램 

→ 파운드)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공리는 를 대각요소가 

0보다 큰 대각행렬로 정의할 때       로 

표현된다. 여섯 번째 공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공리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

며(Balk, 1995) 비교시점의 수량이 기준시점 수량의 ( ) 배수일 때 지수

의 값이 가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 공리인 이행성 공리는 두 시점 간 비교

에서 계산된 지수가 중간 시점을 거쳐 계산된 지수와 동일한 값이어야 함을 

나타낸다. 즉,      가 성립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된 라스파이레스지수, 파셰지수, 피셔지수, 톤크비스

트지수 등은 전술한 7개 공리 중 이행성 공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흔히 Elteto and Koves(1964)와 Szulc(1964)가 제안한 기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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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지만, 이 경우 역시 일치성 공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O’Donnell, 2012). 

○반면에, O’Donnell(2012)은 Lowe지수가 전술한 7개 공리를 모두 충족시킴

에 따라 해당 지수가 산출량과 TFP 변화를 측정할 때 보다 바람직한 지수임

을 밝히고 있으며, 이 지수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농업부

문의 주별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분해하였다. 

○ 시점 기업의 총요소생산성과 시점 기업의 총요소생산성과의 차이 혹은 

변화를 나타내는 Lowe지수는 아래 식을 통해 계측하였다. Lowe 지수는 기

준 가격을 이용하여 산출물과 투입재를 통합하였다. 

 ′
′

′
′

○본 연구에서는 기준 가격으로 동일한 모집단을 이용한 5년 동안의 농산물생

산비조사에 속한 각 농가별 투입·산출물의 가격을 평균하여 계측하였다. 

3.1.3. 총요소생산성 구성 요소 계측

○본고에서는 아래 식과 같은 선형 프로그램(Linear programmig)을 통해 총요

소생산성을 구성하는 효율성들을 계측하였다12. 

  
 

   min    ≥   ≥  ′    ≥ 
  min    ≥   ≥   ≥ 
  min ′′   ≥   ≥  ′    ≥ 


  max′   ≤   ≤ ′   ′    ≥ 

12 산출을 중심으로 한 총요소생산성 구성 요소계측은 O’Donnell(2012)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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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개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개의 농가 혹은 사업자의  ×산

출물 행렬, 는 산출물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개의 투입재를 나타내는 

×  투입재 행렬, 은  ×단위행렬을 뜻한다. 

○상기 식의 ′  는 생산함수가 변동규모수익(variable return to scale)을 가짐

을 의미한다. 의 역수는 일반적인 변동규모수익(variable return to scale)

을 가정한 투입 중심의 자료포락분석(Input-oriented Data Envelopment 

Analysis)에서 계측한 효율성 지수와 일치한다. 따라서 는 고정규모수익

(constant return to scale) 가정 하에서의 효율성의 역수를 로 나눈 값과 

같다. 마지막으로 와 
의 목적식은 Lowe지수를 이용하여 도출하였

다. 만약 파셰지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신  를 이용할 수 있다.

3.2. 수익성 및 생산성 분석

3.2.1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앞서 언급한 2003~2016년 농산물생산비조사를 이용하였다. 앞

선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생산비조사에 있는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가중치가 

도별 논 면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중치는 전국 평균 생산비

를 계측하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출물과 투입재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2>와 같다. 단, 여기서 비용으로 된 항목은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디플레이

트해 주었으며, 생산에 투입된 자본 서비스는 Kimura & Sauer(2015)를 바탕

으로 계측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측치로 예상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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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투입

종묘 kg 3.54 21.7 770.0 0.0

종자 kg 88.30 139.3 3000.0 0.0

무기질비료 kg 979.10 1982.3 67440.0 0.0

유기질비료 kg 2852.00 6499.4 222620.0 0.0

입분제 kg 53.86 166.9 15020.0 0.0

유액수화제 리터 12276.00 22029.5 445600 0.0

영농전기 kw 50.44 212.5 11335.0 0.0

기타영농광열 - 0.42 14.4 1350.0 0.0

축력사용시간 시간 0.01 0.4 20.0 0.0

위탁영농면적 ㎡ 18466.00 31256.0 846348.0 0.0

유류 리터 83.05 213.8 7684.50 0.0

남성노동 시간 148.0 174.8 3670.0 0.0

여성노동 시간 53.09 94.9 2725.0 0.0

경지면적 ㎡ 12634.00 18002.0 3555073.0 1556.0

소농구비 천 원 15.07 24.6 833.5 0.0

기타자재 천 원 152.76 486.1 33915.2 0.0

자본 천 원 2079.57 6012.5 199574.8 444.0

기타비용 천 원 103.4 289.5 18611.0 0

산출
쌀 kg 7970 11955.3 212924 240

부산물 kg 6810 10076.4 181851 0

<표 3-2> 투입 및 산출요소 기초통계량

자료: 저자 작성.

3.2.2 분석결과

○<표 3-3>은 2003~2016년 각 농가들의 생산성과 수익성 관련 지수들을 계측

하고 이를 연도별로 평균한 값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농가의 평균 수익성

과 최대 총요소생산성( ), 평균 총요소생산성은 분석 기간 동안 연도별 

변동은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4. 같은 표본을 

13 구체적으로 종자와 종묘의 사용이 모두 0인 1,332개의 생산자료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총 관측치 17,757개의 7.5%에 해당한다.

14 이러한 감소추세는 농산물생산비조사의 표본이 5년 마다 바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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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2003~2007년, 2008~2012년, 그리고 2013~2016년 동안의 수익

성과 생산성 관련 지표는 마지막인 2013~2016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특히 교역조건()은 세 기간 모두에서 감소

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year     

2003 1.8179 1.1648 1.5739 3.1940 0.4928

2004 2.0686 1.1171 1.8644 3.0819 0.6050

2005 1.8133 1.0040 1.8187 2.9174 0.6234

2006 1.7711 0.9912 1.7977 3.3851 0.5311

2007 1.6605 0.9795 1.7085 3.1622 0.5403

2008 1.6231 1.1626 1.4129 2.7493 0.5139

2009 1.5277 1.0738 1.4407 2.8773 0.5007

2010 1.2782 1.0257 1.2608 2.4803 0.5083

2011 1.4776 1.1162 1.3381 2.4629 0.5433

2012 1.3399 1.0393 1.3067 2.5362 0.5152

2013 1.3961 1.1828 1.1939 2.1236 0.5622

2014 1.4109 1.1375 1.2720 2.3603 0.5389

2015 1.3877 1.0139 1.3827 2.6253 0.5267

2016 1.1998 0.8946 1.3571 2.4858 0.5460

<표 3-3> 연도별 평균수익성 및 생산성 수준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3>은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효율성들의 수준들을 나타낸다. 흥

미로운 점은 기술효율성과 규모수익성은 분석기간 동안 0.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농가들이 이미 투입재 비율을 고정하였을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생산 프론티어의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서 생산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혼합 효율성은 모두 0.6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농가들이 투입요소들의 사용 비율을 변경할 경우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킬 

최대 총요소생산성의 변동은 기술진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의 변동으로 인한 것

일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 상 모집단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이 수익성과 총요

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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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새로운 환경요소

나 기술 상황에 맞춰 재배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 연도별 효율성지수들의 수준 변화

○<표 3-4>는 농산물생산비조사 중 공통의 모집단을 가지는 세 기간(2003~ 

2007년, 2008~2012년, 2013~2016년)을 나누어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측한 결과이다. 단, 연평균 증가율 계측에는 

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농산물생산비조사에 포함된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2003~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3~2007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포함된 농가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기간 와 

동안의 지수 의 연평균 증가율은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계측되었다. 

ln≡ln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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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의 장점은 가산성(additivity)이다. 즉, 농가들의 생산성 혹은 수익성 

관련 지수들의 연평균 증가율을 평균함으로써 우리나라 쌀 산업 전체의 생

산성 혹은 수익성 관련 지수들의 연평균 증가율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성 그리고 생산성을 구성하는 효율성의 연평균 증가율의 합과 차

를 통해 수익성과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측할 수 있다.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6년

∆ -2.55 -6.10 -5.83

∆ -4.39 -3.08 -9.72

∆ 1.84 -3.02 3.89

∆  -0.25 -2.02 5.25

∆ 0.83 -0.43 -0.10

∆  0.49 0.62 -1.48

∆ -0.06 -0.10 0.13

∆ 0.77 -1.19 0.22

∆ 1.32 -0.47 -1.38

∆ 2.09 -1.00 -1.36

<표 3-4> 수익성 및 생산성 구성요소의 연평균 변화율

단위: %

출처: 저자 작성

○분석 결과, 농가의 수익성 악화는 거래조건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구체적으로 세 기간 동안의 수익성은 연평균 각각 2.55%, 6.10%, 5.83% 

감소하였으며, 거래조건은 연평균 각각 4.39%, 3.08%, 9.72% 감소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2008~2012년을 제외한 두 기간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2003~2007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 상승은 기술효율성과 혼

합효율성의 증가로 인한 것인 반면, 2013~2015년 동안의 총요소생산성 상승

은 최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최대 총요소생산성은 

마지막 기간인 2013~2016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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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조건이 좋아지면 농가들은 경지면적을 확대하여 수익 극대화를 추

구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농경지에는 기존의 재배방법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혼합 효율성은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거래조건

이 악화되면 농가들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를 제외한 한계지에서의 경작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혼합효율성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

석결과, 거래조건과 혼합 효율성의 변화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2003~2007년과 2008~2012년에는 직관과 같이 혼합효

율성이 거래조건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2013~2016년의 경우, 혼

합효율성은 거래조건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농가들이 거래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농가경영을 유동성 있게 변경한다면, 

정부에서 이러한 거래조건 변화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

지만 분석결과 우리나라 쌀 농가는 거래조건 변화라는 외부여건 변화에 유

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가가 거래

조건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5>는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그 구성요소의 분

석 기간별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규모효율성과 기술효율성은 영

농규모와는 관계없이 모두 0.9이상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수익성과 총요소

생산성 그리고 혼합효율성은 경지면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0.5~2ha의 영농규모를 가진 농가들의 혼합효율성과 기술

효율성은 다른 농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규모효율성은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지면적이 2.0ha 이상인 대농의 혼합효율성과 기술효

율성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모효율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규묘효율성은 모두 0.9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한국의 쌀 생산 기술이 불변규모수익(constant return to scale)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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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 면적
분석
기간

        

0.5ha 미만

2003~

2007년

1.77 1.08 1.66 2.88 0.95 0.66 0.96

0.5~1ha 1.83 1.06 1.75 2.98 0.92 0.61 0.99

1~2ha 1.87 1.04 1.81 2.72 0.93 0.64 0.98

2ha 이상 1.85 0.99 1.88 2.73 0.96 0.71 0.95

0.5ha 미만

2008~

2012년

1.37 1.09 1.27 2.14 0.96 0.64 0.95

0.5~1 1.42 1.08 1.33 2.33 0.92 0.58 0.99

1~2 1.52 1.09 1.41 2.42 0.94 0.58 0.99

2ha 이상 1.62 1.07 1.54 2.52 0.97 0.64 0.98

0.5ha 미만

2013~

2016년

1.25 1.07 1.19 2.03 0.97 0.66 0.96

0.5~1 1.32 1.07 1.26 2.24 0.95 0.59 0.99

1~2 1.39 1.05 1.35 2.22 0.96 0.61 0.99

2ha 이상 1.50 1.03 1.48 2.27 0.98 0.69 0.97

<표 3-5> 수익성 및 생산성 관련 지수의 분석기간별 평균: 쌀 경지면적 기준

주:  는 각 경지규모별 최대 총요소생산성임. 따라서 생산성 분해에 사용되는 전체 표본을 바탕으로 한 최대 총요소생

산성과 구별됨.

자료: 저자 작성.

○<표 3-6>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그 구성요소의 연

평균 변화율을 계측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경지면적이 증가할수록 거래조

건에 덜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의 감소율 역시 경지

면적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소농과 중간농

을 포함하는 0.5ha 이상 그리고 2ha 미만의 경지면적을 가진 농가들의 혼합

효율성의 증가율(감소율)이 영세농이나 대농에 비해 큰(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

은 분석기간 별로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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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 면적 분석기간 ∆ ∆ ∆ ∆  ∆ ∆
0.5ha 미만

2003~

2007년

-2.77 -4.86 2.09 -3.21 -0.14 0.82

0.5~1ha -2.62 -4.55 1.93 1.25 0.90 -0.14

1~2ha -2.68 -4.16 1.48 2.11 1.49 -0.46

2ha 이상 -1.80 -3.67 1.88 1.81 1.04 -0.57

0.5ha 미만

2008~

2012년

-6.65 -4.08 -2.57 0.37 0.06 -0.16

0.5~1 -6.01 -3.15 -2.86 1.31 -0.57 -0.38

1~2 -5.75 -2.52 -3.23 1.09 -0.67 0.29

2ha 이상 -5.79 -1.75 -4.04 -1.73 -0.66 -0.01

0.5ha 미만

2013~

2016년

-7.10 -9.73 2.63 -3.63 0.29 0.18

0.5~1 -7.34 -10.84 3.50 -1.03 -0.43 -0.12

1~2 -4.87 -9.50 4.63 0.38 -0.08 0.38

2ha 이상 -3.38 -8.53 5.16 -1.44 -0.19 0.11

<표 3-6> 수익성 및 생산성 관련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 경지면적 기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경영주의 연령과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그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분석결과, 경영주의 나이가 50대 이상인 농가의 경

우, 농가 경영주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익성과 총요소생산성은 감소한 반

면, 거래조건은 경영주의 나이에 무관하게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

영주 연령 상승에 따른 수익성의 감소는 총요소생산성의 감소에 의한 것임

을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효율성 중 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

은 연령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혼합효율성

은 경영주의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경

영주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투입요소의 사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

로 경직되어 생산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고령농의 낮은 혼합효율성은 고령농의 총요소생산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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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나이
분석
기간

        

50세 미만

2003~

2007년

1.83 1.04 1.77 2.97 0.95 0.66 0.97

50대 1.83 1.05 1.76 2.72 0.93 0.65 0.97

60대 1.82 1.05 2.27 2.77 0.93 0.64 0.97

70세 초과 1.82 1.06 1.73 2.76 0.94 0.64 0.98

50세 미만

2008~

2012년

1.53 1.08 1.43 2.42 0.96 0.65 0.98

50대 1.51 1.08 1.41 2.39 0.96 0.63 0.98

60대 1.44 1.08 1.35 2.45 0.94 0.60 0.97

70세 초과 1.41 1.09 1.31 2.39 0.94 0.60 0.97

50세 미만

2013~

2016년

1.38 1.04 1.34 2.17 0.97 0.65 0.98

50대 1.40 1.04 1.37 2.25 0.97 0.66 0.98

60대 1.37 1.06 1.33 2.34 0.96 0.64 0.98

70세 초과 1.30 1.07 1.24 2.13 0.96 0.62 0.98

<표 3-7> 수익성 및 생산성 관련 지수의 분석기간별 평균: 경영주 연령 기준

주:  는 각 연령별 최대 총요소생산성임. 따라서 생산성 분해에 사용되는 전체 표본을 바탕으로 한 최대 총요소생산성과 

구별됨.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표 3-8>은 경영주 연령 기준으로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그 

구성요소의 연평균 변화율을 계측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래조건은 경영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을 제외하면 농가 경영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산성을 구성하는 효율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경영주의 연령과 큰 연관성이 없으며 분석 기간에 따라 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3~2016년의 경우, 경영주의 연령

이 증가할수록 혼합효율성의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하지만 

2000~2007년을 제외한 다른 기간의 경우, 경영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합

효율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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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 면적 분석기간 ∆ ∆ ∆ ∆  ∆ ∆
50세 미만

2003~

2007년

-1.62 -3.49 1.87 0.60 0.55 -0.16

50대 -2.38 -4.65 2.27 0.72 0.46 -0.05

60대 -3.19 -4.61 1.42 0.38 1.10 -0.15

70세 초과 -2.16 -4.48 2.32 0.25 1.10 0.36

50세 미만

2008~

2012년

-5.34 -3.12 -2.22 1.47 0.34 0.13

50대 -5.85 -2.53 -3.32 0.09 -0.42 -0.10

60대 -6.28 -3.29 -3.00 0.64 -0.68 -0.30

70세 초과 -6.40 -3.24 -3.15 0.67 -0.43 0.07

50세 미만

2013~

2016년

-6.89 -8.40 1.51 -4.43 -0.45 0.11

50대 -5.49 -9.32 3.83 -1.95 -0.61 0.02

60대 -5.49 -9.53 4.04 -1.21 -0.26 0.11

70세 초과 -6.30 -10.39 4.09 -1.05 0.49 0.23

<표 3-8> 수익성 및 생산성 관련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 경영주 연령 기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3.3.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쌀 농가의 수익성과 생산성 변화 추이를 다양한 효율성 지표

로 분해하여 쌀 생산의 수익성과 생산성 변화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가의 평균 수익성과 최대 총요소생산성( ), 평균 총요소생산성

은 분석 기간 동안 연도별 변동은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익성과 총요소생산성은 경지면적(경영주의 연령)과 양(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의 악화는 거래조건

의 악화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지면적(경영주의 

연령)이 증가(감소)할수록 거래조건에 덜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의 감소율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겪고 있는 양극화와 고령화가 쌀 농가의 수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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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됨을 보여준다.

○둘째, 쌀 산업의 생산기술은 불변규모수익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생산기술의 특징은 경영주의 연령이나 쌀 재배면적에 큰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쌀 산업의 기술효율성 역시 0.9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쌀 농가들이 이미 투입재 비율을 고정하

였을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생산 프론티어의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서 생산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은 혼합효율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혼합효율성은 모두 0.6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새로운 환경 요소나 기술 상황에 맞춰 재배방법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쌀 농가는 거래조건 변화라는 외

부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배방법이나 농가경영 방식을 유동적으로 변화시

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지면적별로는 2ha이상의 경지면적을 가

진 대농의 혼합효율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 경

영규모화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하지

만 농가 경영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혼합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쌀 생산의 총요소생산성은 지속

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적용되던 수익성 및 생산성 변화 추이 분해 방법을 

농가단위 자료에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쌀 농가들의 수익성과 

생산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가 생산성 관련 문헌에 기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석방법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 역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록 경영주의 나이와 영농규모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인과분석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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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다. 둘째, 환경적 요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대 총

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다. 특히 대부분이 노지재배인 쌀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농산물생산비조사는 농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환경적 요인 변화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셋째, 5년마다 갱신되는 

농산물생산비조사의 표본변화가 결과 값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

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17년 농산물생산비조사를 연구에 반

영하지 못했다. 이는 2017년 농산물생산비조사에는 자본재에 대한 사용연수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4 장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 대응

1.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 추진과 대응 현황

1.1. 추진 배경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OECD에 의해 

구성·발족한 농식품 시스템(agri-food system) 분석 전문가 회의체이다. 분석 

대상 자료는 식품선택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포함하여 식품사슬의 기능

과 관련된 광범위한 쟁점을 밝힐 잠재력을 가진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포함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과 관

련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검토·평가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OECD 통상농업국(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에 의해 주관되고 있는 

FCAN은 식품사슬 전반에 대한 각국 전문가를 구성하여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하고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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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전문가는 정책 관련 실무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

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1년에 최소 한차례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

다. 전문가들은 식품 및 농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대처

하고 있다. 

1.2. 추진 현황

○ 2010년 12월 1차 첫 회의가 시작된 이래 2018년 10월까지 총 10차례의 공식

회의가 진행되었다. 1차 회의는 각국 전문가 집단이 처음으로 모인 회의였

는데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논의 주제 및 운영

계획을 설정하였다.

○ 2011년 9월에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식품사슬(sustainable 

food chain)’을 주제로, 2012년 10월에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건강을 위한 

식품사슬의 이동성(mobilizing the food chain for health)’를 주제로, 2013년 

6월에 진행된 4차 회의에서는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음식물 낭비’를 주제

로, 2013년 10월에 진행된 5차 회의에서는 ‘식품사슬에서의 경쟁’에 대해서, 

2014년 10월에 진행된 6차 회의에서는 ‘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파트너쉽’을 

주제로, 2015년 10월에 진행된 7차 회의에서는 ‘식품사슬과 소비자’에 대해

서, 2016년 6월에 진행된 8차 회의에서는 ‘소매 및 가공 단계에서의 식품 손

실과 낭비’를 주제로, 2017년 5월에 진행된 9차 회의에서는 ‘건강한 식품선

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2018년 10월에 진행된 10

차 회의에서는 ‘건강 관련 식품정책 분석을 위한 식품정보기반 개선’을 주제

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93

구분 회의 주제 시행일

1st meeting Inaugural network meeting December 2010

2nd meeting Building a sustainable food chain September 2011

3rd meeting Mobilising the food chain for health October 2012

4th meeting Food waste along the supply chain June 2013

5th meeting Competition along the food chain October 2013

6th mee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gricultural innovation October 2014

7th meeting The food chain and consumers October 2015

8th meeting Reducing food loss and waste in the retail and processing sectors June 2016

9th meeting Information needs for poliies to encourage healthier food choices May 2017

10th meeting Improving the food information base to analyse health-related food policies October 2018

<표 4-1> OECD FCAN 회의 진행 일정 및 주제

1.3. 우리나라의 대응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FCAN 

회의에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책 현황 및 분석 사례 등을 

공식적으로 소개함으로써 OECD 주요국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FCAN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수요에 참고·반영하

고 있다.

○ 2018년 10월에 개최된 10차 FCAN 회의에서는 ‘건강 관련 식품정책 분석을 

위한 식품정보기반 개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강한 식품선택(health food 

choice)’ 관련 정책 현황을 구두발표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행동/실험경제학

의 개념을 적용하여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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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8년 FCAN 국제회의 한국 전문가 발표 내용

2. 최근 FCAN 논의의 정책 시사점

2.1. 건강한 식품선택 논의 동향과 시사점

○국민들의 건강한 식품선택은 현재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들의 관심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 OECD는 2017년 식품사슬분

석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주관 하에 ‘더 건강한 식

품선택을 장려하는 정책을 위한 정보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

최하였다. OECD 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건강한 식품선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건강한 식품선택과 관련하여 비만/건강, 식품 자체 

혹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수요, 식품·영양 ‘safety net program’ 수요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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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에서도 ‘건강한 식품선택’과 관련된 정책들이 향후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그룹의 소비자들이 주된 정책 대상이 될 것이며, 이들의 

인구통계와 소비행태 특징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15 

○한편, 건강한 식품선택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주된 정책 대상은 식품

소매점 접근성과 같은 물리적 장벽,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장벽, 혹은 특정 식

품에 대한 오해 혹은 식품안전에 대한 낮은 관심 등과 같은 심리적 장벽 등

으로 인하여 건강한 식품선택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비행태를 

보이는 소비자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이 그룹의 인구통계 특징 및 전

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첫째,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 정책들을 큰 틀에서 파악함으로

써 우리나라가 기울이고 있는 정책적 노력의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자

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 둘째, 기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정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종속변수를 도출한 후,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을 분

리하고 이들의 인구통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셋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생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경제적 

장벽, 물리적 장벽, 심리적 장벽, 건강관련 변수, 인구통계 변수들로 구분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속변수로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

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

15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식품선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관련된 정책으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정책, 농식품 관련 정

보제공 정책, 식생활교육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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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질문항목을 이용하여 만들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변수는 같은 

조사에 포함된 변수들 중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질문

항목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월평균 가구소득; 물리적 

접근성은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및 그 외 지역을 구분하는 지역 변수, 

식품 구매/조달 시 차량 이용 정도, 식품소매점 상대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은 소비자 교육 참가 경험 여부; 식품정보 활용 능력; 건강관련 변

수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본인 질병 유무, 가족구성원 질병 유무; 인구

통계 변수로는 응답자 성별, 나이, 응답자 교육수준, 응답자 직업, 가구형

태, 어린 자녀 유무, 고령자 유무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정도

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낮은 집단의 인구통계 지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건강한 식생활 정도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가장 크

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이 요인들의 조합을 통해 어느 

인구통계집단 즉 세분화집단이 건강한 식생활 추구 정도가 낮은지 혹은 높

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30대 여성이 가장 높은지, 혹은 읍면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가

장 낮은지 등에 대한 윤곽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식생활 혹은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이 

제공될 것이다. 다만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제약을 정책적으로 모두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식생활교육이나 개인의 식품선택에 있어

서의 정보활용 능력이 건강한 식생활 추구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식생활교육 혹은 정보활용 제고 등의 정책 강화가 필요함

을 의미한다. 앞에서 도출된 인구통계지도에 근거하여 세분화 집단별 맞춤

형 교육과 정보활용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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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만일 경제적 상태나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면, 경제적 취약계층 혹

은 식품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될 것이다. 또한 

학력이나 소득이 건강한 식생활 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혹은 그러

한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1.1. 건강한 식품선택 관련 국내 정책 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식품선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

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

이 관련정책으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정책, 농식품관련 정보제공 정책, 식

생활교육 정책, 식생활지침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가.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정부의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지원, 아동급식지원, 노인급식지원, 영양플러스, 건강과

일바구니, 푸드뱅크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복지용 쌀 공

급,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이 있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수 농축

산물 소비 촉진과 농촌 지역 식생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 건강한 식품선택 혹은 건강한 식생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정책은 

영양플러스사업과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 

상태가 취약한 계층에 특정 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5-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업 대

상은 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건강보험료에 의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기준을 만족하며, 빈혈, 저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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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식

품을 지원한다.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신선 

과일 및 채소 제공과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나. 농식품 련 정보제공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분야의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

선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

였다.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를 통해 식품

안전 관련 실생활정보 제공, SNS를 활용한 식품안전정보의 전달과 확산, 국

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선별한 뉴스레터 제공, 식품안전정보 관리 시스

템 ‘식품안전정보 DB'의 운영, 식품안전 관련 긴급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

한 소비자 핫라인 등이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산물에 관한 안전

정보의 제공,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 대상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관련 정보와 인증 마크 홍보 및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양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공식품

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고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영

양표시제도에는 일정한 양식에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

와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영양강

조표시가 있다. 관련되어 소비자가 영양표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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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또한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과 관련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햄버거를 

비롯해 라면 등 유탕면류와 국수, 냉면, 샌드위치 등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의무적으로 비교 표시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비교 표시는 해당 제품

의 나트륨 함량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

값)과 비교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며, 표시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값’

은 시장 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5년 주기로 재평

가하도록 되어 있다.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

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가 있는

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과한 안전하고 영양

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어린이 식생

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의거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1) 안

전에 관한 기준, 2) 영양에 관한 기준,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등

을 통과하여야 한다. 안전에 관한 기준은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

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이어야 한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

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이어야 한다. 영양에 관

한 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

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식용타르

색소와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이어야 한다. 

다. 식생활교육 정책

○ 2000년대 이후 식생활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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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

식품부 소관)｣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2010년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

획(2010~2014)’이 수립되면서 국가 단위 식생활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다. 2015년에는 제2차 기본계획(2015~2019)이 수립되어 현재 이를 바탕으

로 식생활교육 관련한 과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식생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단체 등의 협력

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주요 조직인 ‘국가 식생활교육위원회’는 농림축산식

품부가 주관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식생활교육 

정책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중앙 단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생

활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식생활교육 기반 구축, 농식품 소비 및 농

업·농촌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부처별 소관 업

무를 기반으로 교육부는 학교교육과정 식생활교육,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

품안전처는 식품안전·영양교육, 농촌진흥청은 전통 식생활·식문화에 관한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역 추진체계를 지원하고, 문화체육

관광부는 전통 식문화 확산을 추진하며,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

책을 총괄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운동 확산을 추진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관련 업무는 대부분 농업정책 관련 부서에서 담

당하며,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은 전통 식문화계승사업 등의 식생활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두

고 지역 계획 심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

으로 실질적인 식생활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라. 기타 농식품 련 정책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생활지침을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다.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

활을 위해 지켜야할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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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식생활에 대한 권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양 중심의 정보 제공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기반 메시지를 통해 영

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식품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식품에 근거한 식생활지침의 개념은 소비자들이 영양소보다는 식품을 기반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보건복지부와 영양학계를 중심으로 국

민 식생활지침을 개발하여 제시하여 왔고, 2010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녹색식생활지침을 공표하였다. 두 부처에서 각각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각

기 다른 관점으로 식생활지침을 제정하면서, 식생활지침의 실수요자인 국민

들이 혼란을 겪고, 교육 현장 등에서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부처 간 공동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2014년 ‘新 식품정책’을 통해 범부처 공통 식생활지침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제정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에 국민공통 식생활지침이 개발되어 2016년 4월 공표되었다.

2.1.2. 건강한 식품선택 관련 문헌

○기존 관련 문헌은 크게 가. 건강한 식습관이나 건강한 식생활의 개념을 제시

하고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한 연구, 나. 인구통계 변수를 포함하여 어떤 요

인들이 건강한 식품선택 및 식습관(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

한 연구, 다. HACCP, GAP, 표시제도 등 식품표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구

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라. 마지막으로 넛지(nudge)효과를 이용하

여 소비자들의 식품구매행태를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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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한 식생활 개념 정의

○먼저, 건강한 식습관이나 건강한 식생활의 개념을 제시하고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되어 Kearney et al.(2001)과 Sun(2008)은 건강한 식생

활 태도 개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식사시간에 먹는 데 집중하기, 늦은 시간에 먹지 않기, 제

철 채소 먹기, 저지방 식품 먹기,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풀지 않기, 제때 식

사하기,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Falk et al.(2001)과 Margetts et al.(1997)은 건강한 식생활을 낮은 지방

(low fat), 자연 또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natural or unprocessed foods), 균형

(balance), 질병 예방(disease prevention), 영양적인 균형(nutrient balance), 질

병관리(disease management), 체중 조절(weight control) 등과 같은 7개의 변

수로 설명하였다.

○ Johansson et al.(1999)은 건강한 식습관에 있어서 풍부한 과일, 채소, 섬유질

과 적은 지방 섭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

이 요법을 유지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해 많은 과일, 채소, 섬유질을 섭취하며 상대적으로 지방을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 중 이은주 외(1996)에 따르면, 건강유지를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식습관과 운동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

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80%가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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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한 식품선택 향요인 분석

○다음으로 인구통계 변수를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건강한 식품선택 및 

식습관(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연도순으로 볼 때, 가장 먼저 Dittus et al.(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한 

식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과일과 채소 섭취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Margetts et al.(1997)은 교육수준이 건강한 

식이 요법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Johansson et al.(1999)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13년 이상 교육을 받았

는지), 직업이 화이트컬러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과

일, 채소, 무기질을 더 많이 먹으며, 지방 섭취가 낮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 Turrell and Kavanagh(2005)은 교육수준이 낮은 소비자나 저소득층에

서 풍부한 섬유질과 지방, 소금, 설탕이 적은 식품 구매 혹은 선택확률이 상

대적으로 낮음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통계 변수 이외의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 중, Sun(2008)은 건강과 질병

에 대한 염려는 건강한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나정기(2016)는 식품에 대한 건강염려 요인 중 성분에 대한 

염려는 건강한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질병에 대한 염려는 건강한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의 연구로, 

Michaelidou and Hassan(2007)은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유기농식품

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Drewnowski and Specter(2004)는 빈곤과 식량의 불안정성은 식량 

지출을 감소시키고, 과일 및 채소 섭취를 낮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식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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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별, 직업, 건강 염려 

혹은 건강에 대한 태도가 건강한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함

을 알 수 있다. 

다. 식품표시에 한 지식/태도가 구매에 미치는 향

○다음으로 HACCP, GAP, 라벨 등 식품표시의 지식과 태도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원향례‧윤혜령(2011)은 가공식품 영양지식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그렇지 않

은 소비자에 비해 라벨 등 식품표시를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가

공식품 선택 기준에 있어 영양 지식이 높은 집단은 식품의 신뢰성을 중요시

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TV 광고에 도입된 제품을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정원‧김동순(2003)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식품표시 지식수준이 청소년의 

식품표시 확인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전상민(2017)에 따르면 안전표시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식품위해불안

이 높을수록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수준이 높던 

낮던 식품위해 불안이 높을수록 안전표시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 넛지를 통한 식품선택 유도

○마지막으로 넛지(nudge)효과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식품구매행태를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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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pa et al.(2104)은 작은 소도시를 선정한 후 비만과 관련된 각종 교육프로

그램과 식품 표시 등을 통한 소비자들에 대한 넛지가 효과가 있는지를 슈퍼

마켓 구매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Payne et al.(2015)은 영양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플래카드(placard)를 슈퍼마

켓 카트에 붙인 후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구매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

구결과는 통계적으로 플래카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 유의한 구매패

턴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예산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한 식품소매점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영양 기준에 대한 메시지

를 전달하는 정책의 유용함을 제시하고 있다.  

○Wansink et al.(2017)은 식품 구매에 있어서 미리 가정에서 어느 정도 살 것

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 구매 현장에서 판단이 이루어

진다는 가설에 따라, 슈퍼마켓 카트의 파티션(partition) 크기에 따라 각 식품

유형의 구매량이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실험하였다.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

은 파티션을 크게 할수록 해당 식품유형의 구매량이 늘리는 것을 자연스럽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판매자들에게는 보다 이윤이 많은 

식품유형의 파티션을 크게 만드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전달해주며, 정책입

안자에게는 보다 건강한 식품유형의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Crosetto et al.(2018)은 실험실 구조로 만든 구매상황 실험

을 통해 제품 표시 제시 방법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품목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처럼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 소비자

들의 식품 구매 행동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만 강준만(2916)은 넛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적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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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공익적 설득을 위한 넛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김

민주 외(2016)는 상주시 광골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자치 사업에서 농촌

현장포럼의 넛지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박현주(2017)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넛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2.1.3. 건강한 식품선택 관련 국내 사례연구

가.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주관 하에 매년 조사가 이루어

지는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만 74세 이하 

식품 주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이들 가구의 만 19세 이상에서 만 74세

까지의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식품 주구입자이면서 성인조사에도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따라서 주구입자 조사와 성인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으며, 전체 관측치는 3,043개이다. 

○식품 주구입자의 경우 면접원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face-to-face interview)

를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성인의 경우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이 이루어

졌다. 표본층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구(enumeration district, 

ED) 단위로 분리하였다. 조사구들을 동·읍면, 조사구 특성(일반·아파트), 행

정 시·군·구, 가구 수의 순으로 나열한 내재적 층화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

사구 규모에 비례하여 층별로 할당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되 조사구 내 가

구 수에 비례한 계통추출이 적용되었다.



107

나. 자료  변수 설정

○먼저 종속변수로는 개인별로 건강한 식생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를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를 ‘건강한 식생활 

정도’라 명하고자 한다.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성인편의 식생활역량 관련 

문항 중, ‘영양 및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질문’에 현재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서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

적으로는 관련 질문들 중 “1) 아침식사를 챙겨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편

이다.”, “2) 음식을 과식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 섭취한다.”, “3) 영양 균형

을 위해 매끼니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4) 적절한 영

양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 “5) 평소 채소, 과일과 통곡

류 등을 많이 섭취한다.”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다섯 가지 질문이 5점 리커트척도16로 되어 

있으며, 이 답들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변수 이름  변수 측정 방식 및 조작적 정의

건강한 식생활 정도

다섯 가지 측정 문항 

- “아침식사를 챙겨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 “과식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 섭취한다.”, 

-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 

- “채소, 과일과 통곡류 등을 많이 섭취한다.”

<표 4-2> 종속변수의 측정 및 도출 방식

주: 5점 리커트 척도 다섯 문항의 합 (최소값 5, 최대값 25) 

○독립변수로는 <표 4-3>에 제시된 변수들을 포함하고자 하며, 각각의 설명변

수의 측정 문항 및 조작적 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에 설명되어 있다. 

16 5점 리커트 척도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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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포함하고자 하는데, 경제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건강관련 변수, 인구통계 변수가 이에 해당된다.

○가장 먼저 경제적 접근성 변수를 살펴보면, 건강한 식생활 추구에 있어서 현

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득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한데, 개인단위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는 개별적으로 소득이 없는 성인도 포

함되어 있고, 또한 개인의 소득성향은 가족의 전체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가구소득을 이용하였

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관심과 지식 여부를 떠나 소득이 장

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물리적 접근성 변수를 고려하였다. 가장 먼저 지역을 포함하고자 

한다. 지역은 단순히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분석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기 때문에, 지역의 규모나 소득 등을 어느 정도 구분하기 위해서 1) 수도권 

서울/인천, 2) 수도권 경기지역, 3) 비수도권 광역시, 4) 비수도권의 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변수를 통해 도시의 규모나 수도권/비수

도권 등의 차이가 건강한 식생활 추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식품 구입/조달 시 자동차의 이용 정

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변수는 자동차의 유무나 대수를 포괄하며, 물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

품소비행태조사”에서는 가구별로 자동차가 ‘있다’와 ‘없다’로 질문한 후, 있

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만 5점 리커트척도로 식품 구입/조달 시 자동차 이

용 정도를 질문하였다. 이 경우 앞의 질문에서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자

연스럽게 다음 질문의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의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항목을 합쳐 하나의 변수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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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이름 변수 측정 방식 및 조작적 정의

경제적 
접근성

월평균 

가구소득

1) 100만 원 미만, 2) 100~200만 원 미만, 3) 200~300만 원 미만, 4) 300~400만 원 미만, 5) 400~500만 

원 미만, 6) 500~600만 원 미만, 7) 600~700만 원 미만, 8) 700~800만 원 미만, 9) 800~900만 원 

미만, 10) 900~1,000만 원 미만, 11) 1000만 원 이상 

물리적 
접근성

지역 1) 수도권 서울/인천, 2)수도권 경기지역, 3) 비수도권 광역시, 4) 비수도권의 소도시, 읍면지역 

차량 이용 

정도

식품 구입/조달 시 차량 이용 정도

5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2) 이용하지 않은 편이다, 3) 반반 정도이다, 4) 이용하는 편이다, 

5) 항상 이용한다

식품 소매점 

접근성

시·군·구 식품소매점 수

식품소매점 형태별로 매출액 크기를 가중치로 반영

시·군·구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해당되는 수치로 만들기 위해 시·군·구 면적으로 나누어 

km2 당 값으로 전환

심리적 
접근성

소비자 교육 

참가 경험 

여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식품관련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0, 없음}, {1, 있음}

식품정보 

활용 능력

“농식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5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건강 
관련 
변수

건강에 대한 

관심도
1) 전혀 관심없다, 2) 관심없는 편이다, 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4) 관심있는 편이다, 5) 매우 관심있다 

본인 질병 

유무
{0, 없음}, {1, 있음}

가족구성원 

질병 유무
{0, 없음}, {1, 있음}

인구 
통계 
변수

응답자 성별  {남}, {여}

나이 주구입자 나이(만)

응답자 

교육수준

1) 미취학, 2) 중졸 이하(초/중/고등학생 포함), 3) 고졸(대학생 포함), 4) 대졸(전문대졸/대학원생 포함), 

5) 대학원졸

<표 4-3> 설명변수의 측정 및 도출 방식

○다음으로 물리적 접근성 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응답

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식품 소매점의 상대적 접근 정도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식품소매점 수 자료에 식품소매점 형태별로 매출액 크

기를 가중치로 반영한 후, 시·군·구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해당되는 수치로 만들기 위해 해당 시·군·구 면적으로 나누어 ㎢당 값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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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변수 이름 변수 측정 방식 및 조작적 정의

응답자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조립 및 농립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학생, 무직, 군인, 기타}, {전업주부}, 

가구형태 {1인가구}, {다인가구/비맞벌이}, {다인가구/맞벌이}

어린 자녀 

유무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 중 12세 이하(초등학생 자녀 이하) 유무 

{0, 없음}, {1, 있음}

고령자 유무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 중 고령자(65세 이상) 유무

{0, 없음}, {1, 있음}

○세 번째 접근성인 심리적 접근성은 식생활교육 참여 여부와 식품정보 활용 

능력을 포함하고자 한다. 식생활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여도가 올라갈 수 있으며, 영양 및 식품 선택에 있어서 정

보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포함하고자 한다. 

○한편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는 정책 중 농식품 표시정책의 활용도/만족도/

신뢰도 역시 설명변수로 포함할 수 있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식품 선택에 있

어서 원인변수이기 보다는 결과변수에 가깝고 건강한 식생활 정도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내생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자 한다. 

○또한 식품관련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되는가가 

기초식품군이나 개별 식품의 영양 정보 그리고 관련식품 판매처에 대한 정

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정보 활용 능력을 포함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는 “식품소비행태조사”에 포함된 농식품 정보활용에 관한 질문들 중 

“농식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항목을 

이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건강관련 변수를 포함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전혀 관심 없다’에서 ‘매우 관심 있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한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건강과 식품에 대한 관여도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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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가족의 질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질병 유무를 포함하고자 한다.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는 “본인 또는 

가구원/동거인들 중 아토피, 고혈압, 당뇨 혹은 암 증상/병증을 가지고 있는

지에 질문하였다. 이에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하고자 하는데, 본인과 가족구성

원 각각 앞에서 언급한 질병 항목들 중 최소한 하나라도 답하였으면 1, 없으

면 0인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는 어린 자녀 유무와 고령자 가구원 유무를 포함하고자 한다. 특별

히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질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나 고령자가 

있으면 식품 선택과 영양 등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변수를 포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변수를 포함하고자 한다. 기존연구들에서도 건강과 관

련된 변수 이외에도 교육, 성별, 직업 등의 인구통계 변수가 건강한 식생활/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건강한 식생활은 기본적

인 지식/상식, 건강하지 않는 식생활이 초래하게 될 건강상의 결과에 대한 

인지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성별, 나이, 학력, 직업, 가구

형태를 포함하고자 한다. 특히 학력은 식품, 영양, 건강 등의 지식/상식과 연

관이 있으며, 나이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사와 연관이 있는 변수로 판단된다. 

또한 1인가구나 맞벌이가구처럼 가구형태에 의해 건강한 식생활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가족의 구성형태를 1인가구, 2인 이

상 가구 중 전업주부가구 및 기타가구(비맞벌이가구로 명칭), 2인 이상 맞벌

이가구로 구분하여 포함하고자 한다.

다. 분석 결과

1) 인구 통계

○<표 4-4>에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 변수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제시되어 있다. 성별을 보면 조사의 특성 상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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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1) 남성 315 10.4

월 평 균 가

구소득

(1) 100만 원 미만 291 9.6

(2) 여성 2,728 89.6 (2) 100~200만 원 미만 531 17.4

연령대

(2) 20~29세 115 3.8 (3) 200~300만 원 미만 552 18.1

(3) 30~39세 493 16.2 (4) 300~400만 원 미만 589 19.4

(4) 40~49세 759 24.9 (5) 400~500만 원 미만 508 16.7

(5) 50~59세 848 27.9 (6) 500~600만 원 미만 383 12.6

(7) 600~700만 원 미만 105 3.5(6) 60~69세 567 18.6

(7) 70~74세 203 6.7 (8) 700~800만 원 미만 47 1.5

(8) 75세 이상 58 1.9 (9) 800~900만 원 미만 13 .4

교육

수준1)

(1) 미취학 126 4.1 (10) 900~1,000만 원 미만 12 .4

(2) 중졸 이하 586 19.3 (11) 1,000만 원 이상 12 .4

가구형태

1인가구 689 22.6(3)고졸(대학재학생 포함) 1,421 46.7

2인 이상 맞벌이가구 1,096 36.0(4) 대졸 904 29.7

(5) 대학원졸 6 .2 2인 이상 비맞벌이가구2) 1,258 41.3

<표 4-4> 응답자의 인구통계

며,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학 재

학을 포함한 고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대졸 순을 

보이고 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비스‧판매종사자 순으로 나타

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대부분이 500~600만 원 아래에 분포해 있으며, 

100만 원 미만도 9.6%나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22.6%를 보였으

며, 2인 이상 가구는 맞벌이와 비 맞벌이(전업주부 및 기타)가구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은 비수도권 소도시/읍‧면이 가장 큰 비중인 42.1%를 차지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 수도권 서울/인천, 수도권 경기지역으로 

나타났다. 만 12세 이하 어린 자녀 유무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8.4% 그리고 

고령자 유무는 있는 경우가 1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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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직업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475 15.6 어린 자녀 

유무3)

없음 2,787 91.6

서비스판매종사자 830 27.3 있음 256 8.4

장치기계조작조립/농어업노무 442 14.5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568 18.7

주부 1,192 39.2 수도권 (경기) 421 13.8

군인학생무직기타 104 3.4 비수도권 (광역시) 774 25.4

고령자 

유무

없음 2,581 84.8 비수도권 (소도시, 읍‧면) 1,280 42.1

있음 462 15.2 합계 3,043 100

주 1: 대졸은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다. 

2: 2인 이상 비맞벌이가구에는 전업주부가구 혹은 현재 가구주가 임시 휴직이나 실직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3: ‘어린 자녀 유무’는 가구원 중 초등학생 이하 어린 자녀 유무를 의미한다.

2) 건강한 식생활 황

○ <표 4-5>에 건강한 식생활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섯 가지 

측정 지표는 대부분 리커트 평균 3.5보다 같거나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값이 높은 것은 “아침식사를 챙겨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편

이다.”이며, 다음으로는 “음식을 과식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 섭취한다.”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값이 낮은 것은 “영양 균형을 위해 매끼니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나 과식을 피하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

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 균형을 위해 매끼니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먹는 

면에서는 실천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 섭취의 부족에

는 노력의 부족도 어느 정도 작용하겠지만, 음식을 어떻게 혹은 어떤 종류로 

먹어야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이 섭취되는지에 대한 지식 혹은 정보 부족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 가지 측정문항을 모두 합친 ‘건강한 식생활 정도’ 변수의 값은 평균 

17.98 그리고 표준편차는 2.63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측정되어 나타난 

최소값은 8, 최대값은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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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그
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리커트 평균
리커트 

표준편차측정항목 단위

아침식사를 챙겨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빈도 21 220 844 1,456 502
3.72 0.85

퍼센트 0.7 7.2 27.7 47.8 16.5

과식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 

섭취한다

빈도 2 148 1,077 1,557 259
3.63 0.71

퍼센트 0.1 4.9 35.4 51.2 8.5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빈도 11 242 1,236 1,323 231
3.50 0.76

퍼센트 0.4 8 40.6 43.5 7.6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
빈도 6 185 1,167 1,458 227

3.56 0.73
퍼센트 0.2 6.1 38.4 47.9 7.5

채소, 과일과 통곡류 등을 많이 

섭취한다

빈도 8 145 1,165 1,574 151
3.56 0.68

퍼센트 0.3 4.8 38.3 51.7 5

<표 4-5> 응답자의 건강한 식생활 정도 기술 통계

주: 전체 관측치는 3,043개이며, 각 항목별 퍼센트의 합은 100%가 된다.

3) CRT 분석 모형  결과

□ CRT 모형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식생활 정도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분리하고, 

C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기법을 이용하여 이 두 그룹 간 가

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두 그룹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그룹 간 인구통계 

수치의 비교이다. 그러나 인구통계 비교는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각각

의 항목별 빈도 혹은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다른가가 나타나지 않는 

단순히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CRT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두 그룹 간에 가장 차이가 큰 변수

가 무엇인가가 도출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그룹의 설명변수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가 발생하는 변수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변수는 <표 4-3>에 제시된 네 가지 영역의 설명변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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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몫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식생활 혹은 건강한 식품 선택과 

같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인구통계 그룹을 세분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에, 정책입안자들이 분류의 기준으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변수는 분석 

기준변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차량 이용 정도, 소비자 교

육 참가 경험 여부, 식품정보 활용 정도 및 능력,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변수는 

분석의 기준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분석에 있어서 <표 4-3>에 제시된 변수들 중 소득은 너무 많은 세부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건강한 식생활 정도 상위그룹과 하위그

룹을 구분 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세부그룹들이 너무 

많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은 현재 11개의 그

룹을 세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1) 100만 원 미만, (2) 100~200만 원 미만, 

(3) 200~300만 원 미만은 하위그룹(이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5.1%)으로, (4) 300~400만 원 미만, (5) 400~500만 원 미만, (6) 500~600만 

원 미만은 중위그룹(이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8.7%)으로, (7) 

600~700만 원 미만, (8) 700~800만 원 미만, (9) 800~900만 원 미만, (10) 

900~1,000만 원 미만, (11) 1,000만 원 이상은 상위그룹(이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6.2%)로 구분하였다.

○CRT 분석은 Breiman(1984)이 제시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기법 중 하

나이다. 데이터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기존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패턴이나 관계, 규칙 등을 탐색하고 발견하여 이를 모형화함으로써, 의사결

정에 유용한 지식 및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CRT는 관측치들을 

목표변수의 범주 면에서 가장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하위그룹으로 세분류하

고, 이러한 분류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변수를 찾

아내는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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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는 생성되는 규칙을 해석하기 쉽고, 연속형변수와 범주형변수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룹 분류의 알고리즘은 목표변수가 직절변

수인지 혹은 양적변수인지에 따라 ‘지니계수’(Gini index) 혹은 ‘분산 감소

량’(variance reduction)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목표변수가 질적

변수이므로 지니계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방식은 상위마디의 관측치 1개

를 선택하여, 이 관측치가 하위마디의 특정 소그룹에 실제로 속한 ‘실제범

주’와 이를 예측한 ‘예측범주’를 각각 행과 열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확률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범주와 예측범주가 같을 확률과 다를 확

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실제 관측치를 잘못 분류하여 예측하는 경우를 ‘오분

류’라 하고, 이 확률을 위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이 오분류 

확률을 지니계수라 하며, 분류된 그룹의 이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 지니계수의 감소량이 계산되면, 알고리즘의 마지막 과정으로 지

니계수를 가장 크게 감소시켜 주는 예측변수와 최적 분리를 하위마디로 선

택한다. 다시 말하면, CRT는 이 지니계수를 가장 많이 감소시켜 주는 예측

변수를 이용하여 마디 분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위노드의 소그룹에 속

한 모든 관측치들이 목표변수의 단일 범주에 속하게 되면, 지니계수는 최소

값인 0에 도달한다. 

○전체 응답자 3,043명의 관측치를 종속변수인 ‘건강한 식생활 정도’의 평균값 

17.98을 중심으로 이 보다 낮은 수치를 가진 그룹을 ‘하위그룹’으로, 나머지 

높은 수치를 가진 그룹을 ‘상위그룹’으로 이분하였다. 즉, 최소값 8부터 최

대값 25까지 분포되어 있는 응답자들 중 8부터 17까지의 수치를 가지게 되

면 하위그룹으로, 18부터 25까지의 수치를 가지게 되면 ‘상위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분리 결과 하위그룹은 1,268개 42%, 상위그룹은 1,775개 58%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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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T 분석 결과

○CRT 분석 결과가 <그림 4-3>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T 알고리즘

의 분리 및 병합 기준은 유의수준 0.05로 설정하였고, 상위마디의 수는 100

명, 하위마디 수는 50명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분리는 두 번까지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추정 결과, 추정 값의 위험도는 0.360 그리고 표준오차는 0.009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두 그룹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 그룹으로 재분류한 

‘소득’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중위그룹과 소득상위그룹을 보면, 건강한 식생

활 상위그룹의 비중이 64.0%로 건강한 식생활 하위그룹의 비중 36.0%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소득하위그룹을 보면, 건강한 식생

활 하위그룹의 비중이 48.5% 그리고 상위그룹의 비중이 51.5%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진 두 그룹 간에 건강한 식생활 

상‧하위 그룹의 분포가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하위그룹은 직업을 중심으로 다시 두 그룹으로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하위그룹 중 전업주부, 서비스‧판매종사자의 직업을 가진 응답자들에서 

상대적으로 그 외 직업을 가진 응답자들에 비해 상위그룹의 비중이 적은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중위그룹과 소득상위그룹은 응답자 본인의 교육

수준을 중심으로 다시 두 그룹으로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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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에서 그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에 비해 건강한 식생활 상위그룹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중상위그룹 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은 다시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이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 

중 1인가구가 2인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식생활 하위그룹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를 기준변수가 되는 소득, 직업, 교육수준,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종합하

자면 다음과 같다. 건강활 식생활 정도가 가장 낮은 그룹은 전체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업주부 혹은 서비스‧판매종사자가 외의 직업을 가진 

그룹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이면서 고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중 1인가구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건강한 식생활 정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이

면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2인 이상 가구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이지만 전업주부나 서비스‧판매종사자

인 응답자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건강한 식생활 혹은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진

다면 가장 먼저 대상이 될 그룹은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이면서 농어업‧장

치‧기계‧기능원‧단순노무,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학생‧무직‧군인‧기

타의의 직업을 가진 그룹임을 제시한다. 이들은 전체 성인인구 중 대략 

1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그 대상을 좀 더 넓힌다

면 다음 대상은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이면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1

인가구원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체 성인인구 중 대략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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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시사점

○OECD는 2017년 식품사슬분석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 주관 하에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장려하는 정책을 위한 정보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향후 국민들의 건강한 식품 

선택은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적 관심사가 될 것이며, 국내에서도 ‘건강한 

식품 선택’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생

활을 추구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도출한 후, 현재 우리나라 국

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어느 그룹에서 그 정도가 높고 

낮은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을 경제적 장벽, 물리적 장벽, 심리적 장벽, 건강관련 변수, 인구통계 변

수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국내 소비자들이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나 과식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 반면에, 영양 균형

을 위해 매끼니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먹는 면에서는 실천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 섭취는 노력의 부족도 어느 정도 작용하

겠지만, 음식을 어떻게 혹은 어떤 종류로 먹어야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이 섭

취되는지에 대한 지식 혹은 정보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향후 이러한 면에서의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식생활 정도를 평균을 중심으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

로 구분한 후 두 그룹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생활 정도가 낮은 그룹의 인구통계지도를 도출하였다. 

건강 식생활 정도가 가장 낮은 그룹은 전체 가구소득 300만 원 이하이면서 

농어업‧장치‧기계‧기능원‧단순노무,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학생‧무직

‧군인‧기타의 직업군이며, 다음으로는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이면서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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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중 1인가구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강한 식생활 혹은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이

들은 가장 먼저 대상이 될 그룹인데, 첫 번 그룹은 전체성인 인구 중 대략 

17.8%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물리적 접근성 면에서는 비수도권 소도시/읍‧면 대비 나

머지 지역의 거주자들에서 건강한 식생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식

품 소매점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수록 건강한 식생활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관련 변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한 식생활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 중 질병이 있는 경우 반대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변수는 표준화계수를 통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 혹은 관여도(involvement)를 

높이는 각종 교육 및 홍보 등을 펼치게 되면, 이 관여도를 매개로 하여 국민

들의 건강한 식생활 정도를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통계 면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식생활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반대로 가구형태 중 1인가구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면서도 음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상 이는 아무래도 혼자 지내다 보면, 영양 계획 및 식

품 구매 그리고 조리 등에 있어서 시간이나 일손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음식

을 규칙적으로 먹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1인가구의 영

양 균형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 간의 건강한 식생활 정도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이고, 다음으로는 거주 지역 그리고 나이, 

식품 소매점 접근성, 교육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가족구성원 질병과 

1인가구는 건강한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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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더 나아가 만일 식생활교육이나 개인의 식품 선택에 있어서 정보 활용

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교육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향후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낮으리라는 것을 제시하는 면도 있

지만, 현재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식품소비행태조사에서 측정한 식생활교육

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건강한 식생활에 초점을 두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

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3. 음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국제 논의동향과 시사점(심층연구)17

○식품 사슬 분석 네트워크(Food Chain Analysis Network, FCAN)는 넓은 의

미에서 식품 수요 및 공급을 포함하여 식품 사슬의 기능과 관련 정책 우선순

위를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OECD가 정책 입안자와 농민, 식

품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이해 관계자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OECD. 2018a). FCAN은 소비자 식품 소비에 대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식품 시스템 분석함으로써 식품 선택의 사

회 경제적 결정 요인을 포함하여 식품 사슬의 기능과 관련된 광범위한 쟁점

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FCAN 연례 회의는 2010년 1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음식물 낭비와 손실 

문제에 대한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되었다(OECD. 2018a). 2013년 6월 4차 회

의인 “공급망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과 2016년 6월 8차 회의인 “소매 및 가

공 부문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 감소”가 각각 개최되었다.

17 강원대학교 이상현 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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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OECD의 제8회 FCAN 회의에서 음식물 낭비 관련 전문가들은 음식

물 낭비와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개발에 관한 최근의 진전은 고무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을 경우 융통성 있는 데이터 조합을 사

용하더라도 새로운 글로벌 회계 및 표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OECD. 

2018b). 해결방안을 식별하고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론을 개발

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를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FAO와 

IFPRI 대표들은 식량 손실 및 폐기물 측정 및 감소에 관한 FAO-IFPRI 기술 

플랫폼에서 민간 부문,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 전략이 일반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줄이는 데 있어 재

화 및 자원 투입 감소 계획과 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제품 차별화와 같은 새

로운 마케팅 접근법을 포함한 비즈니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OECD. 2018b). 그러한 혁신에 대한 규제적 장애물은 제거되어야하며 이에 

이해 관계자와 정책 입안자의 참여가 중요함 또한 제시하였다. 민간-공공 협

력은 일반적으로 혁신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며 규제 마찰을 규명하고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줄이기 위한 혁신에 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관한 민감 및 공공 부문

의 모든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존의 OECD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음

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이슈에서 개발도상국 및 농산물 생산자들의 목소리

를 강화하는 것이 강력히 권고되기도 하였다(OECD. 2018b).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맞춰 음식물 낭비 및 손실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

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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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제기구별 정책 동향

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2)

○유엔은 2015년 9월에 지속가능한 소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2)”를 발표하였다

(The United Nations. 2018).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3은 세계 음식물 손실 

지표(Global food loss index)를 계측하여,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

에서 1인당 글로벌 음식물 낭비를 반으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한 생

산 및 공급망의 음식물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2.5는 국가 내에서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된 음식물의 무게를 지표로

써 관측하며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음식물 낭비 

발생량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FAO의 로벌 조치(Global Initiative)

○ 2011년 5월 FAO와 무역 박람회 주최자 Messe Düsseldorf GmbH는 포장 산

업을 위한 세계 최대의 무역 박람회인 Düsseldorf의 Interpack2011에서 

“Save Food”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FAO. 2014). 이 행사 이후 FAO와 

Messe Düsseldorf는 음식물 낭비와 손실 감소에 관한 글로벌 조치(Global 

Initiative)를 시작하였다.

○글로벌 조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원칙을 따른다(FAO. 2014). 1)음식

물 낭비와 손실의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해결책, 2) 음식물 낭비와 손실 감소

에 대한 전 세계 이니셔티브의 공동 작업 및 조정, 3) 음식물 낭비와 손실 

감소를 위한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4)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시행되

는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글로벌 조치는 EU 프로젝트 “낭비 방지 전략 최적화를 통한 사회적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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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식량 사용(FUSIONS)” 그리고 식품 공급망의 모든 부문에서 식품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여러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 협력 할 예정이다

(FAO. 2014).

○ 2011년 FAO와 유엔 환경 계획(UNEP)은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식품 시

스템의 오염 강도를 생산에서 소비로 줄이면서 동시에 식량 및 영양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ustainable Food Systems Program (SFSP)을 공동으

로 시작하였다(FAO. 2014). 이 프로그램은 정부, 식품 및 어류 생산자, 농업 

산업 종사자, 소매업 자 및 소비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였다.

다. FAO와 UNEP의 Sustainable Food Systems Program

○ 2011년 FAO와 유엔 환경 계획(UNEP)은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고 식품 시

스템의 오염 강도를 생산에서 소비로 줄이면서 동시에 식량 및 영양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ustainable Food Systems Program (SFSP)을 공동으

로 시작하였다(FAO. 2014). 이 프로그램은 정부, 식품 및 어류 생산자, 농업 

산업 종사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였다.

○ 2012년 리오+20에서 FAO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정책 보고서 “굶주

림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FAO. 2014).

라. APEC의 공  사슬에서 식량 손실을 이기 한 공공-민간 트 십 강화 

○APEC 지역의 회원국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식품 공급망에 따른 수확 후 손실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APEC 다년간의 프로젝트인 “공급 사슬에서 식품 손실을 줄이

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는 2012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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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식품안보장관 회의에서 시작되었다(APEC. 2015).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의 일환으로 2013년 대만에서 개최된 워크샵은 수

확 후 식량 손실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확인하고 예비 방법론을 수립했으며 

APEC 회원국을 위한 전략 및 실천계획을 심의하였다(APEC. 2018). 

○이와 함께 “공급 사슬에서 식품 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를 위해 전문가 상담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APEC. 2018). 세미나의 사례

로는 2014년 과일 및 야채, 2015년 수산 및 가축, 2016년 소비자 수준의 음

식물 낭비와 손실이 있으며, 워크숍의 성과를 토대로 이 프로젝트는 APEC 

음식물 낭비와 손실 평가의 초안 방법론을 계속 수정할 예정에 있다.

3.2. 주요 국가별 정책 동향

가. 미국의 식품 날짜 표시법(Food Date Labeling Act)

○유아용 조제 분을 제외하고는 날짜 라벨에 대한 연방 정부 표준이 없으며, 

연방법이 없는 경우 주에서는 제정되어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날짜 표시법

을 따르게 된다. 이에 대다수의 소비자는 라벨이 의미하는 날짜를 식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용 가능한 음식물을 버리게 된다(ReDED. 

2018). 일부 주에서는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추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이에 2016년 5월, 상원의원인 Richard Blumenthal과 Chellie Pingree는 상원과 

하원에서 미국 전역의 식품 날짜 표시를 표준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였

다(ReDED. 2018). 식품 날짜 표시법은 라벨링 표기를 하나의 품질 날짜 표

시와 하나의 안전 날짜 표시라는 두 개의 정보가 담긴 이중 라벨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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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해야함을 요구하였다(ReDED. 2018). 법령에 따르면 제조사는 식품 첨

가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날짜를 포함할 수 있다. 단, 표준 문구가 “사용에 

최고”로 표시되어있는 한 품질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기준 날짜

는 선택 사항이 된다. 법령에 따라 품질 기준 날짜 이후에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품목에 관하여서는 안전성 기준 날짜가 요구된다. 

나. EU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 방지 략 최 화  사회  신을 한 

음식물 사용

○FUSIONS (음식물 낭비 방지 전략 최적화 및 사회적 혁신을 위한 음식물 사

용)은 음식물 낭비를 현저히 줄임으로써 보다 자원 효율적인 유럽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이다(EU FUSIONS. 2018). 이 프로젝트는 European Commission 

Framework Programme 7의 지원으로 2012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년

간 운영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혁신을 통해 전체 공급망에서 음식물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유럽 다자간 이해 당사자 기반을 구

축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EU FUSIONS. 2018). 1) 음식물 낭비 모

니터링의 조화, 2) 사회혁신이 음식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이

해 개선, 3) EU-27을 위한 일반적인 음식물 낭비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핵심목표를 통해 FUSIONS은 자원 효율적인 유럽을 향한 로드

맵의 전달, 음식물 낭비의 50% 감축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목표 지원 

그리고 2020년까지 식품 사슬의 자원 투입량을 20%가량 줄이는 목표를 지

원한다.

다. 국의 낭비  자원 실행 로그램(WRAP)

○ 2000년 WRAP는 지속가능한 음식물 낭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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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RAP. 2018b). WARP는 자선단체(No 1159512)일뿐만 아니라 영국 및 

웨일즈에 등록된 보증기관(No 4125764)이다(WRAP. 2018c).

○WRAP의 연구는 영국의 식음료 공급망의 중요한 탄소, 물 및 음식물 낭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WRAP. 

2018a). Courtauld Commitment 2025는 영국에서 음식 및 음료와 관련된 폐

기물 및 온실 가스 배출량을 10년 내에 1인당 5분의 1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영국이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2.3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랑스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 방지  감축을 한 정책  입법 요약

○프랑스는 2025년까지 음식물 낭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음

식물 낭비에 대응한 국가 조치(National Pact Against Food Waste)를 실시하

였다(EU FUSIONS. 2018b). 

○공급과 관련하여 특별 조항을 도입하여 레스토랑, 케이터링(catering) / 캔틴

(cantine) 부문의 음식물 낭비 방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레스

토랑에서 기증된 음식에 대한 온도 및 위생 요구사항을 정하는 2009년 12월 

21일의 장관령 시행을 비롯하여 음식 기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EU FUSIONS. 2018b). 대부분의 따뜻한 음식(섭씨 63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된 음식)는 재배포할 수 없으며 기증하기 위해 재가열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는다. 프랑스는 만료 날짜를 해석하는 방법과 음식물 낭비에 대한 인식

을 높이기 위해 “Manger c’est bien, jeter ça craint! (Eating is great, throwing 

away is terrible!)”와 같은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선보이는 디지털 캠페인

을 실시하였다(EU FUSIONS. 2018b).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못생긴 

과일과 채소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증대를 위해 과일과 야채의 음식물 낭비 

감축 캠페인을 시작하였다(EU FUSIONS.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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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음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연구 및 조사 동향

가.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한 소비자의 인식  태도 련 연구

(1) 음식물 쓰 기 감소를 한 소비자 행동에 한 정보효과(Qi and 

Roe, 2017)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피해가 재활용 기술(퇴비화 기술)에 의해 완화된

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개인의 음식물 낭비 감소 행위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상황실험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자에게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의 부정적인 환경 및 경제적 영

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음식물 쓰레기 감축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책이 없는 통제 상황과 비교할 때 실험자의 고형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실험자에게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

화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만 제공 한 

경우보다 생성된 고형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의 환경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재활용 기술, 퇴비화 기

술)을 홍보하는 것이 개인 소비자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장려하는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결과 또는 정보 리바운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2) 음식물 쓰 기에 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 미국(Qi and Roe, 2016)

○본 연구는 미국 거주자에 대한 전국 설문조사의 응답을 사용하여 미국 소비

자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모델을 구축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패턴분석 결과 1) 음식물 쓰레기와 가구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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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2)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죄책감, 3)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지 여부 등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

가 포함된 모델을 설정하였다.

○전국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소비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지도와 음식

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편적으로 상당히 뒤쳐져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60%의 응답

자들은 약간의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

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판매 기한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식품 라벨 가이드 또는 조치는 

식품 라벨 혼동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식품 관련 질병 발병 사이의 

상충되는 관계를 완화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식품라벨에 관한 조치가 비록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음식

물을 낭비하지만 동시에 음식물 낭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고소득 가구 

및 여성에게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폴란드(Radzymińska, M. et al., 2016)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와 관련 문헌에서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여 음식물 낭

비에 대한 폴란드의 젊은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음식물 낭비를 줄

이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음

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소비자의 행동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음식

물 낭비와 손실에 관한 교육 캠페인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설문지에 참여한 대상들은 음식물 낭비의 사회적인 문제와 생태적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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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대부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 행동에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음식물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 본 연구는 음식물 낭비에 대한 교육 캠페인의 필요하다

고 언급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선택된 정보가 음식물 낭비 문제 해결방안을 

지지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제시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 노르웨이(Refsgaard and Magnussen, 2009)

○본 연구는 기술 및 조직 체계가 다른 노르웨이 두 개의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람들의 행동 및 태도를 조사하여 음식물 쓰레기 관

리시스템에 따라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두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격, 환경

친화성, 처리방안, 정보)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음식물 쓰레기 낭비 저감 

및 재활용에 대한 지식, 결과에 대한 지식, 시간, 공간 및 편의와 같은 실용

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도적 환경의 차이는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대한 태도에도 상이한 결과

를 나타냈는데,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대하여 개인적 차원보다 집단 차원에

서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가계의 음식물 낭비 행동 분석 모델(Secondi, L. et al., 2015)

○이 연구는 다양한 행정 수준에서 주요 규제와 조치를 분석하고 가정의 복잡한 

음식물 낭비 관련 행동을 모델링하기 위한 2단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다. 

2013년 Flash Eurobarometer 설문 조사를 토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EU-27내 시민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2단계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음식물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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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잠재 변수로 개인적 요인과 음식물 낭비 전후에 관한 요인을 동시

에 고려할 수 있다.

○연구결과 유사한 행동 패턴으로 특징이 나타나는 국가그룹을 식별할 수 있

었고 이에 따라 공공정책 개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목표대상을 선정

할 수 있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물 낭

비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어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지방 수준에서 정책적 

개입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음식물 낭비에 대한 교육 

수준, 관행, 태도 및 관심은 음식물 낭비에 대한 개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음식물 낭비를 처리하

기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개입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야함을 제시하였다.

(4) 음식물 낭비 원인과 응 방안(Halloran, A. et al., 2017)

○덴마크의 사례를 사용하여 이 연구는 음식물 낭비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

한 이해 관계자가 연간 11억 8천만 유로 규모의 음식물 낭비를 예방하고 및 

음식물을 재사용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소각되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

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가스 및 퇴비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덴마크에

서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노력은 산업뿐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 사회 단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서 음식물 낭비와 손실의 총량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였다. 본 연구는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향상된 

의사소통, 보다 효율적인 식품 포장 및 정확한 소비자의 식품 라벨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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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조하였다.

○농식품 시스템은 유한하고 줄어들고 있는 자원 기반 위에서 발전하므로 환

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천연자원을 이용해

야 함을 제시하였다. 식품 이용을 최적화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통합 농

업 및 식품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하며, 결론적으로 덴마크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 여러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특

히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공-민간 협력이 포함되어야함을 제안하였다.

나.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 련 연구

(1) 소량 양소 양보존을 한 식품 시스템 략(Miller and Welch. 2013)

○본 연구는 소량 영양소 영양보존의 실패로 이어지는 푸드 시스템의 결함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평가하였다. 음식물 낭비와 

손실이 식품 공급의 소량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함과 함께 푸드 

시스템에서 농장으로 부터 식품까지의 소량 영양소 보존을 위한 전략을 모

색하였다.

○소량 영양소 보존실패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낭비와 손실 줄이기와 함께 다

음과 같은 4가지 행동권고안을 제시하였다: 1) 상업적 식품 강화 프로그램 

확대, 2) 식품의 생물학적 보존 기술개발 및 구현, 3) 농업, 식품 가공 및 영

양 교육에 대한 역량 구축, 4) 시스템 접근방식 채택하여 문제의 해결 전략

모색 등을 포함한다. 

○소량 영양소 보존실패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권고안은 다

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1) 음식물 낭비와 손실이 가장 큰 식품은 종종 신선

한 과일과 야채와 같이 소량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므로 농작물과 육류, 우

유, 계란의 수확 후 처리되는 시스템이 개선되면 소량 영양소 영양보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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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개발도상국을 위한 식품가공 및 

식품저장 기술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소량 

영양소를 보존하는 효율적인 전략이다. 

(2) 기부식품 시스템 운  략(Lee, D. et al. 2017)

○본 연구는 음식물 낭비와 손실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식품 기부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결정짓는 확률론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푸드 뱅크의 입장에서 

과일 및 채소의 기부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현하고자하는 것

은 당연하지만 기부식품 시스템의 운영은 기부음식의 도착과 기부식품의 수

혜자가 모두 확률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을 활용해 기부식품 시스템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개 변수를 추정하여 

푸드 뱅크의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정책 및 관리방법에 대해 제안

하였다.

○예정된 기부식품의 양이 변경되면 기부식품 서비스의 수준이 변경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부식품 콜 서비스 수준과 기부식품 볼륨 서비스 수준 간에는 

상반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많은 기부식품 수집 작업으로 

인해 더 많은 기부음식의 양이 모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품 기부농장의 작물혼합이 기부식품 수집 일정의 변경으로 이어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푸드 뱅크는 기부식품의 수혜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일정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부식품 수집 작업은 자원 봉사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 

특성이 기부식품 수집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수집 열망 패러

독스’를 확인하였다. 즉, 자원 봉사자들이 기부음식 수집 작업 일정에 참여

하기를 더 열망하게 되면 예정된 기부식품의 용량이 높아도 실제로는 적은 

양의 기부식품을 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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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부농장 수를 늘리는 것보다 푸드 뱅크의 처리 자원(예 : 직원, 트럭)을 

늘리는 것이 기부식품 총량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 일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는 정책 개입과 정부의 기금 또는 식품 기부농장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특정 상황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음식물 쓰 기를 활용한 동물사료 시스템(Zu Ermgassen, E. et 

al. 2016)

○본 연구는 EU의 법안 변경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 사료로 사용되도

록 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공공 및 산업 장벽을 검토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중앙 집중형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과 같이 적절하게 열처리된 음식

물 쓰레기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동물 사료 양식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또한 식물 쓰레기가 동물 사료로 사용되면 EU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토지 이용면적(세계 생산량의 20%)을 1/5로 줄임으로써 잠재적으로 18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절약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결과는 음식물 쓰레기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EU 법안의 변경이 EU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토

지 이용면적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찌꺼기나 잔반으로 돼지에게 값이 싼 사료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안

전과 질병통제에 대한 소비자 및 농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

함을 제안하였다. 환경적 이익은 많은 농업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고품

질의 돼지고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사

료 공급 시스템이 현재 일반적이지 않거나 불법인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이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4) 병원 식사 시스템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Sonnino, R. et al. 2011)

○이 연구는 영국 웨일즈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낭비와 손실 사례 연구

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

안하였다. 병원의 식사 시스템이 건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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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밝히며 문제를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식품 체인의 각기 다른 단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배경으로 식품 시스템의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보다 통합된 

정치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결과는 병원 식사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과 많은 양의 음식물 낭비 사이

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을 것으

로 예상되는 환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그 수치가 거의 늘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가 뜨거운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여

부에 관한 정보도 음식의 양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직

원 교육의 부족과 운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영향

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대부분 직원의 능력부족이었음 보였다.

○Wales Audit Office에서 약 700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설문 

조사는 병원 직원들의 식사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였다. 예를 들어 환자가 정해진 식사시간에 식사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

면 병원 직원이 일부 환자의 식사 선택을 제한하고 25% 정도에 해당하는 

일부 환자들은 식사시간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

식물 낭비와 손실의 원인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와 

병원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모든 병동이 현재의 75% 수준으로 음식물 낭비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758,0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병원의 예산부족 문제

를 해결하고 고품질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음식물 낭비와 손실 최소화는 특히 CO2 배출 감소 및 에너지 보존 그리고 

오염방지 측면에서 중요한 환경 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대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는 병원 수준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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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그 이상 접근방식을 통합한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

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 직원은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원이 제공하는 식품 시스템 정책에 대한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위해 필수적으로 조달 담당관과 시설 책임자 

등 직원들에게 식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식을 교육시키는 정책적 지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 음식물 쓰 기 처리 시스템과 온실가스 배출량(Moult, J. et al. 2018)

○이 연구는 식품유형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하였다. 

운송 및 가공 시 발생하는 배출량 그리고 식품 생산으로 이해 발생하는 배출

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 푸드 뱅크에 식품 기증, 2) 동물 사료로의 전환, 3) 소

각 및 호기성 퇴비화, 4) 음식물 쓰레기 매립 등과 같은 대량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식품 운송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로 전환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매립

장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바람

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당에서 식용 가능한 음식물을 푸드 뱅크나 재

분배 자선단체 및 다른 단체에 보내어 “먹지 않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매립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모든 식품

유형에 대해 최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립지는 

생성된 메탄의 70%를 처리 및 사용하는 현대적인 시설에서조차 모든 식품

유형에 대하여 최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

라 식품관련 소매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립을 선택

하는 것은 온실가스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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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근법을 이용한 음식물 낭비와 손실 해결방안(Caswell, H. 2008)

○이 연구는 영국 내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식량체계)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하며 이를 위해 식품체인의 여

러 다른 부분에서의 통합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식품시스템이 보다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부와 업계는 산업계

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소비자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도

와야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음식물 낭비와 손실 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식품저장 방법에 대한 소비

자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재정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긍

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7) 음식물 낭비와 손실의 가치 측정(Bellemare, M. et al. 2017)

○이 연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과 가치에 대한 측정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

로, 양식화 된 식품 품목의 수명주기를 발표한 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

의를 대조해보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

는 본질적으로 식품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되어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에서 끝

나는 것까지이며, 연구자의 정의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 정

의들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식품 공급체인의 상류에서 발생되는 

가격대신 소매가격으로 음식물 낭비와 손실의 가치를 판단할 경우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 가치의 현존 추정치는 과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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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낭비와 손실 문제의 과장됨이 밝혀짐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

력에 투입된 자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8) 식품 공 량과 소비량을 이용한 음식물 낭비와 손실 추정(Bellemare, 

M. et al. 2017)

○이 연구는 미국 식품 시스템의 공급량과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한 소비량의 

차이로부터 음식물 낭비와 손실의 양을 추정하였다. 측정결과 음식물 낭비

와 손실의 점진적인 증가는 식품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 공급시스템

으로 인한 식품가용성 및 마케팅 증대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국의 식품 과잉공급을 해결하면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음식

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비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

안하였다.

○이 연구의 음식물 낭비와 손실 추정은 미국의 식품 공급량에서 평균 식품 

섭취량을 뺀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 낭비와 손실 추정에는 두 가지 잠

재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FAO 식량 수지를 미국

의 식품 공급량의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미국 식품공급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체계적으로 존재하여 식품공급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라면 음식물 낭비와 손

실의 점진적인 증가에 대한 결과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며, 두 번

째는 증가한 식품 공급과 함께 미국 인구의 평균 체중도 증가했다는 사실은 

식품의 추가섭취량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실제 추가로 식품을 섭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신진대사에 대한 정확한 수

학적 모델이 없다면 식품섭취 증가가 체중의 변화로 어떻게 양적으로 변하

는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평균 식품 섭취량에는 잠재적 오류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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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미국의 1인당 음식물 낭비와 손실은 1974년 이후로 50% 증가하여 

1인당 하루 1,400kcal 또는 1년에 150조 kcal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4. 가구에 의한 음식물 낭비와 손실 관련 국내 기초 통계분석 

○음식물 낭비 및 손실과 관련한 가구 단위 통계는 그간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8년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몇몇 문항이 포함되

면서 가구의 음식물 낭비 및 손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기초가 마련되었다.

가. 가구의 음식물 쓰 기 배출량

○가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1kg미만 정도로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가구의 63.14%는 ‘500g 미만’ 수준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며, 

31.39%는 ‘500g~1kg 미만’ 수준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3-5>.

○모든 지역에서 ‘500g 미만’ 수준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 참가자들의 78.66%가 ‘500g 미만’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5>.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대체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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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0g 미만(%)
500g~1kg 

미만(%)
1kg~2kg 
미만(%)

2kg~3kg 
미만(%)

3kg 이상(%) 응답자 수(명)

조사 지역

서울특별시 64.39 28.78 4.88 1.95 0.00 410
부산광역시 52.67 43.89 2.67 0.76 0.00 262
인천광역시 66.83 27.14 6.03 0.00 0.00 199
대구광역시 46.56 34.39 13.23 3.17 2.65 189
대전광역시 64.07 29.94 2.99 2.99 0.00 167
광주광역시 58.44 39.61 1.30 0.65 0.00 154
울산광역시 50.41 42.15 6.61 0.83 0.00 121
경기도 58.53 29.86 9.95 1.66 0.00 422
경상북도 78.66 19.67 1.67 0.00 0.00 239
경상남도 68.25 28.17 3.17 0.40 0.00 252
전라북도 74.50 22.82 2.68 0.00 0.00 149
전라남도 56.02 42.93 0.52 0.52 0.00 191
충청북도 65.66 33.33 1.01 0.00 0.00 198
충청남도 76.00 23.50 0.50 0.00 0.00 200
강원도 62.44 34.39 3.17 0.00 0.00 221
제주도 69.84 25.40 4.76 0.00 0.00 63

성별
여성 61.88 32.28 4.67 0.99 0.17 3,017
남성 72.14 25.00 2.38 0.48 0.00 420

연령

30대 이하 66.89 28.34 4.28 0.33 0.16 607
40대 51.97 39.33 7.31 1.16 0.23 862
50대 59.07 35.38 4.36 1.09 0.10 1,009
60대 73.12 23.90 2.13 0.71 0.14 703
70대 80.47 16.80 1.17 1.56 0.00 256

가구원 수

1명 86.59 11.85 1.04 0.52 0.00 768
2명 64.27 31.47 3.30 0.81 0.15 1,363
3명 51.38 41.18 6.20 1.24 0.00 726
4명 44.68 44.10 9.48 1.16 0.58 517
5명 이상 39.68 50.79 6.35 3.17 0.00 63
전체 63.14 31.39 4.39 0.93 0.15 3,437

<표 4-6> 가구 유형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교

단위: %, 명

자료: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잠정).

○지난해와 비교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매우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

중은 0.32%, ‘양이 줄어든 편이다’는 7.86%, ‘변함없다’는 78.28%, ‘양이 늘

어난 편이다’는 12.45%, 그리고 ‘양이 매우 늘었다’가 0.09%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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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중(%) 응답자 수(명)

음식물쓰레기 증감

양이 매우 줄었다 0.32 11

양이 줄어든 편이다 7.86 270

변함없다 79.28 2,725

양이 늘어난 편이다 12.45 428

양이 매우 늘었다 0.09 3

전체 100 3,437 

<표 4-7> 지난해와 비교하였을 때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의 증감

단위: %, 명

자료: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잠정).

나. 음식물 쓰 기 종량제 방식과 음식물쓰 기 유형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인 경우가 29.44%, ‘전용용기’는 28.78%, ‘봉투 방식’는 25.02%, 

‘RFID 방식’는 11.14% 그리고 ‘기타’가 5.62%로 조사되었다<표 4-8>. 

구분 비중(%) 응답자 수(명)

RFID 방식 11.14 383

전용용기 28.78 989

봉투 방식 25.02 860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29.44 1,012

기타 5.62 193

전체 100 3,437 

<표 4-8>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

단위: %, 명

자료: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잠정).

○조사된 가구의 음식물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일껍질과 

야채 또는 생선 손질 후 발생되는 조리 전 쓰레기’인 경우가 54.52%로 가장 

높았으며, ‘먹고 남은 밥, 반찬이나 국 찌꺼기’는 40.38%로 다음 순위를 차

지하였다. 그리고 ‘상하거나 오래된 음식’은 5.0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표 4-9>.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주로 식사 준비 과정과 식사 후 잔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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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중(%) 응답자 수(명)

먹고 남은 밥, 반찬이나 국 찌꺼기 40.38 1,388

과일껍질과 야채 또는 생선 손질 후 발생되는 조리 전 쓰레기 54.52 1,874

상하거나 오래된 음식 5.09 175

전체 100 3,437 

<표 4-9>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단위: %, 명

자료: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잠정).

다. 음식물 쓰 기 감 노력  요성 인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48.76%는 ‘노력

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5.24%는 ‘보통이다’ 로 응답하였다<표 

4-10>.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가 음식

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노력하는 
편이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응답자 수(명)

성별
여성 0.13 3.35 43.52 50.48 2.52 3,017

남성 0.48 3.81 57.62 36.43 1.67 420

연령

30대 이하 0.33 2.14 49.26 46.29 1.98 607

40대 0.00 3.60 41.76 53.02 1.62 862

50대 0.00 2.97 42.42 52.23 2.38 1,009

60대 0.14 4.41 47.94 44.95 2.56 703

70대 1.17 4.69 51.17 37.11 5.86 256

가구원 수

1명 0.39 4.82 55.47 36.59 2.73 768

2명 0.22 3.74 46.59 46.74 2.71 1,363

3명 0.00 2.20 37.60 58.68 1.52 726

4명 0.00 2.13 38.10 57.64 2.13 517

5명 이상 0.00 3.17 38.10 53.97 4.76 63

전체 0.17 3.40 45.24 48.76 2.41 3,437

<표 4-10> 참가자 유형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단위: %, 명

자료: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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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의 57.43%는 ‘중

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5.93%는 ‘보통이다’로 응답하였다<표 

4-11>. 응답자가 여성일수록, 가구의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중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 
수(명)

성별
여성 0.03 0.86 34.67 58.50 5.93 3,017
남성 0.00 0.71 45.00 49.76 4.52 420

연령

30대 이하 0.00 0.66 37.73 56.18 5.44 607
40대 0.12 0.46 34.69 58.93 5.80 862
50대 0.00 0.99 33.20 59.56 6.24 1,009
60대 0.00 1.14 37.27 56.19 5.41 703
70대 0.00 1.17 42.97 50.39 5.47 256

가구원 수

1명 0.00 0.91 45.96 47.66 5.47 768
2명 0.00 1.25 37.49 56.49 4.77 1,363
3명 0.00 0.28 29.61 62.67 7.44 726
4명 0.19 0.58 26.69 65.96 6.58 517
5명 이상 0.00 0.00 28.57 66.67 4.76 63
전체 0.03 0.84 35.93 57.43 5.76 3,437

<표 4-11> 참가자 유형별 음식물쓰레기 저감의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자료: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자료(잠정).

3.5. 시사점

○최종 음식 수요의 약 33%가 음식물 낭비와 손실로 버려지고 있다. 환경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불필요한 온실 가스 배출과 비효율적인 물과 토지 이용을 

야기한다(FAO 2013). 음식물 낭비와 손실은 공급 체인의 상류 단계(생산 및 

사후 수확)와 하류 단계(가공, 유통 및 소비)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 낭비와 손실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9천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8을 영양 결핍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다(Gustavsson J. 외, 2013). 음식물 낭비와 손실의 경제적 측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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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감가상각과 같은 낭비적인 투자를 의미하며, 음식물 낭비와 손실은 식

량 안보, 농민의 소득 및 소비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stavsson J. 외, 2013).

○지속가능한 개발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식물 낭비와 손실 줄이기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환경비용 절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FAO(2011)에 따르면 개도국들은 음식물 낭비와 손실이 수확 후 관리 및 가

공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비 단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17가지 목표 중 하나로 음식물 

낭비와 손실 줄이기가 명시되어 있다. FAO는 1) 과잉 생산 및 취급 및 저장

의 기술적 문제, 2) 인구 통계학적 변화 : 도시화, 식이 패턴, 1인 세대, 3) 

농업 상용화, 대량 생산, 대량 유통, 4) 음식 소비문화 : 아시아의 과도한 음

식 준비, 5) 판매 촉진으로 인한 과도한 식품 구매, 6) 식품 표시 및 식품 안

전에 대한 불안, 7) 시각적으로 불완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용성이 낮음, 8) 

음식물 처리에 소비자 교육의 부족 등과 같은 음식물 낭비와 손실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움

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보편화

되어 있어, 가정에서의 음식물 낭비는 적은 편이나, 유통과정, 소매단계에서

의 음식물 낭비는 큰 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발굴을 위하여 

음식물 낭비와 손실에 대한 국제 정책 및 연구 동향,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

석하는 기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구의 음식물 낭비/손실과 관

련된 기초 통계 또한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





제5 장

품목시장그룹회의 대응

1. 품목시장그룹회의 추진과 대응 현황

1.1. 추진 배경 및 현황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s: GCM)은 OECD와 FAO가 협력

하여 Aglink-Cosimo모형을 통해 구축한 농산물 시장 전망자료인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구축을 위한 그룹작업반이다. OECD와 FAO는 매년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의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Outlook)를 발행한다. 전망 보고서에는 OECD국가 외에도 여러 개발

도상국(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농

산물 시장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곡물 및 육류, 낙농품, 설탕, 유지 종자, 

면화 등 8개 품목군에 대한 품목별 전망이 포함된다.

○매년 초, 협력회원국 각국의 전문가들이 파리에 모여 품목시장그룹회의를 

개최하고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전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회의를 통해 베이스라인(기준선) 예측에 대한 논의와 각 품목별 중기전망치 

검토,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특별 세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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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전문가는 정책 관련 실무 및 분석을 담당하는 정부부

처 및 관련 연구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매년 연초에 파리에 모여 이틀

에 걸친 검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6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1.2. 추진 현황

○ 2018년 3월 22~23일 양일간 파리 OECD 본사에서 GCM 10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2018-2027년 OECD-FAO Agricultural Outlook의 

중기 전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가

정, 기준선 예측, 농업 전망의 주요 메시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특집 초안 

등 전반적인 아웃룩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 2019년 GCM회의는 2019년 3월 27~28일로 예정되어있으며 파리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GCM회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표 5-1> 참조).

ㅔ구분 회의 목적 특이사항 시행일

1st session OECD-FAO 2009-2018 농업전망 금융시장 및 공급반응 영향요인 분석 2009년 04월 06일 ~ 07일

2nd session OECD-FAO 2010-2019 농업전망 가격 변동성과 가격 전이_FAO를 중심으로 2010년 3월 29일 ~ 30일

3rd session OECD-FAO 2011-2020 농업전망 가격폭등 주도요인 분석 2011년 4월 4일 ~ 5일

4th session OECD-FAO 2012-2021 농업전망 농업 생산성 증가 2012년 3월 29일 ~ 30일

5th session OECD-FAO 2013-2022 농업전망 중국: 향후 10년간 전망과 과제 2013년 3월 26일 ~ 27일

6th session OECD-FAO 2014-2023 농업전망 인도: 향후 10년간 전망과 과제 2014년 3월 26일 ~ 27일

7th session OECD-FAO 2015-2024 농업전망 브라질: 전망과 도전 2015년 3월 26일 ~ 27일

8th session OECD-FAO 2016-2025 농업전망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망과 도전 2016년 3월 29일 ~ 30일

9th session OECD-FAO 2017-2026 농업전망 동남아시아 특집 : 전망과 도전 2017년 3월 23일 ~ 24일

10th session OECD-FAO 2018-2027 농업전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 특집 : 전망과 과제 2018년 03월 22일 ~ 23일

11th session OECD-FAO 2019-2028 농업전망 중남미 특집 2019년 03월 27일 ~ 28일(예정)

<표 5-1> OECD GCM 회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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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의 대응: 품목시장그룹회의 참석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GCM 회의에 대

응하고 있다. 2018년 3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ECD-FAO 2018-2027 농업 망의 주요 메시지

○사무국은 거시경제 전망, 품목별 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농업전망의 주요 

메시지(main messages)를 발표하였다.

- 먼저 수요부문에 대한 예측으로 향후 10년간(2018-2027) 수요 성장률은 

이전 10년(2008-2017)에 비해 하락할 것이며 주로 바이오연료 등 산업용 

수요 하락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대부분 품목의 수요 성장율은 낮아

지나, 신선 낙농품은 예외적으로 수요 성장률 증가를 전망했으며, 인구 

및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식품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수요 성장률 저하는 바이오연료 

등 비식품 수요 하락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생산부문에 대한 예측으로 생산 증가는 재배면적 확대 보다는 생산성 증

대를 통해 이뤄지며 개도국에서 빠른 생산증가가 나타날 것이며, 미 대

륙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곡물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했다. 또한 농업 부가가치 성장률에서는 향후 10년간 개도국(25%)이 선

진국(9%) 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 무역부문에서는 순무역액 측면에서 농식품 무역은 순수출 지역과 순수

입 지역으로 차별화․집중화 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

명하며, 순수출 지역인 북미 및 남미의 순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오세아니아는 큰 변화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동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은 2008년 이후 수출량이 

크게 증대되어 현재 오세아니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향후 오세아니아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순수출액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순

수입 지역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순수입(net import)이 가장 크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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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것이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도 순수입 확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무역 성장률은 이전 10년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질 것

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소비 추세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 식품 실질가격은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가격이 1~2% 하락할 것으로 전

망하였고, 이는 글로벌 수요 성장 둔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탈지분유(Skim milk powder) 실질가격은 1% 증가를 전망하

였다.

- 위험 및 불확실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수요, 공급, 무역 측면에서 여러 불

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전망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에탄올 정책, 식품건강에 대한 소비자 선호, 

비만퇴치 정책 등의 영향 등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며, 공급측면에서

는 동식물 질병, 가뭄 등 자연적 요인, 규제환경 변화(동물복지, 농약규

제)에 따른 생산비 변화, 신기술 도입, 농업투입재 산업 집중화 등이 불

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무역부문에서는 러시아 무

역금지, 브렉시트, NAFTA 재협상, CPTPP 등을 위험 및 불확실성 요소

로 지적했다. 

- 기타의견으로 부분확률분석(partial stochastic analysis)을 활용하여 거시

경제변수의 변화, 날씨 등 불확실성이 전망치에 가져올 변동성을 검토하

였으며 소비 변동성에 비해 생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소

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날씨 등으로 생산은 큰 변동성을 나타내었

고 생산전망 보다 소비 전망에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무역농업국(TAD) 국장의 발언과 회원국 몇몇의 의견 및 사무국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역농업국 국장인 Ken Ash는 FAO와의 협력의 중요성과 상호 보완성을 

언급하며 본 그룹의 역할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전망 자체가 중요했으나,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안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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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줄 수 있는 시나리오 작업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였다.

-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규제 변화 등이 불확실성 요소로 언급되었는데, 보다 

중립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날씨, 규제, 신기술, 국제협상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제시되었는데,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규제는 

국제 규제협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므로, 이 점을 요약 부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EU는 EU의 입장에서도 세계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FAO가 담당하는 

세계시장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고, 향후 OECD의 시나리오 

작업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 루마니아는 석유가격과 바이오연료 등이 향후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OECD와 FAO가 제시하였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 정부가 내년 정책을 계획하는데 본 회의의 결과가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발언하였다.

- 이러한 질문들의 답변으로 Ken Ash 국장은 가용 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

짐에 따라 차기 PWB의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나

리오 작업에 대한 회원국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 보다는 시

나리오 작업에 내부 자원과 인력을 좀 더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업

의 우선순위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가장 우려되고 관심있는 분야를 우선

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OECD

도 회원국들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또

한 전문성과 지식 기반을 갖춘 본 그룹이 베이스라인 전망에만 머물러서

는 안되며 시나리오 작업 관련 대화가 이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Jonathan Brooks는 시나리오 작업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존재한다고 답변

하였다. 카테로리로는 첫째, 농식품 분야가 직면하는 기후변화 완화, 글

로벌 식량안보 등 장기 도전과제(long term challenges)를 다루는 분야로

서 20~30년 미래에 대한 전망이며, 둘째, 특정 국내 정책이나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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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은 국가별 정책평가와도 연계된다. 셋째, 불확실성 관련하여 시간

상 제약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지만, 중국의 에탄올 정책과 같이 세계 시

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골라서 영향을 계량화(quantifying)하는 작

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 거시경제 가정  품목별 망

○먼저 거시경제 가정과 관련한 전망내용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은 COP21과 

SDG에 따른 정책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함. 또한 여러 석유 가격 전망치 중 

낮은 전망치를 선택한 것을 언급하며 석유의 실질가격이 줄어들 것인지 아

니면 유지될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미 달

러 대비 유로화 평가절화 가정의 이유를 질문하였다. 

- 특히 독일은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 가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포

르투갈은 정책가정에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정책결정의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세계은행의 석유가격 전망 가정을 받아 들였으며 

실질가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높은 

석유가격 전망치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살펴볼 것이며 확률분석(stochastic 

analysis)을 통해 불확실성이 전망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바이오연료와 관련해서 아르헨티나는 주요 정책가정에서 아르헨

티나가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모두에 대해 12%의 블랜딩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있으는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며, 실제로 바이오디젤은 10%, 에탄올은 

12%라고 언급하였다. 캐나다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가 2017년 3월에 일

몰되었으나, 부속서에 계속 보조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EU는 바이오디젤이 에탄올에 비해 성장 전망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 사무국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르헨티나와 캐나다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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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 대해 명확화 및 수정을 할 예정이며, 바이오디젤이 에탄올에 

비해 부진한 것은 디젤이 가솔린 보다 소비가 부진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였다.

○곡물 전망과 관련해서 캐나다는 통계 부속서에 캐나다 옥수수 수출 성장률

이 감소(-0.26%)한다고 되어있으나 캐나다 자체 전망은 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출성장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영국은 

2027년에 곡물 실질가격이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 가격에 근접하

고 있는데, 매우 낮은 것이며, 낮은 석유가격 가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지적하며 보고서에 비용 전망(cost projection)을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세계 수출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비중이 증

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단위당 수확량의 변동성이 높으므로 향후 글로

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Box 1.1 Japonica rice 

in the global and domestic markets의 분석에서 중국이 가장 큰 자포니카쌀 

생산․소비국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이 자포니카 주산지에 대한 설명

이 부족하므로 중국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 Aglink-Cosimo 모형에 자포니카 쌀

에 대한 구분된 모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곡물 특히 의 

수요대비재고율(stocks-to-use ratio) 너무 높고 이에 따라 가격이 너무 높아

졌다고 보며 중국 때문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

다. 마지막으로 IGC는 중국이 식품용 곡물 생산에서 사료용 곡물생산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브라질에서 

에탄올용 옥수수를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사무국의 답변은 먼저 곡물 실질가격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생산 기록을 세웠으나 그 

이전에는 보통의 생산량을 보여주었기에 변동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고 언급하였다. 수요대비재고율 계산시 중국의 영향을 격리시키는 것

이 중요하며, 이는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의 재고 변화가 주요 불확실성



154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6개 성(省)에서 자포니카쌀을 생산

하며 관련 데이터에서 인디카와 자포니카 품종의 구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설탕 전망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은 EU와 태국의 정책 변화를 주요 요소로 

다룬 보고서의 구성을 환영하였으나 EU의 미래 설탕 수출입에 대해서는 의

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 영국은 태국과 EU의 설탕수입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수입할 유

인이 많지 않다며 EU 설탕쿼터 폐지로 생산이 늘었지만, 생산성이 떨어

지는 국가들이 나가면 재구조화가 되어 EU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EU는 유로화의 미화 대비 평가절하로 설탕 수출에 긍정적인 요

소가 있다며 파키스탄이 그동안 수출보조를 해왔지만, WTO 결정에 따

라 더 이상 보조를 줄 수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은 일본의 1인당 설탕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되어있으나 동의하지 않

는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설탕기구인 ISO는 설탕 관련 건강캠페

인에도 불구하고 설탕 소비가 줄지 않았으나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며 향후 유전자 변형 사탕수수(GM-cane)를 통해 생산비용 감

소, 기후에 대한 저항 강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글로벌 설탕 

수출이 글로벌 설탕 수입을 초과할 수 없으나 데이터상 글로벌 잉여

(Global Surplus)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지적사항들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수출 등은 설문지에 기반하여 

작성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문서 등을 참고하여 결과를 조정하

겠다고 답변하였다. 일본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조정될 것이다. 글로벌 설

탕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잘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OECD 사무국과 

국제설탕기구가 공동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유지종자 및 유지종자 제품 전망과 관련해서 EU는 향후 대두와 다른 유지

종자중 어느 쪽이 더 선호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국제곡물위원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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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는 중국의 protein meal 수요 성장률이 느려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탈리아는 전망에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채소유 

활용이 향후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EU에서 바이오디젤 

연료로 채소유가 사용되는 비중이 감소(현행 41%→39%)하는 것을 고려할 

때 너무 강한 가정이라고 지적하였다. 

- 여러 지적사항들에 대해 사무국은 전망이 채소유 수요에 우호적이며, 다른 

유지종자가 대두보다 더 높은 기름 함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지종자로 옮겨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중국의 인구성장률이 줄

고 동물성 단백질 수요 성장률이 느려지고 있으며, 배합사료 기반 생산 

시스템으로의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이므로, 배합사료에 대한 추

가적 수요 성장률이 줄어든다고 설명하였고, 옥수수 가격의 하락으로 옥

수수 사료가 protein meal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EU에서 바이오디젤 원료로 채소유 사용이 낮아지지만, 다른 개도국에서

의 사용 증가로 보완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육류 전망 관련 지적사항으로 캐나다와 EU는 캐나다의 쇠고기, 돼지고기 수

출전망을 과소평가하였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고, 독일은 육류 전

망과 낙농 전망이 이전 보다 연계가 잘 이뤄진 점을 환영한다며 남미의 1인

당 육류 소비량이 이미 높은 수준인데,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EU의 돼지열병(swine fever)을 불

확실성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산동물(live animal) 무역을 어떻게 다

루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축산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기여자라고 했으나 배출 감축은 일반화되지 않으며 사육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였고, 적색육이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며 식량안보에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서술이 육류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일본은 EU-일본간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서술에서, 

지리적 표시제(GI) 이외의 기술적 요구조건 합의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GI 관련이 유일한 합의사항이므로 본문의 표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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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포르투갈과 영국은 러시아의 농산물 수입 금지로 

러시아 국내 생산이 늘고 수입 수준이 영구적으로 줄였다고 되어있으나, 러

시아는 2018년까지만 수입금지 기간을 늘렸다고 지적하였고, EU 양 사육두

수가 향후 5년간 늘어난다고 되어있다며 이러한 전망의 이유에 대해 문의하

였다. EU는 미국 소 사육두수의 발전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있으나 호주와 

브라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보완 필요하고, EU 돼지고기 생산 전망이 

EU 자체 전망과 다소 다르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사무국은 캐나다 수출 과소평가 관련하여 조정하도록 하겠

으며 산동물은 육류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남미는 육류소비량이 

이미 많지만, 미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고, 돼지열병을 불확실성 중 하나로 포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르

헨티나 의견은 사육방식에 따라 배출가스가 달라진다는 것이며 본문에

서 명확화하도록 하겠고, 러시아 수입금지로 러시아 국내가격이 상승하

고 러시아 국내 육류생산이 늘어났으며 수입금지가 해제되더라도 수입

금지 이전 수준의 수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지만,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EU 양고기 관련해서는 EU 발간물 내

용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면화전망과 관련한 회원국 발언으로는 국제면화자문위원회인 ICAC가 2013년 

농업전망에 면화가 처음 들어간 이래 면화 챕터가 질적인 개선을 크게 이뤄

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재고처분과 새로운 정책 세팅

임을 지적하였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는 면화의 주된 소비자이며 이 부분

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부르키나 파소와 인도가 최근 유

전자 변형 면화(GM cotton)를 채택했다가 다시 이전 면화 종자로 돌아간 이

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 사무국은 이러한 질문에 베트남, 방글라데시가 면화생산을 진흥하기 노

력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면화 순수입국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GM 면화는 날씨 뿐만 아니라 생산비요과도 관계되며, 면화 가격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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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비용이 증가되었고 GM 면화를 쓰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섬유의 

품질, 정부의 투입재 보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

러나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GM 면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

며 중국이 2013년 면화정책을 전환하고 재고를 계속하여 크게 줄인다고 

되어있어 이에 따라 글로벌 면화 재고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

명했다. 중국의 상황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 기타 세계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낙농품과 관련해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캐나다는 

최종본에 세계 낙농 가격의 발산하는 추세를 담은 그림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독일은 우유 지방에 대한 선호가 미래에도 여전할 수 있지만, 

강한 버터 가격은 제품의 구성을 바꾸어 지방 성분을 줄이는 방향을 이끌 

수도 있다며 중국이 새로운 식품법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낙농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국제낙농연맹, IDF는 

2018년 첫 번째 쿼터의 버터와 치즈 가격 관련하여 IDF가 가진 수치는 여전

히 증가하고 있으며 OECD 전망의 수치가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

명했다. 전망 내용 중 환경 법안이 생산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것인지 확신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이미 많은 조치가 낙농부분

에서 적용되었으므로 효율성 기술의 습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장 경영에 있어서 개선이 있었다며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로 우유생

산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프랑스는 기후적

인 사건(가뭄, 냉해, 홍수 등) 등이 좀 더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본 모델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요청했다. 뉴질랜드는 중국이 

WMP 구입을 크게 줄였다고 되어있으나, 중국의 WMP 수입이 최근 2년동

안 늘어났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나다의 SMP 수출 전망이 최

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작년 캐

나다의 SMP 수출이 3배 늘어났는데 향후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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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캐나다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것인지를 사무국에 질문하였다. 이

탈리아는 이탈리아 우유 생산 부문은 우유 쿼타 폐지 후에 가격하락으로 인

해 구조변화를 겪고 있으나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환경적 이슈를 염려하

여 이것이 우유생산 증가를 제한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

다. 영국은 금년 전망에서 버터 가격이 내려가고 현재 회의장에 있는 컨센서

스는 SMP 가격이 약간 높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낮아지지 않으면 스프레드

가 커지게 되고 우리는 전망 보고서에 왜 낙농 가격의 스프레드가 미래에 

유지된다면 왜 과거에는 달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EU 관

련 국내 SMP 소비 전망이 EU 자체 전망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해 질

문하였다. EU의 우유 생산에 대해서 0.6% 증가한다고 되어있으나 EU 자체 

전망으로는 0.8%이라며, 뉴질랜드가 자원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대해서는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는 이유와 미국의 치즈 생산 전망이 낙관적인 이유를 

알려주기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멕시코는 낙농 전망을 TPP 11개국 협

정의 TRQ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여러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날씨로 인해 2017년 초에 우유생산이 줄

어들었다가 연말에야 회복하였다며, 버터는 SMP와 결합재로 생산이 되며 

치즈는 유청이 결합재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즈가 버터보다 더 수

익성이 좋기 때문에 점진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독일이 얘기한 것처럼 낙

농업 산업에서 지방을 제품에서 빼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관련하여 모델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out-

look은 구조변화를 다루는 것이고 날씨는 보통 상태가 유지된다고 본다며 

뉴질랜드 관련하여 WMP 파트를 체크하여 해당 부분을 포함하겠다고 답

변하였다. 생산량 성장과 사육규모 성장 간에 균형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며 환경적 제한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자원적 제약이 많이 언급되었으나 생산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며 더 많은 배합사료를 쓴다고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치즈 

생산은 SMP 가격 낮아지지만, 마진 분석을 하면 치즈-유청이 버터-SMP보

다 더 수익성이 있다는 의미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159

○수산부문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엘니뇨 효과가 수산물 모형에만 포함되고 

다른 품목에 반영되지 않아 수산물 전망이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수산물 모형을 따로 운영하지 말고 Aglink-Cosimo 

모형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 스위스는 남획(overfishing)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으나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독일은 먼저 어획과 양식을 별도로 다뤄져서 감사

하다고 말하며 내수면 양식과 해면 양식의 발전이 매우 다른 방식이므로 

구분하여 다뤄주면 좋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아프리카 수산물 섭취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전 전망의 설명과 대조적이라 지적하였다. EU와 스

웨덴은 전망 내용 중 중국의 수산 관련 정책 플랜이 중요하다고 서술하

였다면 각주(footnote)를 통해서라도 자세한 정보 제공 필요하다고 지적

하며 중국 수산 5개년 계획(five year plan)에 대한 별도의 내용설명이 필

요하다고 발언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남획은 여전히 존재하며 불확실성 부문에서 다

루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엘니뇨의 모델 반영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좀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공급보다 인구가 

빨리 늘어나 1인당 섭취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 명

확하게 기술할 것이며, 수산전망 모형이 Aglink-Cosimo 시스템에 포함되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응답했다. 

○기타 품목 및 사료부문 전망에 있어 사무국은 두류, 뿌리작물, 사료작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회원국들은 사료용 작물과 동물성 품목 생

산 간 연계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올해 특별 세션으로 진행된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MENA 지역)와 관련해 

노르웨이는 지역에 대해 개관할 수 있도록 앞부분에 지도 추가 필요하며, 농

민과 토지와의 관계, 토지의 민간소유 관련하여 설명을 요청하였다. 프랑스

는 물이 도전과제중 하나로 언급되었으나, 가장 우선순위로 언급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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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해당지역이 이질적(heterogeneous)인 지역인데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

다고 지적하였다. EU는 어떤 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늘어

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경운, 스마트팜 등 투자에 따라 큰 생산성 차이를 

낼 수 있으며 적정한 비료시비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분쟁국가가 아니더라도 이웃국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동태분석을 하면 흥미로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며 분석 추가를 요청하였고, 스페인은 토지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먼저 지면 분량상 제약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넣

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질적 지역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의 첫 

문장에 나와있으나 관련 내용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물을 우선순

위에 배치할 것이며, 농업 관행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설명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스페인이 언급한 토지 임대차 이슈를 살펴보겠

다고 응답하였다.

2. 최근 GCM 논의의 정책 시사점

2.1. 품목시장그룹회의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2018년 3월 실시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각 장의 질과 각 장의 

일관성이 개선되었다고 논평했다. 또한 논의 결과 전망작업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OECD-FAO 2018-2027 농업전망에서 다루어진 세부 내용과 관련한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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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 가격, 불확실성  품목별 망18

○향후 10년 간 세계 농산물 생산은 지난 10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

평균 1.5%씩 증가할 전망이다. 품목 및 지역 간 차이는 있겠으나 이러한 성

장은 주로 생산성(productivity)의 향상에 기인하며 전체 농지 사용면적

(agricultural land use)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농지 사용면적은 1960년 이후 매년 약 10%씩 증가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향후 10년 동안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

어질 전망이다. 농경지의 경우,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의 제약으로 인해 

총 면적은 향후 10년 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 향상이 

농산물 생산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 및 

품목별로 농경지의 배분과 단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

어 옥수수 및 기타 곡물 생산의 경우 라틴아메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 증가가 단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보이나 대두와 같은 

작물은 재배면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별 농업 생산의 경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아메리카 지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그리고 서유럽 지역의 7개로 구분하여 전망이 이루어졌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세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10년 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

카 지역의 농업생산은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곡물류의 생산은 3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육류, 낙농품 및 수산물 생산은 각각 25%, 25%, 

1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 지역의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체적으로 단수의 증가가 농산물 생산 증가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

18 해당 부분은 추성민, 박진우. 2018. “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생산, 가격, 

불확실성 및 품목별 전망”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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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체적으로 , 옥수수 및 쌀, 면화, 그리고 대두의 단수는 각각 10%, 

12%, 15%, 20%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10년 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세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 생산은 2027년까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 내에 물과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이 생산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우유, 옥수수 및 유지

종자의 생산은 지난 10년에 비해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메리카 지역의 곡물류 생산은 경지면적 증가 등에 따라 2027년까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설탕 생산은 연작 규제(replanting 

setbacks) 및 설탕과 사탕수수 기반 에탄올의 생산 대체관계에도 불구하

고 매년 1.9%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아메리카 

지역의 설탕 생산 역시 매년 1.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 생

산의 경우, 브라질의 생산량이 매년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아 지역의 생산 확대로 인해 세계 시장점유율은 90%에서 88%로 일

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난 10년 간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농업

부문 현대화에 대한 투자로 인해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

세는 전망기간인 2027년까지 이어져 이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은 14%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2번째  생산지역인 동유럽 및 중앙아

시아 지역은 2027년 세계 시장점유율을 약 22%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

다. 옥수수 생산 또한 전망기간 동안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6%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해바라기 및 유채 생산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2027년 25%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세아니아 지역은 육류, 유제품 및 곡물의 순수출 지역이자 주요 생산

지역 중 하나이다. 주요 품목에 대한 오세아니아 지역의 농업생산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10년에 비해 그 성장세는 일부 둔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163

- 향후 10년 간 서유럽 지역의 보리, 귀리 및 호  등의 조곡, 기타 유지종

자(해바라기 및 유채), , 우유, 그리고 육류에 대한 세계 시장점유율은 

다른 국가 및 지역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

한 감소세는 특히 바이오디젤에 대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40%에서 34%로 감소할 전망이다.

○농산물 품목별 연평균 실질가격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품목의 실질가격이 하락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탈지분유의 실질가

격은 연평균 1% 상승하며 전지분유의 실질가격 또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실질가격 하락은 주로 향후 전망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성 증가가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가격 전망에 있어 일부 품목(쌀, , 소고기, 돼지고기, 에탄올, 바이오디

젤)에 대한 실질가격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곡물류에서는 쌀의 가격 민

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생산이 상대적으로 기후 조

건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대로 가격 민감도

가 가장 큰 품목은 바이오연료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가

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을수록 가격 민감도는 비대

칭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OECD-FAO 농업전망에서 사용된 가정들을 사용하여 FAO 식량가격지

수 변화를 추정한 결과, 명목가격은 향후 10년 간 연평균 0.7%씩 증가하

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

격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및 실질 가격지수 모두 2000

년대 초반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과 2014년 고

점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OECD-FAO 농업전망은 거시경제학적 조건과 관련 정책에 대한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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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망의 민감도의 경우 확률분

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다른 여러 요소들은 계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전망기간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 대한 전망치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부분적 확률분석을 통해 계산함으로써 소비, 생산 등 전망치

의 상대적 산포도를 비교할 수 있다. 옥수수의 소비, 생산, 무역, 가격 및 

재고에 대한 변이계수를 나타낸다. 재고의 변동성이 1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가격(11%), 무역(5%), 생산(3%), 소비(1%) 순으로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소비와 생산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외생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큰 가격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역과 재고19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소는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바이

오연료 정책과 관련된다. 중국 정부는 11개 성(省)에 시범적으로 실시하

였던 에탄올 의무사용 정책을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

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에탄올 사용량을 18억 리터에서 29억 

리터로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이 추가 수요를 수입을 통해 해

결하고자 한다면 세계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 변화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평균 소득

이 증가함에 따라 곡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일부 소비자 선호 변화는 최근의 추세를 통해 전망에 반영

할 수 있다. 그러나 채식주의의 증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 증가 등

의 변화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비만이 여러 국가

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교육, 

19 재고는 생산의 변동성이 커질 때 소비를 안정화하며 무역 또한 생산이 저조할 때 수

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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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표기 규제 등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향후 전망기간 동안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칼로리 소비 

수준 뿐만 아니라 식단의 구성 변화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급측면에 있어 기후 및 병해충 등 자연 조건 변화의 영향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며, 이들의 영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

산물 수출이 일부 국가들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발생

한 생산 충격은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정책 변화도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규제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금지하거나 생산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특히 축산부문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반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OECD-FAO 농업전망에서 예상한 수준 

보다 높은 농업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식물보호제, 종자 및 비

료 등 농자재산업은 최근 통합 및 시장 집중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의 감소가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 또한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은 농업의 무역 흐

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EU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미국

의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산 바이오디젤 수입 규제 등 농산물 무역 

이슈들의 세계 농산물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지라도 특정 품목과 

관련한 양자 간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더라도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체 시장을 찾는 과정에서 당사국 간 

무역 흐름이 영구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브렉시트(Brexit) 또한 

공급과 관련한 불확실성 요소이다. 현재 영국과 EU 간 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농업정책과 EU 및 기타 국가 간 농산물 교역과 관련

한 정확한 협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브렉시트는 소고기, 낙농

품, 양고기 등의 품목에 대한 일부 국가와의 양자 간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CPTPP의 체결은 관세 하락을 통해 회원국 간 농산물 무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원국 외 국가의 CPTPP 회원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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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산물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재협상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북미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농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전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곡물류의 경우 세계 곡물류 생산은 

단수 증가에 힘입어 2027년까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옥

수수와  시장에서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의 옥수수 시장 점

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의 경우 태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이 

주요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며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쌀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곡물류의 명목가격은 약간 상승할 것이나 실

질 기준으로는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지종자 생산은 지난 10년 간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 미국이 최대 대두 생산국 위치를 유지할 것

으로 보이며 두 국가의 생산규모는 비슷할 전망이다. 식물성유지에 대한 수

요 증가율은 보다 낮을 전망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주요 수출국으

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곡물류와 유사하게 명목가

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실질가격은 약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설탕의 경우 주요 원재료인 사탕수수와 사탕무 생산은 지난 10년에 비해 성

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인도, 중국, 태국의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브라

질이 계속해서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될 것이다.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

상국에서는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1인당 소비량이 정체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성장과 도시화가 설탕 소비 추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의 명목가격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

나 실질 기준으로는 하락세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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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육류 생산은 기준시점(2015-17년) 대비 15% 증가할 전망이다. 개발

도상국의 가금육 생산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생산량 증가의 76%가 개발

도상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소비자들은 보다 

비싼 소고기나 양고기 등에 대한 소비를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국가가 육류의 주요 수입국이 될 것이며 필리

핀과 베트남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수출국인 브

라질과 미국의 육류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45%로 증가할 전망이다. 

○낙농품 중에서도 우유 생산은 파키스탄과 인도를 중심으로 전망기간 동안 

약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기준 두 국가는 세계 우유 생산량

의 32%를 차지할 것이며 늘어난 생산량은 대부분 내수시장에서 생우유로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의 경우 EU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27%에서 

29%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대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생

산 증가는 모두 양식업의 성장에 기반하며 어로어업(catch fisheries) 생산량

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1인당 어류 소

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

이다. 어류 무역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수출국, EU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에탄올 생산량은 2017년 1,200억 리터에서 2027년 1,310억 리터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같은 기간 360억 리터에서 390

억 리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디젤과 에탄올의 국제가격은 향후 

10년간 실질기준 각각 14% 및 8%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오연료 

시장이 정책이나 운송연료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

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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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의 경우 전망기간 전반 5년 간 생산 증가속도가 같은 기간 소비 증가속

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2010-14년 누적된 재고를 소진

해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최대 면화 생산국 자리를 유지할 것이며 세계 

면화 재배면적은 중국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2027년 

기준 미국이 계속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시장 점유

율은 3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면화의 명목 및 실질 가격은 많은 재고량

과 합성섬유와의 경쟁으로 인한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기준시점 대비 하

락할 전망이다.

나. 소비, 무역부문 망20

○앞으로의 세계 농산물 소비 추이를 식량 수요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품목

에서 1인당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

망은 소비 수준이 포화 상태에 가까운 많은 국가들의 곡류 및 서류 등 주식

용 농산물뿐만 아니라 육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1인당 육류 소비

량이 낮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같은 일부 저소득 지역이라고 하

더라도 충분한 소득 증가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 수준 또한 크게 증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인구 성장의 둔화와 낮은 소득 성장률로 인하여 향후 10년 동안 세계 

농산물 수요의 성장은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육류, 어류, 식물성 

기름의 수요 증가율은 지난 10년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

이며, 특히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했던 식물성 기름 수용의 성장

은 향후 10년간 침체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및 설탕과 함께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품목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품목별 소비를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인당 곡물 소비는 옥수수가 

곡류 소비 및 칼로리 섭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과 쌀이 2027년까지 주도할 것으로 예

20 해당 부분은 윤영석. 2018. “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소비, 무역”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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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며, 곡물 소비 증가율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으로 보인다.

-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곡물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2%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성장은 전 세계 대부분의 곡물 소

비가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1인당 곡물 소비량은 사하

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같이 저소득 지역에서만 향후 10년 동안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결과는 저개발 지역에서는 칼로리 섭

취를 위한 곡물 소비 비중이 2/3을 차지하는데 비해 선진국은 대략 1/3에 

해당한다는 연구에 기반을 둔다. 또한 변화가 비교적 미미한 1인당 소비

량을 감안할 경우,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곡물 소비는 인구성장이 큰 지

역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 세계 사료용 곡물의 수요는 2015-17년 현재 16억 톤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1.7%의 성장률로 2027년 19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용 곡물 수요가 식량 수요보다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육류의 생산 및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 곡물 수요의 또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수요는 주요지역

의 정책에 근거하여 전망할 수 있으며, 정책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다. 향후 10년간 수송연료에 대한 바이오연료의 의무적인 혼합 요건은 

지난 10년간의 성장 속도 보다는 둔감할 것 보이며, 이로 인하여 바이오

연료 생산의 투입재로서 옥수수, 사탕수수 및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요

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향후 10

년간 더욱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세계 에탄올 

생산량은 640억 리터로 연간 3.9%가량 성장하였다. 향후 10년 동안 추가

적 에탄올 생산은 12억 리터로 연간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지난 10년간 29억 리터로 연간 9.5% 가량 성장해 왔

지만 앞으로의 전망기간동안 성장은 5억 리터로 연간 0.4% 수준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170

○전 세계 육류와 어류의 총 소비량은 전망기간동안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반면, 1인당 소비량은 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

펴보면,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인구증가로 인하여 총 소비

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인당 소비량은 3% 감소할 것으

로 보인다. 반면에, 인도와 중국에서는 식품 소비행태 변화로 1인당 육류 및 

어류 소비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선진국에서 전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9kg).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1인당 

육류소비량 격차는 갈수록 커져 1.4kg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별 

소득 제한, 공급체인 문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선호 품목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유제품 소비는 향후 10년간 매년 2.2%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수

치는 농업전망에서 다루는 농식품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에 해당한다. 세

계 유제품 소비 증가는 유제품이 식단의 필수 구성요소인 인도의 유제품 소

비 증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소비량이 이미 높은 수준인 우크라

이나와 카자흐스탄의 소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선진국의 유제품 소비는 우유에서 분유, 치즈, 버터와 같은 가공 

유제품으로 소비행태가 전환됨에 따라 1인당 1.7kg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개발도상국의 1인당 유제품 소비는 2027년까지 8.4kg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진국에서의 버터 가격은 버터를 통한 지방 섭취

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향후 전 세계 버터 수요는 연간 약 2.2%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세계 설탕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94%), 특히 아시아(60%)와 아프

리카(25%) 두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적으로 인도 2.4kg, 중

국 2.5kg, 중동과 북아프리카 2.9kg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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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1인당 설탕 소비가 향후 10년간 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의 총 소비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약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1인당 설탕 소비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육류, 어류 및 유제품의 1인당 소비량 감소

와는 대비된다.

- 설탕 1인당 소비량은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과 기타 라틴 아

메리카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

는 반면, OECD 국가들에 있어 설탕 1인당 소비 수준은 높지만 큰 변화

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탕이 비만 및 비전염성 질병

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중동과 북아프리

카의 설탕 1인당 소비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향후 10년간 

설탕 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른 농산품과 비교하여 식물성 기름 수요는 연간 2.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3.9%

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1인당 식물성 기름 소비량은 

1인당 21kg에서 23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1인당 소비량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소비량은 전망기간 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

지 세계 국가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10년간의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는 지역별 특화의 증가와 순수출

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순수입국의 무역적자폭 확대, 농산물 무역 성장 둔

화, 획일화되는 수출선과 다변화되는 수입선 등이 예상된다.

- 지역별 특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양질의 농지에 대한 이용가

능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후 및 지리적 특색은 농산물의 생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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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위를 결정하며, 정책요인뿐만 아니라 인구 도와 인구증가의 차이

도 지역 간 무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구성장이 더디며 인구

집도가 낮고 자연 환경이 유리한 국가는 농산물 수출국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급격한 인구 성장과 높은 인구 도를 보유한 가운데 자연 환경

이 덜 호의적인 국가는 수입국이 되기 쉽다.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된 결

과로 무역수지 전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산물 순수출국과 순수입국

으로서 각 지역의 위치가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 미주와 오세아니아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순수출국이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농산물 무역 흑자규모는 북미(미국과 캐나다), 남미와 카리브 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포함)지역이 대략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있

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가 전체 농산물 무역 흑자규모의 60%가량

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뉴질랜드가 차지한다. 한편, 최근에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가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의 향상된 농산물 수출 성과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의 강력한 농산물 수출 성장은 이들 국가의 세계 옥수수 및  

수출 점유율에 반영되어 있다. 2008년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옥

수수 수출의 5% 미만을 차지했지만, 2011년에 이 점유율은 15%까지 확

대되었다. 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량의 변동성이 줄어들었으며 

우크라이나는 현재 세계  수출의 9%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재 

세계  수출의 19-20%를 제공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 동아시아는 주요 농산물 순수입국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산물 순수

입국이며, 지속적으로 일정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2000

년 이래 농산물 무역 적자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7년에는 400억 달

러(2004-06년 달러 기준)를 기록하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사하

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도 농산물 무역의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이 지역은 인구증가로 농산물 수입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 농업 전망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품목의 무역규모는 증가추세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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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탈지분유, 콩 및 곡물과 같은 일부 품목의 경우 

과거 10년간의 무역량은 연간 4~8% 수준 하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였지

만, 향후 10년은 수요의 더딘 성장에 따라 무역규모는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쌀의 무역규모도 연간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바이오연료와 같은 일부 상품

의 무역은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농산물 수출은 비교우위를 가진 일부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

며, 이 같은 상황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수출선의 

획일화는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는데, 특히 주요 수출국의 수확량이 감소

하거나 정책 변화로 인해 수출이 중단될 경우 세계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수출 중단은 국가별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쳐 가격과 

지역별 접근성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과 비교하여, 농산물 수

입은 전반적으로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있다. 쌀과 의 경우 상위 5대 수

입국의 점유율이 전 세계 수입량의 30% 미만을 차지하며, 농업 전망에서 

다루는 대다수 품목의 상위 5대 수입국의 시장 점유율은 60% 미만이다. 

또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필달-허쉬만 지수는 일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에 낮게 나타난다(지수 값이 클수록 수출국의 집중도가 높으며, 작을

수록 수출국 간에 보다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다. 곡물부문 망21

○세계 곡물 생산은 2027년까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높은 수확

량에 기인한다. 옥수수의 경우,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될 전망이다. 쌀

의 경우,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이 여전히 주요 생산국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반면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수출 시장에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향후 10년간 명목가격은 약간 증가하나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21 해당 부분은 이윤정. 2018. “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곡물부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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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품목별 가격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 경우, 국제  가격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역전시키며, 2017 양곡년도에 톤 당 211달러로 

증가하였다. 국제유가 상승, 기대생산량 증가, 교역 및 소비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격은 2027년까지 톤당 229달러로 증가하며 약간의 상승세를 나

타낼 전망이나,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2013년부터 지속된 하락세를 보이며 2017 양곡년도에 

톤당 평균 148달러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높은 재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사

료용 옥수수 수요 증가 등으로 2027년까지 옥수수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가격은 2027년 톤당 173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 가격은 향후 몇 년 간은 안정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는 하락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국제 가격은 2017양곡년도 기준 톤당 412 달러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세계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쌀 가격은 단기적

으로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요 

증가로 2027년에는 톤당 431달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질가격은 향후 10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품목별 생산을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계 곡물 생산지역은 기준년도(2015-2017년)에서 2027년까지 1,760만ha 

가량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생산지역이 증대되고 옥수

수와 기타 조곡 생산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곡물 생산지역이 40만ha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곡물 생산지역은 약 

1,800만ha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지역 증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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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되는 이유는 다른 작물에 비해 낮은 곡물 가격을 비롯하여 높은 수

확량에 기인하다. 또한 지난 10년에 비하여 산림이나 목초지를 경작지로 

전환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도시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토지 가용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생산지역 증대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2027년까지 

세계 , 옥수수 생산지역은 각각 1.4%,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조곡 생산지역은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지역도 계속

해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곡물 생산지역은 전반적으로 증대될 것으

로 보이나 수확량 증가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

술 및 수확 방식 향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성장이 주목된다. 기준년도

에서 2027년 사이의 세계 , 옥수수, 쌀 수확량 증가율은 각각 9%, 

10%, 12%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곡물 소비량은 식량소비(1억 5,100만 톤 증가)에 이어 사료소비

량 증가(1억 6,700톤 증가)로 인하여 기준년도의 26억 톤에서 2027년까지 

29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은 전체 소비 증가분의 

84%를 차지할 전망이나 세계 경제 전망과는 달리 식량 소비의 절대적인 증

가(1억 4,800만 톤 증가)가 사료 소비 증가(1억 3,200만 톤 증가)를 초과할 

전망이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 사료소비량은 3,600만 톤 증가, 식량소비량

은 300만 톤 증가로 사료소비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

후 10년간 세계 곡물 사료 소비는 옥수수(연간 1.6%), (연간 1.5%), 기타 

조곡(연간 1.0%) 순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 옥수수, 기타 조곡 교역은 세계 소비의 약 17%를 차지하며 

수입국에게 있어 중요한 식량 및 사료 공급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개발

도상국의 곡물 소비는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및 가축부문 강화로 국내 공급보다 국내 수요가 

더 빠르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10년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곡물 혼합 수출이 2027년까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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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시장과 관련한 주요 이슈 빛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소

를 살펴보면, 먼저 기후변화에 의해 악화되는 조건들이 작물 수확량의 변동

성을 높여 세계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곡물 

수입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안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10

년 동안 세계 무역에 새로운 이해관계자가가 참여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관심사인 가격 급등과 주요 수출국의 작황 부족과 관련된 위험이 줄

어들었다. 향후 10년간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생산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의 변동성 등의 불확실성이이 더욱 완화될 전망

이다. 또한 곡물 가격은 급성장하는 경제의 잠재적 성장 둔화와 새로운 에너

지원 및 에너지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브라질 또는 미국 등의 바이오연료 정책 개혁에서의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성 기준의 강화는 곡물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곡물에 대한 수입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국내 정책 또한 곡물 시장의 

향후 동향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같은 수출국이나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수입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은 예상

치 못한 시장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 수출국의 실질 환율 상승 및 감가상각으로 인한 불확실성 또한 글로벌 

 시장의 생산을 자극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 수요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은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제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 또한 국가 관련 제도의 변화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기후, 병충해 등 외부조건에서 오는 불확실성도 간과할 수 

없다. 병충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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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화부문 망22

○ 2015년 이후 면화의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면

화 생산량의 소폭 증가에 이어 2017년 세계 면화 시장의 회복세는 이어졌다. 

2017년에는 수확량 증가와 생산지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약 11% 회복된 총 

2,560만 톤의 면화가 생산됐다. 전년대비 생산량이 중국(7%), 파키스탄

(24%), 미국(24%), 터키(18%), 인도(9%)에서 증가하는 등 거의 모든 면화 

생산국에서 증가했다.

- 2017년 세계 면화 수요는 2,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방적용 면

화 소비량은 인도에서 530만 톤, 중국에서 800만 톤으로 각각 증가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방적 공장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각

각 12%, 6.9%의 소비량이 증가했다. 파키스탄에서는 4%가 증가했다. 세계 

면화 재고량이 약 1,920만 톤으로 아직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으나, 

지속적인 재고 소진이 이루어져 세계 소비량은 안정되고 있다.

- 2017년 세계 면화 무역량은 전년대비 1.0% 회복한 800만 톤을 기록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에서 수입량이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이

어진 대다수 국가의 수입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중국의 

면화 생산 장려 정책은 국내 면화와 수입 면화 간 가격 격차를 지속적으

로 좁혔으며 2017년에는 거의 같은 가격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2017

년 수출량은 310만 톤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호주의 수출량은 2014년

부터 이어진 생산량 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3% 증가했다.

○세계 면화 생산량은 2027년 2,870만 톤에 이를 전망인데 주로 수확량 증가

에 따른 것이다. 생산량은 전망기간(2018-27년) 연평균 1.3%씩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된 재고량에 따른 낮은 가

격과 예정된 재고 소진량을 고려한다면 전망 초기에는 세계 생산량이 소비

22 해당 부분은 민경찬. 2018. “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면화부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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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비해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재고 대비 소비 비율

은 39%로 전망되며, 이는 2000년의 4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면화 재배 면적은 기준 기간(2015-1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 전망기간 첫 두 해까지 세계 면화 재배 면적은 소폭 감소하겠으나 이후

에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 세계 면화 재배 면적은 중국과 같은 상대적 다수확 국가에서, 남아시아, 

서아프리카의 저수확 국가로의 생산이 점차 전환되면서 평균 면화 수확

량은 천천히 증가할 예정이다. 주요 생산국의 총 경지면적 대비 면화 재

배 면적은 전망기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농업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체작물 및 천연자원과의 경쟁이 

면화산업 성장에 큰 제약이 될 전망이지만, 기술 발전과 인증 종자의 사

용, 고 도 재배시스템 등으로 인해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를 종합

해보면 향후 10년 동안 면화 생산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계 면화 소비는 향후 10년 간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이다. 2027년 총 

소비량은 2,8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7년 이후 최고 소비량

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전망기간 내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

이다. 향후 10년간 면화 소비량이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겠으나, 2027년 1

인당 면화 소비량은 지난 2005-07년과 2010년 사이에 도달했던 최고치보다 

낮을 전망이다.

- 면화 소비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합성 섬유와의 극심한 

경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가를 감안할 때 폴리에스테르 가격은 면화 

가격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망기간 면화 수요를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면화 무역량은 기준년도(2015-17년)에 비해 천천히 증가하겠으나 2027년

에는 2000년도 무역량의 평균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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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산업은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원면보다는 면사나 인조 섬유를 교역하

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2027년 세계 원면 거래는 2015-17년 무역량보다 19% 증가한 

9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1-12년 평균 수준인 1,000만 톤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기준 기간(2015-17년)에 비해서는 약 19%이상 높

은 수치이다.

- 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7년 중국은 2011년 수입량인 500만 톤에 비해 

훨씬 적은 120만 톤의 면화를 수입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수입량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는 내수시장 침체와 

재고 방출, 생산자 지원 감소에 비롯한 결과이다. 중국은 2015년 이후 세

계 최대 면화 수입국의 지위를 잃었으나 전망기간 내 세계 면화 수입량

의 13%를 안정적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수출량을 살펴보면, 2027년 미국은 세계 수출량의 3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준 기간에 비해 1%p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은 기준연도 대비 2027년 50만 톤 증가한 120만 톤을 수출할 전망

이며, 인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3위 

수출국은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증가한 호주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면화 가격은 재고 누적과 합성 섬유와의 경쟁으로 지속적

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전망기간 명목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면화 가격보다 폴리에스테르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면

화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전망기간인 2018-27년 동안 정

부 면화 지원 정책이 주요 생산국의 시장을 안정화시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세계 면화 가격은 기준 기간인 

2015-17년 평균에 비해 실질 및 명목 가격 모두에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적인 전망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급작스러운 세계 경제의 침체, 글로벌 섬유 거래의 급격한 

하락, 합성섬유 산업의 성장,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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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면화 시장은 세계 경제 여건 변화에 매우 민

감하다. 갑작스런 세계 경제 침체는 세계 섬유와 의복 소비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마. 바이오연료부문 망23

○국제 원유가격은 2027년까지 40% 정도 명목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연료 가격과 원재료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움직임에 비해서는 느린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된다. 

- 국제 원유가격 상승은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특별히 선진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혼합규

제에 필요한 바이오연료 수요 또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교통량 증가와 자국 내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바이오연료 수요가 꾸준

히 유지되어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 바이오디젤 가격은 식물성오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에탄올 가격 상승에 

비해 느린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가격은 명목가치

로 보자면 각각 3%, 20% 증가한 가격이고, 실제 가치로 보면 각각 –

18%, -4%의 감소가 전망기간 예상된다. 바이오디젤과 에탄올 시장은 정

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관련된 정책들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현재 일반적인 정책 목표 중 일부는 실행 주체 부재로 달성이 어려

울 것이다. 

○지난 10년간 바이오연료 시장의 진척은 정책환경에 크게 좌우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몇 년간은 개도국들이 전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로는, 먼저 교통·운송 부문 연료 

수요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오연료는 

23 해당 부분은 신바울. 2018. “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바이오연료부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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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송용 연료에 혼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가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도국의 바이오연료 수요는 크게 늘

어날 수 있다.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중국 정부가 2017년 자국 

내 전 지역에 적용되는 에탄올 규제를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규제는 11개 

시범 성에서 시작해서 중국 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E10 연료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떤 이유로 이번 발표가 나왔

는지 진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넘쳐나는 곡물 재고

나 환경오염 때문일 수 있다.

- 어떠한 방식으로 이번 중국의 규제가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만약 관련 정책들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바이오연료 및 

농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개도국의 잠재

적 중요성 또한 다시 한 번 부각될 것이다.

- 현재 생산량과 E10 규제를 감안하면 2027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에탄올은 

180억 리터 정도가 된다. 규모로 볼 때, 중국의 2027년 에탄올 사용량은 

2018년 브라질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에탄올 사용량은 약 4

배가 증가할 것이며 에탄올 생산량은 1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여러 가정을 통해서 중국의 E10 규제가 잠재적으로 개별 국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를 추정한 결과, 중국의 규제로 인한 추가 

수요는 자국 내 생산과 수입이 절충된 지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옥수수 재고가 당분간은 

늘어난 수요를 맞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하였다.

(1) 에탄올 

○먼저, 국제 에탄올 생산은 14%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2017년 1,200억 

리터에서 2027년 1,310억 리터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전체 증가분의 5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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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자국 내 수요를 위해서 증산하는 양이며, 그 외에 국제 에탄올 생

산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들은 태국, 중국, 인도, 필리핀으로 각각 12%, 

10%, 9%, 5%를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최고 에탄올 생산국 지위

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뒤를 이어 브라질, 중국, 유럽연합이 주요 생산국

이 될 것이다. 에탄올 생산은 개도국에서 증가하고 선진국에서 침체되는 대

조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전세계 에탄올 수요는 약 120억 리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80%는 개도국에서 사용될 것이며,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이 주요국

가가 될 것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수요는 54억 리터가 확대될 것이며, 전세

계 수요 증가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브라질 세제 시스템은 가소홀보

다는 일반 에탄올 혼합유에 우호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27% 에탄올 혼

합규제에도 부합한다. 중국의 에탄올 사용량은 10억 리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성에서 규제가 도입되면서 전체 가솔린 타입 연료 시장에서 에

탄올 비율이 2%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전세계 에탄올 무역은 2017년 전세계 생산량의 8% 정도를 차지하다가 2027년 

7%로 미세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27년 에탄올 무

역량은 94억 리터가 된다. 유럽연합의 에탄올 순수입은 2017년 6억 리터에

서 2027년 4.5억 리터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캐나다 같은 여타 국

가의 경우 운송 부분 연료 소비가 줄면서 에탄올 무역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2) 바이오디젤

○전세계 바이오디젤 생산은 2027년 393억 리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17년보다 9% 정도 성장한 수준이다. 시장보다도 정책이 생산 패턴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연합은 역시나 바이오디젤의 주요 생산자 역할을 할 

것이며, 2027년 129억 리터를 생산할 것이다. 이는 2017년 135억 리터,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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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리터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는 디젤 소비 자체

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오디젤의 수요를 살펴보면, 바이오디젤 사용량은 선진국에서는 줄어드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2027년 41억 리터에 달할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

아의 경우 각각 56억 리터, 19억 리터까지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디젤 혼합 

규제 덕에, 콜롬비아, 인도,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태국, 필리핀에서 역시나 

바이오디젤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물론 상기 국가들 중 대부분은 디젤 연료 

내 바이오디젤 비율이 1~3% 정도로 아주 적은 수준으로 시작하겠지만, 콜

롬비아는 예외적으로 6.5%의 혼합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무역분쟁 기조가 지속된다면 바이오디젤 무역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시장전망에서는 바이오디젤 무역량이 25% 

정도, 총량으로 보면 10억리터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바이오디젤

에 대한 각국에 의무사용량이 늘면서 대부분 생산량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점차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연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쟁점들과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연료 시장의 성장은 다른 요소들보다도 정부 정책, 거시

경제 환경,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기적으로 볼 때, 정책 환

경은 불확실성 속에 있다. 본 시장전망은 대부분의 바이오연료가 여전히 농

업 원재료에 의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바이오연료 생산이 

직간접적으로 토지사용이나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중기

적으로 농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까운 미래에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근래의 정책 발

표들은 바이오연료에 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다. 특별히 교통 부분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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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연료가 잠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발표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연구나 목질 

섬유계 또는 비식용 원재료 등으로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강력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바. 육류  유제품부문 망24

○먼저 육류를 살펴보면, 2017년 상반기 육류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 및 

실질 기준 세계 육류가격은 최근 최고치보다는 낮은 가격을 보였다. 전망기

간(2018~2027년) 육류의 명목가격은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쇠고기와 양고기의 명목가격은 

지육중량 기준 각각 톤당 4,000달러와 3,9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의 명목가격은 주요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2024년까지 하락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기간 말에는 생산량 증가의 둔화로 인해 반등할 것

으로 예상된다. 양고기의 명목가격은 중국과 중동지역의 수입 약화와 함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명목가격은 지육

중량 기준 각각 톤당 1,600달러와 1,7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된다. 돼지고기의 명목가격은 2017년 이후 하락하고 전망기간에는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추세는 브라질, 중국, 미국의 공급 확대와 멕시코, 필리핀의 수입

량 증가에 기인한다. 가금육의 경우 2018년에는 AI의 확산이 제한되고 

사료비용의 상승도 둔화될 것으로 가정했다. 중기적으로 볼 때 가금육의 

명목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

카의 소득 증대로 인한 수요의 증가도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전망 초기에는 주요 국가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육류의 명목

24 해당 부분은 최경인. 2018. “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육류 및 유제품부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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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

서 전망 후기에는 육류의 명목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 육류의 실질가격은 전망기간 모든 품목에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육류의 총 생산량은 전망기간에 4,800만 톤 이상 증가하여 3억 6,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의 연간 생산량 증가분은 2018년 이후 비교

적 일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육류 생산은 전망기간 브라질,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이 주도할 것

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 사료의 이용, 생산성 향상 등

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여 생산을 늘리고 미국은 높은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육류 생산을 확

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육류의 소비 증가율은 전망기간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0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육류소비량은 대체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미국의 경우 1인당 육류 소비량과 가격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육류 소비 증가율은 대체

로 개발도상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27년 육류의 수출량은 기준연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

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평균치 2.9%에서 전망기간에는 1.5%로 둔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시장에 교역되는 육류생산량의 비중은 2027년에

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10%)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수입량은 가금

육과 쇠고기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시아는 수입량 증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육류의 소비가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수입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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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의 육류 수입은 전체 육류 교역량

의 56%를 차지하고 가금육 수입이 전체 수입량 증가분의 절반 이상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의 수입 비중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MENA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걸프국가들을 중심으로 육류

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유제품에 대해 살펴보면, 전망기간 유제품의 국제가격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고형분(milk 

solids)의 가격은 기준연도 대비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터의 실질

가격은 전망기간에 2017년 최고치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 단기적으로 볼 때 버터의 실질가격은 다른 유제품 가격과 비교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지방에 대한 수요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지분유의 경우, 유제품 중 유일하게 실질가격이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지분유의 실질가격은 기준연도에 낮은 수준이었

으며 전망기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가격의 경우, 버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최고치 수준으

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전망과 비교해 유제품의 가

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기간동안의 세계의 우유 생산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2.1%보다 낮은 1.8%로 전망된다. 2027년까지 우유의 생산량은 기준연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망기간에 선진국의 우유 생산량은 9% 증가하고 이 증가분의 37%, 23%, 

20%, 10.5%, 8.5%가 각각 치즈, 탈지분유, 버터, 전지분유, 신선 유제품으

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전망보다 유제품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

상되면서 일부 선진국의 생산량 증가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 선진국이 전체 우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준연도 48%에서 2027년

에는 4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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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산을 위한 사육두수는 연간 0.2% 감소하고, 우유의 생산효율은 연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우유의 생산이 

33% 증가하고 이 증가분의 85%, 7%, 4%, 3%, 0.6%가 각각 신선 유제

품, 버터, 전지분유, 치즈, 탈지분유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

국의 경우 우유생산을 위한 사육두수가 연평균 1.1% 증가하고 생산효율

이 연평균 1.6% 증가하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효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

기 때문에 우유 생산량의 절대적인 증가는 전망기간에도 적을 것으로 보

인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국가에서 우유의 생산증가는 사육두수 

증가보다는 생산효율 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에 신선 유제품과 가공 유제품의 세계 소비는 각각 연간 2.1%, 

1.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유와 유제품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선 유제품으로 전체 우유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개발도상국의 우유 소비증가로 인해 전망기간에 52%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치즈,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의 소비량은 각각 연

간 0.8%, 1.7%, 1.1%, 0.5%씩 증가하고 신선 유제품의 소비는 1.9%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의 가공 유제품 소비의 경우, 버터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유제품의 무역에 있어 선진국은 현재 세계 유제품 수출량의 

81%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그 비중이 82%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향후 10년간 선진국의 수출 또한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

난 10년과 비교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개발도상

국의 유제품 소비 증가율이 연간 3.4%에서 2.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버터는 연간 1.8%, 치즈는 

2.4%, 탈지분유는 1.7%, 전지분유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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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에 유제품의 주요 4대 수출국은 뉴질랜드, 유럽연합, 미국, 호주

였다. 오세아니아(뉴질랜드, 호주)를 제외한 수출 비중은 기준연도 38%

에서 2027년 3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에 이 4개국은 세계 

치즈, 전지분유, 버터, 탈지분유의 수출량의 각각 69%, 80%, 79%, 81%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 유지작물부문 망25

○ 2018~2027년까지 세계 유지작물 생산량은 연평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어 지난 10년간(2008~2017년)의 생산량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유지작물 가운데 대두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 되려고 각축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 세계 단백질 사료 소비량은 세계 축산물 생산량 증가 감소 추세와 더불어 

중국의 가축 사료 소비에서 단백질 사료(Protein meal)가 차지하는 비중

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7년까지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발도상국의 1인당 식품 소비량이 느린 속도로 증가하며,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식물성유지(Vegetable oil) 수요량이 향후에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식물성유지 수요량은 과거에 비해 더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성유지에 대한 수출 전망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시아가 향후에도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외 대두, 기타 유지

작물, 단백질 사료는 아메리카 지역이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지작물에 대한 가격 전망은 전망기간 명목가격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질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의 세계 유지작물 및 관련 가공식품의 명목가격은 비록 과거 최

25 해당 부분은 이창훈. 2018. “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유지작물부문”을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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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식물성유지와 단백질 사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적 관점에는 회복세를 나타낸 후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 세계 식물성유지의 수요량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함

으로써 식료품 수요가 함께 증가하여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성유지의 수요량은 낮은 국제 원

유가격과 정부의 제한된 추가 지원정책 등으로 전망기간 소폭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 단백질 사료에 대한 수요량은 주로 비반추 가축의 사육두수 증가와 우유 

생산량 증가, 그리고 신흥 경제국에서 가축 사료의 단백질 사료 혼합 비

율을 증가 등이 예상되어 수요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유지작물에 대한 실질가격 전망은 2018~2027년까지 유지작물과 관련 

가공식품 가격이 다소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물성유지

에 대한 실질가격은 1인 식료품 수요의 포화, 바이오디젤 부문의 정체, 신흥 

경제국의 가축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향후에는 단백질 사료보다 빠른 속도

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외 대두 및 기타 유지작물의 실질가격도 전망

기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여러 불확실성 등

으로 인해 유지작물의 실질가격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계 대두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8%씩 증가한데 반해 향후 2018~ 

2027년까지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과거 10년간의 생산량 증가율에 비

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량 증가의 감소 원인은 주요 

유지작물 생산국들의 생산량 증가가 과거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결

과이다. 또한, 기타 유지작물인 유채씨, 해바라기씨, 땅콩의 세계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1%씩 증가한데 반해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대두 생산량 증가율보다는 높지만, 과거 10년간의 기타 유지작물 

생산량 증가율 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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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대두 및 기타 유지작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

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두와 기타 유지작물 전체 생산량 증가분의 각

각 55%와 60%를 차지하여 생산량 증가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

으로 나타났다.

○세계 식물성유지 생산량은 유지작물 가공품 생산량과 팜유와 같은 다년생 

열대 유지작물 생산량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0년간 세계 식물성유지 생산

량은 팜유가 다른 식물성유지작물에 비해 많이 생산되었으며, 향후 2027년

까지 팜유 생산량은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식물성유지는 팜유와 유지작물을 분쇄하여 추출한 기름 이외에도 팜핵, 

코코넛, 면실유 등을 모두 포함하여 향후 생산량을 전망하였다. 팜핵유와 

팜유는 기름야자의 과육으로부터 기름을 추출하여 같은 생산 트렌드를 

따르며, 코코넛유의 경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양도(Oceanic island)

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 코코넛유 생산량은 인도네시아가 전망기간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코

코넛유 생산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그 

외 필리핀과 대양도에서는 각각 연평균 1.8%와 1.7%씩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면실유는 목화씨를 원료로 기름을 추출한 것으로

서 인도, 미국, 파키스탄, 중국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

스탄의 면실유 생산량은 전망기간 각각 연평균 2.4%와 1.4%씩 증가하여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중국은 연평균 

0.8%와 0.6%씩 증가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편, 세계 식물성유지 전체 생산량은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단백질 사료 생산량은 2018~2027년까지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2027년

에는 약 4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단백질 사료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은 대두박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백질 사료 주요 생산국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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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유럽연합, 인도, 미국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단백

질 사료 생산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은 미국과 브라

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여 2027년까지 2,380만 톤의 단백질 사료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의 식물성유지 1인당 소비량은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이 앞으

로도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망기간 연평균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이는 지난 10년간 식물성유지 1인당 소비량이 연평균 2.7%씩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많은 신흥 경제국들의 식물

성유지 소비가 이미 포화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식물성유지 1인당 소비량은 향후 2018~2027년까지 연평균 0.8%씩 증가하

여 2027년에는 1인당 28kg의 식물성유지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프

리카공화국은 연평균 0.6%씩 증가하여 1인당 25kg, 브라질은 1인당 23kg을 

소비하여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식

물성유지 1인당 소비량이 향후 2027년에는 27.7kg으로 연평균 0.4%씩 증가

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바이오디젤 원료용으로 사용된 식물성유지 양은 각 국가들의 

바이오연료지원 정책 등으로 연평균 8.5%씩 증가한 반면, 향후 10년간은 이

러한 정책들이 이미 반영되어 예전보다는 낮은 연평균 0.3%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각 국가들이 설정한 바이오디젤의 의무 소

비량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전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낮은 국제 원유가격은 비의무화된 바이오

디젤 생산량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폐유, 수지 및 기타 원료 

등은 정부의 특정 정책들로 인해 바이오디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바이오디젤 원료를 

폐유와 수지 등으로 다변화할 경우 바이오디젤용 식물성유지 사용량은 현재 

전체 식물성유지 소비량의 약 41%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향후 202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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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단백질 사료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2%씩 증가하였으며, 향후 

2018~2027년 동안 연평균 1.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단백질 사

료 소비량 전망은 가축사료에서 단백질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가축사료 수요량 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육류 생산량 및 단백질 

소비량은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 투입량을 점

차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단백질 소비량 증가분이 

육류 생산량 증가분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최빈개발도상국에서는 단백질 사료 사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으나, 향후 육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업적 가축 사료를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최빈개발도상국들은 가축 마릿수 당 단백

질 사료 사용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단백질 사료 

총 수요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대부분의 가축에 복합 사료를 먹이는 선진국의 경우 단백질 사료 

소비량 증가는 육류 생산량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아. 특별세션- 동  북아 리카 농업 망과 과제 부문26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석유 수출로 고소득을 누리는 걸프지역부터 수단, 예멘 

등 최빈개도국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소득수준의 격차가 큰 특징이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식량 순수입 지역으로서 식량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다. 공급 

측면의 불안정 요인은 경작가능 토지 면적이 협소하고 농업 생산요소의 지

속가능성이 낮은 것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석유

26 해당 부분은 윤선희. 2018. “OECD-FAO 농업전망 2018-2027: 중동 및 북아프리카 농

업전망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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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불안정성, 식단 및 영양 문제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최근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1.6%(2001~2016년)

이며 석유 및 화학제품 등에 수출액의 2/3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국내 

소비 농산물의 65%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에 대

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농업 자원의 특

징은 경작지와 수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고온 건조한 기후적 특징으로 

토지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며 농경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수자

원이 매우 부족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곡물의 

생산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OECD와 FAO는 향후 10년간(2018~2027년) 주요 농산물과 식량 수급 전반

에 걸쳐 예상되는 변화를 소득 및 인구 변화, 식품 소비, 생산, 무역 그리고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1) 소득  인구 변화 망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 지역의 1인당 소

득 증가율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6%로 전망되는데 이와 같이 낮은 소득 

증가율은 식량 수급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변화는 식품 수요의 주요 변화 요인인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였으나 앞으로의 인구 증가율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 인구 중 

최빈개도국의 인구 비율은 60% 이상을 유지하고 걸프지역의 인구비율은 

10%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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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소비 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1인당 칼로리 섭취량으로 추산한 식량 소비량은 소득 

증가에 따라 연평균 0.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 국가들의 소비량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그동안 소비량이 정체 또는 감소했던 최빈개도국들의 

식량 소비량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큰 연평균 0.6%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단구성은 식물성 식품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 

육류와 어류,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의 소비량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2027년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칼로리 중 89%는 식물성 식품이 

차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식품 소비 경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7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1인당 연간 평균 곡물 소비량은 현재와 비

슷한 약 200kg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약 

60kg 많은 양이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주식인 의 소비량은 앞으로

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쌀 소비량은 동남아시아 이민자 증

가에 따라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최빈개도국들의 경우 기장 등 국내 생산 조곡류(coarse grains)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설탕과 식물성유지 등 고가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로 섭취하는 열량의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공식품 소비 증가는 이 지역의 연간 1인당 식물성유지 섭취량을 현재 

19kg에서 2027년 22kg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 생산 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건조하고 협소한 농경지, 부족한 수자원과 기후 

변화 등 환경적 제약 요인들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제 시장과의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데 이 지역 농수산물

의 시장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 지역은 국내 농수산물의 실질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부족과 농업기술 개발부진, 투자부족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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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들로 인해 효율성 및 생산성이 매우 낮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농수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라는 매우 더딘 속도로 성장하였다.

○향후 농수산업의 완만한 성장 전망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 개선과 일부 국

가의 분쟁 해소, 투자 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의 향후 농수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1.5%

이며 이 지역 농수산업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집트와 이란은 연

평균 각각 2%, 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2027년) 이 지역의 주요 작물인 의 생산량은 현재보다 22% 증가

하고 최대 생산국인 이란의 생산량 비중은 현재 32%에서 35%로 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쌀의 2/3를 생산하

는데 재배면적 증가 속도가 느려 2027년까지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추출되는 설탕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생산량 

증가 추세가 가장 빠른 농산물 중 하나다. 이집트의 재배면적 확대로 지난 

10년 동안 사탕무의 이 지역 전체 생산량은 연평균 6.4% 증가했으며 향후 

10년간 사탕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탕수수 생산량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연평균 0.8% 증가

하고 전체 설탕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10년 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우유 생산량은 서아시아와 최빈개도

국의 생산량 감소로 정체되었는데 앞으로는 정책 지원을 통해 연평균 

1.6%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우유 소비 형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선

우유 상태로 50% 소비하고 나머지는 치즈와 버터형태로 각각 18%, 16%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축산물 생산량은 향후 축산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로 연평균 2%씩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집트의 가금육 생산량은 앞으로 연평균 

2.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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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은 어획 수산물의 비중이 크며 연간 총 4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어획 수산물 생산량은 수산물 자원의 감소에 따라 연평균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은 지난 10년

간 두 배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총 200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향후 10년

간 양식 수산업 생산량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무역 망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세계적인 식량 순수입 지역으로 많은 양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및 북아

프리카는 국제 식품 무역량 중 곡물은 27%, 설탕 21%, 가금육 20%, 양고기 

39%, 탈지분유 20%, 전지분유(whole milk) 30% 등 상당히 많은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 지역의 식량 소비량은 향후에도 국내 생산량을 상회할 것

이며 순 수입량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2027년  수입량은 5,800만 톤, 조곡류는 6,5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식량을 수입하는 곳은 북아

프리카이며 서아시아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걸프 지역은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은 축산물과 수산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 최빈개도국들은 수산물의 순 수출국이며 이 수출량은 앞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5)  요소와 불확실성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량 수급은 지역 안팎의 위협요소와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분쟁은 식량 소비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영양 

공급 문제와 원유 가격 변동성 등이 있다.

○먼저 영양 공급 문제를 살펴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단 또는 영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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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문제는 영양실조(malnutrition), 영양 부족(undernourishment), 과식 및 비

만(over-nourishment or obesity)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양 부족의 

경우,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문제가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영양실조와 

과식 및 비만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 유엔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Arab Horizon 2030; FAO/UNEC, 2018)27

에서 아랍 지역의 영양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내외 식량 가격과 

식량 수입의존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분석을 통

해 제시한 식단을 아랍 지역 식량 생산에 적용한 시뮬레이션(다른 요인

의 영향은 제외) 결과 위 식단을 적용한 곡물의 자급률은 위의 식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식단의 변화는 

아랍 지역 국민들의 영양 상태를 보다 향상시키지만 축산물과 사료용 곡

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식량 자급률을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유가격 변동성에 따라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

적하였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경제는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27

년 국제 유가가 기준 가격인 배럴당 76달러보다 높은 122달러로 상승할 것

이라 가정하면, 국제 곡물 가격은 10% 상승하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곡물 

소매가격은 6%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인당 GDP는 이집트가 1%, 

사우디아라비아는 1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1인당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식량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도움으로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빈개도국에 속

하는 예멘은 2027년까지 GDP가 8% 증가하고 칼로리 섭취량도 2.5%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27 아랍 지역의 빠른 식량 소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란을 제외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함(FAO/UNES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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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농업과 식량 수급, 무역, 식생활 패턴, 경

제성장 정책 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서서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품 소비량, 특히 식단 변화에 따른 육류 소비량의 증가와 농업 생산을 위

한 수자원의 부족, 수입 의존적 식량 수급구조 등의 변화가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 이 지역 식량 수급의 과거 추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육류와 우유, 

옥수수, 유지작물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이전보

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축산물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식량 안보 및 농업 정책의 대안은 농촌 개발, 소규모 농장의 고부가가

치 원예작물 생산 지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이다. 이는 주식

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보다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

전의 정책들과 차별점이 있다. 과일과 채소 등의 원예작물은 물 소비량이 상

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많은 국가들이 비

교우위를 가진다.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은 농가소득 증가와 영양 개선, 물 

절약 등 이점이 있는 한편 생산에 있어서 보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며 가격 

변동 등의 위협 요소도 존재한다.

○ 2018-2027 농업전망을 통해 다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과 식량 

안보 분야에서 정책의 초점은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에 맞춰지

고 이를 위해 주어진 자원 안에서 효율적인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추

진되어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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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link-cosimo 쌀 품목 구조 분석 및 품종 세분화 방향(심층연구)28

○충북대학교의 조재성 교수는 품목시장그룹회의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쌀 

품종별 분리 논의(자포니카, 인디카)와 관련하여 Aglink-Cosimo 모형에서 

쌀 품종의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3.1. 서론

3.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glink-Cosimo 모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분석 및 전망을 위해 개발·운용하고 있는 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이다. 

○OECD와 FAO는 OECD-FAO 농업전망보고서(OECD-FAO Agricultural Outlook 

Report)를 통해 매년 Aglink-Cosimo 모형의 국가별·품목별 수급 전망치를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해당 전망치를 대외 협상 

및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OECD와 FAO는 신규 국가 및 품목을 추가하여 모형의 전망 범위를 확대하

고 정 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쌀 품종별 

생산 및 소비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재 단일 품목으로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쌀을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로 분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8 충남대학교 조재성 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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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자포니카 쌀의 주요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7년 7월 OECD 사무국에서 개최된 제72차 OECD 농업시장·정책작업반 

회의에서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분리에 대한 OECD의 관심에 적

극적인 지지를 표하였다.

○본 연구는 Aglink-Cosimo 모형의 구조와 작동원리 분석, 쌀 품종 모듈 분석, 

국내외 쌀 수급모형 검토 등을 통해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품종 세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3.1.2. 연구 내용

○Aglink-Cosimo 모형 분석

- 모형 구성 및 작동 원리 

- 쌀 품목 구조 및 특징

○국내외 쌀 수급모형 분석 

- 국내외 쌀 수급모형의 구성 및 특징 

- 쌀 품종 분리와 관련한 시사점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세분화 가능성 검토 및 방향 제시

- 기존 모형의 구조 변화를 통한 품종 세분화 또는 개별 품종 모형 도입을 

통한 품종 세분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품종 세분화 방향 제시 

3.1.3. 연구 방법

○Aglink-Cosimo 및 국내외 다양한 쌀 수급모형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모형 

분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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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glink-Cosimo 모형 개요29

3.2.1. 개발 및 운용 현황

○Aglink-Cosimo 모형은 OECD의 Aglink 모형에 FAO의 COSIMO 모듈을 결

합한 모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거래되는 주요 농산물의 연간 공급량·

수요량·가격과 농업 및 무역 정책이 주요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전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Aglink 모형은 OECD 사무국이 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의 협조를 얻어 개

발한 세계농업수급모형(supply-demand model of world agriculture)으로 

1992년부터 OECD 농업전망보고서(OECD Agricultural Outlook) 발간에 활

용되고 있다. 

○초기 모형에는 7개 국가 및 지역 모듈, 15개 품목 모듈이 있었으며, 국가 및 

지역에는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EU-12, 일본, 기타 국가(the 

rest of world, ROW)가 포함되며, 품목에는 , 조곡, 유지종자, 단백질박, 식

물성 기름,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육, 달걀, 우유, 신

선 유제품, 버터, 치즈, 탈지분유가 포함된다.

○OECD는 이후(1995-2005) 모형의 전망 범위를 확대하고자 모형에 신규 국가 

및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이때 추가된 국가에는 중국, 한국, 아르헨티나, 멕

시코, 브라질, 러시아가 있고, 품목에는 쌀, 전지분유, 카세인, 팜유가 있다.

- 한국은 1998년까지 기타 국가(ROW) 모듈의 일부 방정식에 변수로만 존재

하였으나 1999년부터 독자적인 국가 모듈로 구성되었다(윤호섭 등 2000).

29 OECD(2007), OECD(2015), EC(201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외 참고자료는 

별도로 본문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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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IMO 모듈은 2004년 OECD와 FAO가 Aglink 모형에 다수의 개발도상

국과 지역을 추가하여 모형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으로 농업전망을 실시

하기로 하면서 2005년에 개발되었으며, COSIMO 모듈 구축에는 FAO의 세

계식품모형(World Food Model)의 모수가 활용된다.

○Aglink-Cosimo 모형은 Aglink 모형의 기타 국가(ROW: the rest of world) 모

듈을 35개 이상의 국가별·지역별 모듈로 세분화하여 모형의 정교함을 높이

고 전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현재는 43

개의 개별 국가, 유럽연합(EU), 그 외 12개 지역, 93개 품목이 모형에 포함되

어 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200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한국 측 사용자

로 OECD 사무국에 등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매년 전망

치 검토, 한국모듈 협의, 한국 자료(DB) 갱신 및 실측치 검토 등을 통해 

OECD 사무국의 모형 운용 및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2010년 이후 관련 작업

을 중단하여 현재는 모형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KREI에서 수행한 Aglink-Cosimo 모형 관련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윤호섭 등(2000)은 Aglink 모형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로서 모형의 

운용방식과 프로그램 구조를 파악하고, 한국모듈을 일부 수정하여 구제

역의 파급효과, 대북 식량지원의 영향, 중국 WTO 가입의 파급효과, 일

본과의 FTA로 인한 파급효과, 논 농업 직불제의 파급효과, 쌀 생산량 감

소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김배성 등 2006).

- 김배성 등(2003, 2004, 2005, 2006)은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세계 쌀 농업 

현황 및 전망, 광우병 발생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효과, 한국 쌀 모듈 구

조 검토 및 개선점 제안, 한·중·일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비교·검토 및 

모듈구조 검토, 브라질 대두 생산 확대에 따른 세계 및 국내시장 파급효

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조영수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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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수 등(2007, 2008, 2009)은 세계 바이오연료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

의 바이오연료 도입확대 등에 따른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 이상기후 발

생 및 세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세계 곡물시장 수급전망 및 국내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조영수 등 2009).

3.2.2. 운영체계 

○모형의 운영체계는 2003년 이전에는 SIMPC(simulation), SORITEK(estima-

tion), KEDIT(editor)이었으나, 2003년 Troll(restricted version for Aglink)로 

변경되었다(김배성 등 2003, EC 2015).

3.2.3. 기본 가정

○Aglink-Cosimo 모형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농산물 시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격수용자인 경쟁시장으로 시장 

가격은 세계시장 또는 국가별·지역별 시장의 수급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모든 상품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품으로 가정한다.

- 수입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대체관계이다. 

○셋째, 모형은 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으로 비농업

부문은 외생적으로 취급한다.

- 모형에서 GDP,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인구, 환율 등 주요 

거시변수는 외생변수로 취급하며, 모형에서 산출된 농산물 공급량, 수요

량, 가격 등은 이러한 외생변수에 환원적(feedback)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넷째, 모형은 축차-동태적(recursive-dynami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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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10년으로 한정한다.

- 한 해(t기)의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정보는 다음 해(t+1기)의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주고, 다음 해(t+1기)의 수급 및 가격 정보는 그 다음 해(t+2기)의 

수급 및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3.2.4. 구조 및 작동 원리

○Aglink-Cosimo 모형은 품목별로 크게 세계 모듈과 국가 및 지역 모듈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세계 모듈은 품목별 세계시장의 수급 균형가격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고, 국가 및 지역 모듈은 품목별 지역시장의 수급 균형가격과 수출

입을 포함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세계시장에서의 무역균형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국제가격은 개별 국가 및 지

역의 수입가격인 동시에 수출가격으로 사용되어 관세 및 지역시장의 수급 

균형가격과 함께 해당 지역의 수출량과 수입량을 결정한다.

○지역별 모듈은 크게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으로 구성되며, 지역시장의 생산량

과 소비량이 결정되면 시장청산조건에 의해 지역시장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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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O(2014).

<그림 5-1> Aglink-Cosimo 개요도 

3.2.5. 국가 및 품목 범위 

○Aglink 모형에는 2015년 기준 13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포함되며, 이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및 지역은 모두 OECD 회

원국이다.

- EU 지역에는 28개 회원국이 포함되며, 세부적으로는 2004년 이전 회원국 

15개국과 이후 가입국 13개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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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및 지역 비OECD 회원국 및 지역

지역 및 국가 코드 지역 및 국가 코드

호주 AUS 아르헨티나 ARG

캐나다 CAN 브라질 BRA

스위스 CHE 중국 CHN

일본 JPN 러시아 RUS

한국 KOR

멕시코 MEX

노르웨이 NOR

뉴질랜드 NZL

미국 USA

유럽연합 EUN

-기존 15개국 E15

-2004년 이후 가입국 NMS

<표 5-2> Aglink 모형의 국가 및 지역

자료: OECD(2015).

○COSIMO 모듈에는 2015년 기준 30개 국가와 12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칠레, 터키, 이스라엘은 OECD 회원국이다.

국가 및 지역 코드 국가 및 지역 코드

칠레 CHL 수단 SDN

이스라엘 ISR 대만 THA

터키 TUR 탄자니아 TZA

알제리 DZA 우크라이나 UKR

방글라데시 BGD 우루과이 URY

콜롬비아 COL 베트남 VNM

이집트 EGY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에티오피아 ETH 잠비아 ZMB

가나 GHA 아이티 HTI

인도네시아 IDN LDC 오세아니아 OCL

인도 IND 기타 오세아니아 OCE

이란 IRN 기타 남미 및 카리브해 SAC

카자흐스탄 KAZ LDC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AFL

모잠비크 MOZ 기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AFS

말레이시아 MYS 기타 북아프리카 AFN

나이지리아 NGA LDC 아시아 지역 ASL

파키스탄 PAK 기타 아시아 개발도상 지역 ASA

페루 PER 기타 아시아 선진 지역 ASD

필리핀 PHL 기타 중동지역 MLE

파라과이 PRY 기타 동유럽 지역 EUE

사우디아라비아 SAU 기타 서유럽 지역 EUW

<표 5-3> Cosimo 모듈의 국가 및 지역

자료: OEC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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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포함되는 품목은 2015년 기준 곡물, 유지종자 및 관련 품목, 설탕 및 

감미료, 기타 작물, 에너지 관련 품목, 유제품, 축산물 및 수산물, 사료 품목

군에 포함되는 93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별도의 모형에서 분석되나, 수산물 모형과 Aglink-Cosimo 모형의 

주요 가정 및 결과는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친다.

곡물(12) 기타 작물(6) 유제품(11)

밀 WT 목화 CT 우유 MK

-듀럼밀 WTD 목화씨 CSE 기타 유지방 제품 OFP

-연질밀 WTS 뿌리 및 괴경 RT 기타 무지유 고형분 제품 ONP

조곡 CG 콩 BN 버터 BT

-보리 BA 경합종 완두 FP 치즈 CH

-옥수수 MA 자트로파 JA 전지분유 WMP

-귀리 OT 유지종자 및 관련 품목(24) 탈지분유 SMP

-수수 SO 유지종자 OS 신선 유제품 FDP

-호밀 RY -대두 SB 기타 유제품 ODP

-잡곡 MT -채종씨 RP 유청분말 WYP

-기타 곡물 OC -해바라기씨 SF 카세인 CA

쌀 RI -땅콩 GN 축산물 및 수산물(13)

설탕 및 감미료(11) 단백질박 PM 쇠고기 및 송아지 고기 BV

사탕무 SBE -팜박 KM 돼지고기 PK

사탕수수 SCA -야자박 CM 가금육 PT

설탕 및 당밀 SUMOL -면실박 CSM -기타 가금육 OP

설탕 SU -유박 OM -닭고기 CK

천연설탕 SUR --땅콩박 GM -닭고기(백색) CKW

백설탕 SUW --대두박 SM -닭고기(갈색) CKB

설탕 추출 당밀 MOL --채종박 RM 양고기 SH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해바라기박 SFM -양고기(성축) MU

감미료 SW 식물성 기름 VL -양고기(어린양) LA

과당 CF -팜유 PL 양모 WL

재거리 GUR -팜박유 KL 계란 EG

사료 품목(9) -야자유 CL 어류 및 수산물 FHA

속겨 CEB -면실유 CSL 에너지 관련 품목(7)

옥수수글루텐 CGF -종실유 OL 바이오연료 BF

주정박 DDG --대두유 SL 에탄올 ET

단백질사료 PF --채종유 RL 바이오디젤 BD

건조사탕수수 BP --해바라기유 SFL 원유 OIL

카사바 MN --땅콩유 GL 디젤 DIE

육골분 MBM 휘발유 GAS

어분 FM 비료 FT

어유 FL

<표 5-4> Aglink-Cosimo 모형의 품목 범위

자료: OEC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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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쌀 품목 모듈 구조

○OECD와 FAO는 Aglink-Cosimo 모형의 세부 구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쌀 모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으나, OECD와 유럽위원회

(EC)가 발간하는 모형 설명 자료에 수록된 곡물류 모듈의 기본 구조를 통해 

쌀 모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장은 OECD-FAO 농업전망 홈페이지의 Aglink-Cosimo 모형 섹션30에 있

는 모형 설명 자료(OECD 2015, EC 201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추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Aglink-Cosimo 모형 운영 당시 작성한 보고서(김

배성 등 2004, 조영수 등 2009)를 토대로 한국 쌀 모듈을 살펴보았다.

3.3.1. 모형의 구성 요소

○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는 ①지역, ②품목, ③항목, ④시간(연 단위)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하고, 지역은 <표 5-2>와 <표 5-3>의 지역 및 국가 코드, 품

목은 <표 5-4>의 품목 코드, 항목은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등을 나

타내는 특정 코드로 표시하며, 변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변수의 표현 형태는 ｢항목r,c,t｣으로 아래 첨자 r은 지

역, c는 품목, t는 시간을 나타내며, 개별 품목이 아닌 품목 그룹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나타내는 아래 첨자 c 대신 c(품목 그룹)을 사용한다.

- EXr,c,t는 t 기 r 지역의 c 품목에 대한 수출량(EX)을 나타낸다.

- EXr,c,(t-1)은 (t-1) 기 r 지역의 c 품목에 대한 수출량(EX)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품목에 대한 세부 모형 구조를 나타낼 때는 주

30 http://www.agri-outlook.org/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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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_품목_항목｣ 형식으로 변수를 표현하며, 시간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를 의미하고 해당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항목 뒤에 괄호를 

넣고 괄호 안에 시간을 표시한다. 

- KOR_RI_EX는 해당연도 한국(KOR) 쌀(RI) 수출량(EX)을 의미한다. 

- KOR_RI_EX(-1)은 전년도 한국(KOR) 쌀(RI) 수출량(EX)을 의미한다. 

○모형을 구성하는 함수는 대부분 로그-로그 형태의 1차 함수 또는 단순 계산 

형식의 항등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항등식의 예: 생산량 = 단위면적당 생산량(단수) * 수확면적

- 로그-로그 1차 함수의 예: log(소비량) = α + β1*log(가격) + β2*log(소

득) + log(R), 여기서 log(R)은 오차항으로 알파벳 R은 Aglink-Cosimo 모

형에서 오차를 의미한다. 

○로그-로그 형태의 1차 함수를 기본 형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추정 계수가 

탄력성(elasticity)이므로 활용도가 높고, 때로는 함수의 직접 추정 대신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탄력성을 활용함으로써 탄력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2. 균형가격

□ 세계시장 균형가격 

○세계시장의 무역균형을 결정하는 국제가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

격으로 미국 달러(USD)를 기준 단위로 한다. 

  ,  ∑ ∑   

· NT: 순교역량

· SD: 통계적 차이

· EX: 수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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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수입량

· WLD: 세계

○통계적 차이는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손실 또는 회계상의 손실을 

나타내며,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한다. 

○세계시장의 무역균형에 의해 도출된 국제가격은 개별 국가 및 지역의 수입

가격인 동시에 수출가격으로 사용되며, 이때 가격은 현지 통화로 표시한다. 

 EXP 
· IMP: 수입가격

· EXP: 수출가격

· XP: 국제가격

· XR: 환율

· WLD: 세계

○쌀 국제가격으로는 태국산 장립종 100% B등급 수출가격(Milled, 100%, 

grade b, Norminal Price Quote, NPQ, f.o.b. Bangkok)이 사용된다. 

□ 국내시장 균형가격

○국가 및 지역 시장의 균형을 결정하는 균형가격은 다음의 시장청산조건(생

산량=소비량)을 충족시키는 가격으로 지역 통화를 단위로 하며, 생산자가격

을 균형가격으로 사용한다. 

      

· QP: 국내 생산량

· QC: 국내 소비량

· IM: 수입량

· EX: 수출량

· ST: 연말 재고량



211

3.3.3. 생산부문

○국내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생산부문은 생산비지수,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

산량, 수확면적, 단위면적당 조수입에 대한 함수로 구성된다.

□ 생산비지수

○생산비지수는 작물별 투입재를 크게 ① 비교역재, ② 교역재, ③ 에너지 관

련재, ④ 종자 관련재, ⑤비료 관련재로 구분하고, 각 항목이 전체 생산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후 항목별 기준가

격을 적용하여 작물별 생산비를 지수화한 것이다. 

 
 




 





 




 

  



 



· CPCI: 생산비지수

· CPCSNT: 전체 생산비 중 비교역재 비중

· CPCSTR: 전체 생산비 중 교역재 비중

· CPCS
EN

: 전체 생산비 중 에너지 관련 투입재 비중

· CPCSSD: 전체 생산비 중 종자 관련 투입재 비중

· CPCSFT: 전체 생산비 중 비료 관련 투입재 비중

· GDPD: GDP 디플레이터

· XP: 국제가격(USD)

· PP: 생산자가격(현지 통화)

· XR: 환율

· WLD: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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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미국

· OIL: 원유

· FT: 비료

○생산비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별 비중의 합은 1이며, 항목별 기준가격은 비교

역재의 경우 표준화된 지역별 GDP 디플레이터, 교역재의 경우 표준화된 미

국 GDP 디플레이터, 에너지의 경우 표준화된 국제 원유가격, 비료의 경우 

표준화된 국제 비료 가격, 종자의 경우 표준화된 지역별 종자 생산자가격을 

사용한다. 

-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 국제 비료 가격은 흑해산 요소 가격(62%), 미국산 인산이암모늄 가격

(20%), 캐나다산 칼륨(16%)과 중과린산석회 가격(2%)으로 결정된다. 

□ 생산량

○작물의 국내 총생산량(단위: kt)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나타내는 단수와 수

확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 QP: 국내 총생산량

· AH: 수확면적

· YLD: 단수

□ 단 면 당 생산량

○단수(단위: t/ha)는 전년도 수익성과 추세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전년도 수익

성은 전년도 생산자가격과 정책변수, 해당연도와 전년도 생산비지수의 가중

평균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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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og
 

 


 log

· PP: 생산자가격(현지 통화)

· EPY: 정책변수(톤당 보조금)

· CPCI: 생산비지수(2008=1)

· TRD: 추세

· : 해당연도와 전년도 생산비지수의 합계 중 전년도 생산비지수의 비중

○작물의 경우 유통연도와 회계연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작물의 수익성 산출에 사용하는 생산비지수는 해당연도와 전년도 생산비지

수의 가중평균을 이용한다. 

□ 수확면

○수확면적(단위: kha)은 전년도 수확면적과 수익성 및 추세변수에 의해 결정

되며, 전년도 수익성은 전년도의 단위면적당 조수입과 정책변수, 해당연도

와 전년도 생산비지수의 가중평균에 의해 결정된다. 

log   log




log
 

 


 log

· RH: 단위면적당 조수입

· EPY: 정책변수(ha당 보조금)

· CPCI: 생산비지수(2008=1)

· TRD: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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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연도와 전년도 생산비지수의 합계 중 전년도 생산비지수의 비중

□ 단 면 당 조수입

○단위면적당 조수입(단위: 현지 통화/ha)은 최근 3개년 작물 판매수입의 가중

평균과 해당연도 부산물 수입 및 보조금 등에 의해 결정된다.

 
  



· RHspec: 부산물 수입 및 보조금 등의 부수입

· YLD: 단수

· PP: 생산자가격(현지 통화)

3.3.4. 소비부문

○작물의 국내 총 소비량은 소비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식용, 사료용, 바이오연

료용, 박과 기름 생산용, 감미료 생산용,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 QC: 국내 총 소비량

· FO: 식용 소비량

· FE: 사료용 소비량

· BF: 바이오연료용 소비량

· CR: 박(meal)과 기름(oil) 생산용 소비량 

· SWG: 감미료(sweetener) 생산용 소비량

· OU: 기타 사용량(산업용, 종자용, 기타 감모 및 손실 등) 

○쌀은 세계적으로 대부분 식용으로만 소비되고 있어 Aglink-Cosimo 모형에서 

쌀 국내 총 소비량은 식용 소비량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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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 국내 쌀 소비량

· FO: 식용 쌀 소비량

○식용 소비량은 작물의 총 소비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해당 작

물의 소비자가격, 대체재와의 관계, 소득의 대리변수인 GDP 지수, 인구, 추

세 등에 의해 결정된다.

log    


log


log




log  log
· FO: 식용 소비량

· CP: 소비자가격

· CPI: 소비자가격지수(2010=1)

· GDPI: GDP 지수(2010=1)

· TRD: 추세

· POP: 인구

· c1(food): 모든 식용 품목

· : 자체가격 탄력성 및 교차가격 탄력성

○소비자가격은 시장청산조건에서 도출되는 생산자가격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log   log log  log
· CP: 소비자가격(현지 통화)

· GDPD: GDP 디플레이터

· PP: 생산자가격(현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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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교역부문

○Aglink-Cosimo 모형에서 수출입량은 국내 생산자가격, 수출입가격, 관세에 

의해 결정되나, 수출입가격은 단순히 국제가격에 환율을 곱해 현지 통화 가

치로 환산한 것이므로 수출입량은 결국 국내 생산자가격, 국제가격, 환율, 

관세에 의해 결정된다.

log   log



 log

log   log EXP


 log
· IM: 수입량

· EX: 수출량

· PP: 생산자가격(현지 통화)

· IMP: 수입가격(현지 통화)

· EXP: 수출가격(현지 통화)

· TAVI: 수입관세(종가상당치, %)

· TAVE: 수출관세(종가상당치, %)

○수출관세는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과 러시아 당 을 제외하고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수입관세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 TAVI: 수입관세(종가상당치, %)

· TAV: 종가세(%)

· TSP: 종량세(현지 통화)

· IMP: 수입가격(현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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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min







 

· TAVIIQS: 저율관세할당물량에 대한 종가상당치(%)

· TAVIOQS: 저율관세할당물량 초과 물량에 대한 종가상당치(%)

· TRQ: 저율관세할당물량 

· : 저율관세할당물량과 초과 물량에 대한 변환인자 

3.3.6. 재고부문

○기말재고는 국내 총 생산량, 전년도 기말재고, 국내 총 소비량, 생산자가격, 

추세 등에 의해 결정된다.

log   log log 

   


 log

· ST: 기말재고

· QP: 국내 총 생산량

· QC: 국내 총 소비량

· PP: 생산자가격(현지 통화)

· TRD: 추세

3.3.7. 한국 쌀 모듈31

□ 모형의 특성

○한국 쌀 모듈은 크게 생산, 소비, 교역, 재고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 

구조는 앞서 설명한 Aglink-Cosimo 곡물류 모듈의 기본 구조와 유사하다.

31 김배성 등(2004)과 조영수 등(2009)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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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부문

○생산량(단위: kt)은 단수와 수확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KOR_RI_QP=KOR_RI_YLD*KOR_RI_AH

· KOR_RI_QP: 쌀 생산량

· KOR_RI_YLD: 쌀 단수

· KOR_RI_AH: 쌀 수확면적 

○단수(단위: t/ha)는 전년도 농가판매가격, 생산비지수, 추세에 의해 결정된다.

KOR_RI_YLD=f(KOR_RI_MP(-1)/KOR_CO_CPCI, TRND)+ R.KOR_RI_YLD

· KOR_RI_YLD: 쌀 단수

· KOR_RI_MP: 쌀 농가판매가격

· KOR_CO_CPCI: 작물 생산비지수

· TRND: 추세

· R.KOR_RI_YLD: 오차항

○수확면적(단위: kha)은 전년도의 경지면적당 기대수익, 생산비지수, 추세에 

의해 결정된다.

KOR_RI_AH=f(KOR_RI_RH(-1)/KOR_CO_CPCI, TRND)+ R.KOR_RI_AH

· KOR_RI_AH: 쌀 수확면적 

· KOR_RI_RH: 쌀 경지면적당 기대수익

· KOR_CO_CPCI: 작물 생산비지수

· TRND: 추세

· R.KOR_RI_AH: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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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면적당 기대수익(단위: 천원/ha)은 농가판매가격과 최근 3개년 평균 단

수에 의해 결정된다.

KOR_RI_RH=KOR_RI_MP*((KOR_RI_YLD(-1)+KOR_RI_YLD(-2)+KOR_RI_Y

LD)/3)

· KOR_RI_RH: 쌀 경지면적당 기대수익

· KOR_RI_MP: 쌀 농가판매가격

· KOR_RI_YLD: 쌀 단수

○농가판매가격(단위: 천원/t)은 정부수매가격과 기말 재고량에 의해 결정된다. 

KOR_RI_MP=f(KOR_RI_SP, KOR_RI_ST)+R.KOR_RI_MP

· KOR_RI_MP: 쌀 농가판매가격

· KOR_RI_SP: 정부수매가격

· KOR_RI_ST: 쌀 기말재고

· R.KOR_RI_MP: 오차항

□ 소비부문

○소비량(단위: kt)은 실질 농가판매가격, GDP 지수, 인구에 의해서 결된다.

KOR_RI_QC=f(KOR_RI_MP/KOR_ME_CPI, KOR_ME_GDPI/KOR_ME_POP, 

KOR_ME_POP)+R.KOR_RI_QC

· KOR_RI_QC: 쌀 소비량

· KOR_RI_MP: 쌀 농가판매가격

· KOR_ME_CPI: 소비자물가지수

· KOR_ME_GDPI: GDP 지수

· KOR_ME_POP: 총 인구

· R.KOR_RI_QC: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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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부문

○순교역량(단위: kt)은 수출량에서 수입량을 차감한 물량이다. 

KOR_RI_NT=KOR_RI_EX-KOR_RI_IM

· KOR_RI_NT: 쌀 순교역량

· KOR_RI_EX: 쌀 수출량

· KOR_RI_IM: 쌀 수입량

□ 재고부문

○기말재고(단위: kt)는 국내 총 생산량, 수입량, 전년도 기말 재고량을 합한 국내 

총 공급량에서 수출량과 국내 총 소비량을 차감한 물량이다.

KOR_RI_ST=KOR_RI_ST(-1)+KOR_RI_QP+KOR_RI_IM-KOR_RI_EX-K 

OR_RI_QC

· KOR_RI_ST: 쌀 기말재고

· KOR_RI_QP: 쌀 생산량

· KOR_RI_IM: 쌀 수입량

· KOR_RI_EX: 쌀 수출량

· KOR_RI_QC: 쌀 소비량

3.4. 국내외 쌀 수급모형

3.4.1. 개요

○국내외 수급모형 중 Aglink-Cosimo 모형과 같이 세계적인 쌀의 생산, 소비, 

무역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모형은 매우 제한적으로 Aglink-Cosimo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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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국제 모형, 아칸소 

국제 쌀 모형(Arkansas Global Rice Model), GTEM 모형(Global Trade and 

Environment Model), GTEP 모형(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이 대표적이

며, 국내에서 개발한 모형으로는 이대섭 등(2008)이 개발한 자포니카 쌀 국

제 수급모형이 있다.

○이 밖에 우리나라 농업부문 수급상황 분석 및 전망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은 Aglink-Cosimo 모형과 품목별 방정

식 구성 및 구동 방식은 유사하나 세계시장이 외생적으로 취급되는 1국 모

형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나열한 세계 모형들과는 차이를 갖는다.

○세계 모형 중 호주의 ABARE가 개발한 GTEM 모형과 퍼듀대학이 개발한 

GTEP 모형은 일반균형모형으로 부분균형모형인 Aglink-Cosimo 모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모형들은 모두 부분균형모형으로 모형의 

범위(품목 및 국가)를 제외하고는 균형조건을 이용한 균형가격의 도출 및 연

립방정식 체계로 모형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성이 매우 높다.

○본 장에서는 세계 모형 중 부분균형모형으로 Aglink-Cosimo 모형과의 호환

성이 높고 자포니카 쌀 또는 복수의 쌀 품종에 대한 수급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는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과 아칸소 국제 쌀 모형에 대해 살펴봄으로

써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세분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4.2.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32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은 자포니카 쌀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부분균형모형으로 거시변수 부문, 국별 수급 부문, 국제시장 수급 부문의 

32 이대섭 등(2008)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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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거시변수 부문은 IMF, OECD, World Bank 등에서 발표하는 GDP, GDP 디

플레이터, 환율, 인구, 소비자가격지수에 대한 전망자료로 구성되며, 모든 거

시변수는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된다.

○국별모듈은 자포니카 쌀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 일본, 대만, 이집트, 중국, 한

국모듈로 구성되며, 국별모듈은 크게 단수, 재배면적, 생산량, 수출입량, 재

고량, 1인당 소비량, 생산자가격(농가판매가격)의 함수로 구성된다.

○단수는 추세변수와 전년도 단수 및 재배면적 등의 함수로 구성되고, 재배면

적은 전년도 재배면적, 생산자가격, 정책변수(국가 수매가격 및 기타 보조정

책 등), 경합 작물가격의 함수로 구성된다.

○생산량은 단수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고, 수출입량은 국제시장 균형가

격인 국제가격에 관세를 적용한 수출입가격, 소비량 대비 생산량 비중, 기말

재고의 함수이다.

○기말재고는 전년도 기말재고, 정부의 정책(비축미 등), 수출입량의 함수이

며, 총 공급량은 생산량, 수입량, 기말재고의 합으로 구한다.

○ 1인당 소비량은 전년도 1인당 소비량, 소비자가격, 소득의 함수이고, 총 소

비량은 1인당 소비량에 전체 인구를 곱한 후 기타 소비량과 수출량을 합산

하여 계산하며, 이때 기타 소비량은 과거 10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외생

적으로 구한 값이다.

○국별모듈에서 국별 균형가격은 시장청산조건(총 공급량=총 수요량)을 만족

시키는 소비자가격으로, 재배면적 추정에 이용되는 생산자가격(농가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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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균형가격인 소비자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국제시장 균형가격인 국제가격은 국제시장의 무역균형조건(총 수출량=총 

수입량)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가격으로는 캘리포니아 1등급 자포니카 쌀 

가격을 이용한다.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과 Aglink-Cosimo 쌀 모듈과의 주요 차이점은 자

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의 경우 ① 쌀 시장을 자포니카 쌀 단일 시장으로 

구성하고 6개의 자포니카 쌀 주요 생산 및 소비 국가만을 대상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는 점, ② 국내시장 균형가격을 생산자가격이 아닌 소비자가격으

로 구성하였다는 점, ③ 국제시장 균형가격으로 캘리포니아 1등급 자포니카 

쌀 가격을 이용한다는 점, ④ 단수와 재배면적 등 생산부문을 구성하는 방정

식에 생산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⑤ 자포니카 쌀의 소비 대체재가 없다

고 가정한 점, ⑥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을 모두 생산하는 미국의 경우 생

산자의 재배 작목 선택의 상충관계가 반영되도록 국제 인디카 쌀 가격을 재

배면적 방정식에 포함했다는 점 등이다.

- 중국도 미국과 같이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을 모두 생산하는 국가이지만 

중국의 재배면적 방정식에는 인디카 쌀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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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 네모는 외생변수, 실선 타원은 내생변수, 실선 세모는 잔차임.

자료: 이대섭 등(2008).

<그림 5-2>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 개요도

3.4.3. 아칸소 국제 쌀 모형33

○아칸소 국제 쌀 모형은 세계 쌀의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개발

된 부분균형모형으로 FAPRI 국제 모형의 쌀 수급 관련 기본 전망치를 제공

하고 다양한 시장 및 정책 시나리오가 국제 쌀 시장 및 지역별·국가별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모형은 40개국에 대한 국가별 모듈과 5개의 지역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 모듈에 포함된 국가들은 2000~2009 기간 세계 쌀 수확면적의 94%, 

생산량의 95%, 소비량의 94%, 수출량의 99%, 수입량의 74%, 재고량의 

98%, 세계 인구의 81%, 세계 실질 GDP의 93%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33 Wailes et al(2011)와 IRRI(2010)을 참고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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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역(14):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가나, 기니, 케냐, 말

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

니아, 기타.

- 아메리카(7):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우루과이, 기타.

- 아시아(20):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한

국, 대만, 태국, 터키, 베트남, 기타.

- 유럽(2): EU-27, 기타.

- 오세아니아(2): 호주, 기타.

- 각 지역(대륙) 모듈에서 기타를 제외한 국가 모듈 수는 총 40개이다.

○국별모듈은 크게 공급, 수요, 무역, 재고, 가격 연계 방정식으로 구성되고, 국별

모듈은 교역을 통해 상호 연결되며, 세계시장의 균형조건에 의해 국제가격이 

결정되면 가격 연계 방정식을 통해 국별 농가판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이 결정되

는 구조이다.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은 국별 농가판매가격과 소비자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는 국제가격과 함께 순교역량을 결정하고 전년도 기

말재고와 국내 생산량의 합에서 국내 생산량과 수출량을 제외한 물량이 해

당연도의 기말재고로 계산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급부문은 수확면적과 단수의 함수로 생산량은 수확

면적에 단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수확면적은 전년도 수확면적, 기대 농가판

매가격, 기대 투입재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단수는 기대 농가판매가격, 기대 

투입재가격, 기술 변화를 나타내는 추세변수의 함수이다.

○수요부문은 1인당 소비량과 수출 수요의 함수로 구성되며, 1인당 소비량은 

1인당 실질 소득, 실질 소비자가격, 대체재인  소비자가격의 함수이고, 수

출 수요는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와 수출가격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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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연결 방정식은 국제가격, 농가판매가격, 소비자가격, 수출가격을 연계

시키는 일련의 함수로 구성되며, 농가판매가격은 소비자가격의 함수, 소비

자가격은 수출가격과 추세변수의 함수, 수출가격은 국제가격의 함수이다.

○기말재고는 국내 총 생산량, 전년도 기말재고, 수입량의 합에서 국내 총 소

비량과 수출량을 제외한 물량이다.

○아칸소 국제 쌀 모형과 Aglink-Cosimo 쌀 모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칸소 

모형의 경우 쌀 시장을 장립종 쌀(인디카)과 중·단립종 쌀(자포니카) 시장으

로 분리하고 국내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국내시장에 대한 시장청산조건이 아

닌 국제시장 균형가격인 국제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연계 방정식을 통해 도

출한다는 점이다.

- 아칸소 모형은 인디카 쌀 국제가격으로 태국 장립종 쌀 수출가격, 자포

니카 쌀 국제가격으로 캘리포니아 중·단립종 가격을 이용하고 있다.

자료: IRRI(2010).

<그림 5-3> 아칸소 국제 쌀 모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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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시사점

○Aglink-Cosimo 모형으로 대표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균형모형은 대체로 

유사한 모형 구성 및 운용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모형의 특징을 요약

하면, ① 농산물 시장은 경쟁시장으로 시장가격은 시장균형에 의해 결정됨, 

② 국내산과 외산은 완전대체관계 또는 불완전대체관계라 하더라도 차별성

이 크지 않음, ③ 거시변수 및 타 산업부문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모형은 

외생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함, ④ 모형은 동태적으로 구성되어 특정 시점의 

전망치는 그 이후의 전망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침, ⑤ 모형을 구성하는 방

정식은 선형함수의 형태로 주로 로그-로그 형태의 1차 함수 또는 단순 계산 

형식의 항등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쌀 품목 모듈의 기본 구성은 품종 구분 없이 쌀이 단일 품목으로 포함

되어 있는 Aglink-Cosimo 모형, 자포니카 쌀만을 대상으로 구축된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을 두 개의 독립 시장으로 포함

하는 아칸소 국제 쌀 모형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세 모형 모두 쌀 품목 모듈은 크게 세계 시장 모듈과 국가 및 지역 시장 모

듈로 구성되며, 세계 시장 모듈은 국별·지역별 쌀 수출입량에 의해 구성되

고, 국가 및 지역 시장 모듈은 생산, 소비, 교역(수출입), 재고 부문으로 구성

되며, 각 부문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호 유사하다.

○다만, ① 시장균형조건을 적용하는 대상(세계시장, 국내시장, 모든 시장) 및 

가격 결정체계(시장청산 vs 가격 연계 등), ② 개별 방정식을 구성하는 일부 

변수들의 유무 및 형태, ③ 모형 내 품목 및 국가의 세분화 정도에서 모형 간 

차이가 존재한다.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과 아칸소 국제 쌀 모형을 통해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목 세분화와 관련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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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칸소 국제 쌀 모형에서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에 대한 수요의 가

격 탄력성 및 소득 탄력성 등을 살펴보면 두 품종을 모두 소비하는 국가 내

에서의 품종별 탄력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두 품종은 수급상황 분

석 및 전망에서의 정 도 제고를 위해 독립된 시장으로 Aglink-Cosimo 모형

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쌀 모듈에서 인디카 쌀과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은 각각 –0.185, –0.421이며, 소득 탄력성은 각각 1.157, –0.392이다.

- EU 쌀 모듈에서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을 모두 포함한 단일 품목으로

서의 쌀과 자포니카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각각 –0.081, –

0.167이며, 소득 탄력성은 각각 1.631, 0.930이다.

○둘째,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에서 주요 자포니카 쌀 생산국 6개국 중 자

포니카 쌀 외에 인디카 쌀도 상당량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2개국에 

불과하므로, Aglink-Cosimo 모형 내 쌀 생산 및 소비 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리하여 품목 세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즉, 자포니카 쌀을 주로 생산 및 소비하는 국가는 인디카 쌀을 거의 생산 또

는 소비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의 쌀 품목 모듈 중 현재 인디카 쌀 국제가

격과 연관되는 방정식만 자포니카 쌀 국제가격으로 자료를 대체하여 재추정

하고, 반대로 인디카 쌀을 주로 생산 및 소비하는 국가는 자포니카 쌀을 거

의 생산 또는 소비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쌀 모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국가별 쌀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방정식은 국가별 통계를 기준으로 추

정되었으므로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 중 단일 품종만을 독점적으로 생산 

및 소비하는 국가의 해당 방정식은 품종 세분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을 모두 생산 또는 소비하는 일부 국가의 쌀 

품목 모듈은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 모듈로 분리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으

며, 이때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의 잠재적 대체 관계를 품종별 경작 면적 

및 쌀 소비량 추정식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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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분리 시 자포니카 쌀에 대한 세

계시장 균형가격으로는 아칸소 국제 쌀 모형과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모형

에서 세계시장 균형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산 자포니카 쌀 가격

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5. 품목 분리 방향

○수급 모형에서 품목을 세분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세부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변수(생산량 및 가격 등)를 이용하여 품목별 비

중에 따라 결과를 배분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세부 품목별 모형을 독립적

으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식은 주로 세부 품목별 모형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제한적

이어서 개별 모형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품목 간 생산 및 소비의 대

체성이 높고 생산·소비·가격의 추세 및 변동성이 유사한 경우에 적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세부 품목별 모형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전망의 정

도 및 모형의 활용도(정책 분석 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하다.

○ 2018년 OECD-FAO 농업전망에 의하면 자포니카 쌀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의 

12~13%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중국, 일본, 한국, 미국, EU, 호주, 이집트, 터

키 정도만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 미국, EU를 제외한 국가는 자포니카 

쌀만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대부분이 생산국에서 소

비되어 전 세계 생산량의 5% 이하만 교역되고 있다(OECD 2018a).

- 중국, EU, 미국은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을 모두 생산하는 국가로 각

국의 쌀 생산량에서 자포니카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각각 

35%, 77%,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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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디카 쌀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의 87~88%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아시

아, 북·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인디카 쌀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나 자포니카 쌀 주요 생산국인 일본, 한국, 이집트 등에서

의 인디카 쌀 소비량은 전체 쌀 소비량의 10% 미만이며, 인디카 쌀의 교역

량도 자포니카 쌀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0% 이하만 

교역되고 있다(OECD 2018a, OECD 2018b).

○종합하면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은 주요 생산 및 소비 지역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앞 장에서 살펴본 아칸소 국제 쌀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품종은 동일 국가 내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및 소득 탄력성에 차이가 

존재하여 생산 및 소비 대체성이 낮은 품종이다. 

○따라서 두 품종은 품종별 모형 구축에 필요한 자료만 가용하다면 수급상황 

분석 및 전망의 정 도 제고 등을 위해 Aglink-Cosimo 모형 내에 개별 품목 

모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품목 세분화를 위한 자료의 가용성을 살펴보면, 첫째,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 중 한 가지 품종만 독점적으로 생산 및 소비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쌀 수급 관련 자료를 모두 자포니카 쌀 또는 인디카 쌀에 대한 자료

로 처리하면 일정 오차는 발생하겠으나, 손쉽게 해당 쌀 품종에 대한 국가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두 품종을 모두 생산 및 소비하는 미국, 중국, EU의 경우에는 해당 국

가의 쌀 품종별 생산, 소비, 무역에 관한 자료는 국가별 생산 통계와 세관 

자료부터 확보할 수 있다(OECD 2018a).

○따라서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세분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가용

성에는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다음으로 품종 세분화는 우선,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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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모듈을 인디카 쌀과 자포니카 쌀로 세분화한 후 앞장의 시사점에

서 다룬 것처럼 Aglink-Cosimo 모형 내 쌀 생산 및 소비 국가를 ① 자포니카 

쌀 생산 및 소비 국가, ② 인디카 쌀 생산 및 소비 국가, ③ 다품종 생산 및 

소비 국가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즉, 자포니카 쌀을 주로 생산 및 소비하는 국가는 인디카 쌀을 거의 생산 또

는 소비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의 쌀 품목 모듈 중 현재 인디카 쌀 국제가

격과 연관되는 방정식만 자포니카 쌀 국제가격으로 자료를 대체하여 재추정

하고, 반대로 인디카 쌀을 주로 생산 및 소비하는 국가는 자포니카 쌀을 거

의 생산 또는 소비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쌀 모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국가별 쌀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방정식은 국가별 통계를 바탕으로 추

정되었으므로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 중 단일 품종만을 독점적으로 생산 

및 소비하는 국가의 해당 방정식은 품종 세분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을 모두 생산 또는 소비하는 일부 국가의 쌀 

품목 모듈은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 모듈로 분리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으

며, 이때 자포니카 쌀과 인디카 쌀의 잠재적 대체 관계를 품종별 경작 면적 

및 쌀 소비량 추정식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분리 시 자포니카 쌀 국제가격

으로는 OECD(2018a)가 자포니카 쌀 국제기준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는 캘

리포니아 중립종(자포니카) 수출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캘리

포니아산 자포니카 쌀 가격은 아칸소 국제 쌀 모형과 자포니카 쌀 국제 수급

모형에서도 세계시장 균형가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 현재 Aglink-Cosimo 모형 쌀 품목 모듈의 국제기준 가격은 인디카 쌀인 

태국산 장립종 100% B등급 수출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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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결론

○본 연구는 Aglink-Cosimo 모형의 구조와 작동원리 분석, 쌀 품종 모듈 분석, 

국내외 쌀 수급모형 검토 등을 통해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품종 세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다.

○Aglink-Cosimo 모형의 구조 검토 결과, 모형을 구성하는 방정식은 선형함수

의 형태로 주로 로그-로그 형태의 1차 함수 또는 단순 계산 형식의 항등식으

로 구성되어, 쌀 품종 세분화에 따라 연관 농산물에 대한 대체재 등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관련 방정식에 대한 단순한 변수 추가 외에는 모형 구조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외 쌀 수급모형 및 쌀 품종별 수급 특성 등을 살펴본 결과, 자포니

카 쌀과 인디카 쌀의 품종 간 생산 및 소비의 대체성이 낮고, 생산 및 소비 

지역의 차이도 상당하여 두 품종에 대한 수급 모형은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품종별 개별 모형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가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glink-Cosimo 모형 내 쌀 품종 세분화는 ① 쌀 세계시장 분리

(자포니카 쌀, 인디카 쌀) 및 개별 국제가격 설정(자포니카 쌀 국제가격은 캘

리포니아산 중립종 수출가격, 인디카 쌀 국제가격은 태국산 장립종 100% B

등급 수출가격), ② 모형 내 쌀 생산 및 소비 국가의 유형화(자포니카 쌀 생

산 및 소비 국가, 인디카 쌀 생산 및 소비 국가, 다품종 생산 및 소비 국가), 

③ 국가 유형별 방정식 추정(단일 품종 생산 및 소비 국가는 국제가격과 연

관되는 방정식만 재추정, 다품종 생산 및 소비 국가(미국, 중국, EU)는 품종

별 생산, 소비, 무역 자료를 이용하여 두 품종에 대한 개별 모듈 신규 개발)

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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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KREI-OECD 한국농업 혁신 국제세미나

1. 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OECD 정책 분석 틀을 활용하여 한국농업을 진단하

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정책 권고 도출을 

목적으로 OECD와 공동으로 ｢한국 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문 : 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lilty in Korea

○ 2018년 12월 5일, 해당 보고서의 발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간

기념 세션(Publication Session)과 농업혁신시스템 세션(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식품 안전 및 건강(Food safety & Health)세션으로 나누어 각계 전

문가들의 발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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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2018년 ｢제7회 KREI 세미나｣

1. 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연구과제의 효과적인 수행과 연구보고서의 품질 제

고는 물론, 연구원 직원 연구역량 향상과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2018년 12월 7일, 한국 쌀 산업관련 주제로 제7회 KREI 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세미나에서 김종인 부연구위원은 ‘한국 쌀 산업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

였으며, 성재훈 부연구위원은 ‘한국 쌀 산업 생산성 및 수익성 분해’를 주제

로 발표하였다. 뮌헨공대의 Johannes Sauer 교수는 ‘농가성과동인에 대한 실

증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구 분 발표주제 비 고

발표1 한국 쌀 산업 개관 김종인 부연구위원(KREI)

발표2 한국 쌀 산업 생산성 및 수익성 분해 성재훈 부연구위원(KREI)

발표3 농가성과동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Johannes Sauer 교수(뮌헨공과대학)

종합토론 -

Shingo Kimura 농정분석관(OECD)

강혜정 교수(전남대)

김종진 연구위원(KREI)

<부표 2> 2018년 제7회 KREI 세미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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