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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지수는 농식품 구매를 선행하는가?*

노호영**  김성용***  김태영****

Keywords
인터넷 검색지수(Internet Search Index), 농식품 구매(Agri-food products pur-

chases),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Internet search data 

in the rapid prediction of food consumption at the retail stage. For 30 agricultural 

food products, which are the very topics in the KREI's Agricultural Outlook, we 

collected the internet search index provided by Naver Data Lab and the consumers'

daily purchasing costs obtained from the Agri-Food Consumers Panel Survey con-

ducted by the Korea RDA. We utilized time-series analysis such as VAR model, 

Granger Causality test and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erified whether the 

Internet search index of each item preceded its purchases. According to the empiri-

cal results, 24 out of the total 30 items showed that their search index and pur-

chase amounts were inter-influential or that the search index influenced only their 

costs of purchasing items. It was also found that the more they searched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on an item, the higher the probability was of buying the 

item in about 5 to 6 days. For 80% of the items, past Internet search activities 

ha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its current purchases. Considering that the 

data in the consumption outlook was is not sufficient to identify and predict re-

al-time food consumption trends, the Internet search index can be an effective al-

ternative at low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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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업관측사업은 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하여, 1999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업관측사업의 대상은 주요 35개 농축산물이며, 관측 내

용은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농

업관측사업은 품목별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 및 단체의 합리적인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

책수립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관측에서 품목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정식면적, 출하량, 도매가격 등에 관한 것으

로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 특히 산지나 도매시장의 공급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농축

산물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단지 공급 측면만이 아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의 변화에 기

인한다. 일례로 주요 엽근채소류의 가격 변동은 생산요인(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과 수요요인, 양측 

요인에 의해 유발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배추, 무) 생산 측면보다 수요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이용선 외 2012). 특히 소매단계의 소비자 수요를 잘못 예측할 경우 식품 

공급망에 채찍효과(bullwhip effect)가 나타남으로써 공급망의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량과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농축산물 농업관측에서 수급

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수요 측면 파악은 공급 측면 파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축산물 수요 정보를 확보하는 기존의 방식은 소비자 가구의 서베이 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

근 정보기술의 발달(특히 인터넷)을 통해 서베이 기반의 자료를 보완한 새로운 정보 수집 형태의 빅

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소매점의 스캐너 데이터, 온라인 소매업체의 웹 스크래핑 데

이터, 소셜미디어 자료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자료를 구매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농축

산물 수요 정보와 같이 신속하고 단기적인 수요 예측에 반응해야 하는 경우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 방식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검색 자료이다.

현재 시대를 일컬어 인터넷 시대라고 할 만큼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자신

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다. 이러한 인터넷 검색 활동은 집단적인 사고(思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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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사고(思考)라고 할 수 있다(랑가스와미 외 Rangaswamy et al. 2009). 

즉, 소비자의 인터넷 검색 활동 흔적을 추적해보면 다수의 소비자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나 대형 소매업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나 유통업체 관계자는 

자신이 생산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농축산물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품목의 종류나 시세 등을 파악하고 시장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지난 수 년 동안 구글 등 인터넷 검색 자료를 실물경제 분석이나 예측에 활용하는 연구가 여러 분

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인터넷 검색, 웹사이트, 모바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활용한 주식 거래량 예측(Preis et al. 2010), 독감 등 질병 확산의 예측(Polgreen et al. 2008), 거시

경제지수 및 실업률 예측(Michael et al. 2005; Choi and Hal 2012)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연구들

은 실물 경제의 예측에서 인터넷 검색자료의 유용성을 계량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특히 Vosen and 

Schmidt 2012는 개인들의 소비 정도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구글 트렌드 자료가 전통적인 설문조사 

기법에 의한 소비자 심리지수보다 개인의 소비 증가율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하며, 인터넷 

검색 활동이 소비자 심리를 보다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인터넷검색 활동과 사회·경제 현상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 유행성 독감

과 인터넷 검색 간의 관련성 분석(박정은 외 2010), 인터넷 검색 기술을 이용한 관광수요 추정(박도

형 외 2015; 박나희 외 2016), 인터넷 검색 활동과 주택 가격 및 거래 간의 연관성 분석(김대원・유

정석 2014), 검색어와 주가지수(김민수 외 2013) 또는 자살률(송태민 2012) 간의 관계 규명 등이 

있다. 특히, 검색어가 유행성 독감을 현재의 질병감지체계보다 1~2주 정도 먼저 감지한다는 권치명 

외의 연구(2014)는 식품 소비에 관한 연구가 아니지만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품이나 농산물 수요의 변동은 타 재화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나, 식품안전 사고나 사건, 언론보

도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트렌드나 사회 분위기 등에 의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주요 사례

로는 구제역, AI 등 질병 발생이나 특정 식품에서 대장균, 살충제 검출, 경제나 정치적인 이슈 등에 

따른 식품 수요 파동을 들 수 있다. 특정 사건 발생과 연관된 식품에 대한 인터넷 검색 활동 정보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기록되기 때문에 자료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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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정보는 소비자의 식품 선호도 및 소비심리지수를 대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무엇보다도 식품의 단기적인 수요 변동을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매우 효

율적인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의 목적은 농업관측품목 30개1 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엔진인 네이버

의 데이터 랩에서 수집한 검색지수와 실제 소비자 구매액 상호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

악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검색지수가 실제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매액에 선행이나 

동행하는 지수로서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검색지수가 실제 구매액 변화를 신

속하게 알려주는 매력적인 대안임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검색지수가 주요 농축산물 

30개 품목의 실제 수요 동향을 파악하는 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를 농업관측의 소비 측

면에 활용함으로써 농업관측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될 그랜저 인과성 검정과 벡터자기회귀모

형, 충격반응함수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분석 자료인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

와 네이버 검색지수 등에 대해 설명한다. 4절은 주요 농축산물의 검색지수가 구매액을 선행하는지

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마지막 5절은 요약 및 시사점이다.

1 농업관측품목은 총 35개이나, 국제곡물, 수입과일 분야를 제외하고 30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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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인터넷 검색 지수가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액을 선행하는지에 대한 시계열 모형 분석은 다음과 같

은 단계를 따른다. 첫 단계로,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 자료를 일별 가구 평균치로 환산하

여 시계열자료로 변화한 다음에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는 식 (1)

에 의한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 적용한다. 

         
  



    

위 식에서 는 검정될 시계열 변수, 는 검정계수, 는 시차,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ADF 검정

에서 귀무가설( )이 =0으로 설정되어 기각될 경우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고 시계열이 안정적임

을 의미하고, 기각되지 않을 경우 시계열이 불안정적(non-stationary)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로 일별 검색지수와 일별 구매액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적정시차를 확인

한 뒤에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한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품

목별 인터넷 검색지수와 구매액 간의 상호 인과성을 확인한다. 그랜저 인과관계의 검정식은 다음과 

같다. 

(2.1)       ⋯      ⋯   

(2.2)        ⋯        ⋯     

  일별구매액   일별인터넷검색지수   시차    오차항

(3.1) 귀무가설      ⋯   

(3.2) 귀무가설      ⋯   

식 (2.1)은 식 (3.1)의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인터넷 검색지수는 농산물 구매액에 그랜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식 (2.2)은 식 (3.2)의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농산물 구매액은 인터넷 

검색지수에 그랜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관계가 두 방향 모두 성립될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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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인터넷검색지수와 농산물 구매액은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시계열이 안정적이면 인터넷 검색지수와 농산물 구매액 간의 동적인 상관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랜저 인과성 검정과 동일한 식 (2.1), (2.2)와 같은 형태로 벡터자기회귀모

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을 추정한다. 

마지막 단계로 VAR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른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그래

프를 통하여 인터넷 검색지수에 충격(예: 1표준편차)을 주었을 경우, 달리 말하면 특정 이슈로 인해 

검색 지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 구매액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식 (2.1)과 (2.2)에서 두 오차항 의 분포가 각각  
  와  

 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1 시점에서 충격이   (1표준편차)만큼 발생하였다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되며,   ,   이 된다. =1, 2, 3일 때의  의 경로      는 식 (4)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계산과정의 편의상 상수항은 제외하였다. 각 시점별로 식 (4)를 반복적으

로 계산하면  의 경로를 얻을 수 있는데, 의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

면 이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 

(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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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자료 

3.1. 분석 품목 및 기간 선정

분석 대상 품목은 실제 분석 결과가 관측 업무와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관측 품목 중 30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30개의 품목은 <표 1>과 같이 5개의 품목군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산류 5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채소류 9

종(배추, 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대파, 버섯), 과채류 7종(토마토, 오이, 풋고추, 애호

박, 수박, 딸기, 참외), 과일류 6종(사과, 배, 복숭아, 단감, 감귤, 포도), 곡물류 3종(쌀, 감자, 콩)이다.

표 1. 품목군별 농업관측 품목 현황 구분

축산류(5) 채소류(9) 과채류(7) 과일류(6) 곡물류(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대파, 버섯

토마토, 오이, 풋고추, 
애호박, 수박, 딸기, 

참외

사과, 배, 복숭아, 단감, 
감귤, 포도

쌀, 감자, 콩

주: 젖소, 산란계, 국제곡물은 구매액과 검색지수 자료의 부재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품목별 분석은 2017년 일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30개 품목 중 1년에 한 번 생산되어 저장

된 형태로 소비되는 품목은 분석 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연산 기

준으로 인터넷 검색지수와 일별 구매액 자료를 집계하였다.2 연산 기준이 적용된 품목과 연산 기간

은 쌀(2016년 10월~2017년 9월), 콩(2016년 11월~2017년 10월), 마늘(2016년 6월~2017년 5월), 

양파(2016년 4월~2017년 3월), 건고추(2016년 8월~2017년 7월), 사과(2016년 7월~2017년 6월), 

배(2016년 8월~2017년 7월)이다.

또한 원예작물 중 출하가 특정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경우, 분석기간을 주 출하시기로 한정하였다. 

출하기를 한정한 품목은 감귤(2016년 5월~2017년 3월), 복숭아(2017년 5월~2017년 10월), 포도

(2017년 5월~2017년 11월), 참외(2017년 2월~2017년 10월), 수박(2017년 4월~2017년 9월)으로 

2 연산 기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품목별 월보의 연산기준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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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가지이다. 일부 품목은 성출하기와 비출하기로 구분하여 분석하려 했으나, 대부분 매월 관측하

는 품목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기간을 설정하였다.

3.2. 인터넷 검색지수 자료

농축산물 소비와 관련된 인터넷 검색 정보는 네이버 데이터 랩의 2017년 일별 검색지수를 사용

하였다.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 검색엔진 중에 식료품 관련 검색 비중의 86%를 차지3 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의 집단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네

이버 데이터 랩은 분야별 인기 검색어와 일별 검색어에 관한 검색어 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

며, 검색어 지수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 및 클릭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검색어 지수 산출에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의 선정이다.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는 검색어 지수를 추출

할 때 품목명과 더불어 연관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농산물

의 품목명을 검색한 지수가 아닌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상위 

8위의 검색어를 해당 품목명의 연관 검색어로 설정4 하여 분석 기간 동안의 해당 품목에 대한 검색지수

를 추출하였다. <표 2>은 30개 농축산물의 품목별 인터넷 검색지수에 사용된 상위 1~8위까지 인기 검

색어들을 나열한 것이다. 품목군별 인기 검색어를 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품종이나 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특히 과채나 채소류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심한 품목은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3.3. 농식품 구매액 자료

가구 소비자의 농축산물 30개 품목별 구매액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소비자 패널의 2017

년 일별 평균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 자료는 전국 1,314가구의 표본으로부터 일별 구매 관련 

정보를 기장 방식으로 기록한 각종 농식품 구매액 자료이다. 개별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가

3 인터넷 트렌드(http://trend.logger.co.kr) 자료를 참고하였다.

4 인기 검색어의 추출 기간이 분석대상 기간과 다른 이유는 네이버에서 인기 검색어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8월1일부터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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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소득, 응답자의 연령, 학력, 가구원수, 외식 횟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표 3>은 2017년 

365개(일부 과일, 과채는 출하기로 한정)의 품목별 검색지수와 구매액의 기초 통계량이다. 

표 2. 품목별 인기 검색어 현황(2017.8.1.∼2017.12.31.)

품목 구분 상위 1~8위까지의 인기 검색어 현황

쌀 쌀20kg, 쌀10kg, 쌀20kg가격, 현미, 찹쌀, 고시히카리쌀, 철원오대쌀, 백미20kg

콩 흰강낭콩, 서리태콩물, 서리태, 병아리콩, 작두콩, 완두콩, 검은콩, 렌틸콩

감자 돼지감자, 홍감자, 수미감자, 감자10kg, 햇감자, 감자20kg, 씨감자, 알감자

쇠고기 LA갈비, 한우선물세트, 소고기, 한우, 차돌박이, 스테이크, 소갈비, 티본스테이크

돼지고기 삼겹살, 등갈비, 이베리코, 대패삼겹살, 이베리코흑돼지, 돼지껍데기, 이베리코베요타, 뒷고기

닭고기 닭가슴살, 냉동닭가슴살, 닭다리살, 닭가슴살10kg, 생닭가슴살, 하림닭가슴살, 닭다리, 닭안심

오리고기 오리가슴살, 오리안심, 생오리, 훈제오리고기, 오리로스, 통오리, 생오리고기, 유황오리

계란 청란, 청란가격, 유정란, 자연방사유정란, 백봉오골계, 청계란, 포프리계란, 동물복지유정란

배추 배추가격, 봄동, 알배추, 얼갈이, 알배기배추, 얼갈이배추, 통배추, 쌈배추

무 알타리, 알타리무, 총각무, 알타리무우, 순무, 빨간무, 알타리가격, 치킨무

양배추 방울양배추, 양상추, 미니양배추, 유기농양배추, 무농약양배추, 양배추가격, 적양배추, 꼬마양배추

당근 제주당근, 유기농당근, 미니당근, 구좌당근, 주스용당근, 세척당근

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능이버섯, 송화버섯, 송이버섯가격, 능이버섯가격, 상황버섯, 자연산송이버섯

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의성마늘, 통마늘, 통흑마늘, 의성마늘 가격, 육쪽마늘, 남해마늘

양파 양파10kg, 자색양파, 양파5kg, 무안양파, 적양파, 양파20kg, 양파가격, 햇양파

건고추 2017년 건고추 가격, 고추, 홍고추

대파 냉동대파, 대파가격, 대파1단, 건조대파, 진도대파, 건조파, 라면후레이크, 대파분태

오이 백오이, 오이지오이, 오이지용오이, 취청오이, 백다다기오이, 오이가격, 가시오이, 다다기오이

애호박 쥬키니호박, 애호박가격, 쥬키니, 인큐애호박, 차요테, 애호박1개, 애호박비닐, 유기농애호박

딸기 냉동딸기, 산딸기, 킹스베리, 킹스베리딸기, 생딸기, 냉동과일, 코스트코냉동딸기, 가당딸기

수박 무등산수박, 미니수박, 씨없는수박, 냉동수박, 노란수박, 수박가격

참외 성주참외, 참외10kg, 성주참외가격, 성주참외10kg, 참외5kg, 못난이참외, 참외가격, 꼬마참외

토마토 방울토마토, 대저토마토, 대저짭짤이토마토, 짭짤이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토마토10kg, 토마토5kg, 완숙토마토

풋고추 청양고추, 고추, 고추가격, 아삭이고추, 오이고추

사과 세척사과, 사과10kg, 청송사과, 아오리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흠집사과, 미니사과, 엔비사과

배 나주배, 배선물세트, 배15kg, 황금배, 신고배, 흠집배, 추황배, 나주배가격

감귤 귤, 귤10kg, 레드향, 청귤, 제주감귤, 제주레드향, 황금향, 제주귤

포도 샤인머스켓, 거봉, 송산포도, 씨없는포도, 캠벨포도

복숭아 신비복숭아, 천도복숭아, 황도복숭아, 백도복숭아, 햇사레복숭아, 딱딱한복숭아, 냉동복숭아, 털복숭아

단감 진영단감, 단감10kg, 단감가격, 대봉감, 진영단감가격, 창원단감, 장성단감

주: 일부 품목(당근, 건고추, 수박, 풋고추, 포도)의 경우, 상위 1~8위까지의 검색어를 사용할 경우, 이전 순위까지의 패

턴과 다른 방향으로 집계되어 제외하였음.

자료: 네이버 데이터 랩(https://datal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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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계열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 통계량(2017.1.1.∼2017.12.31.)

주요 변수
(관측치 수)

검색지수 구매액(원)

평균 표준편차
변이
계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변이
계수

최솟값 최댓값

쌀(365) 55.7 11.8 0.21 22.4 100 306.4 137.3 0.45 45.6 987.5

콩(365) 31.0 10.3 0.33 15.7 100 17.6 29.4 1.67 0.0 165.1

감자(365) 38.9 16.9 0.43 16.0 100 96.9 59.8 0.62 3.8 399.5

곡물류 평균 41.9 13.0 0.31 18.0 100 140.3 75.5 0.54 16.5 517.4

쇠고기(365) 25.5 11.5 0.45 17.3 100 804.4 651.9 0.81 250.2 6,767.5

돼지고기(365) 20.8 6.9 0.33 10.6 100 807.0 304.6 0.38 105.9 3,167.3

닭고기(365) 60.4 16.5 0.27 17.0 100 133.2 82.0 0.62 5.3 802.8

오리고기(365) 60.8 11.1 0.18 25.3 100 14.0 15.3 1.09 0.0 85.4

계란(365) 4.1 7.8 1.90 1.6 100 253.3 74.2 0.29 45.5 640.8

축산류 평균 34.3 10.8 0.31 14.4 100 402.4 225.6 0.56 81.4 2,292.8

배추(365) 46.6 19.3 0.41 18.7 100 62.1 68.2 1.10 2.4 539.9

무(365) 33.9 12.1 0.36 18.1 100 74.3 46.2 0.62 12.4 400.8

양배추(365) 27.7 11.9 0.43 9.7 100 20.9 9.1 0.44 1.9 54.2

당근(365) 21.9 8.8 0.40 6.1 100 27.6 12.6 0.46 4.0 133.6

버섯(365) 17.6 14.4 0.82 8.2 100 90.1 50.7 0.56 21.5 500.8

마늘(365) 31.0 14.6 0.47 12.0 100 107.6 115.1 1.07 5.5 718.9

양파(365) 27.8 16.2 0.58 6.6 100 73.4 28.9 0.39 3.5 162.3

건고추(365) 58.8 10.9 0.19 37.1 100 4.4 7.7 1.75 0.0 61.9

대파(365) 30.8 12.3 0.40 7.8 100 49.0 18.3 0.37 17.3 147.7

채소류 평균 32.9 13.4 0.41 13.8 100 56.6 39.6 0.70 7.6 302.2

오이(365) 33.4 22.7 0.68 3.7 100 57.4 32.6 0.57 5.5 159.8

애호박(365) 12.5 7.9 0.63 4.0 100 32.9 11.6 0.35 6.1 97.1

딸기(365) 9.9 8.4 0.85 3.4 100 129.5 154.4 1.19 0.0 596.9

수박(183) 22.6 13.9 0.62 4.0 100 196.0 170.2 0.87 0.0 666.3

참외(272) 15.3 12.8 0.84 0.6 100 114.8 117.7 1.03 0.0 556.2

토마토(365) 26.8 23.1 0.86 3.8 100 113.6 82.7 0.73 0.0 387.9

풋고추(365) 48.7 14.7 0.30 28.1 100 15.1 7.3 0.48 0.0 45.7

과채류 평균 24.2 14.8 0.61 6.8 100 94.2 82.4 0.87 1.7 358.6

사과(365) 41.5 15.9 0.38 14.6 100 225.0 158.9 0.71 54.6 1,504.2

배(365) 10.6 14.8 1.40 1.3 100 58.6 140.5 2.40 0.0 1,086.5

감귤(335) 30.6 23.4 0.76 4.0 100 172.6 199.6 1.16 0.0 1,509.7

포도(214) 41.3 25.3 0.61 12.7 100 136.1 178.5 1.31 0.0 1,034.9

복숭아(184) 14.6 18.2 1.25 0.6 100 209.7 246.4 1.18 0.0 905.8

단감(365) 2.6 8.1 3.12 0.0 100 23.6 40.4 1.71 0.0 281.5

과일류 평균 23.5 17.6 0.75 5.5 100 137.6 160.7 1.17 9.1 1,053.8

주: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표준편차/평균으로 산정하였음.

자료: 네이버 데이터 랩(https://datalab.naver.com),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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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군별 검색지수의 변이계수를 보면, 곡물류와 축산류가 0.31로 가장 낮은 반면, 과일류가 

0.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과채류로 0.61이었다. 검색지수의 변이계수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계란 1.90, 단감 3.12, 배 1.40, 복숭아 1.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중 생산 또는 소비되는 육류나 곡류에 비해 과채류나 과일류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출하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군별 구매액은 축산류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채소류가 가장 낮았다. 이는 단위당 가격

이 축산류가 곡물이나 원예농산물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품목별 평균 구매액은 돼지고기가 807원

으로 가장 높고, 건고추가 4원으로 가장 낮았다. 

품목군별 검색지수와 구매액의 변이계수를 산출한 결과, 검색지수와 구매액 모두 과채류나 과일

류의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곡물류나 축산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 결과 

4.1.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검정 결과

먼저, 품목별 인터넷 검색지수와 구매액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DF 검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 4>는 품목별 구매액과 검색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곡물류에서 쌀은 구매액이 안정 시계열이나, 검색지수가 불안정 시계열이었으며, 콩은 구매액과 

검색지수 모두 안정 시계열, 감자는 구매액과 검색지수 모두 불안정 시계열이었다. 축산류에서 쇠

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구매액과 검색지수 모두 안정 시계열인 반면, 닭고기는 구매액이 

안정 시계열, 검색지수가 불안정 시계열로 나타났다. 채소류에서 배추, 무, 당근, 버섯, 마늘, 대파는 

구매액과 검색지수가 안정 시계열인 반면, 양배추와 양파는 구매액만 안정 시계열, 건고추는 검색

지수만 안정 시계열이었다. 과채류에서 애호박만 구매액과 검색지수가 안정 시계열이며, 딸기, 수

박은 검색지수만 안정 시계열, 풋고추는 구매액만 안정 시계열로 나타났다. 오이, 참외, 토마토는 구

매액과 검색지수 모두 불안정 시계열이었다. 과일류에서 사과, 배와 단감의 구매액과 검색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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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안정 시계열인 반면, 포도, 감귤은 구매액만 안정 시계열, 복숭아는 구매액과 검색지수 모두 불

안정 시계열이었다.

표 4. 품목별 검색지수와 구매액 ADF 단위근 검정 결과 

주요 품목 구매액 검색지수

곡물류

쌀 -7.0281*** -2.3249

콩 -4.4963*** -13.4758***

감자 -17957 -2.2469

축산류

쇠고기 -8.0151*** -3.4950***

돼지고기 -12.6265*** -4.9431***

닭고기 -6.4890*** -2.0845

오리고기 -18.7545*** -4.9488***

계란 -12.4039*** -6.2147***

채소류

배추 -2.8039* -2.7053*

무 -2.9960** -3.0024**

양배추 -5.8866*** -2.3996

당근 -12.8823*** -6.2971***

버섯 -11.5392*** -2.6542*

마늘 -3.8409*** -3.0526**

양파 -3.3955*** -2.2414

건고추 -1.5675 -2.6212*

대파 -3.2855** -3.5854***

과채류

오이 -1.7062 -0.9950

애호박 -12.1662*** -11.4632***

딸기 -0.9175 -5.4706***

수박 -1.5961 -3.2313**

참외 -1.8538 -3.0098

토마토 -1.6139 -2.7450

풋고추 -5.4031*** -0.5478

과일류

사과 -6.1509*** -3.2436*

배 -6.1349*** -6.0534***

감귤 -1.6437* -0.7997

포도 -3.9389*** -0.4677

복숭아 -0.5298 -1.5656

단감 -2.9265** -5.6064***

주: *, **, ***는 각각 10%, 5%,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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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이나 검색지수의 시계열 자료가 불안정할 경우, 1차 차분을 통해 안정 시계열로 변환할 수 

있으나, 차분 과정에서 자료의 고유 정보가 손실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분 검정

(co-integration test)을 통해 불안정 시계열 자료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나타날 경우 차분하지 

않은 원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종원 2013). 

실제 구매액이나 검색지수가 불안정 시계열(모두 불안정 시계열인 품목 포함)로 나타난 품목 15

개를 중심으로 공적분 검정을 한 결과<부록 1 참조>, 13개 품목은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보여 원자

료를 사용하였으나, 감자, 복숭아는 장기적으로 불균형 관계를 보여 1차 차분을 통해 안정 시계열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4.2. 그랜저 검정과 VAR 분석을 위한 적정시차 결정

그랜저 검정과 VAR 모형의 추정에 앞서 먼저 품목별로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검

정통계량을 기준으로 적정 시차를 구하였다<표 5>. 

표 5. 분석 대상 품목별 검색지수와 구매액의 적정시차

주요 변수 적정시차 주요 변수 적정시차

곡물류

쌀 8일
채소류

건고추 7일

콩 5일 대파 3일

감자 8일

과채류

오이 8일

축산류

쇠고기 4일 애호박 1일

돼지고기 2일 딸기 7일

닭고기 8일 수박 2일

오리고기 2일 참외 3일

계란 2일 토마토 7일

채소류

배추 8일 풋고추 3일

무 3일

과일류

사과 9일

양배추 2일 배 10일

당근 1일 감귤 9일

버섯 2일 포도 1일

마늘 10일 복숭아 3일

양파 9일 단감 3일

주: 적정 시차는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검정통계량 기준임.



14 제42권 제2호

쌀과 감자의 검색지수와 구매액 간의 적정시차는 8일, 콩은 5일로 나타났으며, 쇠고기는 4일, 돼

지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2일, 닭고기는 8일로 분석되었다. 

배추는 8일, 무와 대파는 3일, 양배추와 버섯은 2일, 당근은 1일, 마늘 10일, 양파 9일, 건고추 7일

이 적정시차로 분석되었다.

오이는 8일, 애호박은 1일, 딸기와 토마토는 7일, 수박 2일, 참외와 풋고추는 3일로 나타났으며, 

사과와 감귤이 9일, 배가 10일, 포도 1일, 복숭아와 단감이 3일로 나타났다.

30개 품목의 검색지수와 구매액 간의 서로 영향을 주는 평균 적정시차는 5일 전후이며, 곡물과 

과일류의 평균 적정 시차가 각각 7일, 6일로 타 품목군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4.3.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검색지수가 구매액에 선행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쇠고기와 배추를 예로 들어 이들 두 품목

에 대해 검색지수와 구매액의 일일 변화를 도시한 것이 <그림 1>이다(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부

록 8을 참조). <그림 1>에서 보듯이 쇠고기와 배추 모두 검색지수가 구매액을 선행하지만, 검색지

수의 변화가 실제로 구매액으로 이어지는 기간은 쇠고기가 배추보다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검색지수와 구매액의 일일 변화 추이: 쇠고기와 배추 사례 

<쇠고기> <배추>

<표 6>과 <표 7>은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두 변수 간의 선행성 여부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

기 위해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실행한 결과이다. 

앞서 VAR 모형에서 구한 품목별 적정 시차를 기준으로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검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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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F-통계량

검색지수 ⟶ 구매액 구매액 ⟶ 검색지수

곡물류

쌀 1.81* 1.84*

콩 5.02*** 2.97**

감자 2.17** 0.85

축산류

쇠고기 16.79*** 10.06***

돼지고기 0.20 2.56*

닭고기 4.67*** 1.13

오리고기 11.90*** 0.56

계란 5.01*** 0.07

채소류

배추 3.83*** 1.21

무 11.36*** 1.61

양배추 27.12*** 1.25

당근 0.05 6.11***

버섯 5.32*** 2.80*

마늘 5.91*** 4.69***

양파 1.78* 1.04

건고추 5.08*** 0.79

대파 9.40*** 3.06**

과채류

오이 1.69* 1.73*

애호박 0.04 0.06

딸기 2.07** 1.72*

수박 4.70*** 3.32**

참외 5.59*** 5.35***

토마토 4.80*** 4.12***

풋고추 2.87** 1.50

과일류

사과 3.61*** 5.04***

배 17.90*** 17.54***

감귤 12.54*** 6.59***

포도 15.36*** 15.07***

복숭아 0.21 1.45

단감 2.70** 3.54**

주: *, **, ***는 각각 10%, 5%,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6. 구매액과 검색지수 간의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와 구매액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곡물류의 쌀, 콩, 축산류의 쇠고기, 채소류의 버섯, 마늘, 대

파, 과채류의 오이,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과일류의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으로 총 16개이다.

검색지수만 구매액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곡물류의 감자, 축산류의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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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배추, 무, 양배추, 양파, 건고추, 과채류의 풋고추로 총 10개 품목이다. 반대로 구매액만 검색지

수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돼지고기와 당근 2개 품목이며, 구매액과 검색지수 서로 영향이 없는 품목

은 애호박과 복숭아 2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관측 품목 30개 중에 검색지수와 구매액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16개 품목, 검색지수

만 구매액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 10개 품목, 구매액만 검색지수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 2개 품목, 서

로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이 2개 품목으로 집계되었다. 

표 7. 구매액과 검색지수 간의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취합

구매액과 검색지수 서로 영향 주는 
품목(16)

검색지수-> 구매액에 영향을 
주는 품목(10)

구매액-> 검색지수에 
영향을 주는 품목(2)

구매액과 검색지수 서로 
영향 없는 품목(2)

쌀, 콩, 쇠고기, 버섯, 마늘, 대파, 
오이,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감자,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배추, 무, 양배추, 
양파, 건고추, 풋고추

돼지고기, 당근 애호박, 복숭아

주: 적정 시차는 S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검정통계량 기준임.

30개의 농업관측 품목 중에 26개가 구매액과 검색지수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부록 2~ 7 참조). 해당 품목(26개)의 경우에는 VAR 모형 분석을 통해 상대 변수의 과거 시차

와 어떤 형태(부호, 시차 등)의 인과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여 검색지수가 구매액을 선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4. VAR 모형과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품목별 VAR 모형 추정 결과5 인 <표 8>를 토대로 구매액과 검색지수 서로 간의 (+) 또는 (–) 영

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인과성이 없는지를 가장 유의미한 과거 시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구매액 ⟷ 검색지수(상호 영향)인 품목은 콩, 쇠고기, 닭고기, 무, 버섯, 마늘, 건고추, 대파, 

오이, 딸기, 참외, 토마토, 풋고추, 사과, 배, 감귤, 포도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구매액 ⟶ 검색지수

5 한 심사자는 검색지수의 요일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요일더미 변수를 고려하여 그랜저 검정과 VAR 모형을 추정

한 결과, 요일효과가 특정 요일에 나타나기보다는 없거나 많게는 6개 요일더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요일의 개수도 

품목별로 서로 달라서, 검색지수에서 특정 요일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검색 활동은 집단적인 사고(思考)이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사고(思考)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면서 인터넷 검색지수가 소

비를 예측하기 위한 선행지수라면 잠재적인 요일효과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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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수값이 작아 영향력이 미미하여, 대부분 검색지수 ⟶ 구매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검색지수 ⟶ 구매액인 품목은 감자, 오리고기, 계란, 배추, 양배추, 양파, 단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검색지수와 구매액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검색지수만 구매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 검색지수가 구매액을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론에 논의한 바와 같이 해

당 품목의 인터넷 검색량을 살펴보면 향후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검색지수

가 구매액에 정(+)의 영향을 주며 선행하는 품목은 17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 인터넷 검색 활

동의 증가가 해당 농산물의 구매액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검색지수가 구매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닭고기, 계란, 배추, 양파, 딸기, 토마

토, 사과로 총 7개 품목이다. 이는 인터넷 검색 활동이 많아질수록 구매액이 감소하는 품목으로 해

당 시기의 수급 불안 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거나 안전성 이슈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의 인터

넷 검색량이 늘었고 이에 따라 구매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단적인 사례로 닭고기와 계란의 경

우 2017년 8월에 발생했던 살충제 성분 검출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

였고, 그 후 구매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 8. 품목별 검색지수와 구매액의 VAR 모형 분석 결과

주요변수
유의성이 가장 높은 계수값 기준

주요변수
유의성이 가장 높은 계수값 기준

검색지수⟶ 구매액 구매액⟶ 검색지수 검색지수 ⟶ 구매액 구매액⟶ 검색지수

쌀 × -0.004 건고추 0.21 0.06

콩 0.70 0.05 대파 0.19 0.09

감자 1.06 × 오이 0.35 0.03

쇠고기 26.67 -0.002 애호박 × ×

돼지고기 × -0.002 딸기 -1.79 -0.01

닭고기 -2.12 0.01 수박 × 0.01

오리고기 0.38 × 참외 0.86 0.02

계란 -1.84 × 토마토 -0.75 -0.02

배추 -1.66 × 풋고추 0.11 0.09

무 0.57 -0.02 사과 -3.29 -0.01

양배추 0.20 × 배 7.01 0.01

당근 × -0.07 감귤 4.63 0.01

버섯 1.18 0.01 포도 1.31 0.01

마늘 3.09 0.01 복숭아 × ×

양파 -0.49 × 단감 0.52 ×

주: 가장 유의한 계수값은 t-statistics의 값이 가장 큰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유의수준이 10%를 초과한 경우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여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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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매액 ⟶ 검색지수인 품목은 쌀, 돼지고기, 당근, 수박으로 나타났으나, 계수값이 작아 영

향력은 크지 않았다. 한편, 구매액과 검색지수가 서로 영향이 주지 않는 품목은 애호박, 복숭아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그랜저 검정 결과와 동일하게 이들 품목에서는 구매액과 검색지수 상호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VAR 모형의 추정 결과를 토대로 검색지수와 구매액이 어느 시기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을 하였다. 구매액의 충격이 

검색지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검색지수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구매액에

서 나타나는 반응 시차만을 살펴보았다.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품목별 검색지수와 구매액 간의 충격반응 분석 결과

주요변수
검색지수 충격에 대한 
구매액의 반응 시차

주요변수
검색지수 충격에 대한 
구매액의 반응 시차

쌀 - 건고추 2일

콩 4일 대파 2일

감자 2일 오이 9일

쇠고기 4일 애호박 -

돼지고기 - 딸기 4일

닭고기 5일 수박 -

오리고기 2일 참외 11일

계란 2일 토마토 4일

배추 6일 풋고추 2일

무 9일 사과 8일

양배추 3일 배 7일

당근 - 감귤 11일

버섯 1일 포도 8일

마늘 9일 복숭아 -

양파 9일 단감 5일

주: VAR 모형 추정 결과에서 검색지수 -> 구매액이 유의하지 않은 품목인 쌀, 돼지고기, 당근, 애호박, 수박, 복숭아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에서 제외함.

품목별로 살펴보면, 검색지수에 충격이 발생하면, 곡물류 중 콩의 경우는 4일차에 구매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감자는 2일차로 나타났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검색지수의 충격이 4일차에 구

매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닭고기가 5일, 오리고기와 계란이 각각 2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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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류인 배추는 검색지수의 충격이 6일차, 무는 9일차, 양배추는 3일차, 버섯은 1일차, 마늘과 양파

가 각각 9일차, 건고추와 대파가 각각 2일차에 구매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

류는 검색지수의 충격에 오이가 9일차, 딸기가 4일차, 참외는 11일차, 토마토는 4일차, 풋고추는 2

일차, 과일류는 사과가 8일차, 배가 7일차, 감귤이 11일차, 포도가 8일차, 단감이 5일차에 구매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30개 전체 품목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부록 7 참조)에 따르면, 검색지수에 충격이 발생할 때 

구매액에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나는 시차가 평균 5.38일로 추정되어, 인터넷 검색 활동이 농축산물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관광(한 달 정도)이나 질병(감기의 경우 1~2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사용률은 전체 인구의 90%(2017년 7월 기준)를 차지할6 만큼, 인터넷은 

우리 일상생활에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검색 활동은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평가할 때 

또는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교류할 때 중요한 매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이 가진 이러한  

기능 때문에 인터넷 검색량을  산업 경기 동향의 파악이나 특정 사건 발생의 예측에 활용하려는 연

구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매 동향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인터넷 검색 활동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인터넷 검색지수와  농축산물 구매액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분석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품목 30개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일별 구매액과 검색지수

에 대한  VAR 모형과 충격반응함수 추정 등 시계열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후에 분석대상 품목

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 결과를 토대로 검색지수와 구매액이 서로 영향을 주는 품목, 검색지수만 

구매액에 영향을 주는 품목, 구매액만 검색지수에 영향을 주는 품목,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으

6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https://isis.kisa.or.kr/)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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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지수와 구매액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검색지수만 구매액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 전체 

30개 중에 24개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품목의 경우, 구매액이 검색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었다. 

둘째, 검색지수가 구매액에 영향을 미친 품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검색지수 활동이 증가한 시

기로부터 약 5~6일 이후에 해당 농축산물의 구매액 증가(또는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관측 품목의 약 80%가 과거 인터넷 검색 활동이 구매액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

러한 결과는 주요 농축산물의 인터넷 검색지수가 소비자의 구매액을 선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요 농축산물 소비 관측 시 인터넷 검색지수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농산물 관측 운영은 공급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관측의 정확

성을 위해서는 소비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지 및 도·소매 시장의 데이터

는  구축되어 있으나, 소비 측면에서의 데이터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검

색지수는 저비용으로 실시간 농식품 소비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관측 

품목의 가격 전망 시에 인터넷 검색지수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거나 소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관측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지수는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

이 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데이터로서 역사가 짧다는 점 등의 한계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

도  향후 농업관측기관이 검색지수의 지속적인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소비관측용 빅데이터로 

활용한다면, 인터넷 검색지수는  소비자의 농축산물 수요를 파악하는 데 기존의 사후적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지수와 연계되어 제공되는 품목별 소비 관측 정보

는 정부 및 수급유관기관(농협,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

로 하여금 수급 불안이나 갑작스런 이슈에 따른 과수요나 소비 부진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게 함으

로써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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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품목별 검색지수와 구매액 간의 공적분 검정 결과 

주요 품목의 구매액과 검색지수 귀무가설(H0)
고유근

(Elgenvalue)
Trace 통계량 5% 임계치 p-value

곡물류

쌀
No. of CE=0 0.051 28.691 15.495 0.000

No. of CE=1 0.027 9.923 3.841 0.002

감자
No. of CE=0 0.014 8.274 15.495 0.437

No. of CE=1 0.009 3.111 3.841 0.078

축산류 닭고기
No. of CE=0 0.056 27.932 15.495 0.000

No. of CE=1 0.021 7.494 3.841 0.006

채소류

양배추
No. of CE=0 0.181 80.622 15.495 0.000

No. of CE=1 0.023 8.555 3.841 0.003

양파
No. of CE=0 0.032 16.620 15.495 0.034

No. of CE=1 0.014 5.154 3.841 0.023

건고추
No. of CE=0 0.095 43.892 15.495 0.000

No. of CE=1 0.023 8.164 3.841 0.004

과채류

오이
No. of CE=0 0.052 23.597 25.872 0.094

No. of CE=1 0.013 4.590 12.518 0.656

딸기
No. of CE=0 0.034 13.649 15.495 0.093

No. of CE=1 0.003 1.119 3.841 0.290

수박
No. of CE=0 0.114 27.017 15.495 0.001

No. of CE=1 0.028 5.180 3.841 0.023

참외
No. of CE=0 0.106 34.169 18.398 0.000

No. of CE=1 0.015 4.072 3.841 0.044

토마토
No. of CE=0 0.067 33.066 18.398 0.000

No. of CE=1 0.022 8.121 3.841 0.004

풋고추
No. of CE=0 0.090 38.032 15.495 0.000

No. of CE=1 0.011 3.975 3.841 0.046

과일류

감귤
No. of CE=0 0.060 20.919 12.321 0.001

No. of CE=1 0.002 0.705 4.130 0.460

포도
No. of CE=0 0.168 40.853 15.495 0.000

No. of CE=1 0.009 1.863 3.841 0.172

복숭아
No. of CE=0 0.060 15.026 25.872 0.572

No. of CE=1 0.022 3.944 12.5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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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VAR 모형 추정을 통한 곡물류 구매액과 검색지수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설명 변수
쌀 콩 감자

검색지수 구매액 검색지수 구매액 검색지수 구매액

검색지수(t-1)   0.82*** -0.52   0.38*** 0.22 -0.20*** -0.11

검색지수(t-2) -0.26*** 2.14   0.11** -0.29* -0.19***   0.88**

검색지수(t-3) 0.08 0.20 0.06 -0.11 -0.09* 0.18

검색지수(t-4) 0.06 -0.76 -0.04    0.70*** -0.09*   0.94**

검색지수(t-5) -0.17*** 1.88   0.13** -0.10   -0.16***   1.06**

검색지수(t-6)   0.28*** -0.44 0.07 0.02

검색지수(t-7)   0.49*** 0.48    0.40*** 0.57

검색지수(t-8) -0.38*** -0.31    0.19***   1.06**

구매액(t-1) -0.004** 0.05 0.01    0.15*** 0.003   -0.89***

구매액(t-2) -0.001    0.19*** 0.12 0.02 0.007   -0.72***

구매액(t-3) 0.003 0.08   0.05***   0.12** 0.007   -0.59***

구매액(t-4) 0.000 -0.01 -0.04**   0.17*** 0.004   -0.44***

구매액(t-5) -0.003 -0.02 0.001   0.26*** 0.000   -0.35***

구매액(t-6) -0.004**    0.18*** 0.003   -0.32***

구매액(t-7) -0.001 0.08 0.005 -0.10

구매액(t-8) 0.004*   0.13** -0.008 0.03

상수항   6.40*** -49.13 10.31 -8.43 -0.05 0.20

조정 결정계수 0.82 0.22 0.28 0.32 0.29 0.46

주: *, **, ***는 각각 10%, 5%, 1%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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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구매액과 검색지수의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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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품목별 검색지수와 구매액 추이(2017.1.1.~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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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품목별 검색지수와 구매액 추이(2017.1.1.~2017.12.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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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ategy for improving policies and revitalizing the 

wholesale markets along with implications for the essential function and role of 

the wholesale marke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overseas markets of Japan 

and France with the wholesale markets of Korea. The fruit and vegetable whole-

sale markets have been a supporters of the economy around large-scale cities, 

and have played a role for the public good, (i.e. fair transactions and price stabil-

ity). However, a significant change has been observed i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fruit and vegetable wholesale markets because of the changing market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such as large-scale distributors entering the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histor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whole-

sale markets of major countries have been created and developed, and how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wholesale markets have changed. This knowledge is re-

quired for establishing a more efficient strategic policy for distribution related to 

the fruit and vegetable wholesale markets of Korea. 

차례

1. 서론

2. 연구방법 및 자료

3. 국가별 농산물 유통체계와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

4. 국가별 도매시장 경유율 산정과 변화 

추이 

5. 국가별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 비교

6. 요약 및 결론

*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과제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2017)”의 일부

를 발췌하여 논문화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교신저자. e-mail:bochoi@krei.re.kr

***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박사과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6 제42권 제2호

1. 서론 

세계 각국의 농산물 유통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해 왔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매유

통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사항이며, 농산물 수출국을 제외한 유럽 및 아시아의 국가는 도

매시장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이루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신선농산물을 산지에서 소

비지까지 신속하게 수집 및 분산하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각 국가

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벗어나면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 패턴이 대량생산 및 소비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 및 소비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국가마다 인구 증가의 

둔화, 대가족 중심에서 4인 이하 소규모 가족 중심으로의 변화 및 1인 가구의 확산, 노령층 인구 증

가 등과 같은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며, 유통체계 또한 과거 도매시장 중심의 대량 유통체계에서 수

요자 맞춤형 소량 유통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경로도 도매시장 이외의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등과 같은 시장 외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외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가 가장 많고 과거 도매시장 경유율도 90% 수준에 달하였지만, 소비

지 유통환경 변화로 도매시장 수수료를 인하 또는 자유화하거나 도매시장 거래에 중도매인 이외에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자 등의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0년대 후반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도매시

장의 기능과 경유율이 급격하게 쇠퇴하였으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1 및 도매시장의 로

컬푸드 취급, 배달 서비스 등의 전략으로 인해 도매시장 취급량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도매시장 모델을 도입하여 현재 전국에 32개의 중앙 및 지방 공영도매시장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이 변했

고, 건축된 지 20~30년이 되다보니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집과 분산기능이 열악하여 정부는 도매시

장의 이전,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나친 규모화 요구와 납품 시기, 가격책정, 반품기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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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소비지 유통환경이 과거 도매시장 중심에서 대형유통업체, 체인형 슈퍼마켓, 온라

인 유통 등으로 재편되어가는 현시점에, 일본 및 프랑스의 도매시장 간 국제비교는 향후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해당 국가와 같이 급격하게 또는 서서히 저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매시

장의 기능 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유통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프랑스는 규모가 작은 지방 도매시장의 기능

과 역할이 급속하게 쇠퇴하여 도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소매 기능 위주로 재편되었다. 반면, 일

본은 도매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도매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제도를 다양화2 시켰고 각

종 수수료와 물류비용 등을 생산자와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합의를 통하여 인하하거나 

자유화시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매시장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도매시장 현황 및 시설 개선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매시장 물류와 거래제도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장성욱 외(2007), 전창

곤 외(2009, 2014)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해외 도매시장의 사례 분석 및 제도 관련 연구 등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주로 일본의 거래 및 유통시스템 관련 연구로, 후지시마 히로지(2003, 2005, 

2012), 위태석 외(2004), 호소카와 마사시(2005), 최병옥(2006)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특히 도매

시장의 국제비교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관련 법과 제

도를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실시한 권승구(2008, 2009)의 연구가 있지만, 국가별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가 각국의 도매시장 설립과 발전과정, 도매시장 

기능 재편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국가별 도매

시장의 경유율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인 수집 및 분산, 가격 결정과 정산기능

을 비교함으로써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및 특징을 파악하고 도매시장의 설립 및 발전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경매제에서 상대거래, 예약형 상대거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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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도매시장의 경쟁력 척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유율과 농산물 수집 및 분산 기능, 가격결정 및 

정산 기능, 물류 기능 등의 비교를 통한 각국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

내 도매시장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2.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한국, 일본, 프랑스 도매시장의 국제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도매

유통 및 도매시장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프랑스 도매시장 관련 자료는 수

집이 어려워 현지 도매시장 전문가(Michel Escoffier)의 위탁연구를 활용하였다.

한편 주요국 도매시장 경쟁력의 척도를 나타내는 경유율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국내 도매시장의 

경유율은 식 (1), (2), (3)에 의해 국내산, 수입산, 청과물 전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국내산 청과물   국내 청과물 생산량 

공영도매시장 국내산 청과물 거래량 

(2)        수입산 청과물   청과물 수입량 

공영도매시장 수입산 청과물 거래량 

(3)        청과물 전체   청과물 생산량 
 청과물 수입량 

 청과물 수출량 

공영도매시장 청과물 전체 거래량 

2.2. 자료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유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채소류·과실류 생산량 조사를 활용

하였으며, 도매시장 청과물 거래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내 공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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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장 자료만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에 공급되는 청과물 경유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청과물 

생산량에 청과물 수입량을 포함한 후 수출량을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에 aT에서 조사한 농수산물무

역정보 무역통계를 활용하였다. 

한편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채소류·과실류 생산량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에 제시된 청과

물 거래품목은 조사기관이 달라 서로 상이하다. 도매시장 경유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생

산량과 거래량의 품목이 동일하도록 해야 하지만 생산량 자료와 도매시장 거래량 자료를 모두 일치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에는 버섯류, 감자, 고구마 등이 채소

로 분류되어 있으나 통계청은 임산물과 서류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서 분류한 기준을 적용하여 청과물 생산량에는 채소류, 과실류, 서

류, 임산물을 포함하고 도매시장 거래량은 채소와 과일부류를 합하여 청과물 거래량으로 나타냈다.

한편 일본의 도매시장 관련 통계자료는 농림수산성에서 발간하는 연도별 �도매시장 데이터집�

을 활용하였고, 프랑스 관련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프랑스 도매시장연

합회 사무국장과 세계농산물도매시장협회(WUWM) 고문을 역임한 미셀 에스코피에(Michel 

Escoffier)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3. 국가별 농산물 유통체계와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

3.1. 국가별 농산물 유통체계

3.1.1. 한국

국내 농산물 유통단계는 크게 산지유통, 도매유통, 소매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유통은 농

협이나 영농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단체와 산지유통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농가

와 소비자 간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유통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농협이나 대

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와 가공업체 등이 포함되며, 소매유통은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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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생활협동조합이나 재래시장, 일반 소매점, 급식·요식업체, 온라인업체 등이 포함된다.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는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된 1985년을 기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85년 이전

의 농산물 유통은 위탁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85년 국내 최초의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이후 다수의 공영도매시장이 개설되면서 공영도매시장을 중

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SSM3 , 편의

점 등의 규모화 및 체인화가 진전되면서 농산물 유통은 도매시장 중심에서 소비지 유통 중심으로 빠

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 1985년 이후의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

주 1) 점선 박스 내용은 농안법 관련 조항임.

2) 시장도매인제도는 2004년 도입되어 강서도매시장에서만 운영 중임.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도매시장 중심의 도매유통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산지로부터의 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낮

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지위와 역할이 취약해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산지의 조직화․규모화가 진전되면서 규모화된 산지를 중심으로 도매시

장 외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최병옥 외 2017)에 따르면 산지

3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서 대형유통업체가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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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조직의 주요 농산물 출하처 비중은 도매시장 50.6%, 대형유통업체 44.6%로 나타나 도매시장

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지만 두 출하처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빈 도 비 중

도매시장 85 50.6

대형유통업체 75 44.6

기타 8 4.8

합 계 168 100.0

표 1. 산지유통조직의 주요 농산물 출하처

단위: 명, %

주: 전국 APC 운영 산지유통조직(168개) 자체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둘째, 도매시장의 취급 비중이 높고 경매 위주의 가격결정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거래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매

시장의 취급 비중은 2015년 기준 57.3%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산물 거래 및 가격 결정은 대부분 경매에 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정가․수의매매와 비상장거래 및 시장도매인에 의한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2015년 물량 기준 정가․수의

매매 비중이 약 19.2%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며, 가격이 결정되어 들어오는 수입농

산물과 비상장거래 품목을 제외하고는 적용되는 품목이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다.

구 분
2005 2010 2015

물량 금액 물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물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경매·입찰
5,130
(95.0)

53,554
(94.2)

5,065
(91.7)

▿1.4
77,445
(92.0)

▴44.9
5,056
(80.8)

▿1.4 79,051 ▴47.6

정가·수의
271
(5.0)

3,292
(0.4)

456
(8.3)

▴68.3
6,716
(8.0)

▴104.0
1,204
(19.2)

▴344.3
18,180
(18.7)

▴452.2

표 2. 국내 도매시장의 상장거래 매매방법별 실적

단위: 천 톤, 억 원, %

주: 증감률 기준은 2005년임.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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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비지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은 경매 중심의 경직된 거래로 인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안정적인 거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지 유통의 도매시

장 의존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농산

물 유통구조도 상당 부분 변화하였으며, 규모화·체인화가 진전된 일부 소매점들은 도매시장 외 유

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3.1.2. 일본

  일본의 농산물 유통단계도 산지, 도매, 소매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단계에서 생산된 농산물

의 약 93%가 도매단계로 출하되며, 도매단계의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에서 취급하고 있

다. 이후 수입농산물을 포함하여 소매단계의 슈퍼마켓, 식료품점, 일반소매상, 직매장 등을 거쳐 최

종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림 2. 일본의 농산물 유통경로별 비중

단위: 억 엔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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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산물 유통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이다. 일본은 2016년 

현재 64개의 중앙도매시장과 1,081개의 지방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은 중앙정부

의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신선식품의 거점물류 역할과 가격결정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도매시장의 수급을 반영한 가

격결정 기능은 여타 도매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지방도매시장과 차별화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한편 지방도매시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도부현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중앙도매시장 권역 내에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설 허가권자인 도도부현 지

사가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보고 및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림 3. 일본 도매시장을 통한 신선식품의 주요 유통경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7). �도매시장 데이터집�.

둘째, 농산물 수입과 시장 외 유통경로 증가로 인한 도매시장 취급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 도

매시장의 농산물 경유율은 2006년 91.9%에서 2014년 84.4%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장 외 유통인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취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유율 91.9 87.2 88.1 87.7 87.4 85.9 85.1 85.8 84.4

표 3. 일본 도매시장의 국내산 청과물 경유율 변화

단위: %

자료: 농림수산성(각 연도). �식품수급표�, �청과물도매시장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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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매시장 가격결정 방식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매 비중이 급속

하게 하락하면서 위탁집하․상대매매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방

식이 가격변동이 큰 경매방식에서 수급 및 가격안정을 희망하는 소비지 유통업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대매매로 전환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4.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물 경매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7). �도매시장 데이터집�.

넷째,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하여 소비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약 28%로 추정되며, 30년 후에는 33.7%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 1인당 식료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에는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로컬푸드

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직판장의 수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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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프랑스

프랑스의 농산물 유통은 2000년 이후 크게 도매시장, 기업화된 도매물류센터, 인터넷 판매 등 3개

의 부문으로 조성되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창출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신선농산물의 국내 생산 비중은 54%이며, EU 역내를 비롯한 해외 수입 비

중은 46%이다. 도매단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공영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밖의 도매

사업자를 통한 유통 비중은 43%이고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센터를 통한 유통 비중은 57%이다.

그림 5. 프랑스의 농산물 유통경로

단위: 억 유로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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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농산물 도매업은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공영도매시장(MIN)으로 전국에 

20개소가 있으며,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사업자는 2,200개소, 생산자 직판 도매 3,800개소를 운영하

고 있다. 둘째, 공영도매시장 밖에서 자율적인 상거래를 실시하는 도매사업자로 약 400개 업체가 

운영된다. 셋째, 기타 도매회사로서 요식업체 전문 도매사업체 Cash & Carry4 는 공영도매시장 내 

또는 도매시장 밖에 입지하여 운영된다. 넷째, 대형유통업체 구매본부로 규모화된 산지와 직배송 

거래를 실시하며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공급한다. 

프랑스의 농산물 소비는 대형유통업체보다 전통적인 전문소매점 또는 지역 시장에 대한 선호도

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1999년 기준 농식품(가공식품 포함)의 대형

유통업체 취급 비중은 90% 이상이었지만 신선농산물의 전문소매점 취급 비중은 약 30%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의 농산물 도매사업자는 전통부문(전통시장, 전문소매점) 구매자의 요구에 대응하

여 완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사업자(Grossistes à Service Complet: GASC), 공영도매시장 

밖의 전문화된 도매사업자인 배송도매업, Cash & Carry 중심의 현금거래도매업, 협동조합이나 농

기업 형태의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직판도매 등의 4가지 유형이 있다. 

구 분 주요 업무 주요 거래처 특 징

완전서비스
도매업
(GASC)

∙신선/가공 등 다품목, 전문성

∙묶음 상품 

∙시간, 장소에 배송

∙상업 요식업소

∙대형유통업체

∙공예/스낵 업체

∙수요자는 도매시장 방문 없이 

전화, 온라인 주문

∙농식품 플랫폼 기능 수행

배송도매업
∙그룹별 묶음 상품 취급

∙배송 서비스

∙도매업자

∙대형유통업체　

∙공영도매시장 밖의 전문화된 

도매사업자

현금거래
도매업

∙대량·다품목 거래

∙판매지역 관리

∙개발하여 납품

∙요식업소

∙소매점, 식품업체

∙전통적인 도매사업자, 상품을 

비교 선택하는 수요자에게 직

접 판매

생산자 
직판 도매 

∙특정 거래

∙현장 판매

∙배달 아웃소싱

∙고급 요식업소

∙청과 전문 소매점　

∙공영도매시장 내 로컬푸드 취

급 코너 신선채소류(고품질)

표 4. 프랑스 청과물 도매사업자의 유형별 특징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4 도매시장 내에 있는 도매형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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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가별 도매시장 설립 및 발전과정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설립연도는 그 나라의 사회 및 경제적 발전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러나 도시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 수급 및 가격안정의 중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면서 인구과밀 지역 또는 외곽지역, 그리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이 설립 및 발전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3.2.1. 한국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산업화·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었고, 농업 생산기술의 발전과 소비지 농산물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생계형 중심의 농업생산 형태에서 상업농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도시

화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경제 안정과 지속적인 산업인프라 구

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상업농 구조

로 전환되면서 계절적인 생산 및 출하구조에서 연중생산 및 출하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농산

물의 상품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형태나 품종 선택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생산자들은 수급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경로, 출하시

기, 출하처 등에 대한 다양한 유통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소비용으로 유통기능의 효

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장에서 수급을 반영하는 적정가격 형성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거래과정의 투명성, 가격형성의 공정성, 

시장정보의 공개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1976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은 

이전의 유사도매시장 중심에서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정부는 1977년 대규모 농수

산물도매시장 건립방침을 결정하고 1982년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 6월 시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영도매시장 건설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농산물 유통단계는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높았기 때문에 도매시장 내 공정거래가 정착되

지 못하고 중간상인에 의한 가격조작 등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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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는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신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국내 대기업의 유통참

여로 인한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농산물 유통경로·유통주체 간의 경쟁·협력관계가 심화되었으며, 

고비용 저효율 유통구조와 수급불안정 요인 내재, 거래제도의 경직성 및 공정거래질서 미정착, 소

매단계의 과다한 유통마진 등의 문제점은 그대로 상존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도매시장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4년 2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에 산지유통효율화 및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대책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규제 완화, 물류효율화 및 시장기능 특화 추

진 등을 중심으로 한 도매시장 유통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유통정책에도 불구하

고 도매시장은 경매 위주의 거래방식으로 인한 거래비용 및 하역비 증가 등으로 저효율·고비용 구

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

고 있다.

3.2.2. 일본

일본은 19세기 후반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집중이 이루어졌으며, 청

과물 중심의 식료품과 기타 일용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식료품 가격 폭

등에 대비하여 주요 도시에 공설소매시장을 설치하였으나 공설소매시장 정책이 실패하면서 물가폭

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설중앙도매시장의 설치를 계획하였다. 도쿄

시는 1921년 도교시의회에 ｢중앙공설시장설치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였으며, 1922년 ｢중앙시장설

치에 관한 건의｣가 가결되어 도매시장 건설이 시작되었다. 1922년에 나고야시의회에는 ｢중앙시장

계획안｣이 논의되었으며, 계획안에는 나고야시에 의한 기존 도매회사의 매수와 중도매인의 배제, 기

존에 설치된 유사시장의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중앙정부 내부에서는 내무성과 농상무성을 중

심으로 중앙도매시장의 방향에 관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1923년 2월 12일 농상무성의 ｢중앙도매

시장법｣이 중의원에 제출되어 귀족원(현재의 참의원)의 심의를 거쳐 1923년 3월 30일에 공포되었

다. 일본 정부가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됨으

로써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소매시장의 통합과 물류시설의 확충, 그리고 시장 내 업자의 신용 강화와 

업무의 공적규제를 통한 신선식료품 가격의 안정과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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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법｣ 제정 이후 대규모 중앙도매시장은 대형화되었지만 소규모 지방도매시장과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규모가 영세한 중도매인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도매시장의 분산기능

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중앙도매시장법｣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를 계기로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매시장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71년 

｢도매시장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도매시장법｣은 1999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도매시장

이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면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

며, 이를 통해 도매시장이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2.3. 프랑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플랜과 연계한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으로 대도시 인구가 급

속히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

라서 대도시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에, 국가 정

책을 통해 대량생산을 장려하고 대량유통을 통제하는 한편, 대량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

관리와 물류의 효율성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1950년대 프랑스 정부는 도시의 중심부, 외곽, 

기차역 근처 등에서 도매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를 일정 구역 안으로 집결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

으며, 그 결과 공영도매시장(MIN)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신선농산물의 거래를 

현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53년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도시에 16개의 공영도매시장

을 개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이유는 첫째, 도시 중심에 위치한 전

통도매시장의 도시 외곽 이전, 둘째, 거래투명성 개선, 셋째, 정부의 식량공급 통제권 행사, 넷째, 건

강을 위협하는 위생관리, 다섯째, 생산자와 소매점들 간 효율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도매시장 네트

워크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공영도매시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민에게 제공되는 농산물(특히 신선채소), 수산

물, 육류 등의 공급량이 확대하면서 성장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대형유통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두 주체 간 경쟁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80~1999년까지 공영도매시장의 취급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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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공영도매시장의 많은 도매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인수, 합병, 투자 확대 등으로 도매사업의 규모

를 확대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도매사업자의 품질경쟁력, 상품의 다양성, 서비스 경쟁력, 

식자재 전문 도매업 확대 등의 혁신적인 전문화 전략을 통해 2000년 이후 공영도매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관련 제도들도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최근 매출이 증가하고 있

는 인터넷 거래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농산물 도매유통은 각 유통경로별로 전문화되었다.

구 분 설립 배경 도매시장 입지

한국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로 인한 도시화로 농산물 가격변동 심화 

∙수급을 반영한 가격결정 및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1980년대부터 건립 시작

∙대도시 및 지방중소도시

일본

∙1960~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소비 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 심화

∙농산물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채소류 주산지 육성정책 시행

∙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도매시장 설립 시작

∙대도시 및 지방중소도시

프랑스

∙1958년 MIN(공영도매시장) 창설 법률 제정

∙1960년대 도매시장 24개소 개설, 현재 20개소

∙개설 이유 

  1) 도시 중심에 위치한 전통 도매시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

  2) 정부의 식량공급 통제권 행사(2차 세계대전 시 심각한 식량부족의 경험)

  3)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관리(특히 육류)

  4) 생산자와 소매점 간 효율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도매시장 네트워크

     (청과 중심으로 전국에 약 20개 운영)

∙대도시 외곽 및 지역 핵심도시

  (현 소재지)

표 5. 도매시장 설립 배경 국제비교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3.2.4. 국가별 도매시장 관련 제도와 관리체계

국가별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의 설립과 운

영을 담당하는 규제 형태의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며, 관리 및 감독의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

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과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민간으로 모

두 이양된 상태이다. 또한 프랑스는 도매시장 관련법이 1958년까지 규제법 성격으로 존재하였지만 

유통환경 변화로 인하여 2006년 도매시장 관련 규제를 단순화하는 법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도매

시장 관리 및 감독의 주체도 과거에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었지만 현재는 도매시장 관련 경제주

체가 연합회를 구성하여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 물류효율성 향상, 청결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자체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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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률제정 목적 법률적 근거 관리 및 운영주체

한국
∙청과물의 대량수집 및 분산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거래질서와 공정거래 확립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농안법)
∙국가 및 지자체

일본

∙중앙 및 지방 도매시장의 법률적 근거 확립 

및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지속

적 정비

∙도매시장법 ∙국가 및 지자체

프랑스

∙1958년: 도매사업을 도매시장에서만 시행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강제성

∙2006년: 대형유통업체 성장, 도매시장 내 

도매사업 활동 규제를 단순화하는 예외 규

정 활용, MIN 기능 단순화 법으로 개정

∙상법 제7권 제6장에 MIN

(공익도매시장) 규정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상, 

물류회사, 직판장 등의 관

련 경제주체가 구성한 연

합회

표 6.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관련 법률적 근거 국제비교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4. 국가별 도매시장 경유율 산정과 변화 추이

4.1. 국가별 도매시장의 경유율 산정

  국내 공영도매시장의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두 포함한 청과물 경유율5 은 2000년에는 35.6% 수

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50.8%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내산 청과물의 경유율은 2000년에는 35.7%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53.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산 청과물의 도매

시장 경유율은 2000년 30.0%에서 2015년 28.9%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급감

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청과물 유통경로가 다

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경유율이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매시장이 가

장 중요한 유통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이외

에도 온라인시장 규모 확대, 직거래 매장 확대 등의 외부요인이 발생한다면 해외 주요국과 같이 도

매시장 경유율은 장기적으로 현상 유지 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서 분류한 기준을 적용하여 청과물 생산량에는 채소류, 과실류, 서류, 임산물을 포함하고 도매시장 거래량

은 채소와 과일부류를 합하여 청과물 거래량으로 나타내었다.



52 제42권 제2호

일본의 수입청과물을 포함한 도매시장 경유율은 1990년대 80.0%에서 2014년 60.2% 수준(물

량 기준)으로 약 20% 하락하였으며, 국내산 청과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2000년대 90.0% 수준에

서 2014년 84.4%로 약 6% 하락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과물 유통에서 도매시장이 차지하고 있

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청과물 도매단계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본부의 비중이 2006

년 49.1%에서 2012년 51%로 약간 증가한 반면, 동 기간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사업자는 25.9%에

서 21.9%로 감소하고 식자재 전문 도매업은 1.9%에서 6.8%로 증가하였다. 식자재 전문 도매업을 

공영도매시장 취급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공영도매시장의 경유율은 2006년 27.8%에서 2012년 

28.7%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국가별 도매시장의 경유율 비교

국가별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는 상이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설립 시기는 다르지만 대형유통

업체의 진출로 도매시장의 기능과 경유율이 하락하였다는 점은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프랑스의 

공통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의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 추이와 요인을 살펴보면 도매

시장이 설립되고 도매시장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제정된 이후 소비지에 대형유통

업체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 등장 이후에는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지만 결국에는 도매시장 경유율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주요국과 달리 2010년대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보호법과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가 실시되면서 도매시장 경유율이 50.8%(국내산과 수입산 포함)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휴무일 실시 등의 영업규제 때문에 산지에서 구매물량이 

감소하였지만 산지유통조직은 대형유통업체 대신 도매시장으로 출하물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청과물 도매시장 경유율과 주요 기능 국제비교: 한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53

구 분 변화 배경

한국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재래식 유통체계가 정비되면서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동시에 성장

∙2010년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및 까다로운 납품조건과 청과물 가격하락으로 

도매시장 경유율의 상승 추세 지속

일본
∙도매시장 관련 제도 개선(상대매매 확대, 제3자 판매 확대, 수수료 자유화 등)을 통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도매시장 경유율 하락 방지

프랑스

∙1960~1980년 지속 상승

∙1980~2000년 하락(대형 유통업체 성장)

∙2000년 이후 약간 상승(도매시장 상품 고급화, 소매점 택배 등 편의성 강화)

표 7. 국가별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 배경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그림 6. 국가별 도매시장 경유율 변화 추이와 주요 요인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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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 비교

5.1. 수집 및 분산기능

주요 국가별 도매시장의 수집기능은 참여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도매시장의 

수집기능 주체가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 다양하지만 프랑스는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주체가 도매상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출하자와 도매상 간의 장기간 신용을 바탕으로 계약거

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도매시장 수집주체가 다양화되어 있는 이유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수집과 분산의 주체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참여시키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일본은 농산물 수집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중도매인을 참여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도매시장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분산기능을 담당하는 중도매인

은 일본의 경우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장기간 지속적인 거래로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진전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도매시장의 분산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은 약 50%가 10억 원 미만을 취

급하고 있어 중도매인의 영세성이 도매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가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추

세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기능

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이외의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등 다양한 실수요자 및 대량수요처가 활

용할수록 도매시장의 수집과 분산기능이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프랑스는 도매상의 수집 및 

분산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영업범위가 도매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대형유통업체 및 대규모 가공 

및 식자재업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활발한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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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집주체 분산주체 수집방식

한국

∙도매시장법인

  (134,165백만 원/법인)

∙중도매인

  (10억 원 미만 약 50%)
∙수탁

∙일부매취
∙매매참가인

  (2016년부터 활성화)

∙시장도매인(11,096백만 원/시장도매인)

일본

∙중앙도매시장

  (2015 기준 72개 법인, 

284억 엔/업체)

∙중도매인(일부 직접 집하)

∙매매참가인

∙중도매인

  (2015년 기준 1,337명, 

13억 엔/업자)

∙수탁

∙매취

∙선별 및 소포장 배송 등의 서비스 기능
∙매매참가인

프랑스 ∙도매사업자(기업 형태의 도매회사)
∙계약 거래(장기간 신용 축적) 

∙소포장 배송 등의 서비스 기능

표 8. 도매시장 수집 및 분산기능 국제비교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5.2. 가격결정 및 정산 기능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및 정산 기능은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국내 도매시장

은 설립 초기부터 공개적 장소에서 다수의 구매자가 참여하여 경쟁적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

매제도를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경매

를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경매 비율이 급감하였고,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산지에서 일부 또는 동물

의 경우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경매 위주의 거래제도에서 벗어나 1994년

부터 상대매매를 허용하였으며, 현재는 상대매매 비율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매 비율

은 1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이외에도 외국의 

상대매매 형태의 일종인 정가·수의매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격결정 방식은 경매 80%, 

정가․수의매매 20%로 아직까지 경매 중심의 방식을 지니고 있다.

세계 주요국 도매시장은 유통환경이 변화할수록 상거래와 물류가 일치하여 물류비 및 유통비용 

소요가 많은 경매제도 비율을 축소하고 상거래와 물류가 분리되는 상대매매 비율을 높이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도매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산물 유통환경이 대형유통업체 위

주로 재편되면서 상물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수집 및 분산기능에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할수록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신속성, 여타 유통경로 참고가격 역할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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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할 기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대도시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청과물 경매가 실시되는 것은 생산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생산자는 생산비를 비롯하여 유통 및 물류비를 선지불하지만 경매를 통한 가

격결정에서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산지공판장, 집하장 

등에서 경매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구 분 가격결정 단계 가격결정 방식 특 징

한국 ∙소비지 도매시장
∙경매·입찰 약 80%

∙정가·수의 약 20%

∙상물일치로 과다한 물류비 소요

∙도매시장이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응력 저하

∙소비지 협상력 우위(↔생산자 불리)

∙가격변동성 커짐

일본
∙일부 산지공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경매 약 10%

∙협상을 통한 상대매매 90%

∙출하자와 사전(1주일~1일)

에 출하물량 및 가격 협상

∙상물분리로 도매시장 중개기능 강화

∙수급 및 가격안정 지향으로 다양한 방식의 

거래제도 개발 가능 

∙물류비용 절감

프랑스

∙산지경매장

∙일부 소비지 도매시장

  (생산자 직판 도매)

∙상대매매

∙대량 유통: 산지경매 후 프랑스 및 EU로 배

송. 도매시장의 중계 및 물류기능 중시

∙상품 단위 및 품질규격 표준화가 신뢰 형성 

기반 

∙생산자 직판 도매: 지속적 거래 중시

표 9. 도매시장 가격결정 단계 및 방식 국제비교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정산기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가격을 결정한 도매시장법인이 정산을 실시하고 일본, 프랑스

는 별도의 정산기구를 통해 정산을 실시한다.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정산체계를 살펴보면 출하자와 

도매업자 사이에는 약 3일 정도의 결제기간이 소요되고 도매업자와 매매참가자, 중도매인 간에는 

약 6일 정도의 결제기간의 소요되며, 소비지 유통업체와 중도매인 사이에는 약 1개월 정도의 기간

이 소요된다. 한편 국내 도매시장에서는 수집과 분산을 담당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중

도매인과 소비지 유통업체 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내 도매시장도 정산기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이 개

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제도를 통하여 출하대금을 정산할 경우 별도의 정산기구에서 실

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체계에서도 출하자와 구매자 간 신뢰가 확보될 수 있

도록 신용평가제도 및 별도의 정산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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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산주체 정산 특징

한국
도매법인(조합)
정산법인(회사)

∙정산조합방식을 선호

∙도매법인이 직접 정산하는 비율이 높음

∙법인과 중도매인 간 미수금 발생 가능성 높음

∙일부 도매시장에서 정산법인(회사) 운영

일본 정산법인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체계화된 정산시스템 구축으로 신뢰 향상

∙출하자에 3일이 소요되고 소비지 유통업체에서 도매업체에 약 6일 소요

프랑스 정산법인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간 체계화된 정산시스템 구축으로 신뢰 향상

표 10. 도매시장 정산기능 국제비교

자료: 최병옥 외(2017). �농산물 유통체계의 국제비교분석과 유통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6.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 일본, 프랑스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국제비교를 통하여 국가별 산지와 소비지 유

통체계의 특징 속에서 도매시장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 하에 설립되었고 발전하였는가를 파악하였

다. 또한 소비지 유통환경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도매시장의 경유율과 주요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떻게 모색되고 있는가를 파악 및 분석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 운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세계 주요국의 도매시장은 과거 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 시기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농산물의 수집과 가격결정, 분산 등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설립 및 성장하였다. 

그러나 1900년대 중후반부터 소매단계에 대형유통업체와 슈퍼마켓 등이 등장하면서 프랑스는 도

매시장 경유율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도매시장은 청과물의 수집, 가격 결정, 분산 

과정에서 여전히 대표적인 유통경로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소매단계에 대형유통업체 등이 등장․확산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프랑스와 일본은 도매시

장의 물량수집 기능이 저하되어 경유율이 하락하였다. 일본은 도매시장 설립 초기 100%에 가까운 

도매시장 경유율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약 60% 수준이며, 프랑스는 경유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현재

는 20~3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지에 대형유통업체가 진출 및 확산한 이후에

도 프랑스와 일본 사례와는 다르게 공영도매시장 경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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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도입을 통하여 전통시장 보호와 대형마트 신규 진출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한 이후 

도매시장 경유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약 50% 초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도매시장 운영 경험이 우리보다 앞서는 프랑스와 일본 등의 세계 주요국은 소비지에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한 이후부터 도매시장 경유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도 도매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대기업 또는 중소 규

모 슈퍼마켓의 직거래, 푸드플랜 정책 도입으로 로컬푸드 확산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도매시장 이외의 유통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지속되어 시장 외 유통이 빠르게 확

산되더라도 프랑스와 같이 도매시장 경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일본처럼 점진적으로 하락

할 수 있어야 한다. 청과물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프랑스와 같이 단기간에 도매시장 기능을 저

하시켜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청과물 유통과 물류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매시장 기능 전환과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야 국가 청과물 도매유통 기반과 

물류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유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도매시장 유통은 여러 경제주체를 거치면서 직거래보다 많은 유통단계와 수수료 

및 물류비용, 경매 위주의 획일적인 거래방식에 따른 가격 변동성 심화, 물류시설 부족 등으로 청과

물이 도매시장을 경유하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

리나라의 공영도매시장이 청과물 유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서는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도매시장 관련 법과 제도를 유통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도매시

장과 경쟁 관계인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온라인 유통 등에서 요구하는 계약재배를 바탕에 둔 가

격 안정기반 마련, 물류 및 배송 서비스 향상과 소포장 등이 가능한 복합적 도매 기능을 수행하여야 

도매시장 유통과 시장 외 유통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과 특광역시에 위치한 중앙 도매시장의 취급물량은 상승하는 추세지만, 나머지 지방 

도매시장의 취급물량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일본이 대도시로 인구가 집

중되자 대도시 중심의 중앙도매시장과 지방 중소규모의 도매시장을 구분하여 1999년과 2004년에 

도매시장 관련 법과 제도를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 바꾸고 민간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때와 시대적 배경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도

매시장의 역할과 기능 전환을 준비하여 중앙 및 지방 도매시장의 급격한 기능 저하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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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어 소득불평등도 비교와 
소득격차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성명재**

Keywords
농가(farm household), 어가(fishery household),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소득결정요인(determinants 

of income)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income inequality of all types of households including farm, 

fishery, and urban households in Korea. It also investigates income gaps among 

them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income.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was KRW 57.2 million, KRW 37.2 million and KRW 43.9 million for 

urban, farm and fishery households in 2015, respectively. Their Gini coefficients 

were estimated to be 0.335, 0.425, 0.491, respectively. An additional analysis 

showed that it was 0.344 for all of the households. Income inequality in each 

group and the entire pooled sample continuously rose through the period ana-

lyzed; between 2003 and 2015. Decomposition analyses based on regression 

models showed that the income gaps between urban and farm households, as well 

as between urban and fishery households, stemmed mostly from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ttainments and household size, and partially from differences in 

age and gender of head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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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느껴 동 보고서가 담고 있는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내용 중 일부를 확대하여 전면수정을 통해 완성한 논문임.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mjaesung@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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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도시가구와 농·어가를 포괄하는 전국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포, 소득불평등도

를 추정·비교하고, 가구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도·농 및 도·어 간 소득격차와 소득결정요인별 

소득격차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소득분배 연구는 많지만 전국단위의 전 가구 대상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소득불평등 연구는 대

부분 거주지역이나 주된 산업유형을 기준으로 농가, 어가, 도시가구(비농어가) 등으로 모집단을 분

할하여 각각에 대해 파편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동환(2004)은 도·농의 경계를 뛰어넘어 양자를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를 제외하면 전국단위 전 가구 대상의 소득불평등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자료 포괄범위를 도·농·어가로 확대하여 전국단위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가구유형별 소득격차 및 상대분포구조의 차이를 분석한다.

전국단위의 소득불평등 연구가 많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 자료를 취합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각 자료(가계동향조사, 농가·어가경제조사 등)가 별개의 용도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표본자료의 

공통분모를 식별해내는 작업이 복잡하다. 농가·어가경제조사는 경제활동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반

면 가계동향조사는 비농어가의 소비지출 활동에 특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통 조사항목과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표본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표본크기와 표본추출비율도 다르기 때문

에 통합표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표본자료의 가중치 조정이 필수적이다. 다만 통계정보를 모으

는 것이 쉽지 않아 통합분석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 서베이 자료는 자료포괄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전국단위의 통합표본을 구성

함에 있어 모집단의 중첩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가구유형별 가구구성비를 기준으로 각 자료의 

표본가중치(합계 기준)를 재배분하면 중복 없이 전국단위의 통합표본을 편의 없이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표본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득변수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하다. 자료별로 소득 포괄대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개

념에 대한 통일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유의하여 전국단위 전 가구 대상의 가

구표본을 구성하고, 소득개념을 통일시켜 소득분배구조와 소득불평등도,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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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시가구라 함은 비농어가를 지칭한다. 명칭에는 도시지역을 명기하고 있지만 굳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농·어가와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도시가구라고 지칭할 

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가도 도시가구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농·어촌 관련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결정요인을 분

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증분석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론

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도·농·어 간 소득계층별 소득분포 구조를 비교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도·

농·어 간 결정요인별 소득격차 기여도를 비교·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도·농·어 및 전국단위의 소득

불평등도를 추정·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시사점을 논의하며 맺는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2.1. 도·농·어 소득불평등 및 소득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소득분배 구조 및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는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던 1997년 

말~1998년 초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주 사용되는 분석자료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비농어

가), 농가·어가경제조사 자료 등이 대표적이며, 모든 가구유형을 포괄하는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

다. 이들 자료는 종사업종(산업)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분할(partition)하는 형태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상호 간 포괄범위의 중첩·중복은 없다. 그렇지만 자료의 구축목적이 서로 상이하

기 때문에 가구소득 항목의 종류와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

의와 조정 없이는 통합분석이 어렵다. 이런 연유로 농·어가와 비농어가를 모두 아우르면서 전국단

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분배연구는 찾기 어렵다. 또한 농·어가의 소득분배 문제가 주된 연

구분석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병기(2000)는 1991~1999년의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1990년대를 통틀어 농가의 농업소득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소득불평등도는 상승하다가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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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후속연구들은 크게 소득불평등지수와 양극화지수를 측정하여 불평등도 변화추

이를 분석하는 연구와, 소득불평등지수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요소분해(factor decomposition) 또

는 그룹분해(group decomposition)를 통해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요인별·그룹별로 분해·분석한 연

구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방법론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만, 연구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후속

연구들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농가소득불평등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농업

소득 또는 농외소득 등이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확대 기여도가 높다는 점, 고령화·가구규모 감소 현

상 등이 농가의 소득불평등·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박준기·문한필·김용택(2004)은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농업소득의 격차가 농가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혜정·권오상(2008)은 비모수핵추정(nonparametric kernel estimation) 방법으로 농가소득의 확

률분포를 추정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농업소득, 2000년대 중반에는 농외소득의 양극화 진전

속도가 빨리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진화·조현정(2012)은 농외소득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의 양극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윤영석·이병훈·박준기(2013)는 패널회귀분

석을 통해 고령화가 분배격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오내원·박준기·정원호·

권오상·강혜정(2013)은 양극화지수 분석을 통해 2003년 이후 농업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으

며, 김규섭·이성근(2014)은 패널고정효과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고갑석·김윤식(2016)은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격차가 농가소득불평등

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이전소득은 불평등도를 조금 완화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지역기준의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농가소득불평등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

명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8)은 농외소득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고, 지니계수·양극화지수가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두영·박준기·

김미복·박지연(2019)은 최근 10년 동안 농가소득불평등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고령화와 가구규모 감소 현상이 불평등도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허등

용(2018)은 샤플리 값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농가소득불평등도의 상승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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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구들이 농가에 특화하여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반면 안동환(2004)은 농가(농가경제조사 

자료)와 비농어가(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혼합표본(pooled sample)을 기

준으로 1990년대(1990년, 1995년, 2000년의 3개년)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가상확률분포를 추정하여 불평등도의 시계열적 수준변화 여부를 가설검정

하였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전반기에 하락하였다가 후반기에 상승한 반

면, 농가는 반대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도·농 간 소득불평등도는 대부분 그룹

내 불평등도에 기인하며 그룹 간 불평등도는 크지 않다는 결과도 함께 도출하였다.1 

어가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도 간헐적으로 수행되었다. 최성애·홍현표·김봉태(2007)는 어촌 

경제의 양극화와 어가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양극화 원인과 양상을 진단하였으며, 양극화 완화

를 위한 지원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최재혁·고석남(2005)은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의 불평등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회귀분석을 통

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농가의 소득 형성과 결정 양태를 고

찰하면서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인과관계(causality) 분석을 의도하

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에 해당되며, 소득에 대한 조건부 기대치로 해석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농·어가 대상의 소득불평등 연구는 다수 있지만,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합하거나 도·농·어를 아우른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를 

통합하여 도·농·어 간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안동환(2004)은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도·농 그룹간 불평등 기여도가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룹내 지니계수는 각 그룹 지니계

수 값의 가중평균치의 의미를 지닌다. 그룹간 지니계수는 그룹 소득의 소득평균 값의 분산의 의미를 지닌다. 그룹간 지니계수가 의미

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룹 수가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런데 그의 연구에서는 그룹이 도·농의 2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연구에서 도

출한 불평등도의 분해 추정치가 시사하는 의미는 제한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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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2.2.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도·농·어가

의 소득분포와 소득격차 결정요인, 소득불평등도의 수준과 추이를 분석한다. 농가경제조사와 어가

경제조사는 가구원 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표집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비농가·비어가

(즉, 비농어가)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는 가구원 수 2인 이상 가구, 2006년부터는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표집되고 있다. 모집단 포괄범위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분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표본을 조정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3년, 2008~2009년, 2014~2015년으로 한다.2 2016년의 비교분석도 기술

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소득·소비 및 연령대별 표본구성 비중, 그

리고 분포의 양끝단에서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이전 기간과 큰 괴리를 보이고 불연속적

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으로 분석기간을 

한정하였다.3 도·농·어 간 소득분배구조와 소득격차 분석은 위의 5개년을 대상으로 한다.

상기 자료의 주요 기술통계(표본 수, 가구주 연령, 평균 가구원 수, 총소득 등)는 <표 1>에 정리하

였다. 가구주 연령은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순서로 높고, 가구 평균소득은 순서가 그와 정반대이

다. 가구원 수는 비농어가가 농·어가보다 훨씬 많다. 2015년의 경우 농·어가는 각각 2.65인과 2.64

인으로 비슷하지만, 비농어가는 3.17인으로 월등히 많다. 비농어가의 가구원 수가 더 많은 것은 농·

어가에 비해 비농어가의 평균연령이 낮고, 그에 따라 미성년자녀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2 본 연구는 2003~2015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연도 자료를 분석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료통합작업이 지나치

게 방대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초년도(2003년)와 중간 연도(2009년), 마지막 연도(2015)의 3개년을 분석 대상 연도로 선정하

였다. 다만 2009년 직전인 2008년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였

다.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자료제공방식과 범위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 검증을 위

해 2014년 자료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였다.

3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2016년 말을 기점으로 기존 형태의 자료수집이 단종되었다. 2017년 이후에도 같은 이름으로 서베이 자료가 작

성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약식의 자료이다. 두 자료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다. 2017년부터는 간이조사 방식으로 소비항목과 소득

항목을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월간표본에 대해 월간 정보를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구성되고 있다. 2016년까지와 달리 표본

도 빈번하게 교체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 선상에서 양자를 비교할 수 없다. 그  밖에 2016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자료단종을 앞

두고 표본자료의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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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3 2008 2009 2014 2015

표본 수
(2인 이상 가구 수)

농가경제조사 3,042 2,643 2,652 2,600 2,600

어가경제조사 1,119 1,112 1,128 1,000 1,000

가계동향조사 4,709 4,382 4,547 4,079 7,700

가구주 연령
(세)

농가 59.19 63.83 64.67 67.14 67.78

어가 54.82 57.95 58.96 62.68 63.93

비농어가 45.44 48.51 48.47 50.32 50.59

가구원 수
(명)

농가 3.16 2.76 2.72 2.70 2.65

어가 3.24 2.88 2.81 2.42 2.64

비농어가 3.52 3.33 3.31 3.17 3.17

가구 총소득
(만 원)

농가 2,688 3,052 3,081 3,495 3,722

어가 2,392 3,118 3,395 4,101 4,389

비농어가 3,557 4,398 4,383 5,422 5,721

주: 가구원 수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표 1. 분석 자료의 주요 기술통계

상기 자료들은 각각 비농어가, 농가, 어가를 대표한다. 조사 자료마다 표본추출율이 다르기 때문

에 전국단위의 통합표본(pooled sample)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별로 표본가중치의 조정이 필

요하다. 가구유형별 표본가중치의 비중은 통계청 추계가구의 가구규모별 통계를 모태로 하여 산정

하였다. 통계청 추계가구 통계는 가구유형(농·어가 등)을 구분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

행스럽게도 농가·어가경제조사의 원시자료는 개별가구별로 농가 또는 어가 전체의 모집단 내에서 

대리·대표하고 있는 가구 수에 대한 정보를 가중치의 형태로 담고 있다. 이로부터 두 자료의 모집단

에 해당하는 농가와 어가의 총수를 산출하였다. 비농어가는 전체 가구 중 농·어가의 여집합이므로 

통계청 추계가구 수(2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 위의 농·어가 총수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가구원 수

가 2인 이상인 가구 수에 대한 분포 정보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2015년 현재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총 1,383만 가구이다. 농가와 어

가는 각각 88.7만 가구와 5.3만 가구로, 비중은 6.41%와 0.38%이다.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의 비

중은 농·어가를 제외한 93.2%이다. 통합표본에서 이들 비중에 입각하여 각 조사 자료별 표본가중

치를 배분하였다. 개별가구의 가중치는 각각의 개별표본 내에서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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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가 어가 비농어가 전체

2003 1,098,331 (8.71) 79,703 (0.63) 11,437,553 (90.66) 12,615,587 (100)

2008 1,033,060 (7.88) 71,046 (0.54) 12,013,005 (91.58) 13,117,111 (100)

2009 1,016,321 (7.70) 69,379 (0.53) 12,118,850 (91.78) 13,204,550 (100)

2014   934,815 (6.80) 58,791 (0.43) 12,746,707 (92.77) 13,740,313 (100)

2015   887,294 (6.41) 52,860 (0.38) 12,893,168 (93.20) 13,833,322 (100)

주 1) 2인 이상 전국 가구 수는 통계청 추계가구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농가 수, 어가 수, 비농어가 수는 각각 농가경제

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자료(2인 이상 가구만 대상)의 표본 대표가구 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값임.

2) ( ) 안은 백분율 단위로 산출한 구성비(비중)를 나타냄.

표 2. 농가·어가·비농어가 분포 추이(2인 이상 가구 기준)

(단위: 가구, %)

2.2.2. 분석 방법

가계동향조사와 농가·어가경제조사는 자료구성 체계와 구성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통합 시 

각 자료에 수록된 소득정보의 성격에 대한 통일성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분포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

함에 있어 본 연구는 총소득을 기준소득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은 헤이그-사이몬스(Haig-Simons)의 

정의에 따른 소득개념을 채택한다. 그들에 따르면, 소득은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

증가의 화폐적 가치”로 정의된다. 이는 다시 일정 기간 동안의 소비와 순가치(net worth) 변화의 합으

로 표현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요소는 저축과 자산가치의 변화(자본이득·손실)의 합으로 구성된다.

가계동향조사와 농가·어가경제조사에서 소득으로 측정되는 것은 소비와 저축을 합산한 것과, 실

현된 자본이득 중 서베이 자료에 일부 보고된 부분으로 구성된다. 다만 미실현 자본이득(자본손실)

은 대부분 피조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서베이 자료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다. 세 가지 조

사 자료에서 모두 공통적이다. 농가와 어가의 소득 항목에는 각종 수입·지출정보가 포함된다.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부가가치 부분이다. 농·어가의 소득은 성격상 자영업자가구(가계동향조

사)의 사업소득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비농어가는 가구 총소득, 농·어가는 농가소득·어

가소득이 동일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들을 동등 기준의 소득변수로 설정하여 비교한다.

소득분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 조사 자료 또는 통합표본자료의 가구별 (총)소득을 오름차

순으로 재배열하고 10개의 소득분위(income deciles)로 분류하여 평균가구소득, 가구주 연령과 학

력, 가구원 수 등의 집계자료를 산출하여 비교한다. 가구유형별 소득격차 분석은, 통합표본을 이용

하여 가중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s)으로 소득결정방정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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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표본관측치마다 표본가중치가 다르므로 단순최소제곱법(OLS)은 적절하지 않다. 가구

특성이 상이한 서베이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므로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의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법4 으로 분산을 추정하였다. 소득불평등도

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본문에서는 소득분위별 소득분포와 지니계수를 산출할 때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통계수치의 화폐적 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분포구조를 일반 화폐단위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균등화지수를 적용하더라도 결론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균등화 후의 소득금

액은 일반 화폐단위와 다른 화폐단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체감단위가 다른 경우가 많다. 참고적으로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균등화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소득분포 표와 지니계수 추정결과는 <부록>

에 수록하였다. 균등화지수를 적용하면 지니계수 등이 조금 작은 값으로 추정된다.

3. 도·농·어 간 소득분포 비교와 소득격차의 요인 분석

본 장은 전국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와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도·

농·어가 간 소득격차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아울러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도도 함께 논의한다.

3.1. 농·어·비농어가의 소득 및 가구특성 변화추이 비교

3.1.1. 가구특성의 변화추이 비교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소득분위별로 주요 가구특성과 (총)소

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구특성을 통일하기 위해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를 

4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회귀분석은 횡단면 기준이므로 Eicker(1967)-White(1980) 방식의 강건표준오차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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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표 3>의 소득분위는 비농어가, 농·어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류하였기 때

문에, 가구유형별로 각 소득분위의 분위소득 구간은 동일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현재 농·어가의 가구주(대부분이 경영주) 평균연령은 각각 67.8세와 63.9세로 농가가 어

가보다 조금 더 높다. 농·어가 모두 비농어가(50.6세)보다 가구주 연령이 월등히 높다. 젊은 연령대

의 경제활동연령인구가 대거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농어촌 잔

류 인구도 고령화되었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가구주 연령의 급상승 추세는 가구유형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농

가의 가구주 연령은 2003년 59.2세, 2008년 63.8세, 2015년 67.8세, 어가는 2003년 54.8세, 2008

년 58.0세, 2015년 63.9세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비농어가(주로 도시지역)도 2003년 45.4세, 2008

년 48.5세, 2015년 50.6세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추이를 기간별로 구분해보면 특

이점을 찾을 수 있다. 2003~2008년의 5년 동안 농·어가, 비농어가의 가구주 연령은 각각 4.6세, 3.2

세, 3.0세씩 상승하였다. 고령화 속도와 경과시간의 길이가 비슷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랐

다. 한편 2008~2015년의 7년 동안 비농어가의 고령화 속도는 크게 둔화(2.08세↑)되었다. 그렇지

만 농·어가의 고령화 속도(각각 3.95세↑, 5.98세↑)는 여전히 빠르다. 이런 차이는 젊은 연령층의 

향도이농·이어, 그리고 성년자녀들의 분가·독립 및 이주로 인한 인구·가구 구성의 변화 등과 관련

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표 3>의 가구주 연령의 분포를 보면, 저소득분위일수록 평균연령이 높고 고소득분위일수록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국지적으로는 가구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농·어가의 경우 하위 

10~20%를 제외하면, 고소득분위일수록 평균연령이 낮아진다. 비농어가의 경우 5분위까지 평균연

령이 빠르게 감소하지만, 6분위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여 농·어가와는 다른 분포패턴을 보였다

(5분위 46.9세 → 8분위 47.9세 → 10분위 49.3세).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는 연령분포의 특징적 차이는, 생애주기상 연령별 소득획

득 패턴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생애주기상 평균소득수준(경상소득 기준)은 중·장년기(40

대~50대 초)에 가장 높다. 더 높은 연령대로 이행할수록 평균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분포 특성을 지

닌다. 중·장년층과 젊은 연령층은 노년층보다 왕성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다. 노년층은 물리적으로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은퇴·파트타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필연적

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감소하면서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귀속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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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최상위소득분위를 구성하고 노년층은 최하위분위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다. 비농어가의 경우

에는 젊은 연령층이 중간소득층을 구성한다. 반면 농·어가는 젊은 연령인구의 공동화(空洞化)로 인

해 중·장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이행하면서 평균소득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연령분포 구조를 보인다

(이상 <표 3>의 첫 번째 묶음단락 참조).

<표 3>의 두 번째 묶음단락은 가구유형별 평균 가구원 수의 분포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2003~2015년 동안 농·어가 및 비농어가 모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

가의 경우 2003년 3.16인, 2008년 2.76인, 2015년 2.65인, 어가는 2003년 3.24인, 2008년 2.88인, 

2015년 2.64인, 비농어가는 2003년 3.52인, 2008년 3.33인, 2015년 3.17인으로 감소하였다. 농·어

가의 가구규모(가구원 수)는 비농어가보다 훨씬 작다. 최근 가구유형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의 격

차는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다. 2003~2015년 동안 농·어가의 평균가구원 수는 각각 0.51인과 0.60

인씩 감소한 데 비해 비농어가는 0.35인 감소하는 데 그쳤다.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는 핵가족화(가

구의 분가), 저출산 심화로 인한 자녀수 감소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가의 가구원 수가 비농어가보다 작은 이유 중에는 생애주기상 연령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

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주가 중·장년기에 접어들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면서 부모로부터 분

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독립한다. 그러므로 노인가구일

수록 가구원 수가 작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가구주 연령은 농·어가가 비농어가보다 현저하게 

높다. 따라서 농·어가의 가구원 수가 비농어가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농·어가의 평균연령이 비농

어가보다 더 높은 또 다른 이유는 향도이농·이어에 의한 부분이다. 고령층보다는 더 젊은 연령층에

서 이농·이어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별 분포패턴을 보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작은 분포적 특징을 시현하였다. 평균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취업인 수가 많고, 평균소득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다음 절의 가구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시행한 회귀분석 결

과(<표 4> 참조)에서 보듯이 가구원 수의 계수 추정치가 정(+)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것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표 3>의 3번째 묶음단락은 가구주의 학력과 성별 분포를 보여준다. 가구주의 학력분포는 가구

유형별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농가와 

어가는 비농어가보다 저학력자 비중이 높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농가와 어가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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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
(세)

농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60.88 64.99 63.86 61.47 59.75 58.87 57.55 56.58 55.26 52.71 59.19

2008 65.88 68.25 68.44 67.04 64.89 62.61 63.15 60.40 59.44 58.18 63.83

2009 69.12 69.84 68.56 68.32 66.38 64.94 61.45 61.47 59.78 57.33 64.67

2014 70.32 71.94 73.02 70.78 68.78 67.20 65.26 63.73 61.47 58.90 67.14

2015 72.18 73.98 72.25 70.54 69.82 68.22 66.37 63.36 61.23 59.83 67.78

어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56.79 59.9 55.24 55.26 55.88 52.41 53.98 53.85 52.77 52.20 54.82

2008 58.45 60.45 61.57 59.24 57.85 58.52 56.93 56.96 54.96 54.53 57.95

2009 59.93 63.60 61.45 62.05 60.93 57.93 57.80 56.99 54.43 54.53 58.96

2014 66.80 68.57 67.11 65.84 61.39 61.45 61.00 62.47 57.57 54.63 62.68

2015 66.26 68.13 68.47 67.08 65.78 64.85 61.63 60.31 60.73 56.03 63.93

비농어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55.28 47.59 44.33 43.76 42.49 42.69 44.92 43.53 43.75 46.06 45.44

2008 59.74 50.82 49.98 47.89 45.41 46.82 45.60 45.80 45.53 47.51 48.51

2009 57.91 53.26 49.42 48.25 46.14 45.51 45.92 45.98 45.80 46.50 48.47

2014 63.94 56.22 49.95 47.98 47.99 47.20 46.47 47.56 47.83 48.04 50.32

2015 65.38 54.95 50.57 48.53 46.93 47.07 47.52 47.92 47.79 49.27 50.59

가구원 수
(명)

농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2.76 2.47 2.69 2.89 2.93 3.29 3.22 3.45 3.84 4.04 3.16

2008 2.37 2.26 2.33 2.44 2.62 2.67 2.76 2.89 3.60 3.64 2.76

2009 2.27 2.23 2.34 2.44 2.50 2.70 2.96 2.96 3.20 3.56 2.72

2014 2.45 2.48 2.45 2.34 2.56 2.56 2.77 2.96 3.14 3.29 2.70

2015 2.33 2.54 2.46 2.34 2.33 2.56 2.69 2.93 3.09 3.24 2.65

어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2.72 2.96 3.04 2.93 3.12 3.44 3.41 3.06 3.66 4.10 3.24

2008 2.71 2.55 2.66 2.77 2.84 2.78 3.03 2.94 3.12 3.42 2.88

2009 2.59 2.55 2.54 2.54 2.44 2.73 2.95 3.02 3.43 3.27 2.81

2014 1.91 1.91 2.04 2.14 2.39 2.38 2.51 2.70 2.98 3.22 2.42

2015 2.32 2.04 2.47 2.65 2.33 2.77 2.91 2.81 2.74 3.37 2.64

비농어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2.56 3.12 3.33 3.41 3.55 3.64 3.84 3.82 3.89 4.00 3.52

표 3. 농·어가 및 비농어가(2인 이상 도시가구)의 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총소득 분포

(단위: 세, 명, %, 만 원)

가구주 학력이 초등학교(졸업과 중퇴 포함)인 경우가 30%대 중반대(2010년대 기준)로 비중이 가

장 높다. 농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어가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순서로 비중

이 그 다음으로 높다. 한편 비농어가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비중이 36.1%(2015년 기준)로 가장 높

고 대학(29.9%), 전문대학(11.7%)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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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43 2.79 3.09 3.32 3.42 3.48 3.63 3.65 3.73 3.79 3.33

2009 2.45 2.78 3.08 3.27 3.42 3.54 3.63 3.67 3.71 3.87 3.34

2014 2.29 2.60 3.02 3.12 3.20 3.38 3.41 3.48 3.56 3.67 3.17

2015 2.27 2.60 2.94 3.08 3.33 3.32 3.46 3.59 3.56 3.54 3.17

가구주의 
학력 및 

성별 비중
(%)

농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계 남성가구주

2003 8.83 43.11 21.00 23.07 1.12 2.74 0.13 100 96.31

2008 9.57 38.95 21.47 24.46 2.12 3.29 0.15 100 95.37

2009 9.01 38.77 22.14 24.61 1.79 3.53 0.16 100 95.02

2014 7.41 37.11 19.87 27.90 1.90 5.22 0.59 100 93.49

2015 6.96 36.75 21.24 27.16 1.91 5.22 0.77 100 92.75

어가 무학 초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계 남성가구주

2003 7.00 43.93 30.96 16.33 0.84 0.94 0 100 84.44

2008 4.21 41.82 29.20 22.35 1.28 1.14 0 100 84.98

2009 4.41 42.74 27.83 22.29 1.34 1.34 0.04 100 83.94

2014 6.59 39.68 28.53 22.98 1.04 1.19 0 100 77.37

2015 7.64 38.35 28.71 22.78 1.33 1.20 0 100 79.07

비농어가 무학 초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계 남성가구주

2003 2.01 10.73 13.72 40.97 6.58 22.28 3.71 100 86.00

2008 2.68 11.13 12.08 39.65 8.93 21.72 3.82 100 80.70

2009 1.67 9.86 11.49 38.94 9.97 23.06 5.01 100 82.15

2014 1.18 7.82 9.71 36.39 12.12 27.62 4.35 100 83.18

2015 1.29 6.79 9.08 36.09 11.72 29.88 4.44 100 83.32

가구
총소득
(만 원)

농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158 969 1,335 1,660 2,018 2,421 2,897 3,516 4,539 7,679 2,688

2008 369 1,115 1,465 1,766 2,157 2,608 3,114 3,795 4,989 9,135 3,052

2009 451 1,055 1,414 1,749 2,132 2,567 3,106 3,948 5,150 9,245 3,081

2014   58 1,108 1,478 1,878 2,374 2,913 3,541 4,603 6,094 10,902 3,495

2015 482 1,231 1,627 2,010 2,483 3,026 3,743 4,740 6,177 11,703 3,722

어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171 835 1,121 1,466 1,786 2,086 2,471 3,036 3,821 7,133 2,392

2008 -340 1,000 1,428 1,812 2,225 2,728 3,340 4,063 5,209 9,718 3,118

2009 -60 1,058 1,536 1,938 2,343 2,867 3,509 4,389 5,744 10,602 3,395

2014 -589 1,051 1,563 2,113 2,680 3,216 3,916 5,022 6,889 15,371 4,101

2015 -788 1,271 1,672 2,119 2,615 3,218 4,199 5,551 7,279 16,818 4,389

비농어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1,161 1,794 2,234 2,618 3,013 3,404 3,876 4,483 5,272 7,708 3,557

2008 1,299 2,111 2,675 3,179 3,664 4,182 4,792 5,531 6,687 9,864 4,398

2009 1,347 2,124 2,689 3,210 3,700 4,239 4,837 5,567 6,586 9,531 4,383

2014 1,626 2,666 3,393 4,026 4,609 5,223 5,943 6,853 8,195 11,668 5,422

2015 1,163 2,411 3,297 4,015 4,688 5,389 6,177 7,176 8,760 14,140 5,721

주 1)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2)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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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농·어가 및 비농어가의 소득추이 비교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농·어·비농어가의 총소득 변화추이는 <그림 1>, 소득분위별 분포는 <표 

3>의 네 번째 묶음단락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농·어·비농어가 모두 총소득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2009~2010년 이전에는 농가소득이 어가보다 높았으나 이후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비농어가 대비 농·어가의 소득상대비(백분율 기준)의 변화추이는 <그림 2>와 같다. 농가 총소득

은 2000년대 초 비농어가의 약 80%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 9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최

근 70% 대로 하락하였다. <그림 3>의 횡단면 소득분포(2015년 기준)를 보면, 하위 20% 이내의 최

저소득층에서는 농가와 비농어가의 평균소득이 거의 비슷하다. 3분위부터는 비농어가의 평균소득

이 농가소득을 크게 상회하면서 분포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어가의 총소득은 2000년대 비농어가의 60%대 중반~70%대 초반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다. 어가

소득은 2000년대를 통틀어 비농어가 소득의 약 2/3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 90.7%에 이를 정도

로 비농어가 대비 소득상대비가 빠르게 성장하였다(<그림 3> 참조). 특징적인 점은, <그림 3>의 횡

단면 소득분포(2015년 기준)에서 보듯이, 최상위소득 10%(10분위)의 경우 어가가 비농어가보다 

평균소득이 더 높다는 점이다. 초고소득층의 경우 응답거부율이 높기 때문에 표본오차(sampling 

error) 또는 과소보고 등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가능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다만 현

재 서베이 자료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1. 비농어가·농가·어가 총소득 변화추이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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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농어가는 저자추정치(가계동향조사 자료), 농·어가는 통계청(「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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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농어가 대비 농·어가의 소득상대비

(단위: %[비농어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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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농어가는 저자추정치(가계동향조사 자료), 농·어가는 통계청(「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그림 3.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비교(2015년)

(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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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저자추정치(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자료 기준).

3.2. 농·어·비농어가의 가구소득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농가·어가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통합표본(pooled sample)을 대상으로 

선형으로 소득결정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추정 결과 

<표 4> 참조). 회귀방정식은 통상적인 선형모형으로 설정하였다. 탄력성 분석이 회귀분석의 목적

이 아니므로 수준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선형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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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 가구 의 (총)소득

                                                              : 가구 의 특성변수

                                                              : 추정모수

                                                              : 오차항

표본자료가 층화무작위추출을 통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개별관측치의 표본가중치가 서로 다르

다. 각 자료별로 가구유형과 특성이 다르므로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화최소제곱법(GLS)의 일종인 강건표준오차법(robust standard error)을 

채택하여 분산행렬을 추정하였다. 피회귀변수()는 가구별 총소득, 설명변수는 농가더미(농가=1, 

비농가=0), 어가더미(어가=1, 비어가=0),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및 제곱, 가구주 성별더미(남자

=1, 여자=0) 및 교육수준(각급 학교수준별 더미) 등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 더미의 배제조건

(exclusion condition)을 충족하기 위해 무학의 경우를 설명변수에서 제외함으로써 학력격차에 따

른 비교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계수의 z-값(절댓값)은 대부분 2를 상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2009년부터 농가더미와 어가더미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고 가구원 수의 계수와 

연령 계수의 값이 점점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본 절의 회귀분석 결과는 피회귀변수(가구소득, 만 원 단위)와 회귀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

계(correlation)를 사후적(ex post) 관점에서 조건부 결합확률분포에 기초하여 조건부 기대치를 추

정한 것이다. 사전적(ex ante) 관계를 의미하는 인과관계(causality)를 분석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가구소득과 가구소득을 결정하는 변

수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상태관계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어떤 한 변수가 다른 변수

를 유도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적으로 가구원 수의 

계수값이 300이라고 상정하자. 이 때 가구원 수가 1명 더 많은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평균적

으로 가구소득이 300만 원 더 크다는 상태를 보여줄 뿐이다. 가구원을 1명 증가시킬 때 가구소득도 

평균 300만 원씩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태관계를 표시하는 상관관계와, 인

과관계 사이에는 의미상 큰 차이가 존재한다.

<표 3>과 <그림 2>~<그림 3>에서 보듯이,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소득수준 차이는 외견상 명확

해 보인다.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기본 목적 중 하나는,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 또는 어가와 비농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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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소득격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면 그 크기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는 데 있다. 아울러 그 차이가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 차이

에 의한 것인지, 여타 요인(예: 연령, 학력, 가구규모, 성별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여타 요인에 의한 교란요인(noises)을 적절히 통제한 상태에서 농가·비농어가, 어가·비

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는 각각 농가더미와 어가더미의 계수 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2003년과 2008년의 경우 농가와 어가의 가구소득은 비농어가보다 낮고 통계적

으로도 유의(significant)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가더미와 어가더미의 계수가 모두 음(-)이면서 z-

값(절대치 기준)도 상당히 크게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농가더미의 계수는 2003년과 2008년 각각 –

315.4556과 –453.0866이다. 농가가 비농어가보다 가구소득이 평균 315만 원 또는 453만 원 정도 

적음을 의미한다. 어가더미의 계수는 –674.8178과 –440.9778이다. 어가가 비농어가보다 가구소득

이 평균 약 675만 원과 441만 원 적음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더미계수의 추정 결과가 크게 달

라졌다. 농가더미와 어가더미의 계수추정치는 절댓값이 현저하게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

우에는 부호조차 변화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2009~2015년의 농가더미와 어가더미 계수추정치

의 z-값(절댓값)은 최대 1.592에 불과하여, 양측검정(two-tail test)의 p-값이 적어도 11%를 초과할 

정도로 크다. 따라서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미약하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2009년 이후 농

가와 비농어가, 그리고 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가구원 수의 계수값은 일관되게 양(+)의 값을 가지며, z-값이 매우 크고, 따라서 p-값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함을 시

사한다.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가구 내에 소득을 획득하는 취업자 수도 평균적으로 더 많아지기 때

문에 가구소득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과정에서 설명변수에 가구원 수의 제곱항을 포함

시켜 보았으나 추정치의 z-값이 0에 가까워 유의하지 않아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는 선형비례관계

(linear, proportional relationship)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 분포를 보인다. 

중년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이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50대 중반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표 4>의 회귀분석 결과는 연령과 연령 제곱항을 설명변수에 포함함으로써 생애주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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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도 2003 2008 2009 2014 2015

상수
-4342.936***

(-12.527)
-5383.048***

(-12.480)
-5908.708***

(-11.397)
-6872.087***

(-9.405)
-8013.006***

(-13.349)

농가더미
-315.4556***

(-5.578)
-453.0866***

(-5.444)
47.22014
(0.593)

-155.6607
(-1.445)

17.34102
(0.170)

어가더미
-674.8178***

(-9.234)
-440.9778***

(-3.907)
78.00955
(0.796)

125.9233
(0.912)

221.7068
(1.592)

가구원 수
354.0249***

(18.355)
504.7909***

(15.364)
489.1277***

(17.088)
536.10755***

(13.859)
677.6384***

(18.697)

(가구주) 연령
222.98196***

(16.872)
285.3632***

(18.617)
297.6776***

(16.259)
383.5477***

(15.448)
440.9590***

(21.466)

연령 -2.10133***

(-16.700)
-2.6935***

(-19.397)
-2.85895***

(-17.402)
-3.69034***

(-17.258)
-4.30516***

(-23.915)

성별(남자)
237.1714***

(3.206)
530.0103***

(7.453)
360.9930***

(4.025)
664.56435***

(5.531)
874.4586***

(8.459)

초등학교
209.0940*

(1.889)
-275.1061**

(-2.204)
-4.20899
(-0.027)

-680.1742***

(-3.317)
-815.5715***

(-4.061)

중학교
373.0082***

(3.144)
-99.9478
(-0.712)

275.16275*

(1.694)
-323.0542***

(-1.480)
-743.3781***

(-3.524)

고등학교
787.4777***

(6.607)
266.3346*

(1.824)
749.2926***

(4.611)
402.9706*

(1.868)
-103.9153
(-0.503)

전문대
1393.379***

(8.734)
916.1445***

(4.890)
1349.161***

(6.570)
849.51868***

(3.172)
195.68854

(0.806)

대학
1769.189***

(13.429)
1704.033***

(9.895)
2047.374***

(11.354)
1462.016***

(6.102)
936.4908***

(4.226)

대학원
3180.819***

(16.608)
3090.151***

(9.529)
3363.479***

(13.963)
2374.5875***

(6.915)
1992.2628***

(6.723)

표본 수 8,870 8,137 8,327 7,679 11,300

 0.19586 0.20377 0.19451 0.18380 0.18897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가중최소제곱법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임. 피회귀변수(가구소득)는 만 원 단위임.

2) ( ) 안은 z-값을 나타냄. 단, 오차항의 표준편차는 강건표준오차법(robust standard error)으로 추정.

3)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냄.

표 4. 전체 가구(농가+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득결정식 회귀분석 결과(GLS)

득패턴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연령과 연령 제곱항의 계수는 각각 (+)와 (-) 부호를 가지면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연령기준으로 2차 방정식의 꼭짓점의 X-좌표 값을 구해보면 2003년, 2008

년, 2009년 각각 53.1세, 53.0세 52.0세이다. 2014년과 2015년의 꼭짓점 연령은 각각 52.0세와 51.2

세로 추정되었다. 이전 기간에 비해 꼭짓점 연령이 조금 낮게 형성되었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가구주 성별더미의 계수는 양(+)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가구소득이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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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연도별로 양자의 계수추정치의 크기가 큰 차이를 보인

다. 따라서 가구주 성별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정량적 크기는 안정적이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무학을 회귀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각 학력더미의 계수는 무학의 경우와 평

균소득 차이를 나타낸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교육더미의 계수가 대부분 양수(+)로 추정되었다. 

무학의 경우보다 교육을 받은 가구의 소득이 대체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더미 계수값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력과 가구소득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

재함을 시사한다.

3.3. 농·어·비농어가의 가구소득격차와 결정요인별 소득격차 기여도 분석

<표 4>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도·농 간, 도·어 간 가구소득 격차는, 여타의 소득결정요인, 

즉 외생적 환경 차이에 의한 차이효과를 적절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 농가더미와 어가더미의 계

수값으로 측정된다. 그런데 그것은 여타의 회귀변수를 조건변수로 설정한 상태에서 다른 조건이 동

일하다는 조건, 즉 여타 통제변수들의 값이 동일하다는 가상적인 상황하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조

건부 기대치의 차이를 나타낸다. 가구유형에 따라 가구원 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조건변수들의 

값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농·어가 더미의 계수값만으로는 여타 결정요인의 값 차이에 따라 발생

하는 가구유형 간 소득격차의 크기를 포착할 수 없다. 후자의 요인에 의한 가구소득 차이는 여러 관

점에서 측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가구유형 간 조건변수들의 비중이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결

정요인별로 가구유형 간 가구소득격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한다. 요인별 소득격차 기여분

의 산출공식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출예시 1: (가구규모) 비농어가 대비 농가소득격차

= 가구원 수 계수값 × (농가 평균 가구원 수 – 비농어가 평균가구원 수)

산출예시 2: (학력 차이) 비농어가 대비 어가소득격차

= 각급 학교 학력더미 계수값 × (어가 각급 학교 비중 – 비농어가 각급 학교 비중)



80 제42권 제2호

<표 3>에 의하면, 도·농 간 또는 도·어 간 소득격차는 2015년 현재 각각 1,999만 원과 1,332만 원

이다. 도·농, 도·어 간 관측된 가구소득격차(observed household income difference)는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와 여타의 가구소득 결정요인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격차 효과를 모두 

포괄한다.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요인별로 격차를 살펴보자.

일례로 2015년 현재 농·어가와 비농어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각각 2.65인, 2.64인, 3.17인이다

(<표 3>의 두 번째 묶음단락 참조). 가구원 수의 계수추정치는 677.6384(만 원)이다. 농가와 어가

의 평균 가구원 수는 비농어가보다 각각 0.52인·0.53인씩 적다. 그러므로 이들 가구 사이에는 평균

가구원 수 차이에 가구원 수의 계수값(677.6384)을 곱해준 액수만큼 평균가구소득 차이가 발생한

다. 가구원 수 차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농가는 352.4만 원(=0.52×677.6384), 어가는 359.1만 원

(=0.53×677.6384)씩 비농어가보다 가구소득이 더 적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2015년 현재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인 가구비율은 농·어가와 비농어가가 각

각 5.22%, 1.20%, 29.88%이다(<표 3>의 세 번째 묶음단락 참조). 대학 학력비율은 비농어가가 농·

어가보다 각각 24.66%p와 28.68%p씩 더 높다. 그러므로 가중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가구유형간 가

구주 학력이 대학인 가구비중의 차이에 따라 비농어가는 농·어가보다 비율 차(差)에 대학더미의 계

수값(936.4908)을 곱해준 것만큼 가구소득이 더 많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2015년 현재 비농어

가는 농가보다 약 231만 원(=0.2466×936.4908), 어가보다 약 269만 원(=0.2868×936.4908)씩 평

균가구소득이 더 많다.

이상의 방법으로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성별, 학력 차이에 의한 도·농 그리고 도·어 간 가구소득

격차의 크기를 네 가지 요인별로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기서 네 가

지 요인에 의한 가구소득 격차 값의 합과, 가구유형간 관찰가구소득차이 사이의 차(差)는 나머지 또

는 잔차(residual)로 인식하고 이를 <표 5>의 첫 번째 묶음단락의 마지막 줄에 배열되어 있는 ‘기타 

요인’에 의한 효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여타의 네 가지 소득결정요인에 대한 기준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잔차로 계산되는 ‘기타 요인’은 피동적으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비록 기타 

요인의 값이 여타 통제변수의 값에 따라 피동적으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타 요인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에 대한 대푯값을 나타낸

다는 점에서 회귀분석 시에 농가·어가더미의 계수값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의 첫 번째 묶음단락에서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학력 차이, 기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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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로 농·어가의 가구소득 기여분이 비농어가보다 작으면 (-) 값, 반대이면 (+)의 값을 나타낸다. 네 

가지 가구소득 결정요인과 기타 요인을 합산하면 비농어가 대비 농·어가 가구소득의 총차액을 나타

낸다. 평균소득수준이 낮은 농·어가에서 평균소득수준이 높은 비농어가를 차감하였기 때문에 가구

소득의 총차액은 (-) 값을 가진다. <표 5>의 세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의 값들을 점유비(비중)로 환

산한 값들이다. 결정요인별 비농어가 대비 소득격차 기여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백분율 값이 

양(+)인 것은 비농어가에 비해 농·어가의 소득을 낮추는 요인, 즉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양자 사이의 격차를 축소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결정요인별 소득격차 기여비중을 볼 때 가구규모(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학력수준의 

차이가 도·농과 도·어 간 소득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가구주의 

학력 차이가 도·농 및 도·어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기여도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일례로 2003년

의 경우 도·농 간 가구소득 격차 중 학력 차이에 의한 부분이 전체의 85.0%에 이를 정도로 기여비중

이 높다. 도·어 간 소득격차의 경우에도 학력 요인의 비중이 55.0%에 이를 정도로 절대기여도가 높

다. 이후 농가의 경우에는 학력 차이에 의한 가구소득 격차 기여도가 시계열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어가의 경우에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가구규모의 차이에서도 도·농, 도·어 간 

소득격차 기여도가 크다. 다소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가구규모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 기여도는 

농·어가 모두에서 확대되고 있다.

기타 요인은 네 가지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나타낸다. 대체로 순수한 도·농, 도·어 간 소득

격차 또는 소득불평등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체로 기타 요인의 소득격차 확대기여도가 

(+)이지만, 어가의 경우에는 최근 동 기여비중이 음(-)의 값으로 반전된 것이 특징적이다.

가구소득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기의 4개 요인만으로도 가구소득 격차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요인은 여타 가구특성의 차이를 통제(control)한 상

태에서 도·농 간 또는 도·어 간 가구소득격차를 의미한다. 차등적·불평등적 요소를 나타내거나 또

는 최소한 그런 요소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의 경우 2009년과 2015년 기타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가 각각 –9.6%와 –5.0%, 금액으로는 

각각 125만 원과 100만 원을 나타내어,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가구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소폭 더 많

았다. 나머지 연도에서는 비농어가와의 소득격차가 7.0~19.0%(금액 기준 –256만~-74만 원)을 나

타내었다. 즉, 가구유형 차이로 인해 농가 가구소득이 비농어가보다 74만~256만 원 적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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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어가 대비 
가구소득 격차 
기여분(만 원)

농가 어가

2003 2008 2009 2014 2015 2003 2008 2009 2014 2015

가구원 수 -124.2 -287.7 -303.3 -252.0 -352.4 -96.6 -227.2 -259.2 -402.1 -359.1

가구주 연령 42.9 -263.9 -417.7 -839.6 -1,180.0 115.4 -13.1 -99.2 -413.6 -694.6

가구주 성별(남자) 24.5 77.8 46.5 68.5 82.5 -3.7 22.7 6.5 -38.6 -37.2

가구주 
학력

초등학교 -89.1 -76.5 -1.2 -199.2 -244.3 69.4 -84.4 -1.4 -216.7 -257.4

중학교 27.2 -9.4 29.3 -32.8 -90.4 64.3 -17.1 45.0 -60.8 -145.9

고등학교 -141.0 -40.5 -107.4 -34.2 9.3 -194.0 -46.1 -124.8 -54.0 13.8

전문대학 -76.1 -62.4 -110.4 -86.8 -19.2 -80.0 -70.1 -116.4 -94.1 -20.3

대학교 -345.7 -314.1 -399.9 -327.5 -230.9 -377.5 -350.7 -444.7 -386.4 -268.6

대학원 -113.9 -113.4 -163.1 -89.3 -73.1 -118.0 -118.0 -167.2 -103.3 -88.5

소계 -738.5 -616.2 -752.6 -769.9 -648.7 -635.8 -686.4 -809.5 -915.4 -766.9 

소계 -795.4 -1,090.1 -1,427.1 -1,793.0 -2,098.6 -620.8 -904.0 -1,161.5 -1,769.6 -1,857.8 

기타 요인 -74.0 -256.0 125.0 -134.0 100.0 -544.0 -376.0 173.0 449.0 526.0

계 (=비농어가 대비 
가구소득 격차)

-869 -1,346 -1,302 -1,927 -1,999 -1,165 -1,280 -988 -1,321 -1,332

비농어가 대비 
가구소득격차 
기여비중(%)

농가 어가

2003 2008 2009 2014 2015 2003 2008 2009 2014 2015

가구원 수 14.3 21.4 23.3 13.1 17.6 8.3 17.7 26.2 30.4 27.0

가구주 연령 -4.9 19.6 32.1 43.6 59.0 -9.9 1.0 10.0 31.3 52.1

가구주 성별 -2.8 -5.8 -3.6 -3.6 -4.1 0.3 -1.8 -0.7 2.9 2.8

가구주 학력 85.0 45.8 57.8 40.0 32.5 54.6 53.6 81.9 69.3 57.6

기타 요인 8.5 19.0 -9.6 7.0 -5.0 46.7 29.4 -17.6 -34.0 -39.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산출방법 요약: 가계동향조사, 농가·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추정치임.

2) 두 번째 묶음단락의 계는 비농어가의 평균가구소득과 농·어가의 평균가구소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 3>의 

네 번째 묶음단락에서 가구유형 간 평균소득 차이를 표기한 것임.

3)  세 번째 묶음단락의 기여비중은, 두 번째 묶음단락의 도·농, 도·어 간 가구소득 차이를 100으로 환산하였을 때, 

각 결정요인별 기여비중을 나타냄.

표 5. 비농어가 대비 농·어가의 주요 소득결정요인별 소득격차 기여도

(단위: 만 원, %)

다. <표 4>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3년과 2008년 농가더미 계수가 음(-)이면서 통계적 유의

성이 크고, 이후 시기에는 동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지만, 가구소득 결정요인

의 평균값에서 동 효과를 측정해보면 대체로 농가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어가의 경우에는 2003년과 2008년 기타 요인의 소득격차 기여도가 각각 46.7%와 29.4%, 금액 

기준으로 544만 원, 376만 원씩 비농어가보다 적다. 그런데 2009년부터 부호가 반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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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5년의 경우 비중으로는 각각 –17.6%, -34.0%, -39.5%, 금액으로는 173만 원, 449만 원, 

526만 원씩 비농어가보다 어가의 소득이 더 높다. 상기의 네 가지 가구소득 결정요인의 차이에 의

한 가구유형 간 가구소득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2009년부터 오히려 어가소득 수준이 비농어가보

다 높게 나타났다. 몇 가지 가능성을 미리 상정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실제

로 어가소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가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어가 수의 감소가 가구소득이 낮은 한계어가의 탈어업 현상에 따라 주도된 것이라면 잔류어

가가 고소득어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개별어가의 소득수준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표본구성의 

변화만으로도 잔존어가들의 가구소득 평균치가 상승할 수 있다. 즉, 시계열적으로 표본의 포괄대상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야기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로 인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주어진 정보로 파악하기 어렵다. 원인 분석은 서

베이 자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추후 보완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3.4. 농·어·비농어가의 소득불평등도 추정 및 변화추이 비교

도·농·어가 유형별, 그리고 통합표본 기준으로 전국단위 전 가구 대상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

는 지니계수 추정치는 <표 6>에 정리하였다. 2003~2015년 동안 농가, 어가, 도시가구(비농어가)의 

지니계수는 각각 0.39~0.43, 0.40~0.49, 0.28~0.33의 범위로 추정되었다. 가구유형별로 지니계수

의 수준 차이가 크다. 농·어가에서는 지니계수가 각각 18.5%와 22.3%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2003년 0.283에서 2008년 0.298로 상승

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로 반전되어 2014년 0.287로 다소 하락하였다. 윤희숙 (2017)의 최근 연구

에 따르면 2010년대 초 도시가구(2인 이상 기준)의 소득불평등도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

였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2015년 비농어가의 지니

계수가 상당한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도·농·어가를 모두 아우른 전국단위의 지니계수는 2003년 0.295에서 2008년 0.310으로 상승하

였다가 2014년 0.300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0.344로 상승하였다. 농·어가의 지니계수

가 비농어가보다 월등히 높지만, 농·어가의 가구점유비중이 최대 9.3%(2003년 기준, 201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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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표 2> 참조)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지니계수는 비농어가의 경우

보다 절대수준만 조금 더 높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분 2003 2008 2009 2014 2015

농가 0.392807 0.402899 0.410415 0.433468 0.425477

어가 0.401318 0.424094 0.430298 0.483873 0.490939

비농어가(도시가구) 0.282658 0.297922 0.289723 0.286735 0.334890

전 가구 0.294642 0.309707 0.302341 0.300425 0.344331

주: 농가는 농가경제조사 자료, 어가는 어가경제조사 자료, 전체 가구는 농가·어가 및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풀링(pooling)한 경우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임.

표 6. 도·농·어가 및 전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추이(지니계수 기준)

4. 맺음말

본 연구는 도시가구(비농어가)와 농·어가를 아우른 전국단위의 전 가구 대상 소득불평등도를 추

정하고, 가구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별로 도·농 간, 도·어 간 가구소득 격차 기여도를 분해

분석하였다. 2015년 현재 도·농·어가의 가구소득은 각각 평균 5,721만 원, 3,722만 원, 4,389만 원, 

지니계수는 각각 0.335, 0.425, 0.491, 그리고 전 가구는 0.344로 추정되었다. 가구소득은 농가가 

가장 작고, 비농어가가 가장 높다. 지니계수는 비농어가가 가장 낮고 어가가 가장 높다. 2000년대 

초에는 농가소득이 어가보다 높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역전되었으며 그 격차가 조금씩 더 확

대되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계속 확대추세를 보였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분해한 결과, 도·농 간, 도·어 간 소득격차는 주로 가구주 

학력과 가구규모(가구원 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가구주의 연령과 성별 차이도 가구소득

격차를 나타내지만 기여도는 미미한 편이다. 가구유형 차이에 의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유

효한 것으로 보인다. 어가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만 해도 비농어가보다 가구소득이 낮았으나 최

근 역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농·어가의 소득분배구조를 논의할 때 도시가구(비농어가)와 달리 농·어가는 시장

을 거치지 않고 자가생산·자가소비 과정을 거쳐 소비되는 소비비중이 작지 않다. 따라서 서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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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 측정하는 지출통계는 농·어가의 경우 실제보다 과소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농·어가의 실질

소득은 화폐단위로 측정된 부분보다 조금 더 클 개연성이 높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통계

청 서베이 자료로부터 확보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화폐단위로 획득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분석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 중 하나이다. 자가소비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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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도·농·어 소득분배구조

농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64 614 814 994 1,194 1,407 1,670 2,017 2,484 4,186 1,532

2008 258 738 957 1,155 1,357 1,631 1,928 2,290 2,898 5,232 1,845

2009 317 704 925 1,134 1,358 1,613 1,904 2,387 3,028 5,321 1,869

2014 51 712 977 1,229 1,506 1,860 2,267 2,799 3,638 6,670 2,169

2015 324 802 1,077 1,346 1,633 1,956 2,342 2,897 3,722 7,091 2,318

어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114 497 675 838 1,033 1,224 1,444 1,716 2,140 3,954 1,363

2008 -188 625 880 1,127 1,362 1,669 2,003 2,459 3,111 5,608 1,865

2009 -23 676 958 1,245 1,500 1,771 2,118 2,565 3,352 6,413 2,059

2014 -369 769 1,124 1,439 1,784 2,128 2,575 3,202 4,204 9,182 2,603

2015 -506 843 1,102 1,387 1,767 2,119 2,619 3,431 4,629 9,652 2,702

비농어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2003 709 1,016 1,240 1,432 1,620 1,820 2,057 2,352 2,807 4,086 1,914

2008 822 1,246 1,529 1,783 2,026 2,297 2,599 3,005 3,621 5,357 2,428

2009 843 1,269 1,543 1,799 2,039 2,313 2,628 2,991 3,570 5,139 2,413

2014 1,061 1,614 1,984 2,307 2,610 2,933 3,313 3,802 4,550 6,519 3,070

2015 762 1,481 1,926 2,308 2,640 2,992 3,406 3,962 4,881 7,870 3,223

주 1) 농가는 농가경제조사 자료, 어가는 어가경제조사 자료, 전체 가구는 농가·어가 및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 자료)

를 풀링(pooling)한 경우를 대상으로 균등화지수(가구원 수의 제곱근)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2)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급을 사용함.

부표 1.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분포(균등화지수 적용)

구분 2003 2008 2009 2014 2015

농가 0.370684 0.377488 0.385644 0.420324 0.4083725477

어가 0.389756 0.411882 0.418509 0.456320 0.464535

비농어가(도시가구) 0.269209 0.283406 0.273380 0.272423 0.321742

전 가구 0.279884 0.293256 0.284392 0.285257 0.3298224

주 1) 농가는 농가경제조사 자료, 어가는 어가경제조사 자료, 전체 가구는 농가·어가 및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풀링(pooling)한 경우를 대상으로 균등화지수(가구원 수의 제곱근)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2) 균등화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급을 사용함.

부표 2. 도·농·어가 및 전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추이(지니계수 기준, 균등화지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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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jobs in the industries by using data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The Logit model is use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young college graduates' choice of employment in agri-

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Ordered Probit model is used to analyze fac-

tors influencing overall job satisfaction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ults indicate that graduates from agricultural colleges have a higher proba-

bility of employme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hen their spouses' 

vocation is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he industrie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their aptitude and interest 

are or the brighter the future prospects for agriculture are, the higher the proba-

bility of employment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s. The higher the sat-

isfaction of wage or income, job stability, and working hours, the larger overall 

job satisfaction is. In addi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job - related educa-

tion or training is, the higher overall job satisfaction is. Consequently, higher ed-

ucation institutions need to provide on-site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a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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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청년 실업난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청년실업은 곧 고학력 실업자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대졸 실업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진학률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한 신규 일자리 부족, 그리고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인구 고령화 심화와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청년농업

인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주 대상은 20, 30대 청년이며, 이 중 대학

생 대상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농업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귀농희망자를 육성하

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농창업특성화사업1 과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농업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이 청년대졸자 취업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는 관련 사업에 대한 청년대졸자의 관심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최근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

서 대졸자의 신규 일자리로 농림어업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년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20, 30대 청년 농업종사원의 비중은 2010년 7.0%에서 2015년 4.2%로 그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청년 농업종사원 중 대졸자 비중은 2010년 47.3%에서 2015년 59.8%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2 대졸자의 농림어업 법인 취업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농림어업 일자리에 청년대졸자 

취업 비중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정기수(2018)는 농업경영체에서는 농업고등학교 재학생이나 

농업 관련 전공자에 대한 채용 만족도가 높았으며,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입장에

서도 농업 관련 근무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 전공 인력

의 농업 관련 산업으로 연계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3 

이와 같이 농업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취업4 수요가 변화

1 전북대, 전남대, 연암대, 경북대, 충남대 5개의 영농창업특성화 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 및 지원을 받아 현장 실습 중심의 

농업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영농정착 후계 인력을 양성한다.

2 2010년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3 ‘농림어업 최근 고용 동향과 대응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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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업에 대한 정확한 특성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므로, 

농림어업분야를 청년대졸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유입 및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요

인이 농림어업분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농림어업분야 일자리 만족도

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즉,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취업 만족

도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분야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

를 분석하여, 농림어업분야 일자리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농림어업분야로의 취

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 전공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특성 및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관련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농과대학 졸업자 대상 진로현황 조사 및 

농업인력 활용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고, 전체 대졸자 대상 농림어업 취업 특성 분석은 거의 없었다. 

마상진‧박대식(2008)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를 통해 농업계 대학 및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파악하고, 농대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취농 의사결정과 관련한 실태 분석하여, 농업 관련 전공 대

학생의 영농 분야 신규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농과대학 영

농정착교육과정을 이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분석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철영(1998)은 농학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 관련 전공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

육 및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최경환 외(2010)은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력 육성 방안으로 

한국농수산대학 학과 신규개설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다. 김정태·배성의(2014)는 농학계열 대학 졸

업생의 농산업 분야 취업률 현황을 조사하여, 가장 최근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대졸청년층의 농산업분야 취‧창업 경로 및 관련 변인 간 인관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결정 요인 및 농

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농림어업분야 취업에는 다른 농장 및 농업법인에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

라 개인 농장을 경영하는 창업농도 포함된다. 이용한 자료에서 농림어업분야 취업과 창업이 구분되자 않아서, 통합적으로 취업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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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비중(%)

모름/무응답 5 0.04

농업, 임업 및 어업 97 0.73

광업 4 0.03

제조업 2,614 19.5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9 0.6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7 0.2

건설업 517 3.87

표 1. 분석대상자의 현재 일자리 분포

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 내용의 차별성이 있으며, 또한 표본대표성이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5 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이용한 자료의 차

별성이 있다.

2. 이용한 자료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원시자료이다. �대

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이며,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

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

본 연구는 현재 농림어업분야에 종사하는 대졸자의 특성과 직업적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

이므로, 현재 일자리가 있는 응답자 1만 3,371명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현재 일자리 

분포는 <표 1>과 같다.

5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는 매년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문대 이상의 대학졸

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학 중 경력개발과 취업경험, 졸업 후 구직기간, 구직경험, 직업과 임금, 노동시장 이동, 진로탐색, 직업

훈련 및 자격증, 가계배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로, 2006년 시작 당시 패널조사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횡단면 조사

로 실시하고 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는 인력수급전망 인프라구축방안의 과제로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

고 있으며,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이다(통계청 승인번호: 32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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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1,165 8.71

운수업 211 1.58

숙박 및 음식점업 652 4.8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50 7.1

금융 및 보험업 387 2.8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2 0.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50 7.8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02 3.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1 5.62

교육 서비스업 2,297 17.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55 10.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46 2.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341 2.55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업 2 0.01

국제 및 외국기관 7 0.05

합계 13,371 100

표 1. 분석대상자의 현재 일자리 분포 (계속)

설명변수 변수 설명 및 생성방법 비중(%)

응답자 특성

출생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24.7

경기 15.5

강원 4.1

충북 6.2

충남 9.3

전북 6.2

전남 9.3

경북 9.3

경남 10.3

제주 4.1

농림어업 관련 학과 졸업 여부 50.5

부모의 농림어업 종사 여부 53.6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경영주 여부 54.6

자료: �20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분석.

표 2. 농림어업분야 대졸 취업자의 특성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졸자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출생지역은 특

별시 및 광역시가 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 경남 등의 순이다. 농림어업 관련 학과를 졸업

한 비중은 51%로, 농과대학 졸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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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변수 설명 및 생성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 
정도

근로소득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21 0.59 3 5

근로시간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10 0.62 3 5

자신의 적성, 흥미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30 0.74 2 5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3.69 1.06 1 5

업무내용의 
난이도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3.46 0.88 1 5

업무량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3.72 0.70 2 5

개인발전
가능성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15 0.75 2 5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22 0.81 2 5

직장(고용) 안정성
전혀 중요치 않음=1, 중요치 않음=2, 보통=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
4.15 0.82 1 5

(계속)

표 3. 농림어업 종사 대졸자의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도 및 현재 일자리 만족도

부의 농림어업 종사 비중은 54%로 나타나, 영농승계농 비중이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종사

상 지위 측면에서는 경영주가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용 및 임시근로자로서 농업법인(영농조

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대졸자 비중도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농림어업 종사 대졸자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5점 척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

과, 직장 만족도는 3.49점, 업무 만족도는 3.4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가 보통을 약

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

신의 적성 및 흥미 일치, 고용의 안정성 등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또는 소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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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변수 설명 및 생성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현재 
일자리 
만족도

직장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49 0.81 1 5

업무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46 0.76 1 5

임금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22 0.81 1 5

고용 안정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55 0.94 1 5

근무시간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36 0.99 1 5

발전가능성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42 0.99 1 5

자율성과 권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68 0.92 1 5

자신의 적성, 흥미 
일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58 0.76 1 5

직무교육훈련 
만족도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 3.34 0.85 1 5

자료: �2014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 농림어업 종사 대졸자의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도 및 현재 일자리 만족도 (계속)

3. 분석모형

본 연구는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식(1)과 같은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다.

(1) 
    

여기서 
는 대졸자의 농림어업 직업 선택을 나타내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 는 농림어업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모형 (2)은 관측 가능한 더미 변수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농림어업에 종사한다) if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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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가능한 와 이 주어진 경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가정하

면, 로짓 모형은 다음의 분포를 따른다(Maddala 1983).

(3) Pr    ,   

여기서     exp  이다.

위 모형의 추정을 위한 log-likelihood(log-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4) ln  
  



ln   ln   

두 번째 모형은 대졸 취업자의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용한 자료에서 일자리 만족도는 직장과 업무 만족도로 구분되고 두 변수 모두 ‘매우 불만족한다’부

터 ‘매우 만족한다’까지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순서화된 자료 분석에 적합

한 모형인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한다. 종속변수가 선호 서열 척도이거나 

순서화된 이산값일 경우, 그 값은 숫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선형회귀 모형은 사용

할 수 없다. 대신에 순서 선택 모형(ordered choice model)인 순위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이

나 순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순위 로짓 모형과 순위 프로빗 모형의 차이는 오차항의 확률분

포형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있는데, 순위 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가정한다.

따라서 대졸 취업자의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모형을 설정한다(Greene 2012). 

(5)    ′  

(5)에서   는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를 나타내는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 는 설명변수 벡터

이다.  개의 응답 가능한 순위가 있을 때, 관측할 수 없는 변수 와 관측할 수 있는 변수 의 관계

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순위 프로빗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6)     if  ≤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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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 

       …

          if    ≤ 

들은 와 함께 추정될 수 있는 매개변수(parameter)로,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한계값을 의미한다. 

이때, 오차 가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6)에 대한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함수 

Φ는 표준 정규 확률밀도함수이다. 

(7) Prob(      )  Φ(  ′ ),

     Prob(      )  Φ(   ′ )  Φ(  ′ ),

     Prob(      )  Φ(   ′ )  Φ(   ′ ),

     …

     Prob(      )  1  Φ(     ′ ).

           ⋯    

Pr  를 번째 응답자가 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라고 하고, 는 번째 응답자의 만족도

가 일 때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일자리 만족도가 나타날 확률

을 구할 수 있다. 

(8)   
  




  



Pr  

이때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가 최대가 되는 를 추정함으로써 최대우도 추정량을 구하

고 대졸 취업자의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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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현재 일자리가 농림

어업분야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를 설정하고,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도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6 설명변수들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을 산출한 결과, 설명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값이 

1.02∼1.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명변수 중 응답자 특성변수로는 출생지, 농과대학 졸업 여부, 그리고 부모의 농림어업종사 여

부 변수를 설정하였다. 농림어업분야 취업 선택에서 대학 전공 및 학업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농과대학 졸업 여부’ 변수를, 부모 직업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부모의 농림어업종사 여

부 변수’를 포함시켰다. 수도권, 지방 등을 포함한 출신지역에 따른 농림어업 취업 선택 양상을 살펴

보고자 출생지역 변수를 포함시켰다. 응답자의 직업관을 나타내는 일자리 선택 시 고려 항목으로 

근로소득, 근로시간,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업무내용의 난이도, 업무량, 개인

발전 가능성,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직장(고용) 안정성 항목을 포함하였다.

모형의 유의성 검증 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서 농과대학

을 졸업한 자의 농림어업 취업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농림어업 취업도 전공분야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과계열 대학생들의 농림어업 취업 장려 정책은 다른 전공계

열 학생들보다 정책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진출 활

성화를 위해서는 농과대학 대상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비해 충북, 전남에서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농림어업에 종사할수록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승계농이 농림어업 취업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장려 방안으로 영농승계농 관련 정책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6 그 밖에도 응답자 가구의 지출, 소득, 자산 관련 변수들도 취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자료에는 이러한 변수들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서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즉, 본 논문의 분석모형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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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일자리 고려 항목으로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이 중요하다고 평

가할수록 농림어업분야 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내용의 난이도와 개인 발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할수록 농림어업분야 취업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중요시하는 대졸자일수록 농림어업 직업 선택 확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농림어업 직업에 대한 적성 발굴 및 흥미 유발을 위한 관

련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 4.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 추정계수 z값

응답자 특성

농과대학 졸업 여부 3.050*** 13.68

출생지역

경기 0.456 1.31

강원 0.850 1.51

충북 0.846* 1.72

충남 0.559 1.23

전북 0.588 1.21

전남 0.705* 1.62

경북 0.603 1.43

경남 0.545 1.33

제주 0.675 1.08

부모의 농림어업 종사 여부 2.641*** 11.26

일자리 고려 
항목 중요 

정도

근로소득 0.155 0.81

근로시간 -0.261 -1.4

자신의 적성, 흥미 0.071* 1.4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0.044 0.37

업무내용의 난이도 -0.256* -1.5

업무량 0.051 0.28

개인 발전가능성 -0.198 -1.11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0.227 1.18

직장(고용) 안정성 -0.176 -1.03

상수항 -5.501*** -5.36

Number of obs = 13,371

Log likelihood = -428.68401 

LR chi2(20) = 350.06***

주: * p<0.05; ** p<0.01; *** p<0.001

출생지역 참조변인은 ‘특별시 및 광역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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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농림어업 직업 및 업무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유의성 검정 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만족도 수준의 의사결정 경계치(threshold) 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농과대학 졸업자일수록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농과대학에서 습득한 관련 기

술 및 지식이 농림어업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 직업의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

위가 경영주일수록 직업적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등 비경영주 지위에서는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농산업 취업

보다는 창업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또는 소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취·창업 

확보를 위해서는 농림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의 만

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농림어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갖는 장점인 탄력적

인 근로시간,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직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일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림어업 직업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어업분야가 적성 및 흥미를 발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홍보하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농림어업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은 직업기술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직업의 만족도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농림어업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 그리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일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직장 업무와 차별되는 농림어업분야 업무의 장점을 부각하고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적성

과 흥미가 일치하는 대졸자를 농림어업분야 일자리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육과정에서 농림어업분야 진로체험과 직업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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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림어업분야 대졸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
직업 만족도 업무 만족도

추정계수 z값 추정계수 z값

개인 특성

농과대학 졸업 0.29* 2.61 0.19 0.7

부모의 농림어업 종사 여부 -0.34 -1.19 -0.44 -1.59

경영주 여부 0.93** 2.8 0.37 1.23

일자리 속성별 
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0.86*** 3.33 0.13 0.56

고용의 안정성 0.44* 2.31 0.44* 2.41

근로시간 0.30* 2.05 0.44** 2.82

개인의 발전가능성 0.11 0.57 0.31 1.7

일의 자율성과 권한 0.25 1.23 0.25 1.29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일치 0.52** 2.99 0.59* 2.42

직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 0.33* 2.36 0.05 0.22

 5.06*** 　 3.56*** 　

 6.23*** 　 5.10*** 　

 8.89*** 　 7.38*** 　

 12.37*** 　 10.43*** 　

표본 수 97 97

Log-likelihood -55.92 -63.81

LR chi2(11) 106.61*** 86.14***

주: * p<0.05; ** p<0.01; *** p<0.001

5. 요약 및 결론

최근 대졸자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규 일자리로서 농림어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졸

자의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취업 활성화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농림어업 취업 대졸자의 특성 

및 직업 만족도에 대한 실태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

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결정 요인과 농림어업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농과대학 졸업자의 농림어업 취업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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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나, 농과대학생 대상 농림어업분야 취업 장려 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농과대학 출신 농업인 육성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중요시하는 대졸자일수록, 농림어업 직업을 선택할 확

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이 농림어업 직업에 대한 친숙함과 흥미를 갖고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도 개인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적 자긍심 고취 및 소득 증대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졸자의 농림어업 취업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대졸자의 농림어업 직업 및 업무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과대학 졸업

자일수록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에서 습득한 관련 기술 및 지식이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

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금 또는 소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았고,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보다 자유로운 근로시간 및 

안정성 등의 농림어업 직업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소득 증대 지원을 통해 농림어업 일자리 만족도

를 높일 수 있으며, 대졸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직무 관련 교육 또는 

훈련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에서의 농림어업 관련 현장 교육과 훈

련은 대학생들의 농림어업분야 적성 발굴뿐만 아니라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추진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졸자의 실업문제 돌파구를 농림어업에서 찾는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지역 활성화

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농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우리의 농업‧농촌에서 일자리를 

찾는 대졸 청년층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함께 농림어업 일자리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 직업 선택과 만족도를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용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에

서는 농림어업취업 청년대졸자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청년대졸자의 농림어업취업자 특성을 충분

히 파악하는 데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문 또는 심층조사를 통해서 농림어업 취업 청

년대졸자의 세부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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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차별경험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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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f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and their depression, taking experiences of discrim-

ination into consideration, as a meditated effect. Data from a survey taken from 

800 elderly people, 65 years old and older and living in rural areas, were us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on-

ducted using STATA13 and MPLUS 7. Based on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medical exclusion did not directly affect depression, except when mediated by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Lifelong education exclusion and material ex-

clusion had a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 Residential exclusion not only di-

rectly affected depression, it was also influential when mediated by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Results suggested policies and interventions to prevent the in-

cidence of depression incurred by social exclusion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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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초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전체 고령화율은 2010년 11%에서 2014년 12.7%로 연평균 0.4%씩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

간 농촌은 31.8%에서 39.1%로 연평균 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는 농

촌이 도시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고령화율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 역시 4배 이상 빠르게 진

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의 수적 증가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농촌과 도시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생활양식과 같은 구조적 특성에도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문제의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심미경·박정모 2002). 사회적 배제는 체계적으로 취약한 개인이나 집

단에 있는 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조현미·김영경·장유나 2019), 노인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서 사회적 배제 논의에서 주요한 집단으로 이해된다(박현주 2012). 특히 농촌노인의 경우 우리사회

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에 거주하며, 도시와 농촌 간에 소득 격차 심

화, 젊은 층의 이농,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 악순환 구조를 경험하면서 지역 공동체 

해체 상황에 처해 있다(최민정·권정호 2014). 또한 농촌노인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

아 복지혜택이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이동 및 접근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간적 고립 및 사회적 배제

과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노시학·이재천 2013). 이와 같이 농촌노인은 사회적 배제를 구

성하는 잠정적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즉 보편적 공적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및 인프라 사용의 기본적인 권리 박탈, 외부로부터의 불합리한 조건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된

다(조현미·김영경·장유나 2019).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인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적 배제는 농촌노인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강현욱·박경민 2012). 청장년층의 이농현상

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도시보다 낮은 경제적 수준은 농촌노인의 우울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며(Fortney, Harman, Xu and Dong 2010),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

다(박경순 2015). 농촌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노인(이혜경 2009; 이승은 2014; 배지연·노

병일·곽현근·유현숙 2006) 및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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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정화·오영은 2016),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다차원적인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

회적 지지나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전병주·최은영 2014; 박선아·정효미·차

명화 2018) 또는 사회적 지원이 사회적 배제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성지 2017).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우울 간의 단선적 관계에만 주목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제외하고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맥락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에 주목하여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농촌노인의 

차별경험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배제에 놓인 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낮을 가

능성이 높으며,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될 경우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이 증가한다

고 보고된 바(김수진·김미혜 2018), 사회적 배제에 놓인 노인은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

았다. 또한 노인의 차별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신학진 2012), 노인 차별

(ageism)은 노인들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Miller, 

Karl E. 2002; 김영주 2009).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차별경험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차별경험

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본다면, 사회적 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노인을 중심으로 사회

적 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노인이 겪는 차별경험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확

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가? 2)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차별경험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에 따라 농촌지역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우울예방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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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농촌노인의 우울

우울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흔한 정신건강 증상 중 하나로, 농촌노인의 77.5%가 경증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주 2009).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변화뿐 아니라 

병적인 기분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다(심미경·박정모 2002).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

(NASW)는 우울을 슬픔, 자포자기, 절망, 미래에 대한 비관, 활동 및 생산성의 저하, 수면 장애나 심

한 피곤, 부적절감, 자기혐오감, 절망감 등의 특징을 갖는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한다(노병일·손정환 

2011).

우울은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이해하는 관점과(Bertolote, Fleischmann, De Leo, and 

Wasserman 2004), 생활환경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우울 증상(depressive symptoms)

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나뉜다(Kessler 1997).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대체로 우울(depression)이 우울 

기분인 우울감(depressed mood)을 의미한다(황민영·정순둘·김주현 2018; Snowdon 2002). 본 연구

는 농촌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아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성

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신병리적인 관점에서의 질병으로서의 우울증

이 아닌 우울한 기분인 우울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노년기의 우울은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김미혜·이금룡·정순둘 2000),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신체질환의 발병위험을 높여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자살시도의 위험성

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미영·이승은·박현식 2015). 노인의 우울 증상은 종종 노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그 심각성이 무시되기 쉬우며, 인식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절한 정신과적 중재를 받기가 어렵다(Crowther, Scogin, and Norton 

2010).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친밀한 이웃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신과 치료를 받았

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더 크다. 이에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노인 우울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강현욱·박경민 2012; Hauenstein, Petterson, 

Rovnyak, Merwin, Heise and Wagner 2007; Crowth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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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와 측면을 가진 모호한 용어로, 각 나

라의 정책적인 상황 및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주로 사회적 배제를 

보다 광의로 보는 관점에서는  “한 개인의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의료서비스, 재정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박현주 2012: 12). 같은 맥락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

요한 권리의 박탈과 서비스 접근이 부적절한 상태이자, 노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와 자

원의 제한 및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이혜경 20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 

배제가 빈곤과 직결되는 개념으로서,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

하는 기존의 빈곤의 개념에 문제제기하고 경제적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개되었

다(박병현·최선미 2001).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빈곤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장애요소의 누적,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의 단절과 같은 동태적, 과정적, 다측면적인 성격을 좀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심창학 2004). 빈곤개념의 확장이자 빈부 격차와 같은 빈곤의 덫을 설명하는 사

회과학적 개념으로서(Ulrich Beck 2006; 홍성태 역), 빈곤에 대한 현상학적인 측면보다는 빈곤의 

원인과 빈곤에의 과정을 강조한다(심창학 2004).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인 빈곤과 유사 용어로 사

용되기도 하며(김교성 2014), 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주거, 교육, 건강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배제

가 중첩되어 나타난다(정금호 2015). 사회적 배제는 각 영역이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인 성격을 가

지며(문진영 2004), 이 중의 핵심은 경제적 배제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현선·정수정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빈곤의 확장의 개념으로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을 유발하

는 요인이자 결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명호 외(2004)가 제시한 빈곤을 낳는 6가지 사회적 배

제의 영역과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명호 외(2004)는 

건강·고용 및 취업·사회적 관계·교육, 주거, 물질적 영역의 배제의 사회적 배제의 영역들이 빈곤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며,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건강배제는 심신장애나 만성질환 등으로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러한 

불편을 완화하거나 보완해 줄 보건·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신명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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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그러나 신명호 외(2004)의 건강배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행연구에서 건강배제를 

측정하는 변수가 주관적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등인 것을 고려해 볼 때(김안나 외 2008; 김수진 

2019) 용어에 있어서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배제의 용어를 사용

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농촌노인의 경우 무리한 영농의 부담으로 신

체적 질병이환에 더 취약하며,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맞물려 적절한 의료․사회서비

스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손신영 2006; 김영주 2010; 염지혜 2016). 김영주(2009)는 농촌노

인의 95.3%의 대상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건강문제가 병원비 지출이나 소득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의료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 스스로 연령주의를 가지고 있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도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배제라고 선행연구에서는 보고 있다(박현주 2012).   

고용 및 취업배제와 관련하여 신명호 외(2004)는 저학력·미숙련이나 여성, 심신장애 및 노령 등으

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제약받는 경우로 설명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 농촌

의 경우 오히려 도시노인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오승환·윤동성 2006), 이는 

농촌에서의 주된 일자리인 농업에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은퇴연령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관계차원의 배제는 친인척, 이웃,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고립되거나 단절된 경우를 의미

하며, 농촌노인은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경숙  2001; 최민정·

권정호 2014).  

또한 교육배제는 정보,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했거나, 저학력으로 

사회적인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신명호 외 2004), 농촌노인은  각종 문화, 교육, 정보에 대

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된다(배진희 2004). 또한 평생교육 참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교육배제로 제시되고 있으며(김안나 2007), 농촌노인의 평생교육 참

여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농촌여성의 경우 평생교

육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이 매우 낮고, 연령대가 높아지면 더욱 낮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권정숙 

2005). 

주거배제와 관련하여 노인의 주거배제를 알아보면 주거는 단지 건축물로서의 집만 의미하지 않

으며 여러 복합적인 환경(환경의 쾌적성, 교통의 편리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이승은 2014). 소득이 

낮거나 가용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적절한 주거를 획득하기 어렵고 열악한 주거는 적절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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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나 건강, 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안나 외 2008). 농촌은 설비가 노후되고 단열 등의 문제를 가진 30년 이상된 오래된 주택이 많다

고 보고되며(정금호 2015), 이는 농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배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안정

적으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신명호 외 2004), 농촌의 경우 초

고령화 현상이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농업생산력 저하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농촌노인은 경제적 불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최민정·권정호 2014; 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 

Lanfranchi, M., Giannetto, C., Abbate, T., and Dimitrova,V. 2015). 물질적 결핍과 배제는 개념

상으로 볼 때 다소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심창학 2004), 일반적으로 소득을 중심

으로 사회적 배제를 보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빈곤

에 있어서 화폐로 환산되어 드러나는 소득의 설명력은 14%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정선영·정

익중 2011), 이의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영역의 결핍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

움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김수진 2017). 

2.3. 농촌노인의 차별경험

노인 차별은 노인 집단 또는 노인 개인에게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하는 행동을 의미한

다(Butler 1980). 크게 사회적 차별과 개인적 차별로 나눌 수 있다(이은아 2016). 사회적 차별은 각

종 사회정책이나 제도에서 노인을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노인 차

별은 접촉기피, 고용차별, 거부, 소외, 노인 이미지의 부정적인 반응 등 노인이 개별적 사회관계에서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다(박종우 1999). 이와 같이 노인 차별은 개인적 관계나 사회의 여

러 영역에서 노인이 소외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험을 갖게 하며(원영희 2005), 차별경험은 타인

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노인 차별경험에 주

목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집단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차별보다는 개

인적으로 받게 되는 차별경험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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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차별경험은 노인의 자아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의 기본권을 위협한다(원영희 2005). 노년기의 차별경험은 주관적

인 자아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안준희·김승용 2009),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차별적 경험

은 고령자들의 노년기의 의미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주현 2015).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차별인식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2006)에 따르면 70~80% 

노인들이 노인 차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차별 원인으로 ‘노인의 지위 하락과 

역할 상실(20.9%)’, ‘노인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15.5%)’, ‘세대 간 단절현상 심화(15.5%)’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노인 차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9.1%

가 ‘노인 차별이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31.3%가 ‘매우 있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노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보고한 바 있다(원영희·이금룡·김욱·최혜지·한은주 2006). 이 같은 조사 결

과를 통해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노인 

차별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차별경험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나이로 

인한 취직에서의 차별이나, 의사나 간호사를 대할 때 이들이 노인의 질병이 나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문항이 도시노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나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노인 차별이 노인들에게 내재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양정남·최은정·김화선·심정영 2010). 

2.4. 농촌노인의 우울과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우울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회적 배제의 각 영역을 중심으로 농촌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배제와 관련하여 농촌노인의 신

체적인 건강 정도가 양호하고(김영주 2009) 질병에 대한 자기노출의 정도가 낮을수록(양순미 외 

2007),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았고(이수애·이경미 

2002; 신혜종·박명숙 2011), 만성질환과 통증이 많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강상경·부가청 

2010).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거나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의료빈곤자 중 44.8%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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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한다고 한 연구도 있다(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 물질적 배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

움이 높을수록(양순미 외 2007; 신혜종·박명숙 2011),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을수록(이수애·이경미 

2002), 소득수준이 낮을수록(강상경·부가청 2010) 우울 정도가 높았다. 또한 교육배제와 관련하여 

노인들은 평생 교육 참여를 통해 지적 충족뿐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욕구의 충족, 사

회정서적 요구의 충족을 경험하며(전명수 2014), 평생교육에 참여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지선·김정주·유현옥·서환환 2016). 주거배제와 관련하여 노인이 주거빈곤을 경

험하는 경우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47.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  사회적 관계배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 정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김봉균·하연주·최송식 2014). 

이와 같이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각 영역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2.5.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농촌노인은 현대 사회의 노인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더하여 농촌이라는 지역적 악조건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소외된 계층으로(최민정·권정호 2014),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

제와 차별경험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노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체계적으로 차별받을 경우 건강, 경제적 영역, 관계 등

에서 충분한 권리와 기회를 받지 못하는 형태로 노출되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나(Payne 1999), 사회적으로 배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로 인식되어 차별경험이 높아진다는 관점도 있다(김수진·김미혜 2018).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차별경험은 개인적으로는 노인 당사자의 자존감을 낮추고 실생활의 수행능력을 저하시키며, 사

회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김지연·민경환·김민희 2014). 차별은 

고독, 우울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tin, Stephan, Carretta, 

Terracciano 2015). 노인 개인이 경험한 차별은 자신이 속한 노인 집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고(김욱 2003),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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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원영희 2005). 즉, 노인 차별경험이 노인들 스스로의 가치와 자아인식을 저하시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남석인(2008)은 차별경험이 노인에 대한 인식, 노년기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가

족기능이나 동년배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 이에 차별경험이 사

회적 배제와 우울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방법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17년 9월 18일부터 2017년 10월 27일까지 조사된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IRB No. 142-10). 이 데이터는 2014년 노

인실태조사에서 지역별 노인인구의 모집단 분포가 높게 나타난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

남도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구체적인 표집방법은 

각 지자체별로(4개 도) 농촌이 포함된 10개의 시군을 무작위로 선정하고(40개 시군), 각 시군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2개 읍면이 추출되었으며(80개 읍면), 해당 읍면에서 각 10명을 무작위로 추

출하였다. 조사지역은 다음 <표1>과 같다(김미혜·정순둘·장명선·안준희 2017: 176). 

도 시/군 읍면 표집인원 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진접읍 10/10

파주시 문산읍 조리읍 10/10

평택시 팽성읍 안중읍 10/10

포천시 소흘읍 일동면 10/10

양주시 백석읍 장흥면 10/10

김포시 통진읍 양촌읍 10/10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10/10

여주시 가남읍 대신면 10/10

가평군 가평읍 청평면 10/10

연천군 전곡읍 연천읍 10/10

표 1.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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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지역(계속)

도 시/군 읍면 표집인원 수

경북

경주시 안강읍 외동읍 10/10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구 오천읍 10/10

경산시 진량읍 하양읍 10/10

영천시 금호읍 고경면 10/10

상주시 함창읍 공성면 10/10

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10/10

칠곡군 왜관읍 약목면 10/10

의성군 의성읍 금성면 10/10

군위군 군위읍 효령면 10/10

영양군 영양읍 입암면 10/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동남구 목천읍 10/10

논산시 연무읍 강경읍 10/10

당진시 송악읍 합덕읍 10/10

공주시 유구읍 계룡면 10/10

보령시 웅천읍 남포면 10/10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10/10

부여군 부여읍 규암면 10/10

금산군 금산읍 추부면 10/10

서천군 서천읍 장항읍 10/10

청양군 청양읍 남양면 10/10

전남

여수시 소라면 화양면 10/10

순천시 서면 별량면 10/10

나주시 남평읍 노안면 10/10

해남군 해남읍 송지면 10/10

영광군 영광읍 백수읍 10/10

장성군 장성읍 북이면 10/10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10/10

강진군 강진읍 군동면 10/10

구례군 구례읍 산동면 10/10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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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도구

3.2.1. 우울

노인의 우울에 대한 평가는 Yesavage 와 Sheikh(1986)이 개발하고 Cho, et al.(1999)이 한국어

판으로 타당화한 15문항의 노인성 우울 단축형 척도(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

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경우 1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0점으로 처

리하여  합(0~15점)을 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8점을 절단점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Bae JN and Cho MJ. 2004). 

3.2.2. 사회적 배제

앞서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신명호 외(2004)의 사회적 배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이

에 따라 변수를 선정하였다. 총 6개의 영역 중 고용배제1 와 사회적 관계차원2 의 배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료, 교육, 주거, 물질적 영역의 배제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편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각 하위영역의 측정값을 배제와 비배제 사이의 연속된 값

을 갖는 연속변수로 본 연구도 있고(박현주 2012; 김수진 2019), 일정한 기준점을 두고 배제와 비배

제를 나누어 사용한 연구(김안나 2007; 김안나 외 2008; 이정화·오영은 2016), 기타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배제의 점수를 생성하여 사용한 연구가 있다(김교성·노

혜진 2008; 이혜경 2009). 본 연구에서는 박능후와 최민정(2014)이 사용한 배제의 중첩도라는 개

념을 차용하여 각 배제 영역의 세부항목별로 배제는 1로, 비배제는 0으로 코딩하여 합산점수를 사

용하였다. 이는 하위 문항별 가중치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이상록 2011), 

이분형 변수의 경우 배제의 누적을 반영하지 못하며 배제가 누적되었을 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위

1 고용배제는 신명호 외(2004)의 정의에 따라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노인들의 대

다수가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61.6%) 지금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29.6%) 고 응답한 것을 고려해 볼 때(안준희 외 2018), 일

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2 사회적 관계차원에서의 배제는 측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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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김수진 2017). 

이에 따라 의료배제는 순환기 질환, 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감각기 질환, 

암, 소화기 질환, 요생식기 질환, 기타의 9항목에 대해 만성질환 여부, 치료 여부에 대해 질문하여 

‘있다’와 ‘없다’로 응답하게 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9항목 중 만성질환이 있으나 치료받지 못한 경

험을 배제로 하여 1로 코딩하고, 한 번도 없는 경우를 비배제  0으로 코딩하여 9항목 합산값을 사용

하였다. 0-9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높을수록 의료에서의 배제중첩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교육에서의 배제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지표인 평생교육 참여 유무를 바탕으로(김안나 

2007) 평생교육 미참여의 중첩도로 보았다. 참여 경험이 있는 평생교육의 종류를 답하게 하여 컴퓨

터, 외국어, 교양 및 문화소양, 취미 및 여가, 취업 및 창업, 시민의식, 건강 및 스포츠, 자격증 및 학위

취득, 기타의 9항목에 대해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를 배제 1로 코딩하였고,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를 비배제로 보고 0으로 코딩하여 9항목의 합산값을 사용하였다. 0-9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높을

수록 (평생)교육에서의 배제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주거차원의 사회적 배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주거로서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안

전사고 경험, 주택의 바닥이 미끄러워 다칠 위험, 문턱이 높아 다칠 위험, 주택의 경사가 높아 불편, 

조명이 어두워서 불편, 주택 내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의 6항목을 ‘있다’와 ‘없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를 배제로 1로 코딩하였고 한 번도 없는 경우를 비배제로 

하여 0으로 코딩하였다. 주택 내 편의시설의 경우 있는 경우를 비배제로 0, 없는 경우를 배제로 1로 

역코딩하여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6항목의 합산값을 사용하여 0-6의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로 사

용하였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주거 배제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물질적 배제는 물질적 결핍의 경험 유무로 보아 경제적 이유로 음식, 주거, 공과금, 교육비, 난방, 

병원 이용의 6개 항목에 결핍을 경험한 경우를 배제로 하여 1로 코딩하고, 한 번도 없는 경우를 비배

제로 하여 0으로 코딩한 값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6항목의 합산값을 사용하여 0-6의 값을 가지

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물질적 배제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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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차별경험

차별경험은 이은아(2016)의 차별피해경험척도 중 개인적 측면의 차별경험의 9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측면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태도로 노인과의 접촉회피, 지나친 선심 

등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차별적 행동 6개의 문항, 개인적 측면에서 노화로부터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에 의한 차별적인 유머나 언어, 무시하는 행동에 해당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전 문항을 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의 범위로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4였다.

3.2.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사회적 배제 및 차별경험, 우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대, 수급 여부, 교육수준, 독거 여부를 포함하였다(박현식 2008; 강현욱·박경민 2012).  성별의 

경우 여성을 기준변수로 하여 남성을 1로 하여 투입하였고, 연령대의 경우 65~74세를 기준변수로 

하여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을 1로 투입하였다. 수급 여부의 경우 현재의 수급자인 경우를 1로 코

딩하였고, 과거에는 수급자였으나 현재 수급자가 아닌 경우와 과거와 현재 모두 수급자가 아닌 경

우를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무학 1, 서당을 2, 초등학교(국민학교)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5, 대학교 졸업 이상을 6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숫자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독거 여부의 경우 독거인 경우 1, 가족 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3. 분석 방법

전체적인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

제가 차별경험을 통해 우울로 가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TATA 13과 MPLUS 7.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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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분석은 관찰변수를 이용해 변수 간 관계를 연구하는 모형으로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형성하

는 한 축이며 회귀분석의 일반화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과의 차이점은 경로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그 종속변수가 또 다른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수

영 2016). 즉, 경로분석에서는 변수 간 관계에 있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효과는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고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한 변

수가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를 거쳐 다른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차별경험이라는 매개변수를 거

쳐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밝히는 데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데 경로모형이 적합한 연

구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징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 74.4세(SD=6.4)였으며, 

65~74세가 49.9%로 가장 많았고, 75~84세가 43.4%로 그 뒤를 이었으며, 85세 이상은 6.8%로 가

장 낮았다. 성별은 여성이 60%로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동거자가 있는 경우가 65.6%로 독거노인 

34.4%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380명(47.5%)로 가

장 많았고,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202명(25.3%)으로 그 뒤를 이어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수급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88.7%가 비수급자였으며, 현재 수급인 경우가 

9.9%, 수급자였다가 현재 탈락한 경우가 1.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변수인 우울의 경우 15점 만점에 평균 3.54(SD=4.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점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7.5%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경험의 경

우 5점 만점에 평균 2.2(SD=0.7)으로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의 배제를 한 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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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주거배제를 경험한 경우는 31.3%였으며,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

이 없는 교육배제의 경우 65.4%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배제를 경험한 경우는 11.9%였으며, 물질

적 배제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6.4%였다.

변수
(범위)

구분 빈도(%)
변수

(범위)
구분 빈도(%)

연령
(65-93)

65-74세 399(49.9)

우울(1-15)

7점 이하 660(82.5)

75-84 347(43.4) 8점 이상 140(17.5)

85세 이상 54(6.8) Mean(SD) 3.5(4.1)

Mean(SD) 74.4(6.4)
차별경험(1-5) Mean(SD) 2.2(0.7)

성별
남자 320(40.0)

여자 480(60.0)

주거배제(0-6)

비배제 550(68.7)

독거여부
독거 275(34.4) 배제 250(31.3)

동거자 있음 474(65.6) Mean(SD) 1.5(1.7)

교육배제(0-9)

비배제 277(34.6)

교육수준

무학 202(25.3)

배제 523(65.4)
초등학교 졸업 380(47.5)

Mean(SD) 7.5(0.7)
중학교 졸업 132(16.5)

의료배제(0-9)

비배제 705(88.1)
고등학교 졸업 75(9.4) 배제 95(11.9)

대학교 졸업 이상 11(1.4) Mean(SD) 0.2(0.5)

수급자
여부

현재수급자 79(9.9) 비배제 749(93.6)
물질적 배제

(0-6)
수급탈락자 11(1.4) 배제 51(6.4)

비수급 710(88.7) Mean(SD) 0.1(0.7)

*p< .05.  **p< .01.  *** p< .001.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징

(N=800)

4.2. 사회적 배제, 차별경험, 우울의 관계 

4.2.1. 상관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배제, 차별경험, 우울을 비롯한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

시하고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울은 차별경험, 주거배제와 교육배제, 물질배제와 정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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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차별경험의 경우 주거배제, 의료배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독립

변수인 사회적 배제 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거배제와 물질적 배제 간에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우울
차별
경험

주거
배제

교육
배제

의료
배제

물질
배제

남자
75세
이상

독거
교육
수준

수급자

우울 1.00

차별경험 0.18*** 1.00

주거배제 0.12*** 0.15*** 1.00

교육배제 0.12** 0.02 0.00 1.00

의료배제 0.04 0.16*** 0.06 0.00 1.00

물질배제 0.10** 0.07 0.09** -0.03 -0.01 1.00

남자 -0.09* -0.08* -0.10** 0.05 -0.04 -0.07* 1.00

75세 이상 0.12** 0.03 -0.05 0.09* -0.03 -0.04 -0.04 1.00

독거 0.10** 0.05 0.05 -0.02 0.04 0.03 -0.30*** 0.22*** 1.00

교육수준 -0.22*** -0.06 -0.05 0.04 -0.11** -0.05 0.35*** -0.31*** -0.23 1.00

수급자 0.05 0.06 -0.02 0.00 0.00 0.10 -0.05 0.10** 0.20 -0.05 1.00

*p< .05.  **p< .01.  *** p< .001.

표 3. 상관관계

(N=800)

추가로 회귀분석에 따른 vif값을 확인한 결과 1.02~1.30의 범위(평균 1.12)를 나타내어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9.90, p< 

.001), 설명력(R2)은 10.3%로 나타났다. 

4.2.2. 경로모형의 구축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가 개인적 차별경험을 매개로 우울로 가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그

림 1>과 같이 경로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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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경로도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1]과 같다. 

[식 1]

우울 = α1+β1주거배제 +β2교육배제+β3의료배제 +β4물질적 배제+β5차별경험

     +β6남자+β7초고령(75세 이상)+β8독거+β9교육수준+β10수급자+d1

차별경험 = α2+β11주거배제 +β12교육배제+β13의료배제+β14물질적 배제+d2

이 모형식에서 α는 절편, β는 경로계수, d는 설명을 받는 변수(내생변수)의 설명오차를 의미한

다. 주거배제, 교육배제, 의료배제, 물질적 배제는 다른 변수로부터 설명을 받지 않고 오로지 다른 

변수를 설명만 하는 변수이며(외생변수), 이 경우 설명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외 남자, 초고령

(75세 이상), 교육수준, 독거, 수급자의 경우 모형의 주된 관심이 아니지만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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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공변인으로서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우울의 설명오차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4.2.3. 경로모형의 판별

위와 같이 경로모형을 구축한 후 MPLUS를 통해 판별하였으며, 모형이 추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주어진 자료에 의해 모형의 모든 모수 추정치가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었다는 의미이다

(김수영 2016). 

4.2.4. 경로모형의 평가

다음 단계로 연구자가 구축한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어떤 모형 평

가방법도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line(2011)을 비롯하여 현재 학자

들 사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형적합도 검정과 지수인 χ²검정, CFI, 

RMSEA, SRMR을 제시하고자 한다. χ²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여러 방법 중 유일한 통계적

인 검정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과도하게 기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사적

인 적합도 지수를 함께 보고한다(김수영 2016).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변수들 간에 아무 관

계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에 비하여 연구자의 모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증분적합

도 지수로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지수이다(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χ² 검정의 모형이 모집단을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가정은 불가

능이므로, 비중심 χ² 분포의 비중심 모수λ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지수이다(Steiger and Lind 

1980). 마지막으로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RMR(root mean square 

risidual)을 표준화 한 것으로 잔차 행렬의 겹치지 않는 요소들의 제곱합의 평균을 구하고 거기에 제

곱근을 씌워 만든 지수이다(Bentler 1995). RMSEA는 점추정치 값을 사용하며, 0.05이하는 close 

fit, 0.05~0.08은 fair fit, 0.08~0.10은 mediocre fit으로 본다(Browne and Cudeck 1993). Hu와 

Bentler(1999)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하여 CFI가 0.95이상이고 SRMR이 0.08이하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MSEA가 0.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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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가 0.95 이상, SRMR이 0.08이하일 경우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²는 7.329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p=0.1973), RMSEA는 0.024, CFI가 0.980, SRMR이 0.013으로 매우 좋은 적합

도를 나타냈다. 이에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2.5. 개별 추정치 확인

이와 같이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확인한 후 개별추정치의 방향과 효과크기에 대한 평가를 진

행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경로계수 및 검정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한

다. 일반적으로 경로모형에서는 비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의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의 

세 가지를 보고하며(Kline 2011), 비표준화 추정치를 통해 통계적 유의도와 방향을 확인하고 표준

화추정치3 를 통해 효과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제 영역 중 주거배제

가 높을수록(β=0.224, p< .01), 교육배제 즉 평생교육 참여배제가 높을수록(β=0.525, p< .01), 

물질적 배제의 중첩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86, p< .01). 그러나 의료배

제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교육수준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0.542, p< .001). 효과크기

는 교육수준, 차별경험, 물질적 배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제가 차별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의료배제(β=0.237, p< 

.01) 및 주거 배제의 중첩도가 높을수록(β=0.063, p< .001) 차별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인 사회적 배제가 차별경험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계산

하여 검정을 진행하는 다변량 델타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을 사용하였다(Muthén and 

Muthén 2010). 즉, 사회적 배제에서 차별경험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β1, 차별경험에서 우울로 가

는 경로계수가 β2 일 때 Η0:β1β2=0을 기각할 경우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3 표준화 추정치는 공분산 행렬이 아닌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경로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추정치이며, 원 변수(raw 

variable)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김수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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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의료배제와(β=0.204, p< .01) 주거배제의 경우(β=0.054, p< .01) 차별경험을 매개

로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육배제와 물질적 배제는 차별경험의 매

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모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차별경험→우울 0.860*** 0.192 0.154

주거배제→우울 0.224** 0.084 0.091

교육배제→우울 0.525** 0.188 0.095

의료배제→우울 -0.130 0.304 -0.015

물질적 배제→우울 0.086** 0.027 0.107

남자→우울 0.005 0.309 0.001

75세 이상→우울 0.422 0.295 0.052

독거→우울 0.312 0.314 0.036

교육수준→우울 -0.542*** 0.120 -0.172

수급 여부→우울 0.189 0.468 0.014

주거배제→차별경험 0.063*** 0.015 0.143

교육배제→차별경험 0.017 0.034 0.017

의료배제→차별경험 0.237*** 0.055 0.150

물질적 배제→차별경험 -0.001 0.005 -0.007

간접계수

주거배제→차별경험→우울 0.054** 0.018 0.022

교육배제→차별경험→우울 0.014 0.030 0.003

의료배제→차별경험→우울 0.204** 0.066 0.023

물질적 배제→차별경험→우울 -0.001 0.004 -0.001

* p< .05, ** p< .01, *** p< .001

표 4.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 차별경험, 우울의 경로

(N=800)

이러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그림 2>에 경로도를 제시하였다. 단일집단 분

석에서 경로도를 이용해 추정치를 보고할 때는 효과크기 비교가 가능한 모형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보고하며(김수영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도 표준화추정치를 보고하였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

해 유의한 경로만 표시하였다. 

경로도를 살펴보면 각 외생변수에서 내생변수로 가는 화살표 가운데의 숫자는 각 경로계수의 표

준화추정치(βs)를 의미하며, 내생변수인 차별경험과 우울의 경우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의해 설

명되지 않는 잔차분산(residual variance)의 표준화추정치(d s)가 표기되어 있다. 참고로 우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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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된 잔차분산이 0.897이므로, 모형의 설명력은 R2=1-0.897=0.103이다. 즉, 독립변수에 의해 

우울이 10.3% 설명된다.

그림 2. 농촌노인 우울 경로모형

주: 표준화추정치, 유의한 경로만 표시.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차별경험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이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노인의 주거배제는 차별경험 및 우울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배제가 차별경험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고령친화적인 환경이 삶의 만족 및 활동적 노화에 영향

을 미치며(이상철·박영란 2016; 이상철·박영란·정은화 2016). 노인이 주거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 

우울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다(김태완·이주미·정진욱 2015). 본 연구에서 농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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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1/3가량이 주택 내의 안전사고, 위험,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농촌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위협을 가하고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농촌노인들의 주택

환경에 대한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개보수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주택개보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자원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인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직접 거주하

는 주택 내부부터 외부의 주변 횡단보도 및 다양한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를 포함해 좀 더 넓

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고령친화환경에서의 배제가 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

한 다각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노인의 교육배제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평생교육에 참여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이지선 외 2016). 노인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세대이며, 농

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서도 교육수준이 낮다(손신영 2006).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교육은 노인들의 

병약함, 외로움, 의존성 혹은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무기력감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다수라는 한계는 있으나(신미식 2007), 이러한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우울의 완화 및 예방차원에는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이에 농촌노인의 우울예방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남성과 노인의 연령이 높을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남성과 초고령 노인 등의 교육배제집단이 평생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것과 동시에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노인의 의료배제는 차별경험을 매개로 할 때에만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치료하지 않는 의료배제를 경험할 경우 

신체질환의 악화로 연결되며, 신체질환의 악화는 우울의 심화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울은 또 다

시 신체질환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배지연 외 2006).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치료하지 않는 것은 노인 스스로의 연령주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박현주 

2012), 농촌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료배제가 차별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건강에서의 배제는 노인들의 차별경험으로 이어질 때만 노인의 우울로 이어지는 완전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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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낸 바, 건강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처우가 더욱 중요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지역의 의료 서비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촌

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은 보건소이며(안준희·김미혜·정순둘·김수진 

2018), 다른 의료서비스 기관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인구밀도가 도시에 비해 높지 

않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된 의료기관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찾아

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마을 단위로 순회하는 것이 현실

적이라고 본다.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사

회적인 편견 및 노인 차별이 우울의 원인이 되는 바, 마을단위의 순회 진료가 활성화되어 보편적으

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게 된다면 차별경험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우울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현재의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고 유지하기 위

해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령주의를 낮출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으로 살게 

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자연적인 노화뿐 아니라 건강관리의 소홀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지는 

노인이 증가할 수 있다.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혹

은 노인은 원래 아픈 것이라는 편견 등으로 인해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질병의 악화는 필연적

이며, 이는 단순히 만성질환의 유무를 살펴보는 것에 비해 의미가 있다. 이는 보건의료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농촌노인이 만성질환 발병 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

료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여성의 경우 가족 안에서도 빈곤을 경험하

며, 가부장적 전통의 내재화로 인해 자신에 대한 지출을 가장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

야 한다(노혜진 2012). 농촌의 저소득 여성 노인 역시 자신의 건강상태를 치료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만성질환을 방치할 가능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농촌노인의 물질적 배제는 우울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별경험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특성이 우울에 영향력 있

는 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박화옥·손덕순 2005). 그러나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차별경험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김욱 2003).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르거

나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 또는 추운 겨울 난방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시의 경우 사회서비스·법률·금융전문가

가 노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태도를 가지는 데 있어 빈곤, 수급, 의료보호와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을 매개로            129

같은 경제적인 이슈를 더 자주 접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 고령자 관련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

고된다(김주현·주경희·오혜인·정순둘 2016). 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이용 접근도가 

떨어지며(안준희 외 2018), 이에 따라 마을의 이장이나 가까운 지인과 같은 비공식적인 자원을 찾

게 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질적 배제가 심각하여도 차별경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도시노인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간의 관계를 밝히고, 차별경험이 이를 매개하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개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와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우

울을 설명하고자 하여,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변수의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촌노

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농촌 중에서도 노인의 수가 많은 읍과 면을 중심으로 표집되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간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노인이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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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소비자들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결정요인 분석*

이향미**  바스카***  고종태****

Keywords
몽골(Mongolia), 신선 농산물 수출(Export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헤크만

표본 선택 모형(Heckman two stage correction model)

Abstract
To diversify the agricultural exports of Korea, this study selected Mongolia, which 

is located closest to China, as a sampling area and sought ways to promote the

export of fresh agricultural products to Mongolia. This study analyzed the con-

tributing factors to the export, such as Mongolian consumers’ purchasing in-

tentions, as well as the purchasing price of fresh Korean products in Mongolia,

using the Heckman two stage correc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

si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Mongolian con-

sumers’ intention of purchasing fresh Korean produce was higher when consumers 

were younger in age, from a bigger city, had higher income, or had any past expe-

rience visiting Korea. Therefore, it wa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consumers and then actively use niche marketing 

strategies. Second, the purchase intention of Mongolian consumers towards fresh 

Korean produce increased when buying behavior occurred in department stores 

rather than traditional markets. Hence, we proposed a strategy for fresh Korean 

products to prioritize sales locations; department stores and traditional markets. 

Third, it was necessary to seek ways for reducing the price of fresh Korean pro-

duce, which was too high in Mongolia due to high air transport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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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를 통해 본격적으로 농산물 시

장이 개방되었다. 이러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와 함께 국내 농산물 판매 시장 

역시 확대 될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

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부가가치유발 및 취업유발 효과는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농가소득과 농촌지역의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크다(조성주 2017). 하지만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무역 수지는 2008년 -17,072백만 달러

(USD)에서 2017년에는 -25,456백만 달러(USD)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 수

출액의 약 88%는 주류, 음료, 면류, 과자류 등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은 11%에 

불과하다(2017년 기준). 그리고 주요 농산물 수출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으로, 이 3개국에 전체 농

산물의 약 48.9%가 수출되고 있다.1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국가가 주요 3개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수출입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2016년 상반기에 우리 정부가 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를 공식화한 이후 중국은 광범위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고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더불어 SNS를 통한 반한 감정이 확산되었다. 이러

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농산물 수출 개척이 매

우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 7월에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

치한 몽골과 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몽골은 1990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고, 1997

년 구소련경제권 국가 중에서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자국 내 시장이 본격적으

로 개방되었다. 몽골은 최근 경기 회복세로 2019년 경제성장률이 7.1%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2.9%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또한 몽골은 중상류층 인구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으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2 특히 올해는 광산 운영에 따른 수익 배당으

1 이것은 2017년 농축산식품 수출 금액 비중인데, 2016년 대비 일본은 0.7%P, 중국은 2.3%P, 미국은 0.1%P 감소한 것이다. 

2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몽골의 연평균 소득 성장률을 보면, 소득이 50만 MNT 이상 ~ 110만 MNT 미만인 중산층과 110만 MNT 

이상인 상류층의 연평균 소득 성장률이 증가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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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몽골 국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따라서 몽

골은 우리나라 기업 또는 농가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對) 몽골로의 농

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국가 다각화의 일환으로 몽골으로의 농산물 수출 확

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몽골은 1990년 시장 개방 이후 수입선이 미국, 유럽, 일본, 러

시아, 중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몽골의 수출교역국 중에서 수출금액 기준으로 

0.1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對) 몽골로의 농수산식품의 수출액

은 2007년 169,758천 달러(USD)에서 2012년 433,457천 달러(USD)로 증가한 후, 2017년에는 

228,353천 달러(USD)로 전년 대비 9% 증가하였다. 한편 몽골은 축산물과 곡류를 제외한 대부분

의 채소나 과일 등의 신선 농산물에 대한 자급률이 낮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몽골 내 우리

나라 신선식품 비중은 매우 적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의 몽골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

는 먼저 몽골 소비자들의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소비 실태를 살펴보고, 실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

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몽골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요 국가별 농산물 시장 확대를 위해 해당 국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구입 요인

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몇몇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특정 지자체 농산물 수출 확대 방

안을 제시한 연구(권기대·김동범 2016; 송경환·김지영 1998), 수출 국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

정 품목 구입 의향을 파악한 연구(김은희·이정민 2018; 박기환 외 2010) 등이 있다.3 따라서 아직까

지 몽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헤크만 2단계 모형을 활용해 몽골 소비자들

의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 및 실제 구입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한 후 분

석 결과를 요약하여 몽골에 대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3 한편 몽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구매 행동을 분석하여, 이들의 주거가치 인식이 몽골 내 아파트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김동원 2009), 몽골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성격유형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재은·

오가영 2016), 몽골 소비자의 명품가방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첸도 바야스갈란 외 2016) 등

이 있지만, 위 연구들은 몽골 내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 영향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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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몽골의 농산물 교역 현황

  몽골은 목축업 위주의 농업 구조로 인해 육류가 주 식재료였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식생활은 

전통적으로 과일과 채소섭취가 부족하여 이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 높고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1990년 시장경제 도입과 국민소득 증가로 현대 몽골인의 식생활 패턴은 전통

적인 육류보다는 곡물, 채소, 과일 쪽으로 소비가 다양화되었고 식품 안전성과 신선도 등을 고려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몽골은 자연 조건 및 생산량 부족으로 농산물 자급률이 낮아 채소류

와 과일류 등 신선 농산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4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MOFA)에 따

르면 몽골은 2017년 기준으로 사과, 배, 포도 등 과일 소비의 92.9%를 수입에 의존하였고, 무, 양배

추, 브로콜리 등 채소 소비량의 43.5%를 수입에 의존하였다(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홈페이지,  

http://mofa.gov.mn). 

  특히 몽골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 비중이 매우 높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국(32.9%), 러시아(28.1%), 일본(8.4%), 미국(4.8%), 한

국(4.6%)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몽골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

하고 공급 부족 및 내륙국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몽

골의 농산물 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몽골의 교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의 E-mart, 벨마트, MK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몽골에 진출하였으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신선 농산물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몽골 수출 농산물은 주로 제주감귤, 사과, 버섯, 수박 등이다. 

2011년도 몽골의 한국산 채소 수출량은 26.2톤이며, 수출액은 44.7천 달러였으나, 2017년에는 각

각 6.9톤, 14.4천 달러로 감소하였다. 과일의 경우 2011년 19.8톤, 24.5천 달러에서 2017년에는 

122.5톤, 230.7천 달러로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한국 신선 농산물의 몽골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채소류로는 양파, 양배추, 순무, 당근, 

4 몽골 농경지의 대부분은 목초지이고, 경작 가능한 토지는 전체 농경지의 1% 미만이다(몽골 식량농업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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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는 바나나, 감귤류, 포도, 멜론, 사과, 배 등이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수출물량 

중에서 감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83,343.3kg이 

수출되었다. 다음으로 사과와 배 수출량이 많은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4.6% 증가한 

23,721.5kg이 수출되었다. 다만 과일류 중에서 포도 수출물량은 2017년에 9,053.4kg으로 바나나 

다음으로 적지만, 증가율은 51.1%로 타 신선 농산물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채소류 중에서

는 2017년에 양배추가 2,694.4kg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이것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것이

다. 반면 양파와 마늘 등 조미채소류 수출량은 2,665.1kg으로 전년 대비 19.2% 감소하였다. 

구분
채소류 과일류 

수입량 (톤) 수입액 (천 달러) 수입량 (톤) 수입액 (천 달러)

2011년 26.2 44.7 19.8 24.5

2012년 2.3 14.6 106.2 120.0

2013년 4.2 30.0 182.9 342.4

2014년 6.9 48.2 168.1 305.4

2015년 5.9 33.8 221.5 333.1

2016년 7.0 26.8 102.4 170.2

2017년 6.9 14.4 122.5 230.7

자료: 몽골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v.mn).

표 1. 몽골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 

구분 
수출량(kg) 전년 대비 

증감률 2016년 2017년 

채소류 

양파, 마늘 3,301.8 2,665.1 -19.2

양배추 2,285.7 2,694.4 15.1

순무, 당근 및 뿌리채소 1,438.0 1,564.0 8.0

과일류 

바나나 1,292.7 318.2 -75.3

감귤류 78,613.0 83,343.3 5.6

포도 4,420.6 9,053.4 51.1

멜론 5,032.6 6,132.0 17.9

사과·배 13,123.4 23,721.5 44.6

표 2. 몽골의 한국산 농산물 품목별 수입량  

자료:몽골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v.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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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몽골 내에서 한국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

산물 구입경향 및 구입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분석 대상을 한국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소

비자만을 표본 대상으로 선택하면,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는 표본에 의한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조사 기간 동안 한국 농산물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되어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기간 동안 행해지는 조사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조사 시기에 구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

본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Heckman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하였다.5

  Heckman 2단계 추정법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여부와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구입액의 결정

을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표본선택방정식을 통해 농산물을 구입할 확률을 추

정하여 표본 오차항의 조건부 기댓값을 구하고, 2단계에서는 결과방정식에서 이를 설명변수로 포

함시켜 표본선택편의를 제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Heckman(1979)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6

몽골 소비자 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에 관한 표본선택방정식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실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이 있을 때의 농산물 구입액은 식 (2)의 결과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  ,  ∼   

5 표본선택 모형으로 Heckman의 모형과 Type Ⅱ tobit 모형이 있는데 계산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표본 선택 연구에서 

Heckman 2단계 추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이민규 2010; 안형택 2000). 

6 헤크만 2단계 모형 설정은 Bushway et al.(2007)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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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7

  여기서 
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여부에 대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오직  만 관

측된다. 그리고 오차항 는 이변량 정규분포를 하고, 상관계수는 라고 가정하면, 한국산 신

선 농산물 구입 금액 는   일 때 관측된다. 이것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 

                   ′     ′   ′   ,

        

 
  

  


′ 

′ 
, 

   ∙는 표준정규확률밀도함수, ∙는 표준정규누적밀도함수

  따라서  는 각각의 관찰이 표본으로부터 배제될 순간적인 확률을 나타내는 위험률(hazard 

rate)인 역밀의 비(inverse Mills ratio)이다. 이 경우 결과방정식 (2)에서 실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방문객만을 표본대상으로 식 (3)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으로 추정하면 와 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8 따라서 Heckman 2단계 추정

법에서 2단계는 결과방정식 (2)에 위험률변수()를 새로운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다. 

(4) 
    ′    

  하지만 위 실증모델의 추정치는 변수들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해 주지만, 영향력의 크

7 실제 분석에서는 한국산 농산물 구입 금액에 log를 취하여 분석하였다.

8  0의 소비는 소비결정이 아닌 농산물 구입결정의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의 소비수준을 가진 관측치들이 결과방정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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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각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는 한계효과를 계측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몽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액

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일 경우는 식 (5)와 같고, 이산변수

(binary variable)일 경우는 식 (6)과 같다.9

(5) 


  

   


   

∅ 




                             =     
∅ ′      ∅ 

 




(6) ∆
      ∆,

   여기서 ∆ 
′  

∅′  


∅′  

∅′  

3.2. 자료 수집 및 문항 구성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께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가 농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

친다(고호석 2006). 한편 몽골 내 한국식품은 대부분의 몽골 매장에 입점 되어 있고, 재래시장, 골목

가게, 대형마트 등 어느 유통점을 가더라도 한국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많이 대중

화가 되어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울란바토르 소비자들을 연

구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전체 인구의 1/3이 거주하고 있기 때

문에, 한국산 농산물 수출은 이들을 목표 고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산물의 구입경향 및 구

9  헤크만 2단계 모형 추정에서 한계효과 도출과정은 Greene(2000)을 참조하였다.

10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목표 시장을 명확히 설정한 후 몽골의 중소도시, 소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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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조사는 2018년 7월~9월

에 전문 조사원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1:1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한 소

비자는 총 253명이다.11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여부와 함께 실제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동

시에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산 농산물 구입액’은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산물 구입 여부와 

구입액 크기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몽골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

물 구입 소비자와 미구입 소비자 모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12 따라서 분석 기간 동안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

산 신선 농산물 구입 지출액은 이들이 조사 직전 1년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응답한 한국 신선 농산물 

구입의 총지출액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선택할 때는 가격, 맛, 영양, 모양, 포장디자인, 규격, 안전성, 신선도, 

품종, 건강기능성, 생산지(원산지), 정보제공(생산자), 판촉활동(이벤트), 상표브랜드 제조사, 직원

추천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황성혁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요인으로 농산물 신뢰성, 건강에 이로움, 농산물 신선도, 맛, 생산지(원산지), 농산물 품질, 농산물 

가격, 상인들의 판촉 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몽골 내에서 수입식품 판매는 오프라인 채널인 대형마트(Emart, Nomin 등), 슈퍼마켓

(Sanasr, Orgil 등), 백화점(국영백화점, 울란바토르 백화점 등)과 온라인 채널인 대형마트 인터넷 

마켓(eshop.Nomin 등), 일반 온라인 마켓(Apm.mn, mmaket.mn 등) 등이 있다. 한편 2015년 기준 

몽골 내 인터넷 사용자 수는 240만 명을 초과했으며, 전체 인구의 약 63%(약 190만 명)가 스마트폰

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그리고 소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소비와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때문에 점차 온라인을 활용한 거래가 친숙해지면서 신뢰도

11 몽골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조사 표본 프레임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본 추출인 할당표집을 하였

다. 일반적으로 할당표집은 확률표본보다 저렴하고, Stephan과 McCarthy(1958)는 할당표집이 비록 할당으로 인한 편향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상황이 있지만 편향의 측면에서 확률표본추출보다 지속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손창균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란바토르 인구통계적 특징에 따라 할당표본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300명을 표

본 설계하였다(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53명 분석). 먼저 상류층과 그 외 소득 계층을 1:1로 표집하였고, 34세 이하 청년층과 그 

외 연령층 이상을 1:1로 표집하였다. 왜냐하면 몽골 전체 인구의 38.6%가 UNFPA(유엔인구기금) 기준 34세 이하의 청년인구이고, 

몽골 인구 구성에서 청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즉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개인 소비자의 한국산 농산물 구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선택성(self-selectivity)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농산물 구입급액만의 정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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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13 따라서 향후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몽골의 

농산물 유통시장 특징을 고려한 판매처별 니치 마케팅(niche marketing)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소비자들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처가 실제 농산물 구입 금

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래시장에서의 구입을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넷째,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정보수집 원천은 가족, 이웃(친구), TV(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다. 몽골 소비자의 약 6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 SNS 이용

자가 많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정보

획득 수단을 ‘주변의 권유’와 ‘대중매체(TV, 라디오 등)’,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식정도

로 구성하였고, TV(라디오)를 통한 정보 수집을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섯째, 2015년 기준 몽골 내 중위소득은 약 80만 MNT(한화로 약 40만 원)이다. 이 중 소득이 50

만 MNT 미만은 빈곤층으로, 소득이 50만~110만 MNT 미만은 중산층, 110만 MNT 이상은 상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몽골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상류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수준 

차이는 결국 농산물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몽골 소비자

들의 소득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직업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몽골 소비자들의 직업에 따른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그 외 몽골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으로는 연령, 학력 수준, 한국 방문 경험 등을 선정

하였다. 몽골은 노동력 수출국에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총 6,300명의 몽골인이 고용허가제로 

근무하였고,14 총 108,139명의 국내 체류 몽골인 중에서 71%는 단기 체류자이다(2017년 기준).15

이와 같이 몽골 소비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문 경험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에 미치는 영항을 살펴보았

다. 그리고 ‘거리(또는 접근성)’는 신선 농산물의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제

품에 대한 접근성은 신선 농산물 구입 관계를 탐색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이다.16 따라서 본 연

13 몽골의 수입식품 유통구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를 참조하였다.

14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언론보도. 2018.1.27.일자( http://overseas.mofa.go.kr/mn-ko/brd/m_374/view.do?seq=1346415).

15 이 부분은 법무부(2018)의 �2017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p.188에서 전재하였다. 

16 농산물 구입처의 접근과 신선 농산물 구입량 사이의 긍정적인 연관성은 Grebitus et al.(2017)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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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시간 개념과 심리적인 개념까지 포함한 거주지로부터 농산물 구입처까지의 소요시간 고

려 정도의 변수로 살펴보았다. 한편 몽골 내 주요 농산물 수출은 아직까지 가공식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산 가공 농산물 구입 경험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3. 변수 설명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한국 농산물 구입 금액 최근 1년 동안 한국 농산물 구입 금액(천 MNT) 181.25 178.70

독립
변수

인구
사회학

적 
특징

연령 세 35.43 8.73

교육수준 대학교 이상 = 1, otherwise = 0 0.70 0.45

월 평균 소득 상류층17 = 1, otherwise = 0 0.51 0.50

농촌 거주 경험 있음 = 1, otherwise = 0 0.60 0.48

전문직 종사 여부 전문직 = 1, otherwise = 0 0.26 0.44

농산물 
구입과 
관련된 
특징

한국 농산물 인지 경로

TV(라디오) = 1, otherwise = 0 0.22 0.41

이웃(직장 동료) = 1, otherwise = 0 0.29 0.45

인터넷(스마트폰) = 1, otherwise = 0 0.22 0.41

기타 = 1, otherwise = 0 0.27 0.44

신선 농산물 구입처

대형마트 = 1, otherwise = 0 0.72 0.45

백화점 = 1, otherwise = 0 0.15 0.35

재래시장 = 1, otherwise = 0 0.06 0.23

기타 = 1, otherwise = 0 0.07 0.26

농산물 구입 시 맛 고려 
정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4.34 1.01

농산물 구입 시 
생산지(원산지) 고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3.81 1.10

농산물 구입 시 상인의 
판촉활동 고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3.71 1.14

농산물 구입 시 가격 
고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3.81 1.05

농산물 구입 시 품질 
고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4.26 0.95

농산물 구입 시 건강에 
이로움 고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4.43 0.91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신뢰성(안전) 고려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4.21 0.90

한국산 가공 농산물 
구입 경험a) 있음 = 1, otherwise = 0 0.81 0.38

농산물 구입처까지의 
거리b)

① 매우 멀다, ② 멀다, ③ 적당하다, ④ 가깝다, 

⑤ 매우 가깝다.
3.03 1.35

주: 실제 분석에서 a)와 b)는 각각 1단계 선택 방정식과 2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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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과 구입액에 대한 범주형 독립변수들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산 신

선 농산물 구입 경험과 구입 금액의 크기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 거주 경험이 없

는 소비자들이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 비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과 구입 금액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직업이 전문직에 비해 자영업일 경우 한국산 신산 농산물 구입 경험은 높지만, 

구입 금액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이웃(직장동료)을 통해 획득

한 소비자는 TV(라디오)를 통해 해당 정보를 획득한 경우에 비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은 

낮지만, 구입 금액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백화점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대형마트에 비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은 낮았지만, 구입 금액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산 가공 농산물

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거리에 따른 구입 금액은 멀 경우 가까

운 거리에 비해 높지만, 매우 멀게 느끼는 경우에는 구입 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산물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맛·생산지(원산지), 상인의 판촉활

동, 가격, 품질, 건강에 이로움 요인 등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과 구입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농산물 구입 시 안전(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경험이 더 많지만, 구입 경험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몽골 소비자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하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전문직일 경우 한국산 농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그 구입 금액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한국 농산물 인지경로에 따라, 신선 농산물 구입처에 따라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다

양한데, 이웃(직장동료)을 통해 얻은 해당 정보와 백화점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한국산 신

선 농산물 구입 금액도 더 높다. 아울러 농산물 구입 시 맛, 생산지(원산지), 상인의 판촉활동, 가격, 

품질, 건강에 이로움, 신뢰(안전)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몽골 대도시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및 농산물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들에 의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험과 실제 구입액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17 몽골에서는 110만 MNT 이상을 상류층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지 조사의 편의상 100만 MNT 이상을 상류층으로 구분

하였다. 이것은 원화(KRW)로 약 4만 원 남짓에 해당한다(1MNT=0.43KRW, 2019년 3월 1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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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범주형 독립변수별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과 구입액 비교

구분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액(천 MNT)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평균 표준편차

교육수준
고등학교 미만 32.88 67.12 138.16 130.88

대학교 이상 35.63 64.37 186.90 188.16

소득수준
중산층 미만 37.72 62.28 124.46 163.14

상류층 30.58 69.42 216.55 177.31

농촌 거주 경험
농촌 거주 경험 없음 41.24 58.76 207.10 200.37

농촌 거주 경험 있음 30.72 69.28 150.26 154.72

직업

전문직 32.31 67.79 211.34 208.35

자영업 21.92 78.08 144.29 140.32

기타 46.02 53.98 1528.34 165.67

한국 농산물 인지 
경로

TV(라디오) 5.71 94.29 127.33 191.11

이웃(직장동료) 8.33 91.67 201.52 165.01

인터넷(스마트폰) 17.65 82.35 122.67 124.57

기타 12.20 87.80 154.41 171.43

신선 농산물 
구입처

재래시장 46.84 53.16 138.64 163.25

대형마트 12.50 87.50 176.33 147.29

백화점 24.62 75.38 206.55 200.12

기타 41.67 58.33 96.10 123.61

한국산 가공 
농산물 구입 경험

없음 59.57 40.43 168.27 179.92

있음 29.76 70.24 166.61 169.86

농산물 구입 시 
맛 고려 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37.50 62.50 25.8 22.37

중요하지 않음 40.00 60.00 122.5 92.61

보통 37.50 62.50 97.3 153.79

중요함 31.67 68.33 195.19 202.92

매우 중요함 29.37 70.63 177.15 166.59

농산물 구입 시 
생산지(원산지) 

고려

전혀 중요하지 않음 23.08 76.92 70.10 151.58

중요하지 않음 35.71 64.29 171.55 283.46

보통 29.79 70.21 127.09 146.00

중요함 34.48 65.52 205.17 182.65

매우 중요함 30.00 70.00 179.16 155.98

농산물 구입 시 
상인의 판촉활동 

고려

전혀 중요하지 않음 33.33 66.67 131.00 195.41

중요하지 않음 27.78 72.22 92.30 144.49

보통 35.29 64.71 165.72 189.45

중요함 32.53 67.47 188.82 192.41

매우 중요함 24.62 75.38 177.55 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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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범주형 독립변수별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과 구입액 비교(계속)

구분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액(천 MNT)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평균 표준편차

농산물 구입 시 
가격 고려

전혀 중요하지 않음 40.00 60.00 89.16 92.00

중요하지 않음 30.77 69.23 190.55 205.28

보통 33.33 66.67 164.26 203.52

중요함 33.33 66.67 173.80 170.04

매우 중요함 26.47 73.53 180.36 163.35

농산물 구입 시 
품질 고려 

전혀 중요하지 않음 20.00 80.00 75.50 85.50

중요하지 않음 37.50 62.50 39.00 15.96

보통 27.59 72.41 175.42 159.86

중요함 37.68 62.32 129.37 149.76

매우 중요함 28.93 71.07 201.15 189.23

농산물 구입 시 
건강에 이로움 

고려

전혀 중요하지 않음 14.29 85.71 21.66 15.05

중요하지 않음 50.00 50.00 165.00 190.91

보통 40.00 60.00 59.11 43.71

중요함 30.16 69.84 119.72 148.08

매우 중요함 31.76 68.24 211.81 182.96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신뢰성(안전) 고려

전혀 중요하지 않음 60.00 40.00 22.50 24.74

중요하지 않음 60.00 40.00 65.00 21.21

보통 21.43 78.57 131.36 157.95

중요함 31.82 68.18 119.20 151.95

매우 중요함 30.07 69.93 200.89 181.39

농산물 
구입처까지의 

거리

매우 멈 35.83 64.17 143.40 158.00

멈 26.98 73.02 190.14 204.77

보통 33.33 66.67 178.50 165.81

가까움 31.03 68.97 151.54 157.72

매우 가까움 32.97 67.03 170.14 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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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Heckman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하여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여

부와 실제 신선 농산물 구입액 결정을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Heckman 모형 추정 결과 모형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선택의 

보정변인 (inverse Mills ratio)의 계수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표본추출편의가 존재하므로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Heckman 2단계 추정법이 타당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관계수 값은 0.6479로 나타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과 

실제 구입 금액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몽골 대도시 소비자들의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을 경우 실제 구입 금액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후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입 금액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여부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 소비

자의 연령은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몽골 소비자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험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향후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몽골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험이 있고, 이것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농촌 거주 경험 여부는 통계적 유의수준 

1%에서, 한국 방문 경험 여부는 통계적 유의수준 10%에서 각각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확

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몽골에서 농촌 거주 경험이 있

는 소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확률이 감소하는데, 이

것은 결국 대도시 출신 소비자는 농촌지역 출신 소비자에 비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확률

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본 소비자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

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TV(라디오)에 비해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정보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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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일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몽골

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보다는 TV(또는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선 농산물을 구입하는 장소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선 농산물을 재래시장에 비해 백화점에서 구입할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의수준 1%). 그리고 재래시장에 비

해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의향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1%). 

  넷째, 농산물 구입 시 가격을 고려할수록(통계적 유의수준 10%), 또한 농산물 신뢰성을 고려할

수록(통계적 유의수준 1%)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농산물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

토한 후 수출 확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

지만, 한국산 가공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 경우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Heckman모형의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된 를 보정변수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한 

실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1단계 추정 결과와 비교해 유

의변수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연령변수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통

계적 유의수준 1%). 즉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몽골의 젊은 소비자일수록, 소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

일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

물 구입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TV(라디오)등의 대중매체보다는 이웃(직장 동료) 등을 통해 해

당 정보를 획득할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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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신선 농산물 구입액에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몽골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에 비해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에서 구입할 경우 한국산 신

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험 확률은 증가하지만, 일단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에 비해 한국

산 신선 농산물 구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래시장에 비해 백화점에서 신선 농

산물을 구입할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에는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구

입 금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대형마트(유통업체)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높지만, 실제 구입액 증가까지는 이어지

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산 신선 농산물 판매처를 대형마트 위주에서 인터넷이나 홈

쇼핑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산물 구입 시 맛을 고려할수록, 상인의 판촉활동을 고려할수록, 건강에 대한 이로움을 고

려할수록, 농산물 신뢰성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농산물 구입 고려 요인 중에서 맛, 상인의 판촉활동, 건강에 대한 이로움 변수들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실제 한국산 신선 농산

물을 구입할 경우 위 요인들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에 통계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가격요인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선택

(구입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농산물 

가격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몽골로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 차별화를 통해 몽골 소비자 시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산물 구입 경험과 구입액 간에는 양(+)

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산 신선 농산

물 구입(선택)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구입 경향을 파악한 후 실제 구입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고려한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 속성 변화에 따른 한국산 신선 농

산물 구입 금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았다. 

  최종 도출된 모형을 대상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에 대한 각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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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한계효과의 분석 결과, 상류층의 소비자일 경우 그렇지 않은 소득계층 대비 한국산 신선 농산

물 구입 금액은 78.6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상

류층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TV(라디오)에 비해 이웃(동료)로부터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소비자일 경

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은 42.9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재래시장 대비 인터

넷 또는 홈쇼핑 등을 통해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은 22.80% 감소

하기 때문에 몽골 내 재래시장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 경우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18.20%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다만 몽골 소비자의 경우 평균 연령(본 연구에서 34.9세)에 비해 1세 높아질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1.5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몽골로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상류층의 소비자를 

가장 먼저 표적 시장으로 선정 후 이웃(동료)들을 통한 관련 정보 제공과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

외의 다양한 판매처에서 해당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젊은 소비자들을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한 표적 소비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 구입 시 건강요인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은 41.61% 증가하

기 때문에 몽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건강성분 및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구입 시 신뢰성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

산물 구입 금액은  35.28%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산 신선 농산물 이력재배에 관한 관련 정보 제공

을 통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차별화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

인의 판촉활동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이 11.10%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산 신

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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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 신선 농산물 구입 결정요인 추정 결과18

구분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
한계효과

연령
-0.0720** -0.0179*** -0.0153**

(2.36) (-2.76) (-2.34)

교육수준(1=대학교 이상)
-1.0835 -0.0330 -0.0055

(-1.45) (-0.29) (0.05)

소득수준(1=상류층)
1.3624** 0.8217*** 0.7862***

(2.59) (8.20) (7.88)

농촌 거주 경험(1=있음)
-2.6813*** -0.0629 -0.0160

(4.04) (-0.53) (-0.13)

한국 방문 경험(1=있음)
0.8778* 0.1818* 0.1820*

(1.72) (1.84) (1.83)

직업(1=전문직)
10.3007 -0.0507 -0.0398

(0.52) (-0.41) (-0.32)

한국 농산물 인지 경로
(기준변수=TV(라디오))

이웃(동료)
1.1609* 0.3838** 0.4298***

(1.78) (2.98) (3.31)

인터넷(스마트폰)
-2.5852*** -0.1702 -0.1835

(-4.24) (-1.17) (-1.27)

기타 
-3.5412*** 0.2346 0.1720

(-4.12) (1.60) (1.19)

신선 농산물 구입처
(기준변수=재래시장)

대형마트
9.1477 -0.2744* -0.1866

(0.38) (-1.68) (-1.15)

백화점
2.8980*** 0.443 0.1178

(4.00) (0.33) (0.89)

기타
3.3967*** -0.3372** -0.2280

(3.54) (-2.19) (-1.48)

농산물 구입 시 맛 고려 정도
-0.2466 0.1201** 0.0910

(-0.87) (2.02) (1.54)

농산물 구입 시 생산지(원산지) 고려
0.0385 0.0317 0.0016

(0.12) (0.52) (0.03)

농산물 구입 시 상인의 판촉활동 고려
0.0743 0.1001** 0.1110**

(0.35) (2.00) (2.20)

농산물 구입 시 가격 고려
0.3538* -0.1590*** -0.1257**

(1.75) (-2.90) (-2.30)

농산물 구입 시 품질 고려 
-0.3654 -0.0316 -0.0510

(-1.53) (-0.48) (-0.76)

18 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VIF값은 2보다 작고, tolerance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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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 신선 농산물 구입 결정요인 추정결과(계속)

구분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
한계효과

농산물 구입 시 건강에 이로움 고려
-0.3639 0.4206 0.4161***

(-1.05) (6.65) (6.67)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신뢰성(안전) 고려
1.5465*** 0.3091*** 0.3528***

(3.54) (4.11) (4.82)

한국산 가공 농산물 구입 경험)(1=있음)
0.9113 -0.1866 -0.2273

(1.27) (-1.24) (-1.48)

농산물 구입처까지의 거리
-0.2092 0.0374 0.0230

(-1.23) (1.00) (0.62)

상수항
-5.9126*** 1.3007***

(-2.89) (3.05)

 0.5729**

                           0.6479

Wald chi2                         273.48***

주: (    )은 t-값,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나타냄.

5. 요약 및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 농산물은 신선 농산물보다는 가공식품을 통한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국내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이는 농가 경제

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는 국내 신선 농산물 시장 가격 안정

과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은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러한 높은 수출국 의존도는 해당국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중국과의 사드 배치문제는 수출국 다변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초래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수출 다변화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몽골을 

표집 지역으로 선정하여, 몽골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몽골은 농업용지 중

에서 경작 면적은 1% 미만이고 나머지는 목초지로, 식생활에 필요한 주요 신선 농산물의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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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몽골 소비 시장의 특성은 향후 몽골이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블루 오션

(blue ocean)으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유관기관, 농민들의 대

(對) 몽골로의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몽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실태 등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한국산 신

선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본의 선택 문제를 해결하고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Heckman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하였

다. 분석 결과, (inverse Mills ratio)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농산물 구입액의 절삭으로 인한 표

본 추출편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험 확률과 구입 금액 간

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몽골 소비자들의 경우 일단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

입 경향이 있으면 그 구입 금액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몽골로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

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이 있는 몽골 소비자들의 관심이 실제 구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

입 경험이 있는 몽골 소비자들이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향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이 평균에서 일정한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없는 도시 출신 소비자일수록,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

입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몽골 소비자들

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스마트

폰)보다는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광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래시장보다는 

백화점 또는 인터넷·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

산물 구입 시 몽골 소비자가 가격과 신뢰성을 고려할수록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이 높아지

기 때문에, 향후 몽골에 대한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몽골 소비자들의 농

산물 구입 특성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몽골 소비자들의 경우 농산물 구입 시 건강요인이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에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어서 신뢰성과 맛, 상인의 판촉활동 순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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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몽골로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몽

골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입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출 확대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 소비자의 한국

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향은 소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 출신

의 소비자일수록,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일수록 높다. 이것은 몽골에서 한국산 신선 농

산물 마케팅의 표집은 몽골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명확히 인지한 후 적극적인 니치 마케

팅(niche marketing)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

향이 있는 소비자들 중에서 농촌 거주 경험, 즉 도시 출신 여부는 실제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금액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몽골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은 젊고, 고소득이며, 도시 출신의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4Ps((Product, Price, Promotion, Place)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례로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인들에게 공항 등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 시식 등의 행사 등을 통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젊은 연령의 소비자들이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향이 높고, 

실제 구입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몽골의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선 농산물 수요조사를 실시

한 후 요리방법 강좌 등을 통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한국산 신선 농산

물 수출 확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몽골 소비자들이 신선 농산물을 재래시장보다는 백화점에서 구입할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

물 구입 경향이 높지만, 실제 구입 금액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몽골 소비자들이 재래시

장에 비해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

도 낮고, 실제 구입 금액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신선 농

산물의 판매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재래시장에서의 한국산 신선 농산물 판매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선 농산물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저장 및 운송 비용이 많이 소요되

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제반 여건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몽골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이나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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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홈쇼핑 등을 통한 한국산 신선 농산물 판매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 경향이 있는 몽골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입 시 가격을 고려할 경우 

한국산 농산물 구입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항공편을 통한 높은 물류비로 

인해 몽골 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수출 물류 다변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 구입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몽골

에서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표집 시장을 명확히 설정한 후 한국산 신선 농

산물에 대한 판촉 활동 강화와 판매 상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농산물 구입 시 건강에 대한 이로움이나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몽골 소비자가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해 구입 의향이 있는 경우 실제 구입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시식회 및 레시피 개발 시 건강 정보 및 ‘한국

(Republic of Korea)'이라는 원산지를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향 확률과 구입액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고,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이 울란바토르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고, 일정 기간(2018

년 7월부터 9월까지)에 조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한계점은 조사기간의 확장 및 시계열 데이터 구축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

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몽골 소비자들의 한국산 신

선 농산물 구입 경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몽골로의 신선 농

산물 수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수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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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전재(轉載)할 수 없다.

제19조(저자 표기)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 표기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고, 나머

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20조(원고접수) ① 「농촌경제｣의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② 원고는 e-mail(journal@krei.re.kr)로 파일을 전송한다. 

③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저작권 양도)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원고를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원고작성 요령) 원고 작성 시 별표 1에 의한다.

제5장 심사

제23조(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원고 송부) ① 접수된 논문은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표절점검시스템(카피

킬러)’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거친 뒤 편집위원이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

가 중 3인을 편집위원장이 심사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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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 위촉 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투고

자와 동일 기관에 재직 중인 심사자는 선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7.4.)

③ 심사원고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제24조(논문 심사) ①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및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소정의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마감일까지 편

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5조(논문심사 기준) ①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논문의 독창성: 연구주제, 분석방법, 접근방법이 (어느 것 하나라도) 새로운 것인가?

  2. 연구방법의 적합성: 주제, 분석 및 접근방법이 적합한가?

  3.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논문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며, 적절한가?

  4. 분석,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충실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타당한 분석을 하였는가?

  5. 기여도: 연구 결과가 학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6. 정확성: 문헌, 자료 등의 서지정보를 정확하게 인용·참고하였는가?

  7. 구성요건의 충실성: 주제어, 국․영문 요약,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을 충실히 갖추었는가?

  8. 윤리규정준수: 제6장(연구윤리)을 준수하였는가?

제26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위원의 판정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

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이 검토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동일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27조(심사결과 판정)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하고 다음 네 단계로 초심결과를 판정한다.

  1. 게재가: 그대로 게재해도 좋다.

  2. 수정후 게재: 약간의 수정, 보완이 이뤄진 뒤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3. 수정후 재심사: 게재를 보류하고 수정·보완 후 동 심사자가 재심사한다.

  4. 게재불가: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

② 아래 <심사판정표>에 의거한 종합 평가 결과가 ‘게재가’와 ‘수정후 게재’인 경우 해당 논문을 게재하

며, ‘게재불가’일 경우 게재불가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밝힌다.

③ 초심 심사의 종합평가 결과가 ‘수정후 재심사’인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

④ 논문의 저자가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해 수정·보완 혹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재심사 의견에 대해 30

일 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 결과는 ‘게재불가’로 한다.



165

⑤ 재심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

으로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하되, 아래 <심사판정표>의 최종 심사평가

가 ‘게재가’나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⑦ ‘게재가’나 ‘수정후 게재’의 종합판정을 받은 게재대상 논문 중 심사위원 1명이 ‘게재불가’의 심사의

견을 가지고 있다면,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필자에게 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발간일자를 

고려하여 다음호 게재 대상으로 미룰 수 있다.

⑧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하며, 제6장에 따라 처리한다.

※ 심사판정표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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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의제기) 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

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정해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 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

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심사내용의 보안)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30조(기타 논의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연구윤리

제31조(목적) 본 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농촌경제」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게재를 

원하는 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윤리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적용 대상) 이 장은 「농촌경제」에 논문의 게재를 원하는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 편집위원, 심

사위원 및 윤리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

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

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

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

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

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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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구윤리기준) ① 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자는 제33조에서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인용 및 참고 표시)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농촌경제」의 투고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의 학술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

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과정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의 기본의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차별금지) 편집위원회는 「농촌경제」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심사의뢰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편집위원회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의뢰 시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논문의 내용만을 심

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편집위원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무처

리를 위하거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전공불일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수 없

는 경우에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제2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투고자에 대한 존중

가.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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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논문에 대한 자신

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투고논

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5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제기)  ① 「농촌경제」 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격에 제한 없이 본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의혹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원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 및 본지의 발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

할 책임이 있으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는 규정 준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혹 당사

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 후 60일 내에 조사와 심의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항의 종결 이후 조사･심의 결과를 10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38조(투고자 등의 협조의무) 연구윤리기준의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

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자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체로 연구윤리지침에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무혐의에 대한 사후조치)  조사･심의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의혹 당사자

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편집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

장은 이를 즉각 수용, 실행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규정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의혹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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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재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제재조

치를 취한다. 

①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일정 기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농촌경제」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②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농촌경제」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제1항과 2항의 사실을 규정 위반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동

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제3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 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⑤ 표절 이외의 규정 위반 판정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3조(규정 외) 이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과 제·개정에 대해서는 「농촌경제｣ 편집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2016.11.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존의 「심사지침」, 「농촌경제 연구윤리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하며, 종전

의 「심사지침」과 「농촌경제 연구윤리지침」을 근거로 심의한 내용은 이 지침에 의거 심의한 결과로 

간주한다.

부  칙 (2017. 4.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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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원고 작성 요령

1. 논문 작성 서식

◦ 분량: A4 용지(휴먼명조 12포인트, 40자×25행) 20장 내외

◦ 한글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2002 버전 이상)로 작성

◦ 영문 원고는 MS Word나 한글 워드프로세서(2002 버전 이상)로 작성

◦ 논문 작성 서식: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 있는 논문 기고 → 논문 작성 

도우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문작성 요령에 맞춰 주십시오.

◦ 저자표시: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대표저자(교신저자)를 표시하고, 표시가 없을 경

우 첫 번째 저자를 대표저자(교신저자)로 인정

◦ 본문주: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의 출전은 “이름 연도” 방법으로 적음. 이름과 연도 사이

에 쉼표( , )를 적지 않음.

<보기> … 증가하였다(최양부 외 1983; 임꺽정 2004; 63-65).

◦ 참고 문헌 서식

∙저자. 연도. “논문 이름.” 『학술지 이름』 제0권 제0호. 페이지. 발행 기관:(발행지).

∙논문, 소책자, (세미나) 자료, 워킹페이퍼 등은 큰따옴표(“ ”)로 밝힘.

∙동양서는 겹낫표(『 』)로, 서양서는 이탤릭체로 밝힘.

<보기>

이성우, 임형백. 2003.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결정요인.” 『농촌경제』 제26권 제1호.

pp. 15-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ox, W.F., H.W. Herzog and A. M. Schlottman. 1989. “Metropolitan Fiscal Structure

and Migr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9, no. 1, pp. 523-536.

∙다음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같은 곳, 같은 책, 상게서, 전게서, 앞의 책, ibid., loc. cit., op. cit.

2. 송고

◦ 원고 접수: 수시 접수

◦ 송고: e-mail로 전송(journal@krei.re.kr)

∙담당자(문의처): 권도은(대외협력정보실 자료출판팀, T.061-820-2215)

◦ 꼭 적어야 하는 사항

∙주제어(Keywords): 한글과 영문으로 명기. 보기: 농가(farm household)

∙요약(Abstract):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10줄 안팎

- 연구 목적과 방법: 2 - 3줄

- 연구 결과: 4 - 5줄

- 시사점 또는 개선 방안: 2 -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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