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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별 영농활동 비중 결정요인 분석*

엄진영**   김선웅***

Keywords
여성농업인(Women farmers), 영농활동 비중(Participation rate of female farmers’ 
farming activities), 연령집단별 효과(Effect by age group), 위계적 모형

(Hierarchical mode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demographic factors, the types of households, and 
the economic factors of female farmers affect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farmers' farming activities. In particular, this paper considered the following 
points that were not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First, we used a repeated 
cross-section data to reflect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farmers’ 
farming activities over time. Second, a multilevel ordered logit model using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female 
farmers’ farming activities by age group. The type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types of households, and the sales amount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factors. Also, our study identified that there is a dif-
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farmers' farming activities by age 
group. Namely, female farmer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y the par-
ticipation of farming activities: 26 - 45 years old, 46 - 65 years old, and 66 - 
85 years old. The result of our study suggested that a policy for each age group 
should be in place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related to female farmers’ 
farm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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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영농활동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의 영농활동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의 증가와 고령화는 영농인력 구조

를 변화시켜, 이전에는 보조자로 인식되었던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활동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농가경제조사(통계청 2018)에 따르면, 

농업노동투입시간을 기준으로 가족노동력 투입시간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0.0%, 총 고

용노동력 투입시간 기준으로는 72.7%에 달한다. 더하여 일손 돕기와 같은 형태로 여성들이 영농활

동에 기여하고 있는 비중 또한 60.4%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노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농업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여성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1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기본계획이 여성농업인 생활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정책들을 담고 있

지만 정책체감도(policy perception)나 실효성(effectiveness)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컨대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14)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느끼기에 가장 시급

한 과제로 31.3%의 여성농업인이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을 손꼽았다. 그러나 2018년 현재, 해당 정

책 예산 중 절반이 넘는 59.3%는 보육 예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예산 비중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대상자의 정책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

한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노동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전체 여성농업인 

대상의 정책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1  2019년 현재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이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추진전략은 양성평등 구현, 직업역량 강화, 지

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이다. 

2  한국농정신문. 2016. 8. 20. “여성농업인 육성법, 15년간 제자리걸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

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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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참여율을 분석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여유진 2013; 정성미 2014; 한종석 외 2017)에서 여성

의 출산기 및 육아기 등의 생애주기와 경제참여율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에 더해 출생연도가 다른 연령집단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어떠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령집단에 따라 영동활동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

석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 간 영

농활동 비중 차이와 영농활동 비중 결정요인이 동시에 고려될 때 보다 실효성 높은, 과중한 노동부

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설계 및 집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선 연구 결과를 볼 때, 연령

집단에 따라 영농활동 비중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석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모형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 간 영농활동 비중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

만을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고려하여 영농활동 참여, 농업노동시간 또는 농외활동 등을 분

석하였다(허미영 외 2004; 김경미 외 2005; 임찬영 외 2006; 강혜정 외 2007; 강혜정 2008a, 2009, 

2011, 2013). 

임찬영 외(2006) 연구와 강혜정(2008b)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가치(기여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로그-선형 회귀분석, 토빗(Tobit) 모형을 각각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작목

재배 경력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 기여도가 상승하였고, 연령이 낮고, 가사노동 기회비용이 높은 

여성농업인일수록 농업노동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를 나타

내는 변수로 영농활동시간, 농업 관련 사업 창업 의향, 농업노동시간, 농업경영의사결정 참여도 등

을 활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시간 및 농외노동시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국내여성농업인인 연구(강혜정 2008a, 2011)와 

여성결혼이민자인 연구(강혜정 2009)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50대, 60대 여성농업인일수록 영농활동 시간이 

길었고, 노지채소, 과수와 같은 노동집약적 영농일수록 영농활동 시간이 길었다. 여성결혼이민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토빗(Tobit) 모형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했는데, 연령, 한국거주기간, 만 

6세 아동 유무가 농업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제42권 제4호

농업 관련 사업 창업 의향 및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관련 연구는 허미영 외(2004), 김경미 외

(2005), 강혜정(2008a, 2013)의 연구가 있다. 창업 의향은 49세 이하이고, 가사노동시간이 짧을수

록, 컴퓨터 사용을 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농업 관련 의사결정은 영농경력이 많고, 농업교육 횟수가 

증가할수록, 참여하고 있는 조직 및 활동 단체 수가 많을수록, 남편이 부인을 공동경영자로 인식할

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집약적인 농업에 여성농업인들의 참여가 높았고, 어린 자

녀의 유무가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농업인들 중 50대, 60대의 농업

노동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농업인들의 창업 및 농업 경영 의사결

정 참여에서는 부부 내에서 여성(부인)에 대한 인식과 교육 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은 여성농업인의 연령 등이 영농활동 참여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의 이용에 따른 한계로 인해 시간 흐름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의 변화나 연령집단별 영농활동 비중의 차이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허미영 외 2004; 김경미 외 2005; 임찬영 외 2006; 강혜정 외 2007; 강혜정 2008a, 2008b, 2009, 

2011, 2013). 더하여 특정 품목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

구 결과를 여성농업인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대표성이 낮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안정자 2002).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별 영농활동 비중 차이와 영농활동 비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여, 여성농업인 대상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부담 경감 정책을 수립하

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시

간 변화에 따른 영농활동 비중 변화를 반영하고자 반복적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

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둘째, 영농활동 비중에 있어 연령별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자 

교차분류임의효과(cross-classified random effects)를 고려한 다수준 순서 로짓 회귀모형

(Multilev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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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관련된 연구 중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추정한 연구는 강혜정(2007, 

2008a, 200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 후 실증분

석을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분석 모형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 여성농업인의 효용()은 소비지출()과 여가시간(
 ), 그리고 개별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외생변수()로 결정된다. 개별 여성농업인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자신

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점(optimal point)에서 소비지출과 농업노동공급시간, 그리고 농외활동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1)과 같다. 

(1)에서  는 생산물의 가격 벡터, 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생산량은 여성농업인 의 농업노동

공급시간, 노동을 제외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요소()와 고정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는 가변요소 가격(비용)이고, 
은 농외소득이다. 농외소득은 농외소득에 투여하는 시간

(
 )의 함수이고, 

은 이전소득이다. 이를 종합하면, 소비는 농산물 생산에 따른 이윤(profit)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에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공급시간은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한 여가시간(
 )과 농외노동공급시간(

 )에 따라 결정된다.

  (1):    


    × 
    ×   


   




    

 



 ≥ 


 ≥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해 효용극대화 1계조건(first-order condition)을 쿤터커 조건(Kuhn-Tucker 

condition)으로 풀면, (1)의 최적해 집합을 구할 수 있다. 최적해 집합은 (2)로 표현된다. 개별 여성

농업인은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소비지출과 최적농업노동공급시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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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에서 도출되는 최적 농업노동공급시간의 실증분석 모형은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별 여성농

업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농업노동공급시간은 농외노동공급시간, 여가시간, 개인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 및 개인이 처한 가구 특성과 같은 외생변수로 결정된다. 

  (3):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 특성으로 여성농업인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 

형태, 가구 소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연령집

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여성농업인들은 생애주기상 결혼과 출산, 육아, 완경(完

經)에 따른 건강 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이는 노동공급량 변화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반복적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를 활용하여 교차분류

임의효과(cross-classified random effects)를 고려한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이용하

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연령집단별의 차이를 실증분석한다. 

교차분류임의효과 위계적 모형을 적용하여 (3)을 다시 쓰면 (4)와 같다. (4)에서 개별 여성농업인

()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구 변수, 경제적 관련 변수 등이 포함된 레벨 1의 변수와 상위그

룹()인 연령집단(레벨 2)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3 는 레벨 2의 알 수 없는 무작위효과(unknown 

random effects)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수준 변수의 효과를 레벨 1의 고정효과(fixed effects)로, 연

령별 집단 효과를 레벨 2의 무작위효과(random effects)로 모형을 설정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4)

를 추정하면 개인이 속한 상위 맥락인 연령집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여유진 2013; 정성미 2014) 에서 제시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결혼 및 출산 시기 등의 생애주기와 밀

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기초로, 연령집단 변수를 개별 여성농업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구 변수, 경제적 관련 변수의 상위 

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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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4)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개인별 노동시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

러나 현재 유일하게 여성농업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조사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

를 기준으로, 여성농업인의 구체적인 노동시간은 2008년 조사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설문문항 변경

으로 인해 2013년 자료에는 조사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개인별 노동시간에 가장 근접한 자료로 ‘농사일 전체(생산, 출하·판매, 재무관리) 중,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비중’을 사용하여 분석 모형을 추정하였다. ‘농사일 전체 중,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비중’은 순서를 갖는 이산형(discrete) 변수이므로,4  (4)는 교차분류임의효과를 고려한 

순서형 이산 위계적 모형을 활용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교차분류임의효과를 고려한 다수준 순서 로짓 회귀모형

(Multilev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한다. 다수준 순서 로짓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순서형 응답 중 특정 범주  에 속하는 변수, 가 존재하고, 이의 경계점(threshold)을 라 한

다면,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if and  if    ≤ 를 의미한다. 따

라서 를 선형회귀모형으로 설정하고, 누적확률을 구하면 (5)와 같다. 

  (5):  ′     ∼  
   ∼  

 

Pr ≤   Pr≤   Pr≤  ′       ′  

(5)를 이용하여, 모형의 추정을 위한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설정하면 (6)과 

같다. 는 {  }의 지표(indicator)이다. 여기서 추정되어야 하는 모수(parameter)들을 

   ′라고 정의하면, (6)을 변형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7)로 표현할 수 있

다. (7)을 추정하기 위한 로그 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8)과 같다. 

4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농사일 전체 중,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비중’을 범주형 변수(0~19%, 20~49%, 50~69%, 

70~100% )로 설정하여 선택형 질문을 이용하였으며 , 2013년 조사에서는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을 위해 2013년 설문조사 자료를 2008년 조사에서 설정된 구간으로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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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
 

  (8): log   
  




  



log     

(8)에 근거하여 로그 우도함수가 최대가 되는 를 추정함으로써 최대 로그 우도 추정량을 구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함께 연령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분석 자료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이후, 관련 정책 시행에 필요한 정확

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필요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

부터 5년마다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단위에서 표

본5 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의 농가 구성원 중,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농업에 참여한 만 15세 이상 여

성을 대상으로 5년마다 수행되며, 조사 내용은 가구 현황, 경제사회활동 참여 현황, 교육 현황, 복지 

현황,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반복적 횡단면 자료

(repeated cross-section data)이므로 조사 내용에는 5년 단위로 동일 항목, 추가 항목, 수정 항목이 있

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이다. 

분석에는 2008년과 2013년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6 를 통합표본자료(pooled dataset)로 구

축한7  뒤에 출생연도별로 응답자를 분류하였다. 출생연도는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5년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조사모집단은 일반 및 고령 여성농업인과 다문화 

여성농업인으로 설정되어있다. 표본추출을 위한 표집틀(sample frame)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대상을 이용한다.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18년 원자료는 현재 이용가능하지 않다. 2019년  7월 31일 현재, 가용한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가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2013년 자료이다. 

7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상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려면 활용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복수 시점에서 여러 나이의 표본 응답자들로 자료가 구성되어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시간에 따른 연령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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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구분한 이유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조사되므로, 서로 다른 시기의 여성농업

인 자료를 동일한 출생연도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분류하려면, 조사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총 응답자 수는 1,501명,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총 응답자 수

는 2,826명이다. 통합표본자료의 여성농업인 4,327명의 출생연도별 응답자 비중을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3.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사일 전체(생산, 출하·판매, 재무관리) 중, 여성농업인이 담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통합표본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집단구분 출생연도 2008년 2013년 합계

1 1918~1922 0.07 (85~89) 0.00 (90~94) 0.02 
2 1923~1927 0.47 (80~84) 0.46 (85~89) 0.46 
3 1928~1932 6.06 (75~79) 1.59 (80~84) 3.14 
4 1933~1937 15.59 (70~74) 5.66 (75~79) 9.11 
5 1938~1942 21.12 (65~69) 10.33 (70~74) 14.07 
6 1943~1947 13.92 (60~64) 11.75 (65~69) 12.50 
7 1948~1952 15.39 (55~59) 16.49 (60~64) 16.11 
8 1953~1957 11.79 (50~54) 14.19 (55~59) 13.36 
9 1958~1962 8.39 (45~49) 12.74 (50~54) 11.23 
10 1963~1967 3.86 (40~44) 10.01 (45~49) 7.88 
11 1968~1972 2.33 (35~39) 4.95 (40~44) 4.04 
12 1973~1977 0.80 (30~34) 2.76 (35~39) 2.08 
13 1978~1982 0.13 (25~29) 2.87 (30~34) 1.92 
14 1983~1987 0.07 (20~24) 3.72 (25~29) 2.45 
15 1988~1992 0.00 (15~19) 2.19 (20~24) 1.43 

총합 1,501 2,826 4,32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조사가 시행된 당시의 연령을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8, 2013). 

표 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 2013 출생연도별 응답자 비중

단위: %, 명



10 제42권 제4호

당하는 비중’이며,8  이산형(discrete) 변수이다. <표 2>와 <그림 1>을 통해 출생연도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을 보면, 연령집단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절반 이상

의 영농활동(50~69%+70~100%)을 담당한다고 답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2008년 43.6%에서 

2013년 62.7%로 약 43.8% 증가하였으며, 특히 3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중 절반 이상의 영농활동

을 담당한다고 답한 비중이 50%를 초과하기 시작한 연령대가 2008년도 조사에서는 70세 이상(생

년 기준: 1937년)부터 나타났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40세 이후(생년 기준: 1972년)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영농활동 비중이 2008년 20~49%에서 2013년 50~69%로 나타난 것으로도 재차 확인 가능

하다. 이에 더해 각 조사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농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80세 

8  ‘농사일 전체 중,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비중’을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으로 이후 서술에서는 통일한다. 

출생연도
 집단

2008 2013

0~19%
20~
49%

50~
69%

70~
100%

0~19%
20~
49%

50~
69%

70~
100%

1918~1922 0.00 0.07 0.00 0.00 
1923~1927 0.07 0.07 0.07 0.27 0.04 0.18 0.04 0.21 
1928~1932 0.60 1.80 0.87 2.80 0.04 0.53 0.32 0.71 
1933~1937 1.60 6.13 2.53 5.33 0.21 1.07 1.21 3.20 
1938~1942 1.60 9.00 4.20 6.33 0.21 2.06 3.59 4.48 
1943~1947 1.20 6.00 3.00 3.73 0.07 3.02 4.87 3.84 
1948~1952 1.40 8.67 2.93 2.33 0.32 4.52 7.29 4.45 
1953~1957 1.07 6.20 2.47 2.07 0.39 3.98 7.36 2.52 
1958~1962 0.80 4.93 1.73 0.93 0.14 4.98 6.44 1.24 
1963~1967 0.33 2.47 0.87 0.20 0.18 4.09 4.41 1.39 
1968~1972 0.40 1.27 0.53 0.13 0.21 2.06 1.96 0.75 
1973~1977 0.27 0.33 0.13 0.07 0.21 1.53 0.78 0.21 
1978~1982 0.00 0.07 0.07 0.00 0.68 1.74 0.43 0.00 
1983~1987 0.07 0.00 0.00 0.00 0.85 1.99 0.71 0.07 
1988~1992 0.96 1.07 0.18 0.00 

비율 합 9.4 47.0 19.4 24.2 4.5 32.8 39.6 2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8, 2013).

표 2. 시간-출생연도별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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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2008년 조사 기준: 1927년생, 2013년 조사 기준: 1932년생)에는 해당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를 보였다. 시간에 흐름에 따른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조사된 표본의 대부분(2008년 기준 

99.27%, 2013년 기준 90.86%)을 차지하고 있는, 출생연도가 1928~1977년 사이의 집단에서 시간

이 흐를수록 점차 영농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설명변수

설명변수는 앞의 분석 모형에 따라 선정한다. 분석 모형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 결

그림 1. 시간-출생연도별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비중

(2008년) 

(2013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8, 2013).



12 제42권 제4호

정은 농외소득, 이전소득, 생산물의 수입(revenue)과 생산투입물의 비용 지출(cost),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실증분석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

료에서 조사되지 않은 변수들은 대리변수들을 활용하였고, 추가적으로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

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건강상태, 출생연

도에 따른 연령별 집단을 선정하였고, 농외소득 관련 변수로는 농외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활용하였

다. 생산물 수입과 생산투입물의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각각 농축산물 판매금액과 가계 지출액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농활동에서 고정 투입재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총 

경작지 면적을 고려하였다. 더불어 재배 품목과 가구 형태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에서 차이

가 있으므로 이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설명변수의 측정방법과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에

서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분석되었으며. 최소 연령은 21세, 최고 연령은 90세로 나타났

다. 연령에 근거하여 출생연도를 구한 후, 1918년부터 1992년 출생자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15개 

연령집단을 구하였다. 연령별 집단 분포는 앞서 언급한 <표 1>에서 나온 것처럼, 1948~1952년생

이 16.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38~1942년생이 14.07%로 많았다. 가구 형태는 부부가구

에 속한 여성농업인이 46.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와 자녀가구(19.01%), 독신가구

(15.58%) 순서였다. 각 가구의 형태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엄진영 외(2018)의 2017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과수, 노지채소, 시

설채소, 화훼/특작, 축산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각 품목을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여성농업인 중 노지채소를 재배하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응답자 수의 

14.08%, 과수는 13.13%, 시설채소 6.92%, 화훼/특작은 3.08%, 축산은 2.20%였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은 지난 1년간 판매한 금액을 의미하고, 가계 지출액은 지난 1년간 월평균 지출액이다. 두 변수 

모두 연속 구간 변수로 측정되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은 500만 원 미만이 30.44%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가계 지출은 50만 원~100만 원 미만 비율이 32.73%로 가장 높았다. 총 경작지 면적은 평균 

4,107평이었고, 농외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응답자 중 16.26%였다. 조사대상 여

성농업인은 본인의 건강이 보통 이상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67.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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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및 측정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령(세) 59.1 12.8 21 90
 포함 비율 비포함 비율 전체 응답자 수 

가족 형태
(0: 비해당, 1: 해당)

독신가구 15.58 84.42 4,319
부부가구(2인) 46.52 53.48 4,319
부부+자녀가구 19.01 80.99 4,319
편부모+자녀가구  4.01 95.99 4,319
조부모+부부+자녀가구  12.53 87.47 4,319
조부모+손자녀가구  1.02 98.98 4,319
기타 1.34 98.66 4,319

포함 비율 비포함 비율 전체 응답자 수 

영농 형태
(0: 비해당, 1: 해당)

과수농가 13.13 86.87 4,318
노지채소농가 14.08 85.92 4,318
시설채소농가 6.92 93.08 4,318
화훼/특작농가 3.08 96.92 4,318
축산농가 2.20 97.8 4,318

해당 응답 수  해당 비율 전체 응답자 수

월평균 가계 지출액
(낮은 순으로 1부터 
8의 값 부여)

30만 원 미만 169 3.99  4,232
30만~50만 원 미만 644 15.22  4,232
50만~100만 원 미만 1,385 32.73  4,232
100만~150만 원 미만 943 22.28  4,232
150만~200만 원 미만 506 11.96  4,232
200만~250만 원 미만 292 6.9  4,232
250만~300만 원 미만 127 3  4,232
300만 원 이상 166 3.92  4,232

해당 응답 수 해당 비율 전체 응답자 수

1년간 농축산물 판매
금액
(낮은 순으로 1부터 
5의 값 부여)

500만 원 미만 1,266 30.44 4,159
500만~1000만 원 미만 813 19.55 4,159
1000만~2000만 원 미만 846 20.34 4,159
2000만~5000만 원 미만 918 22.07 4,159
5000만 원 이상 316 7.6 4,159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경작지 면적(평)  4,107.24 6,889.19  0 124,000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응답자 수 

농외경제활동(0: 비해당, 1: 해당) 16.26  83.74 4,316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매우 나쁨, 나쁨 전체 응답자 수 

건강상태(0: 비해당, 1: 해당) 67.03 32.97 4,319

표 3.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pooled dataset)

단위: 세,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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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성농업인

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

서 고려한 과수, 노지채소, 시설채소, 화훼/특작 품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수, 노지채소, 시설채소, 화훼/특작 품목을 생산하는 여성농업인은 해당 작물을 생

산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영농활동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 품목 중, 시설채소를 생산하는 여

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여성농업인은 그렇지 않은 농

가의 여성농업인에 비해 영농활동 비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농업인의 가구 형태가 단독가구일 때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영농활동 비중은 상승하고, 부

부가구와 부부+자녀가구, 조부모+부부+자녀가구에 속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은 그렇지 

않은 가구들과 비교할 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농업인 단독가구는 여성농업인 혼자 영

농활동을 모두 담당해야 하므로 당연히 단독이 아닌 가구에 속한 여성농업인보다 담당비중이 더 높

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부가구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부모와 부부 그리고 자녀로 구성

된 가구의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가구 내의 영농활동 관련 의사

결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여전히 크고, 자녀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집안 돌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농활동에서의 담당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의 효과가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이 속한 가구의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클수록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많을수록 여성농업인이 속한 농가의 형태

는 소규모 가족농이 아닌 중·대형 규모의 상업농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형 규모의 

상업농은 노동력 투입에 있어서 소규모 형태의 농가에 비해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생산활동의 참여, 즉 영농활동에서의 담당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현실을 반영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9  여성농업인의 농외 경제활동 참여는 영농활동 비

중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든 다른 변수들을 

9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 간에 음(-)에 관계가 존재한다고 제시한 기존 연구들(여유진 2013; 곽현주 외 

2015)의 결과와 그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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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 후, 총 경작지 면적도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 변화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은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영농활동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상, 영농활동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영농활동 비중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연관 변수들을 통제한 

후 여성농업인의 연령 효과를 분석하면, 효과가 없거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농업노동시간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는 특정 연령대(40대, 50대)에서만 영농활동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영농활동 비중이 어떻게 달

라질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더불어 <표 2>에서 보듯이 기술통계량에서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농활동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모

든 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 연령별 집단에 따른 영농활동 비중을 분석하면 연령별 집단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을 고려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별 효과는 개인의 상위단계(레벨 2)에서 임의

효과(random effects)로 분석된다. <표 4>에서 출생그룹별 절편(intercept) 분산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추정 후(post-estimation) 절편 예측치를 각 출생그룹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각 출생그룹별로 영농활동 비중이 변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처럼 단순히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영농활동 비중이 증가하

지 않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의 증감에 따라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가 최종적으로 조사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5~44세까지의 그룹, 45~64세까지의 그룹, 

65~84세까지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25~29세(1983~1987년 출생자)의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은 소폭 증가한다. 그러나 이 시기

가 지나 30~44세(1968~1982년 출생자)가 되면 영농활동 비중이 감소하고, 특히 35~39세

(1973~1977년 출생자)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40~44세

(1968~1972년 출생자)의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 또한 감소한다. 이 시기의 여성농업인들은 

생애주기상 영농활동에 진입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결혼과 출산, 육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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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30세 이전에는 직업 활동으로서 영농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담

당 비중이 증가하지만, 이후의 시기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 비중이 자연스럽

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기간의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45~64세(1948~1967년 출생자)의 여성농업인은 모든 연령층과 비교할 때 영농활동 비중이 가장 

높았다. 45~49세(1963~1967년 출생자)의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44

세(1968~1972년 출생자)에서는 영농활동 비중이 다소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는 형

태를 띤다.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상,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이므로 영농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관련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그룹에 속한 여성농업인은 정부가 여성농업인 정책 중 영농활동과 관련한 정책

계수 표준오차 

과수농가  0.40***  0.12
노지채소농가 0.38***  0.12
시설채소농가 0.65*** 0.16
화훼/특작농가 0.49** 0.22
축산농가  0.19 0.32
독신가구  3.14*** 0.62
부부가구(2인)  -1.25** 0.59
부부+자녀가구  -1.21** 0.60
편부모+자녀가구 0.02 0.64
조부모+부부+자녀가구  -1.67***  0.60
조부모+손자녀가구 -0.73  0.76
월평균 가계 지출 0.01 0.03
농축산물 판매금액  -0.29***  0.03
총 경작지 면적(평) -0.00009 0.00006
농외 경제활동 참여 -0.007 0.09
건강  -0.02  0.09

연령별 집단 임의효과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0.86**  0.60 0.20 3.54

주: ***, **는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8, 2013).

표 4. 다수준 순서 로짓 회귀분석(Multilevel ordered logistic regress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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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울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정책 대상자이기도 하다. 

65~84세(1928~1947년 출생자) 여성농업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농활동 비중을 줄여나가

는 시기이다. 분석 결과에서는 75~79세(1933~1937년 출생자)에서 영농활동 비중이 소폭 증가하

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영농활동 비중이 감소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의 생애주기상, 이 시기에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데 체력적인 한계가 따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영농활동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림 2. 세대별 영농활동 비중 임의효과(random effect) 분석 결과

 주: 나이 계산 시점은 2013년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2008년과 2013년 
통합자료(pooled dataset)이다. 통합자료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통합하였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8, 2013).

5. 결론 및 시사점 

영농활동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농업 생산에서 노동투입 비

중으로 고려하면, 가족노동력 총 투입시간 중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0%, 고용노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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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일손 돕기는 60.4%이다. 고용노동력을 활용하는 농가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은 절대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공급이 지속되려면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년과 2013년 조사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영농활동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중한 노

동부담 경감을 손꼽았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 노동부담 경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논의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 부담이 어떠한 요인들로 영향을 받는

지,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연령집단별로 이러한 부담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여부 결정요인, 농업 노동시간의 

결정요인, 농외활동 참여여부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였으나, 영농활동 비중(강도)에 미치는 영향 요

인 분석과 연령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교차분류임의효과를 이용한 다수준 순서형 로짓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에는 농작물의 품목, 가구 형태, 농축

산물 판매금액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품목은 과수, 노지채소, 시설채

소, 화훼/특작 품목을 생산하는 여성농업인일수록 영농활동 비중이 상승하였다. 가구 형태는 단독

가구일수록 영농활동 비중이 높았으나, 부부가구이거나 부부가 중심이 된 2세대, 3세대 가구의 여

성농업인 영농활동 비중은 감소하였다. 가구 내에 돌봄이 필요한 자녀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특

히 영농활동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은 감소하였다. 출생연도에 따른 연령집단별 영농활동 비중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에 따라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된다. 자료가 최종적으로 조사된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25~44세까지의 그룹, 45~64세까지의 그룹, 65~84세까지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25~44세는 영농활동 비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이고 45~64세에 영농활동을 집중

적으로 영위한다. 마지막으로 65~84세는 영농활동 비중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시기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영농활동 관련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정책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영농활동 비중에 따른 세대별 구분이 필

요하고, 각 세대에 맞는 영농활동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관련 정책인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 여

성친화형 편이 장비 개발 등은 세대별 구분 없이 여성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세대는 45~64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농업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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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다른 연령집단에 앞서 해당 연령집단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 및 편이 

장비 개발 등에 대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더해 해당 집단에 특화된 기술교육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여성농업인 세대라 할 수 있는 25~44세의 여성농업인들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용 및 편이 장비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대이므로 이들 대상으

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단, 이 세대는 여성의 생애주기상 결혼, 출

산, 육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영농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청

년여성농업인 세대가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출산, 육아 도움을 포함한 영농도우

미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높은 품목은 상대적으로 노동투입이 많은 품목으로 나타났

으며,10  이는 해당 품목에서 평균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투입이 남성농업인의 노동투입보다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와 함께, 여성

농업노동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인한다. 농업 현장에서 만난 많은 수의 농업인들은 남성농업노동

과 여성농업노동은 분리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즉, 농기계를 쓰거나 힘을 쓰는 일(상차, 하차 등)은 

남성의 일로 인식하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농작업이 완료된 후의 마무리를 위한 수작업

은 여성농업인의 몫으로 인식한다. 특히 중·고령농일수록 이러한 인식은 보다 뚜렷하며, 이로 인해 

수작업으로 하는 일들에는 남성농업인의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여성농업인들로 채

워지는 경향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존재하나 현장에서는 그 활용

도가 낮아 여성들이 농기계를 사용하여 노동투입을 하는 영농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여성농업인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남성보다 노동투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많은 노동투입은 가사노동까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는 과

중한 부담이 된다. 특히 영농활동의 주요 세대인 45~64세의 여성농업인들은 체력적인 부담을 함께 

느끼는 시기이므로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을 매우 어려운 문제로 꼽는다(엄진영 외 2018: 97). 따

라서 영농활동과 가사일의 병행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예컨대 농번기 때의 마을공동급식

과 같은 정책들을 논의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0  엄진영 외(2017)에 따르면 가족농업노동력으로서 연간 1인당 노동시간이 높은 품목은 순서대로 화훼(977.9시간), 축산(731.4시

간), 과수(639.7시간), 채소(483.9시간), 특작(401.3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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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가용한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는 2014년도 말에 공표된 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로, 2019년 현재 시점과 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해당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의 해석 또

는 일반화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별 할당된 표본 수의 한계로 지역별 영농 특성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 이는 차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가 좀 더 축적된 이후의 향후 연구주제로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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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agricultural human resource de-

velopment investment using agricultural education panel data. It reviewed pre-

vious studies relat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It examined  

the performanc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and tested the per-

formance wit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using AMOS21.0.

The major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Investment in human resource de-

velopment for farm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hievement of human re-

sources such as improving job skills and job satisfaction of farmers. In particular, 

investments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farmers had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human performance than income performance, and the same research 

results were obtained for regular companies. Also, human perform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agricultural performance and income performance, which was 

analyzed to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agricultural performance than incom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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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정보·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들 무형의 자원을 혁신적으로 활

용하여 경제활동의 경쟁력 확보나 지속적인 성장 등을 도출하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활동에 대해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산업부문도 지속적인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산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산업기반의 약화와 위축

이 초래되면서 농산업 인력 부족현상이 야기되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고 농업인력

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으로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인력 수급에 있어서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 확보가 힘들고, 농업인력 고령화 진전 완화 및 해

해소의 어려움 등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정부

가 시행하는 농업교육 사업 결과와 이에 대한 환류(feed back)를 분석하고, 농산업 내 인적자원의 

실태와 농업교육 수요 및 참여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농업교육을 받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농고, 농대생 포함)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

히, 농업인 패널은 정부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을 통해 시행하는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내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정, 교육참여 성과 및 수

요파악 등을 추적·조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농업인의 농업교육 이수 후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농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에 시행된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패널에 참여한 농업인

에게 정부가 투자, 시행한 농업인 교육이 농업경영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인적자원 성과의 영

역과 경영성과(영농)의 영역 그리고 재무적 성과(소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5년부터 연차별로 참여하는 농업

인들은 농업교육 이행효과가 농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농업인 교육 패널 조사의 개요와 교육훈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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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모형을 설정하였

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에서의 모형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하고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

당성을 검증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정리·요약하고 연구의 의

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 등을 논하였다.

2. 이론적 검토와 분석모형

2.1.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1 의 개요

그동안 정부가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수의 농업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농업

교육에 대해 그 교육의 성과와 교육 이수 후 인적자원으로서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기존 농업관련 교육현황 및 효과는 단순 이수 후 교육 만족도, 출석률 등 

단편적 정보만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교육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교육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 측정도 사실상 어려웠다.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는 그동안 농업관련 교육시행에 드러난 효과와 환류 측정을 위해 농림축산

식품부가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내용 도입 효과, 기여도, 전문성 개

발 활동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예비 농업인의 경우 직업으로의 이해과정을 추적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농업인교육 패널조사의 대상은 농업인과 예비농업인으로 나누어지며, 예비 농업인 조사는 농과계 

학교 고등학생과 대학생 조사로 나누어지는데, 2017년 4차조사시 패널조사 대상 인원은 전년도 농

업인 패널 1,912명과 농과계 학생 패널 1,217명이었다. 하지만  농업인의 경우,  2017년 신규로 추

가된 농업인 122명을 포함시켜 총 2,03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1 2017년까지 진행된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는 2018년 농산업 교육 패널조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7년까지 

진행된 농업인교육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농업인교육 패널조사라고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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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년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 대상별 현황

조사대상 설문지 종류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3차년도(2016) 4차년도(2017)

농업인 농업인
2009~2014년 동안 
농업교육 이수자 

2,160명

→
농업인 2,160명

→
농업인 1,912명

→
농업인 2,034명

예비농업인
농과계 고등학생 1학년 950명 → 2학년 950명 → 3학년 922명 → 850명

농과계 대학생 2학년 550명 → 3학년 550명 → 4학년 417명 → 367명

자료: ㈜메트릭스코퍼레이션(2017). 「2017년 농업교육 패널 운영 및 조사」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 모집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중 농림수

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09년 주관하는 교육을 받은 농업인 5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Agriedu에 교육이력이 등록된 이수자 중 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근 5년간(2009

년 이후)의 오프라인 교육이수자로 정의하였다.

표 2. 2017년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 모집단의 연령별 비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교육이수자 
비율(%)

3.4 7.4 18.8 31.6 24.0 14.8 100.0

전체2 

농가인구(%)
17.0 5.7 9.6 20.0 21.3 26.5 100.0

자료: ㈜메트릭스코퍼레이션(2017). 「2017년 농업교육 패널 운영 및 조사」

농업인 모집단은 교육받은 농업인의 특성이 전체 농가인구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데,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지역적 분포는 전체 농가 분포와 유사하나, 패널조사의 목적이 교육효과

와 교육수요 파악에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인구의 성별, 연령별3 특성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

다.

2 전체인구는 통계청 ｢2013 농림어업조사 결과｣ 상의 전체 농가인구로 함

3 전체 농가인구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비슷하나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 남성 농업인이 여성 농업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연령의 경우는 전체 농가인구 중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전체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고령농 비율이 전체 고령농 

비율의절반 가까이 되고 있으나,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는 50대가 가장 많으며, 40대도 전체 농가인구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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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7년 농업교육 패널조사 모집단 현황

여성 남성

합계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소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소계

수도권 274 411 699 445 1,829 707 862 1,422 1,449 4,440 6,269

강원권 49 153 294 161 657 197 400 819 824 2,240 2,897

충청권 178 325 606 433 1,542 623 744 1,473 1,974 4,814 6,356

경상권 336 759 1,272 1,110 3,477 852 1,573 2,839 4,453 9,717 13,194

전라권 260 708 859 690 2,517 901 1,638 2,696 4,150 9,385 11,902

제주 39 112 123 244 518 88 219 259 539 1,105 1,623

합계 1,136 2,468 3,853 3,083 10,540 3,368 5,436 9,508 13,389 31,701 42,241

자료: ㈜메트릭스코퍼레이션(2017). 「2017년 농업교육 패널 운영 및 조사」

층화추출을 위해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 할당을 통해 2013

년도 교육을 받은 농업인, 교육횟수가 많은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추출하며, 같은 연도와 같은 교육 

횟수의 경우는 임의로 추출하였다.

표 4. 2017년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 모집단 현황

여성 남성

합계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소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소계

수도권 13 19 33 21 87 33 41 67 69 210 297

강원권 2 7 14 8 31 9 19 39 39 106 137

충청권 8 15 29 21 73 29 35 70 93 228 301

경상권 16 36 60 53 165 40 74 134 211 460 625

전라권 12 34 41 33 119 43 78 128 196 444 564

제주 2 5 6 12 25 4 10 12 26 52 77

합계 54 117 182 146 489 159 257 450 634 1,501 2,000

자료: ㈜메트릭스코퍼레이션(2017). 「2017년 농업교육 패널 운영 및 조사」

농과계 학생 모집단은 1차 농업인 교육 채널조사(2014년) 당시 농과계 고등학교 관련학과 1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과 농과계 대학 관련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고, 표본은 고등학생의 

경우 한국농업교육협의회에서 농과계 학교로 분류한 74개 고교 중 관련학과 1학년 재학생이 있는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농과계로 분류된 37개 대학(단과대학 기준)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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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재학생 수가 하위 20%인 7개 대학을 제외하고 총 30대 단과대학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유형(농업인, 농과계 고등학생, 농과계 대학생)에 따라 각 유형에 맞는 내용

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농업인 설문지의 경우, 기존(3차년도) 설문지를 바탕으로 크게 영

농관련 사항, 인력고용 관련, 농산업 경제인식, 사회적 관계, 농업교육, 농업교육 수요, 농업인의 향

후 계획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5. 2017년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 농업인 조사항목

구분 항목 비고

영농일반 현황

가구원 현황/ 농축산물 주 판매처/ 농사일 담당 인력별 비중/ 본인 또는 임차 농기계 

사용비중

영농일반 : 영농종사 이유, 승계농 여부 및 향후 의향 등

1년간 영농현황 : 주요 재배/사육 품목, 경작지 유형, 주요 판매방법 등 경작규모, 

경작지 중 자가비율, 재배 품목 중 판매량(금액기준) 많은 품목

농업 및 농업관련 소득 현황/전체 농업소득 대비 농업 관련 지출비중/농업 및 농업관

련 지출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부채 관련 : 부채여부, 부채가 있는 기관, 부채 발생 주된 요인, 영농에서 애로사항

인력고용

인력고용 여부 및 고용인력 규모/ 고용경로/외국인 노동자 만족도 및 애로사항/다문

화 가정여부 및 농사일 정도/외국인 가족 농업교육 실시희망 여부/농업관련 교육 참여 

희망 시 원하는 교육

농산업 관련 
경제인식

농축산물 작황 수준/농축산물 판매가격 수준/농축산물 투입재 수준/농축산물 생활형

편/1년 후 생활형편 변화

사회적 관계 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 또는 단체/영농 관련 의견 교류 대상자

농업교육 효과 
평가

지난 1년간 교육참여 이력 : 교육명, 기관, 기간, 부담비용, 만족도, 효과 등/

농업 및 기타 관련교육 참여동기/교육신청 및 참여단계 만족도 평가/참여한 농업 및 

기타 관련 교육 미흡한 점/참여한 농업 및 기타 관련교육으로 인한 지식, 기술, 인식변

화 정도/참여한 농업 및 관련교육 후 영농생활 변화/참여한 농업 및 기타 관련교육 후 

성과평가/농업교육 타인 추천의향/농업 순소득 변화/두 속성간 농업소득 향상요인

(AHP)/농업교육에 미친 기여도/(농업 순소득 증가한 경우)소득증가에 미친 교육의 기

여도/(농업 순소득 감소한 경우)농업소득 감소 이유/비용절감 교육기여도 및 항목/농

업 및 농업관련 지출 비용/(농업관련 지출비용 감소한 경우)비용감소에 미친 교육의 

기여도/농업관련 교육 훈련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

농업교육 수요

농업관련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각 분야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6차 산업 

발전 영농분야 기여/6차 산업 필요 인력 원활한 공급을 위한 방안/6차 산업 필요한 인

력핵심 역량/전문성 개발 : 전문성 개발여부, 정보획득 방법, 투자비용 및 시간/전문성

을 개발하지 않는 이유/참여 또는 제안하고 싶은 분야/전체 교육비용 중 적절한 부담

비용 정도/농업 및 기타 관련 교육 후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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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항목 비고

농업인 향후 계획

향후 영농은퇴시기/은퇴희망 연령/가공, 관광농업 등 관심 필요성/부가가치 증대와 관

련 관심있는 분야/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여부/자녀 농업고등학교 또는 농업관련 전

공 대학진학 희망 여부/자녀 향후 영농관련 분야 진출에 대한 생각/자녀가 영농분야 

진출에 대한 긍정적 이유/자녀가 영농분야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이유

이슈 문항

청년육성을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청년 육성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평소 스마트팜 

인지도/향후 스마트팜 교육 시행시 참여의향/스마트팜 교육과정 지불의향/향후 스마

트팜 교육 필요도

자료: ㈜메트릭스코퍼레이션(2017). 「2017년 농업교육 패널 운영 및 조사」

농과계 학생에 대한 설문은 2017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각각 졸업한 후 취업 및 진학과정에서

의 대학교(원) 진학, 대학(원) 진학준비, 취업 및 창업, 취업 또는 창업준비 등의 4개 영역으로 구분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2.2. 인적자원 개발 성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조직구성원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고안한 일련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Nadler(1971)에 의해 초기에는 단지 교육훈련 활동으로 그 개념적 정의

를 유지해 오다 그 의미를 확대하여 개인 개발과 경력 개발, 조직개발로 구분하여 기업이 근로자들

의 능력수준이나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적 활동을 포함하게 되었다(이용탁 2007).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식정보화 사

회에 진입하면서 그 개념이 단순히 교육과 학습의 수혜자는 개인이나 기업조직만이 아니라 사회·국

가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역 인적자원개발(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과 국가 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HRD)까지 확장되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을 조직이 전략적 차원에서 설정한 목표를 향한 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조직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구성원 개인과 조직 자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성과향

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이용탁 2007), 이러한 시각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성과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 실행이 구성원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그리고 생산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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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 향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김수원·윤지은 2007;  곽인숙·홍성희

2008). 

한편, 기업단위의 패널조사 자료 이용이 용이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인적자원 개발의 구체

적인 형태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독립변수를 인

적자원 투자액으로 두고 측정변수에 따라 재무적 성과 측정변수로 매출액, 부가가치액, 순이익, 자

기자본이익률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기도 하며(조세형 2010;신건권·정군오·김연용 2003; 노용

진·정원호 2006), 비재무적 성과변수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충실성, 고객만족, 동기부여, 이직

률 등을 사용하였다(정진철 2008; 김기태 2008;이만기 2009;배진한 2009;김진덕 2011).

표 6. 주요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조사방법
(표본)

30대 이하

변수구성
연구결과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종속변수

정진철
(2008)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n=281)

1인당 
교육훈련비

이직률
(조절변수)

1인당 순이익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조절효과 : 유의

김기태
(2008)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n=280)

〃

직무만족, 
직무능력, 
역량(매개

변수)

1인당 매출액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매개효과 : 일부 유의

이경희·정진화
(2008)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n=358)

HRD지수, 평가 
및 보상지수, 

HRD역량 지수
-

재무지수, 
경영성과지수,

조직효과성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김수원·윤지은
(2007)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n=6,131)

생산인력의 
HRD 방식

-

조직원의 
내적변화, 

조직원 
직업기초능력, 
생산현장 내부 

경쟁력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이용탁(2007)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n=6,131)

HRD 방식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

직무만족, 
조직몰입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곽인숙·홍성희
(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n=3678)

개인특성, 
직업특성,
HRD 특성

-

개별 직무만족, 
총 직무만족,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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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구자
조사방법
(표본)

30대 이하

변수구성
연구결과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종속변수

조세형
(2010)

충청지역 제조기업 
교육훈련 담당자 
설문조사(2008년, 

n=139)

1인당 
교육훈련비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

(조절변수)
조직규모

(300인 기준), 
산업별 차이
(통제변수)

1인당 순이익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조절, 통제효과 : 일부 유의

신건권·정군오·
김연용(2003)

1990~2002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표본조사(n=241)

교육훈련비 -
매출총이익율, 

1인당 
경상이익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노용진·정원호
(2006)

사업체패널
자료(n=358)

1인당 
교육훈련비

노동의 유연성, 
유연적 

작업조직, 
성과주의적 
보상체계, 

노사관계의 
우호성, 고품질 

혁신전략, 
제품시장 
변화속도

(조절변수)

1인당 매출액
독립변수→종속변수 : 유의

조절효과 : 일부 유의

이만기(2009)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n=316)

인적자원개발 
시스템(품질관

리차원적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비품질관리차원

적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
재무성과, 

비재무적 성과

독립변수→종속변수 : 일부 

유의

배진한(2009)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벤처기업 300개 
방문,면담조사

HRD 노력 -

생산성, 자발적 
노동이동률
(이직률), 
경영성과

독립변수→종속변수 : 일부 

유의

김진덕(2011)
한국신용평가 

기업DB(n=268)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 비율, 

인건비율, 
연구개발비율, 
광고선전비율, 

총자산

- 매출총이익률

독립변수(교육훈련비율)→종

속변수 : 유의 

(당기 2년전 변수, 당해연

도)

강순희·윤석천·
박성준(2011)

사업체패널조사
(n=402)

1인당 
교육훈련비,

기업연령, 규모

1인당 매출액
인적자원 성과

독립변수→종속변수 : 일부 

유의

자료: 최윤정(2009), 조세형(2010)의 연구를 재인용 및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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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는 것에 그친 반면, 강순희·윤석천·박성준(2011)의 연구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가 기업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고, 교육훈련의 

투자가 실제 기업 구성원의 역량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구성원의 향상된 역량(일조

의 중단단계 성과)은 기업성과에 어느 정도에 기여했는지 일련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경희·정진화(2008)의 연구는 기존의 인적자원 개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들

이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 성과발현의 시차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시스템이 하나의 내생변수로 기업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각각의 독

립변수와 성과변수를 지수화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가 

성과로 도출되는데  2년 이상의 시차가 소요되며, 따라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

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서종석·조규대·강혜정·김재욱(2011)이 농업교육이 농업인 소득에 미치는 효과

를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소득 또는 생산액과 투입요소의 관계를 도출하는 Phillips

와 Yang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농업교육과 농업인 소득은 강한 정(+)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홍은파(2010)는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

여 종속변수인 농업매출액 자료를 12개 구분으로 범주화하여 순서형 Probit, OLS, Tobit 모형과 헤

크만의 2단계 추정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영농교육과 정규교육이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정규교육과 영농교육은 매출액에 대해 (-)의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는 시사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농업인력에서 비교적 저학력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영

농교육이 정규교육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상진(2014)은 2006~2011년까

지의 농업인 교육정책사업 평가 분석에서 정부의 평가모형을 참조하여 투입(input) - 산출(output) 

- 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투입은 개인차원에서는 교육비용, 국가차원에서는 예산, 산출은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참여, 교육참여시간, 국가차원에서는 교육기관수, 교육과정수, 교육인원수 등 주

로 정량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단기와 중·장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인차원에서는 자신감, 지식·기술의 습득, 네트워크 확대를 단기 성과로, 경영비 감소, 

농업소득 증가, 매출액 변화를 중·장기 성과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국가차원에서의 단기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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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질 개선, 교육접근성 개선, 중·장기 성과는 농업교육 투자에 대한 태도, 노동 생산성 

변화 등을 변수로 하여 평가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적으로 농업인 교육과 관련하여 많

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출 측면에서의 양적 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고, 오히

려 농업인 개인들에 대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농업인 교육예산 10% 인상시 농업 노

동생산성이 1.75% 상승한다는 관계도 발견하였다. 

나승일 외(2019)는 2014~2018년까지의 5개년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인의 농가

경영 특성과 성과변화를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농업교육의 성과로 교육만족

도, 학습성과(전문지식 수준 향상, 전문기술 수준 향상, 영농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 영농에 대한 

자신감 상승, 영농 및 경영에 대한 만족도 상승), 영농 활동변화(신규품목 및 사업 확장, 생산현장 활

용 및 마케팅 변화) 및 생산성과(소득증가, 생산비용 절감, 유통비용 절감, 금융비용 절감, 생산성 향

상, 투자비용 회수기간 축소, 노동투입 감소, 삶의 질 개선)의 세부 항목별로 빈도, 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 분석 실시로 각 항목별 수준을 비교 측정하였다. 

2.3. 연구모형의 설정

인적자원 개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살펴보면,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독립변수와 그 성과에 대한 변수에 대한 관계를 크게 두가지 통계적 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로 특정기간의 패널자료와 같은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관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

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이때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변수가 시차적으로 어떻게 성과변수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면자료를 같이 사용하여 분석한다. 또 다른 방법은 관련 이론에 따른 

각 변수(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인과관계를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들이 

인적자원 개발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 변수의 속성별로 또는 발전단계별로 어떻게 

연계되어 성과가 도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용탁(2007)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조직이 

전략적 차원에서 설정한 목표를 향한 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여 농업인 교

육 패널 조사항목 중 농업교육 효과 평가에 대한 조사항목을 강순희·윤석천·박성준(2011)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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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분석한 모형에 적용하여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에서의 농업인력 개발사업의 교육훈련 투

자가 농업인(농업인조직)의 성과에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일련의 성과과정을 통해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즉,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사업에서 교육훈련 투자가 직접적으로 농업인(조

직)의 인적자원관리 성과에 영향을 주며, 인적자원관리 성과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경영(영농)성과

에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재무적 성과인 소득성과에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되도

록 다음과 같은 연구 측정 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농업인교육 패널 모형내 조사항목을 모형

내 측정변수로 하였다.

그림 1. 측정 모형

표 7. 측정변수의 정의

변수의 정의 농업인 패널조사 항목

독립변수 정부의 농업농촌교육사업내 정부지원액(정량변수)

인적자원 성과

직무만족(정성적 변수)

영농에 대한 태도, 신념,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변화

영농에 대한 자신감 상승

영농에 대한 만족도 향상

경영, 판매, 마케팅에서의 긍정적 변화 감지

직무능력 향상
(정성적 변수)

농업관련 분야 전문지식 수준의 향상

농업관련 분야 전문기술 수준의 향상

새로운 품목 시도 또는 준비

새로운 농업관련 부대사업 시도 및 검토

교육습득 내용을 영농현장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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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수의 정의 농업인 패널조사 항목

경영성과

생산성 향상(정성적 변수)
경영체의 생산성 향상

경영제의 육체적 노동투입 감소

비용절감(정성적 변수)
경영체의 생산 제비용 감소(인건비 제외)

경영체의 인건비 절감

경영효율화(정성적 변수)
경영체의 투자비용 회수기간 축소

경영체의 판매비용/판매수수료 감소

재무적 성과 소득성과(정량적 변수) 경영체의 연간 매출액

2.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 자료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7년 11~12월  2개월에 걸쳐 일대일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2,034명의 유효 표본 중 1,874명이 조사에 응답하여 92.1%의 패널 유지율을 

보였다.

조사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영농 관련 사항, 인력고용 관련, 농산업 관련 경제인식, 사회적 관계, 

농업교육 효과평가, 농업교육 수요, 농업인의 향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방

법은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3.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정부의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사업내 교육훈련 투자가 직접적으로 인적자원 성

과에 영향을 미치고, 단계적으로는 경영체의 경영성과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무적 성과인 소득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신뢰도와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실제 각 영역간 설

정된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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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뢰도 및 모형 적합도 검증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를 통하여 응답한 설문지의 각 항목의 측정치에 대한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

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내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CronBach’s ɑ값을 신뢰계수로 

사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전체적으로 .589로 나타나 신뢰수준이 기준치 .600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그 값

이 근사치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 내용은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4 

표 8.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구분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 α

교육훈련 인적자원 투자액(정량변수) 0.674

인적자원 성과
직무만족(정성적 변수) 0.541

직무능력 향상(정성적 변수) 0.534

경영성과

생산성 향상(정성적 변수) 0.495

비용절감(정성적 변수) 0.497

경영효율화(정성적 변수) 0.496

재무적 성과 소득성과(정량적 변수) 0.634

전체 0.589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χ²값은 65.601(df=11, p=.000)로 나

타나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995, RFI=.988, IFI=.996, TLI=.990, CFI=.996, REMSEA=.03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단지 Q값(CMIN/DF)이 5.964(3.000 이하)로 기준치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치를 보여 전체적인 설정한 이론적 모형과 실제 데이터는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이는 패널조사 시 조사통계치에 대한 통계적 품질관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패널조사에서 응답된 데이터

의 품질관리에 대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강구해야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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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CMIN DF Q(p) NFI RFI IFI TLI VFI RMSEA

65.601 11 5.964(.000) .995 .988 .996 .990 .996 .030

3.2. 연구모형의 검증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사업내 교육훈련 투자가 직접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단계적으로는 경영체의 경영성과(영농성과)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무적 성과인 소득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Path B　 　β S.E. C.R.

교육훈련투자 인적자원성과 .046 .146 .006 8.191***

인적자원 성과 경영성과 .676 .513 .021 31.778***

교육훈련투자

재무적 성과

.117 .122 .016 7.491***

인적자원 성과 .322 .105 .055 5.805***

경영성과 .138 .059 .040 3.449***

* p<.050, ** p<.010, *** p<.001

농업인의 인적자원개발 사업내 교육훈련 투자는 인적자원 성과(β=.146***)와 재무적 성과(β

=.122***)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농업인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가 재무적 성과보다 직접적으로 직무만족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과 같은 인적자원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적자원 성과는 경영성과(β=.513***)와 재무적 성과(β=.105***)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무적 성과보다는 경영성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무적 성과는 농업인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β=.122***), 인적자원 성과(β=.105***), 경영성과(β=.059***)의 순으로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기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유사

한 결과로 농업부문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직무만족이나 직무능력 향상과 같

은 인적자원 성과(.146)와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와 같은 경영성과(.513)를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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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국 재무적 성과(.05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구조모형과 모형내 각 경로별 경로계수

3.3. 패널조사 기간별 응답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 성과 분석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참여한 농업인과 

2016~2017년 2개년에 걸쳐 참여한 농업인 그리고 2017년에 참여한 농업인을 나누어 각 집단간 인

적자원개발 투자에 의한 그 성과는 어떤 차이를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간 통계적으로 차이

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다중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다중집단 분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참여한 농업인과 2016~2017년 2개년에 걸

쳐 참여한 농업인 그리고 2017년에 참여한 농업인 집단의 구조모델에서 한 집단의 모수치가 다른 

집단의 모수치가 동일한지를 검증할 때 이용되는 분석방법인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 집단간

의 모수가 동일하다고 설정된 모수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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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다중집단 분석의 동일성 검증 제약조건

지정(모형 유형) 설명

모형1. 측정가중치
(Measurement Weight)

측정모형에서 회귀계수 또는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한 경

우

모형2. 구조공분산
(Structural Covariance)

모형1의 내용을 포함하고(측정가중치가 동일함)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고 제약

하는 경우

모형3. 측정잔차
(Measurement Residual)

모형2에서 표시된 것을 포함해서 측정모형의 잔차가 집단간 동일함을 제약하는 

경우

자료: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

먼저 세집단의 요인계수에 제약조건을 하지 않는 비제약모형(Baseline Model)과 회귀계수가 동일

하다는 조건으로 제약한 제약모형(측정가중치 모형 : Measurement Weight)을 분석한 결과, 

∆     ∆          으로, 두 모형간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고 집단간 교차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제약한 제약모형(측정가중치 모형 : Measurement Weight)

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 모형(Structural Covariance)을 분석한 결과, 

∆     ∆           으로 두 모형간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고 집단간 교차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집단 간의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여기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 RFI, IFI, TLI, CFI, RMSEA, Q값(CMIN/DF) 모두 기준치에서 적합한 수치로 나

타났다.

표 12. 농업인 교육 패널 조사기간별 응답 농업인 집단 성과측정 차이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 적합도

모형 χ2 △χ2 df △df Q

Baseline Model 119.08(p=.000) - 33 - 3.608

Measurement Weights 199.775(p=.060) 80.695 43 10 4.646

Structural Covariance 468.937(p=.071) 349.857 55 22 8.526

모형 NFI RFI IFI TLI CFI RMSEA

Baseline Model .992 .979 .994 .984 .994 .022

Measurement Weights .986 .972 .989 .978 .989 .026

Structural Covariance .967 .950 .971 .955 .971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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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인 패널에 참여한 농업인 대상으로 3년에 걸쳐 농업인 인적자원개발 

투자 결과, 인적자원성과(β=.17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원 성과는 경영성과(β

=.491***)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투자는 제

무적 성과(β=.140***)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적자원성과(β=.165***)는 재무적 성과에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영성과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도식화하

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015~2017년 농업인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 연구모형 경로계수

2016~2017년 농업인 교육패널에 참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농업인 인적자원개발 투

자한 결과,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는 인적자원성과(β=.078*)에, 인적자원성과는 경영

성과(β=.556***)에, 그리고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β=.12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β=.106***)는 직접적으로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적자원 성과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도식화하

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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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6~2017년 농업인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 연구모형 경로계수

2017년 한해 농업인 교육을 받은 농업인 패널을 대상으로 농업인 인적자원개발 투자 결과, 농업인

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는 인적자원성과(β=.206***)에, 인적자원성과는 경영성과(β

=.47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업인 인적자원개발 투자(β=.115***)와 인적자원성과

(β=.164*)는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경영성과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2017년 농업인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 연구모형 경로계수

농업인 교육 패널로 2015~2017년, 2016~2017년, 그리고 2017년 농업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로 교

육에 참여했던 농업인 집단간 비교 분석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농업인 교육패널 조사에 참여한 

농업인 집단이 실제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인적자원성과가 재무

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농업인 교육 패널별 성과경로간의 효과를 보면 인적자원 성과를 통한 조직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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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를 보면 인적자원개발 투자 대비 인적자원성과는 

2017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순이며, 인적자원성과 대비 경영성과는 2016년도, 2015년도, 

2017년도 순이었다. 

또한 경영성과 대비 재무적 성과는 2016년도, 인적자원개발 투자 대비 재무적 성과는 2015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순이며, 인적자원 성과 대비 재무적 성과는 2015년도, 2017년도 순으로 나타

났다.

표 11. 농업인 교육 패널 조사기간별 응답 농업인 집단 성과측정 모형의 경로계수

Path
2015년도(3년차) 2016년도(2년차) 2017년도(1년차)

β S.E. C.R. β S.E. C.R. β S.E. C.R.

인적자원 
개발 투자

인적자원
성과

.177 .009 6.379*** .078 .010 2.367* .206 .009 6.192***

인적자원
성과

경영성과 .491 .037 19.068*** .556 .038 19.571*** .479 .036 15.256***

경영성과

소득성과

.027 .054 .985 .121 .078 3.814*** .054 .087 1.779

인적자원 
개발 투자

.140 .024 5.438*** .106 .031 3.571*** .115 .028 3.821***

인적자원
성과

.165 .081 5.650*** .059 .109 1.767 .064 .107 1.996*

* p<.050, ** p<.010, *** p<.001

4. 결론 및 한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농업을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며, 앞으로 농업인 교육 패널조사는 

그 과정에서 결과로 도출되는 정성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효과 측정, 그리고 그 결과들의 환

류를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업인 교육 패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농업농촌 교육훈련사업”내 

교육훈련 투자의 성과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투자

가 여러 차원의 성과영역에 걸쳐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고, 각 영역(인적자원성과 영역, 경영

성과영역,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변수들간의 계수측정과 설명력을 추정하는 측



농업인 교육 패널자료를 활용한 농업 인적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분석 43

정모형(measure model)과 모형에서 각 영역간 설정된 변수간 관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structure 

model)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투자는 농업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직무만족 등 인적자원 

성과를  거두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부분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등의 

경영성과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는 소득증가와 같은 재무적 성과

보다 인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와 기존 농업인 교육정책사업 

평가·분석 선행연구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인적

자원 투자대상으로서 종업원이 자발적 의사에 반했을 때 인적 성과 중 직무만족도 부문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선행연구와는 달리, 농업인은 인적투자 대상으로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단기적(2017년 참여 패널 농업인

의 경우)으로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농업인교육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정부의 농업인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농업인에게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효과를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도 있다. 

첫째, 농업인교육 패널 자료가 갖는 한계점이다. 농업인교육 패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 교

육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사업에서의 실시하는 교육지도사업 및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농업인 교육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본 연구는 농

림축산식품부의 교육사업내 농업인이 자부담하는 비용 부분을 분석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농업 인적자원 개발 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

라 농업 전체의 농업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농업인 교육 패널 이외에 부족한 각 

기관의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시간에 따라 농업인의 성과에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각 연도 농업인 교육 패널에 참여한 농업인 집단을 구분하여 각 성과별 영

향은 분석하였지만, 통제변수로 각 연도 패널조사에 참여한 농업인이 실제 참여한 농업교육 연도의 

확인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즉, 농업인 교육 패널에 참여했던 농업인이 구체적으로 참여한 교육연

도와 그 연차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 투자가 발현하는데 그 성과가 다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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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 기업들은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 활동의 조직성과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세형 2010). 향후 후속 연구에서 

이와 같이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이 실제 농업인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추진목표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전

략에 부합되어야 투자 대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농업부문의 인적자원 투자

가 당장의 농산업 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농업인력의 질향상 보다는 중장기 농업정책의 추진 전략과 

부합되어 농업의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시장과 기술변화에 선제적, 능동적 적응 및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같은 전략적 목표에 맞는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도출하는

지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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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5년 농업인력 수요 전망*

정진화**   임동근***   김영희****

Keywords
농업인력(agricultural labor), 인력수요 전망(labor demand forecast), 경지면적

(Agricultural land area),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분할자료 회귀분석

(compositional data regression)

Abstract
This paper forecasted agricultural labor demand for the period 2020~2025 in 
Korea. Agricultural labor was measured as farm household members mainly en-
gaged in agricultural production. We used the data from the Korean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e projected the total demand for agricul-
tural labor using the agricultural workforce per agricultural land area (reflecting 
the chang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the forecasts of agricultural land area. 
Also, labor demand for different types of farming was projected using composi-
tional data regression. The forecast results show that the total demand for agricul-
tural labor would be approximately 1.36 million and 1.25 million in 2020 and 
2025, respectively. Inspecting the types of farming, we identified that labor de-
mand would likely to increase considerably for vegetables and specialty crops. 
In contrast, a substantial decrease was expected for rice and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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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농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농업의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공급과 수요에 대한 체계적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 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인력의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인력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정철영 

2002; 손형섭 2007; 김병률 외 2010; 김정섭 외 2014)와는 달리,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농업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농업인력 수요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인력에 대한 총수요 및 주요 영농형태별 인력수요를 전망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귀농·귀촌 종합대책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정책 등 정부의 농업인력정책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

록 2020년~2025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인력수요 전망치를 제시한다. 농업인력 수급 전망의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농업인력 수요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농업인력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력수요 전망에는 일반적으로 생산액 기반의 취업계수가 사용된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 농산품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액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액 대신 경지면적 기준의 취업계수1 를 사용하였다. 농업 내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업계수는 연간 추세에 대해 비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농업인력은 고

용노동2  및 축산농가 가구원을 제외한 농업주종사가구원으로 정의하였고, 경지면적과 취업계수 예

측치를 사용하여 농업인력에 대한 총수요를 전망하였다. 또한, 분할자료 회귀분석(compositional 

data regression)을 사용하여 기상요인 변화 및 지역 경제성장에 따른 영농형태별 수요를 전망하였

다. 인력수요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2018년 농림어업조사및 5년 단위의 농림어업총조

사, 농업면적조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9자료 등이다.

1  취업계수는 통상 생산액 십억 원당 취업자 수로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

원으로 취업계수를 정의하였다. 

2  고용노동의 경우 60% 이상이 6개월 미만 고용이며(농림어업총조사 2015), 연간 농업노동 투입시간 중 고용노동의 비중(일손돕기 

포함) 역시 17% 정도로 낮다(농가경제조사 2018). 이처럼 농업노동 투입에서 고용노동의 비중이 작고 노동수요에 대한 계절성이 커

서 수요가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을 제외하고 농업인력 수요를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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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한 기존 연구

들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

는 농업인력에 대한 총수요 및 영농형태별 수요를 전망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농업인력의 부족 현상과 인력수급 원활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정철영(2002)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단계에서 지식기반 인력양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서 농업부문 인력수급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손형섭(2007)은 농업인력의 수

급 불일치로 인해 전라남도에서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노동공급

이 노동수요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용노동과 관련하여 김병률 외

(2010)는 계절성, 저임금, 신규인력의 농업부문 회피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의 수급 불일치가 확대되

었으며, 고용노동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섭 외(2014) 또

한 농업 고용노동에 대한 수급 불일치 문제가 영농형태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

동 수요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상당한 규모의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박민선(2012)은 농업부문의 외국인 고용에서도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각하여 상시 고용만으

로 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농업인력 수급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농업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인력수요보다는 공급에 집중되어 있고, 인력공급에 대한 전망 또한 

농업노동력 자체보다는 농가인구나 농촌인구에 대한 전망이 주를 이룬다. 

  노동공급 전망은 주로 인구구조 변화에 출생률, 사망률, 유입·유출률 등 인구학적 변수들을 적용하

여 성별·연령별 코호트분석을 시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희찬(2007)은 1990년~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사용한 코호트분석을 통해 2005년~2020년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를 전망하

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2020년에는 농촌인구가 655만 명에 달하고 농촌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

상으로 농촌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경덕(2004)은 농가인구(비농업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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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노동 공급을 전망하였는데, 1990년~200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코호트분석

을 적용하여 2010년의 농가인구가 약 23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는 농촌인

구가 2000년~2010년 동안 연평균 0.9% 감소하는 반면 농가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5.3% 감소하

여, 농가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석호(2015)는 코호트분석에서 이농률을 

고정시키지 않고 도시임금, 농촌임금, 시간추세 등을 고려한 이농률 방정식을 추정하여 성별·연령

별 이농률을 예측하였다. 동 연구는 1980년~2013년 농업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농가인구가 2020년

에 249만 명 수준이 되며, 2030년에는 이보다 감소한 201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부문 전망모형(KREI-KASMO)을 활용하여 매년 농가인구 및 농림어업취

업자 전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은 2023년의 농가인구를 214만 명

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노동력과 관련해서는 김철민 외(2008)가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를 이용하여 2006년의 농업취

업자가 164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라는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마상진 

외(2013)는 농가인구 전망치에 2010년 농가인구 대비 농업주종사가구원 비중을 적용하여 2022년 

농업주종사가구원을 130만 명~132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마상진 외(2016)에서는 한국고용

정보원의 전체 농업종사자 수의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농림가공업·농림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농업생산 종사자가 2023년에 약 1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의 경우 2023년의 농림어업취업자를 138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노동 수요에 대한 연구로서 사공용·홍석철(2013)은 농업노동을 농업종사가구원으로 정의하

고 생산액 기반 취업계수를 사용하여 수요를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2년 농업노동 수요가 

약 190만 명이고 농업노동 공급이 약 184만 명으로, 6만여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

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경우 농업주종사가구원 대신 농업종사가구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력규모의 

과다추정 문제가 있고,3  품목별 노동수요를 먼저 계상한 후 이를 합하여 총 노동수요를 전망하면서 

중복계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상진 외(2013)는 산업연관표의 고용표 내 농업생산부문 취

업계수에서 고용계수를 차감한 가족고용계수를 사용하여, 2022년 노동수요가 79만 명~149만 명 

범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2022년 농업노동 공급은 130만 명~132만 명으로 

3 농업종사가구원은 농가 가구원 중 농업종사기간이 없는 가구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농업주종사가구원에 비해 농업노동력을 과다추

정하게 된다. 2018년 농림어업조사에 의하면, 농업종사가구원은 약 187만 명이고 농업주종사가구원은 약 146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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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었다. 이시균 외(2019) 역시 생산액 기반의 취업계수를 활용하여 2022년과 2027년의 농업부

문 취업자 수를 각각 109만 명과 99만 명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들 연구 모두 생산액 기반 취업계수

를 사용하여 노동수요를 전망하였고, 따라서 농산물의 높은 가격 변동성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3.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3.1. 분석 방법

  인력수요는 일반적으로 산업 내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생산액 대비 취업자 수로 정의되는 취업계수

를 사용하여 전망한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에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 생산액을 기준으로 취

업계수를 예측할 경우 기술변화의 평균적인 추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

액 대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취업계수를 계측하여 농업기술 변화를 반영하였다.5  이는 농업의 경

우 주요 자본이 토지라는 점과 농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농업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 식 (1)과 같이 기의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 를 정의하고, 

식 (2)와 같이 의 역수(토지생산성 대비 노동생산성)를 연간 추세 에 대해 회귀 추정함으로써 

2002년~2018년6  농업 내 기술변화 추세를 도출하였다.

(1)    


 ,     년⋯년

          : 기의 전체 농업주종사가구원 수

          : 기의 전체 농업 경지면적 

4 한국은행(2019)의 생산자물가조사에 따르면, 2002년~2018년의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의 표준편차는 10.4인 데 비해 농림수산

품은 동 수치가 14.2로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농산품의 경우 산출물이 특정 수확기에만 출하되어 가격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어렵다. 

5 생산액(재배업) 기반 취업계수를 사용한 전망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생산액 기반 취업계수 기준으로 2025년 농업인력 

총수요는 118만 명으로, 경지면적 기반 취업계수 기준인 125만 명보다 적다. 

6 농림어업조사의 경우 2002년부터 농업주종사가구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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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식 (2)에서 추정된 파라미터  , 을 이용하여 2019년~2025년의 경지면적 1ha당 농업

주종사가구원 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식 (3)에서와 같이 각 연도에 해당하는 경지면적 예측치에 

적용함으로써 농업인력 총수요를 전망하였다.

(3)  
 × 

  







× 
  

  ,     년년⋯년


: 년도의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 수 예측치


: 년도의 전체 농업 경지면적 예측치


: 년도의 전체 농업인력 수요 예측치

  식 (3)에서 전망된 년도의 총 노동수요 
에 영농형태 의 노동수요 비중 예측치 을 적용함으

로써 영농형태 의 노동수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영농형태별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

으며, 독립변수로는 크게 농업요인, 지역요인, 기상요인을 고려하였다. 영농형태는 축산을 제외한 

논벼, 과수, 채소, 밭작물, 특용, 화훼, 기타작물 등 7개 품목이다.

  농가의 작물 및 재배면적 선택은 농가 내 가구원 구성에 의존할 뿐 아니라(Clay and Johnson 1992) 

작물선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변 농가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Lewis et al. 2011). 이

에 본 연구는 지역 내 농가 수, 농가당 농업주종사가구원 수, 시설재배 비중과 같은 농업 관련 요인을 

영농형태별 노동비중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지역의 토지이용 행태가 인구 및 소득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Carr et al. 2009), 인구증가율과 1인당 GRDP를 지역요인으로 모형에 반

영하였다. 기상요인으로는 8월 최고기온과 연간 강수량을 반영하였는데,7  이는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으로서 작물 및 재배규모를 결정하는 등 농업행태를 전환하기 때문이다(Mendelsohn et 

al. 1994; Wang et al. 2010b; Tessema et al. 2019). 따라서 영농형태별 노동비중을 식 (4)와 같이 농

업요인 
 , 지역요인 

 , 기상요인 
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상첨자 는 시군구 지역을 나

타낸다. 

7  기상변수의 경우 기상청의 시군구별 관측값을 사용하였으나, 관측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관측소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한 후 

해당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기상 관측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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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농업인력 수요를 배타적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영농형태별 노동비중  
 가 영농형태 를 기준으

로 합이 1이 되는 제약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Aitchison(1982)이 고안한 분할자료 회귀분

석(regression modelling for compositional data)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분할자료 변수를 로

그비율(log-ratio)이나 중심로그비율(centered log-ratio)로 변환하여 분할자료의 특성을 모형에 반

영한다. 해당 방법은 지질학 및 지리학 관련 연구에 주로 활용되나, Wang et al.(2010a)의 연구에서

처럼 거시경제 분야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Kwon et al.(2015)과 이홍림·권오상(2017)은 해당 

방법을 우리나라 농업 및 산림분야에 적용한 바 있으며,8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로그비율 변환방법

을 채택한 이홍림·권오상(2017)의 모형구축 논의를 따른다.

  먼저, 식 (5)와 같이 기준 영농형태  대비   개의 영농형태별 노동비중의 자연로그 값을  
 로 

정의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해당 모형을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을 

통해 추정하였고,9  추정된 영농형태별 노동비중 값을 활용하여 식 (6)을 도출하였다. 대부분 지역에

서 밭작물 노동비중이 0이 아니었으므로, 기준 영농형태를 밭작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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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식 (6)의 영농형태별 노동비중  


을 분할자료의 제약조건 (

  

  

 
    

 )에 대입

함으로써 아래 식 (7)과 같이 영농형태별 노동수요 비중을 도출할 수 있다. 

8  Kwon et al.(2015)은 연평균 온도와 연간 강수량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품목별 농지비중을 예측하였으며, 이홍림·권오상(2017)

은 여름철 최고기온과 연간 강수량의 변화로 인한 산림의 임상구조를 예측하였다.

9  Wang et al.(2010a)은 분할자료를 로그비율이나 중심로그비율로 변환한 후 이를 부분회귀분석(partial least squares)으로 추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방법은 방정식 간의 위계적(hierarchical) 또는 구조적(structural) 구조에 더 적합하다. 본 연구의 분할자

료 모형에서는 방정식 간에 단순한 영향관계(하나의 영농형태 노동수요 비중의 증가는 다른 영농형태 노동수요 비중의 감소)가 존재

하는 것이므로, 부분회귀분석이 아닌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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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5)의 영농형태별 노동수요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에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4개 

연도 농가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해 합동회귀모형(pooled OLS)을 적용하여 영농형

태별 노동수요 비중 를 도출하였다. 영농형태별 노동비중은 170여 개 시군구별로 도출하였으

며,10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시도별로 상

이한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지역더미변수 가 추가되었으며, 

시기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2000년을 준거집단으로 하는 연도더미변수 가 포함되었다. 최

종적인 분할자료 회귀모형은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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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자료

  2002년~2018년의 농업주종사가구원은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및 농림어업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기간 농업 경지면적은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에서 추출하였다. 2019

년~2025년의 농업 경지면적 예측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9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사용하였다.11 분할자료 회귀분석의 경우, 시군구별 농업주종사가구원과 설명변수 중 농업요인

(농가 수, 가구당 농업주종사가구원, 시설재배 비중)은 2000년~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5년 

단위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요인으로 시군구별 인구증가율은 1995년~2015년 인구총조사의 5

10  분석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수는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인해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2000년의 경우 171개 시군구가 분석에 포함

되었고, 2005년에는 176개의 시군구가 포함되었다. 2010년과 2015년의 경우에는 모두 177개 시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따라

서 영농형태별 노동비중 결정요인 모형의 경우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가 적용되었다.

11  경지면적 예측치는 농업전망 2019의 2018년 추정치 및 2018년〜2028년의 연평균 증가율 -0.6%를 적용한 추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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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단위 자료에서 도출하였고, 시군구별 GRDP는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계정에서 추출하였다. 

기상변수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별 관측값을 사용하였다. 

  <표 1>은 분할자료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영농형태별 농업주종사

가구원 비중을 보면, 논벼의 비중이 48.1%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다음으로 채소, 과수, 밭작물 순이

었다. 시군구별 평균 농가 수는 약 6,600 가구였으며, 가구당 농업주종사가구원은 1.6명 수준이었

다. 전체 경지면적 중 시설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로 낮았다. 지역요인을 보면, 평균 연

간 인구증가율은 0.6%였으나 시군구별 편차가 매우 컸고, 연간 1인당 GRDP는 3,300만 원 수준이

었다. 

구분 변수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영농형태별
농업주종사가구원 

비중

논벼 % 48.1 22.8
밭작물 % 11.2 10.0
과수 % 12.3 15.6
특용 % 3.6 3.8
채소 % 22.2 15.4
화훼 % 2.1 5.6
기타 % 0.5 0.9

설명변수

농업요인
농가 수 호 6,589 4,348
가구당 농업주종사가구원 수 명 1.6 0.2
시설재배 비중 % 4.8 7.0
지역요인
연간 인구증가율 % 0.6 17.8
연간 1인당 GRDP 백만 원 33.0 28.9
기상요인
8월 최고기온 ℃ 34.6 1.3
연간 강수량 ㎜ 1,272 3,292
N 700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분할자료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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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농업인력 총수요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의 역수( , 토지생산성 대비 노동생산성)를 연간 추세에 대

해 회귀 추정한 결과, 절편과 기울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는 식 (9)와 같이 각각 0.907, 0.014였고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토지생산성 대비 노동생산성의 추정치를 다시 역수로 전환하면 식 (10)

과 같이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을 예측할 수 있다. 

(9)   



 







 



    ,        ,   (  ) 안은 표준오차
                           (0.011) (0.001)

(10)  



 



   



  <그림 1>은 해당 파라미터들을 활용하여 2019년~2025년에 대해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

원 수를 비선형 예측한 결과이다. 연간 추세를 보면,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

종사가구원 수는 2019년 0.87명에서 2025년에는 0.81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 음영부분(2019년~2025년)은 예측치임.

그림 1.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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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2025년의 농업인력 총수요는 해당 연도의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 수에 경지

면적 예측치를 적용하여 구하였고, 해당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12  구체적으로, 전체 농업

인력 수요는 2020년 약 13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약 125만 명이 될 것으로 전

망되었다.13  동 기간 중 전체 경지면적에 비해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의 연평균 감소율

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인력수요 감소는 경지면적 감소보다는 농업기술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스마트농업 등의 확대로 인해 향후 기술변화 추세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업인력 수요의 예측과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 내 기술변화에 대한 모니터

링이 중요하다. 

연도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A)
전체 경지면적(B)

총 노동수요

(A×B)

2002년 1.09 1,863 2,021,103
2006년 1.03 1,800 1,845,679
2010년 0.99 1,715 1,700,160
2014년 0.93 1,691 1,572,395
2018년 0.86 1,596 1,374,409
2020년 0.86 1,585 1,359,397 
2022년 0.84 1,566 1,312,512 
2025년 0.81 1,538 1,246,405 

2002년~2025년
연평균 증감률 -1.26 -0.83 -2.08

표 2. 전체 농업인력 수요 전망(2020년~2025년)

단위: 천 ha, 명, %

주 1) 음영부분(2020년, 2022년, 2025년)은 전망치임. 

    2) 2020년〜2025년 전망치 기준 연평균 증감률은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 –1.1%, 경지면적 –0.7%, 
총 노동수요 –2.1%임. 

4.2. 영농형태별 인력수요 

  <표 3>은 밭작물 대비 각 영농형태의 노동비중 결정요인 분석 결과이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지

12  2002년~2018년 실제값과 2020년~2025년 전망치 전체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13  경지면적 대신 재배면적 기준 취업계수를 사용할 경우, 전체 농업인력 수요는 2020년 135만 명, 2025년 124만 명으로, 경지면적 

기준 농업인력 수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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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농가 수가 많을수록 논벼와 과수의 비중이 높고, 농가당 농업주종사가구원이 많을수록 특용과 

채소의 비중이 높다. 지역 내 특정 품목의 농가 수가 많을수록 해당 품목에 특화되어 있고 따라서 규

모의 경제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논벼나 과수처럼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큰 작물에 유

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당 농업주종사가구원이 많을수록 특용과 채소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가

용 농업노동력이 많을수록 농가가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설재배 비중이 높으면 과수, 채소, 화훼, 기타 작물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이들 품목에서 시설투자가 

활발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구분 논벼 과수 특용 채소 화훼 기타

농업요인
농가 수 0.008*** 0.004*** 0.000 -0.002** -0.006*** -0.009***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농업주종사가구원 0.078 0.188 1.068*** 1.305*** 0.160 -0.849*

(0.305) (0.400) (0.273) (0.239) (0.405) (0.475)
시설재배 비중 -1.693*** 1.366* -0.611 4.119*** 5.622*** 3.100***

(0.580) (0.760) (0.519) (0.455) (0.770) (0.903)
지역요인
인구증가율 0.395* 0.654** -0.265 0.056 0.557** -0.240

(0.212) (0.277) (0.190) (0.166) (0.281) (0.330)
1인당 GRDP 0.290*** 0.043 -0.114* -0.076 0.468*** -0.132

(0.070) (0.091) (0.062) (0.055) (0.093) (0.108)
기상요인
최고기온(8월) 0.200*** 0.088** 0.060** -0.011 0.089** 0.094*

(0.031) (0.040) (0.028) (0.024) (0.041) (0.048)
연간 강수량 0.040** -0.024 0.023 0.014 0.069*** 0.070***

(0.017) (0.022) (0.015) (0.013) (0.022) (0.026)
연도더미
2005년 -0.621*** -0.328** -0.381*** -0.244*** -0.451*** -0.604***

(0.107) (0.140) (0.096) (0.084) (0.142) (0.166)
2010년 -0.913*** 0.160 0.009 -0.092 -0.066 -0.246

(0.125) (0.164) (0.112) (0.098) (0.166) (0.194)
2015년 -1.282*** -0.250 0.276** -0.316*** -0.322* 0.036***

(0.139) (0.182) (0.125) (0.109) (0.185) (0.217)
지역더미2) Yes Yes Yes Yes Yes Yes

표 3. 영농형태별 농업인력 비중 결정요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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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벼 과수 특용 채소 화훼 기타

상수항 -6.742*** -4.010** -5.086*** -1.001 -7.261*** -4.702**

(1.238) (1.622) (1.109) (0.971) (1.644) (1.927)
F-statistics 54.448*** 26.445*** 16.398*** 27.090*** 28.430*** 10.289***

R-squared 0.590 0.411 0.302 0.417 0.429 0.214
N 700

(계속)

주 1) 종속변수는 밭작물 농업노동 비중 대비 각 영농형태별 농업노동 비중임.

2) 회귀분석에는 지역더미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추정결과는 표에서 생략하였음.

3) ( ) 안은 표준오차.

4) *** p < 0.01, ** p < 0.05, * p < 0.1

  지역요인을 보면, 인구증가율 및 1인당 GRDP가 높을수록 논벼와 화훼의 노동비중이 높다. 인구

증가와 소득증가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과 직접 연관된다고 한다면(Chrisman et al. 1992; 이수창·

이환범 2017), 이는 주로 농업 이외의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

한 지역경제 성장으로 인해 농업노동의 절대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토지자본 회수가 어려운 논벼가 

잔존하게 되므로 논벼의 노동비중이 증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화훼의 경우에는 여타 품목에 비

해 시장규모와 시장접근성이 중요한 작물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성장으로 인한 시장확대가 해당 

노동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상요인과 관련해서는, 8월 최고기온의 상승과 연간 강수량 증가가 논벼, 과수, 화훼 등 주요 영농

형태의 노동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벼의 경우 출수기 이전의 기온이 높아질수록 쌀 생산

성이 증가하며14  강수량 증가는 벼의 생육에 긍정적 요인이므로, 파생수요인 노동수요 또한 증가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수의 경우 대부분의 품종이 수확기인 7월~8월의 기온 상승이 당도 상승 등의 

품질 증대로 이어지며, 화훼의 경우 큰 일교차가 재배조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8월 최고기온 상승

은 과수와 화훼의 노동수요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 

  연도더미를 통해 각 영농형태별 노동비중의 변화 추세를 보면, 논벼의 비중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다.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논벼 이외에 채소와 화훼의 비중이 줄고 특용과 기타작물의 비중이 

14  벼의 경우 생육단계(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출수기 등)에 따라 기온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출수기 

이전에는 기온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기대되나, 등숙기의 경우 기온상승보다는 적정 온도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즉, 지

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는 벼의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 김창길 외(2011)에 의하면, 평균온도가 2℃ 상승하는 경우 10a당 벼 

수량은 평년보다 4.5% 감소하며, 3℃ 상승하는 경우 평년에 비해 8.2% 수량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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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수익성 변화에 따른 품목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는 분할자료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제어적분 

200년)15  및 시군별 1인당 GRDP 예측치16 를 적용하여 2020년~2025년 영농형태별 노동비중 및 

수요를 전망한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논벼와 과수의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채소와 특용

작물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논벼에서의 농업인력 수요는 2015년의 약 70만 명에서 2025년에

는 41만 명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농업인력 총수요에서 논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4.5%

에서 32.6%로 감소할 전망이다. 과수의 인력수요 또한 2015년 27만여 명에서 2025년 13만 명으로 

줄면서 전체 인력수요에서 과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10.2%까지 감소할 전망

이다. 반면, 채소의 인력수요는 2015년 31만여 명에서 2025년 39만 명으로 증가하고, 농업인력 수

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서 31.1%로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밭작물과 특용작물도 지

속적인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영농형태
2015년(실제값) 2020년 2022년 2025년

노동수요 비중 노동수요 비중 노동수요 비중 노동수요 비중

전체 1,569,662 100.0 1,359,397 100.0 1,312,512 100.0 1,246,405 100.0
논벼 698,791 44.5 577,242 42.5 505,623 38.5 407,617 32.6
과수 272,702 17.4 167,136 12.3 138,543 10.6 127,223 10.2
특용 69,657 4.4 99,540 7.3 102,619 7.8 100,336 8.1
채소 311,683 19.9 314,104 23.1 352,971 26.9 387,758 31.1
화훼 18,770 1.2 13,731 1.0 17,017 1.3 16,899 1.4

밭작물 182,976 11.6 176,550 13.0 182,537 13.9 194,080 15.6
기타작물 15,083 1.0 11,094 0.8 13,202 1.0 12,492 1.0

표 4. 영농형태별 농업인력 수요 전망(2020년~2025년)

단위: 명, %

자료: 2015년은 농림어업총조사와 농업면적조사에서 추출한 실제 관측값이며, 2020년~2025년은 기후변화 시
나리오 및 1인당 GRDP 예측치에 따㎜ 전망치임.

15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추정모형에 따라 상이하다(Burke et al. 2015). 예를 들어, 2011년~2040년의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RCP 4.5

를 적용할 경우 13.4℃이며, RCP 8.5를 적용하면 14.4℃이다(기상청 2012). 따라서 RCP 4.5 이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

면 영농형태별 인력수요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기상변화와 1인당 GRDP 이외의 변수들은 해당연도에 대한 예측치가 없어 2015

년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이는 이들 변수의 시군구별 상대값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과 같다.

16  2000년~2016년 자료로 추세외삽(trend extrapolation)하여 2020년〜2025년의 시군별 1인당 GRDP를 예측하였다. 가용자료가 

부족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병합하였으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2005년~2016년의 1인당 GRDP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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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존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의 인력수요 전망치를 기존 연구들의 인력수요 및 인력공급 전망치와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마상진 외(2013)의 2022년 농업인력 수요 전망은 약 79만 명~149만 명으로, 본 연구의 2022

년 인력수요 전망치인 140만 명과 같은 범위 내에 있다. 반면, 사공용·홍석철(2013)의 2022년 전망

치(190만 명)는 마상진 외(2013)의 연구나 본 연구의 전망치보다 훨씬 큰데, 이는 해당 연구의 농업

노동 정의가 다른 두 연구의 정의와 다르다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17  이시균 외(2019)

의 2022년 농업부문 취업자 전망치는 109만 명으로, 본 연구의 전망치보다 적다. 이러한 차이는 여

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나, 이시균 외(2019)의 경우 농업부문 가족종사자 중에서 주 18시간 이상 

일한 가구원만을 농림업 취업자로 정의하여 본 연구의 농업주종사가구원보다 적게 추산했을 수 있

다.18 

해당 연구 전망연도 농업인력 수요/공급

수요
전망

본 연구1)

2020년 1,359 (1,447)
2022년 1,313 (1,397)
2023년 1,290 (1,373)
2025년 1,246 (1,327)

마상진 외(2013) 2022년 786~1,491
사공용·홍석철(2013) 2022년 1,902

이시균 외(2019) 2022년 1,091

공급
전망

마상진 외(2013) 2022년 1,299~1,319
마상진 외(2016) 2023년 1,287
농업전망(2019) 2023년 1,384

표 5. 농업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비교 

단위: 천 명

주 1) ( ) 안은 2018년 축산인력 비중(6.07%)을 적용한 축산인력 포함 전망치임.

    2) 공급 전망은 모두 축산부문 포함. 

17 2018년 농림어업조사에서 농업주종사가구원은 농업종사가구원의 78.1%이며, 본 연구의 2022년 농업인력 수요 전망치는 사공

용·홍석철(2013)의 전망치 대비 78.6%이다.

18 농가경제조사(2017)에 의하면, 품앗이를 제외한 주당 가족노동 투입시간은 평균 13.8시간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조사의 취업자 정

의를 적용할 경우 농업부문 가족종사자의 상당수가 취업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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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농업인력 수요 전망치는 축산부문을 제외하고 있어 기존 연구의 노동공급 전망치들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체 농업주종사가구원 중 축산인력의 비중이 일정하다는 점에서,19  

축산인력이 포함된 농업인력 수요 전망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2020년의 수요 전망치는 145만 

명, 2025년 전망치는 약 133만 명으로<표 5>, 이를 활용하여 전망기간이 유사한 기존 연구들의 노

동공급 전망과 비교해볼 수 있다. 마상진 외(2013)는 2022년 농업인력 공급을 약 130만 명~132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마상진 외(2016)는 2023년 인력 공급을 약 129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8만 명~10만 명의 공급 부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전망 2019의 

2023년 농림어업취업자 공급 전망과 비교해서는 1만 명 정도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5. 결론

  본 연구는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

업인력에 대한 수요를 전망하였다. 농업인력은 농가의 농업주종사가구원으로 정의하였고, 정부의 

농업인력 정책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2020년~2025년에 대해 농업인력 수요를 전망하였다. 특히,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수요 전망에서 통상 사용되는 생산액 기반 취업계수 대신 경지면적 기

반 취업계수를 사용하여 농업 내 기술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농업인력에 대한 총수요를 전망한 

후, 기상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주요 영농형태별 인력수요 변화를 전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지면적 감소 추이에 비해 농업기술의 변화가 빠르

게 진행되면서, 농업인력의 총수요는 2020년에 약 136만 명, 2025년에 약 125만 명으로 줄어들 것

으로 예측된다. 둘째, 영농형태별로 보면, 논벼와 과수에서의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채소의 인력수요

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 기존 연구의 노동공급 전망치와 비교하면,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농업부문에서 전체적으로 8만 명 이상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농업인력에 대한 수요

19  전체 농업주종사가구원 중 축산농가 가구원의 비중은 2014년 6.01%, 2016년 5.98%, 2018년 6.07%로 비교적 일정한 추세를 보인

다(농림어업조사, 2002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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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인력공급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

고 있는 귀농·귀촌추세는 인력공급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농업부문 인력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의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정책이 수립되어야 한

다. 농업인력의 공급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력 수요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인력확보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농업의 기술 집약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유

입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변화 또는 지역 경제성장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영농형태별 인력수

요가 유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농형태별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농업인의 영농전환 유도와 품목 맞춤형 신규 농업인력 양성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용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의 농업노동 수요전망에는 고용노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고용노동

의 비중이 작고 수요의 계절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나, 구체적인 고용노동 통계의 부재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별 고용노동 투입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표본 농가의 대표

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고용노동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농업주종사가구원과 동일한 기준의 

인원 단위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향후 고용인원과 고용시기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축적되면 고용노

동을 고려한 인력수요 전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영농형태별 노동비중의 경우 기상변화 및 

지역별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전망이 이루어졌으나, 품목별 수급 및 가격요인 등은 반영하지 못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된다면 영농형태별 노동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망이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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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경지면적 농업주종사가구원
경지면적 1ha당
농업주종사가구원

2002년 1,863 2,021,103 1.09 
2003년 1,846 1,907,788 1.03 
2004년 1,836 1,869,781 1.02 
2005년 1,824 1,972,240 1.08 
2006년 1,800 1,845,679 1.03 
2007년 1,782 1,791,621 1.01 
2008년 1,758 1,772,776 1.01 
2009년 1,737 1,718,767 0.99 
2010년 1,715 1,700,160 0.99 
2011년 1,698 1,661,538 0.98 
2012년 1,730 1,636,425 0.95 
2013년 1,711 1,603,991 0.94 
2014년 1,691 1,572,395 0.93 
2015년 1,679 1,569,662 0.93 
2016년 1,644 1,455,944 0.89 
2017년 1,621 1,411,030 0.87 
2018년 1,596 1,374,409 0.86 
2019년 1,594 1,383,745 0.87 
2020년 1,585 1,359,397 0.86 
2021년 1,575 1,335,661 0.85 
2022년 1,566 1,312,512 0.84 
2023년 1,556 1,289,933 0.83 
2024년 1,547 1,267,904 0.82 
2025년 1,538 1,246,405 0.81 

부록 1. 경지면적 기준 전체 농업인력 수요 전망

단위: 천 ha, 명

주:1) 2000년〜2018년의 경우 실제 관측된 값이며, 음영부분(2019년〜2025년)은 전망치임.

2) 2018년~2025년의 전체 경지면적 예측치는 농업전망 2019 내 2018년 추정치와 2018년〜2028년의 연평
균 증가율 -0.6%를 적용한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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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농업(재배업) 생산액 농업주종사가구원
생산액 10억 원당
농업주종사가구원

2002년 23,112 2,021,103 87.4 
2003년 22,939 1,907,788 83.2 
2004년 25,316 1,869,781 73.9 
2005년 23,322 1,972,240 84.6 
2006년 23,556 1,845,679 78.4 
2007년 23,408 1,791,621 76.5 
2008년 29,188 1,772,776 60.7 
2009년 28,586 1,718,767 60.1 
2010년 28,253 1,700,160 60.2 
2011년 30,412 1,661,538 54.6 
2012년 32,825 1,636,425 49.9 
2013년 32,945 1,603,991 48.7 
2014년 29,795 1,572,395 52.8 
2015년 29,259 1,569,662 53.6 
2016년 27,977 1,455,944 52.0 
2017년 27,993 1,411,030 50.4 
2018년 30,270 1,374,409 45.4 
2019년 30,572 1,364,927 44.6 
2020년 30,664 1,330,644 43.4 
2021년 30,756 1,298,243 42.2 
2022년 30,848 1,267,573 41.1 
2023년 30,941 1,238,501 40.0 
2024년 31,034 1,210,905 39.0 
2025년 31,127 1,184,676 38.1 

부록 2. 농업(재배업) 생산액 기준 전체 농업인력 수요 전망

단위: 십억 원, 명

주:1) 2000년〜2018년의 경우 실제 관측된 값이며, 음영부분(2019년〜2025년)은 전망치임.

2) 2018년〜2025년의 농업(재배업) 생산액 예측치는 농업전망 2019 내 2018년 추정치와 2018년〜2028년
의 연평균 증가율 0.3%를 적용한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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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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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Food Security), 식량자급률(Food Self-sufficiency Rate), 식량 폭동(Food 
Riots), 국내농업(Domestic Agriculture)

Abstract
The concept of food security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in the recent ten 
years.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defines that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can access food needed for a healthy and active life at 
all times. Achieving food security means the situation where sufficient food is 
available, food supply is relatively stable, and those in need of food can afford 
food at a reasonable cost.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about how to 
achieve food security. Agricultural exporting countries insist that the diversifica-
tion of food sources and domestic self-reliance as well contributes to enhancing 
food security. On the other hand, agricultural importing countries emphasize food 
self-sufficiency for major crops, especially after experiencing the major food cri-
ses across the globe during the agflation period between 2006 and 2011.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ion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food security. Using the panel data for food self-sufficiency rate, 
we analyzed domestic grain price and food riots, the effect of domestic food pro-
duction on food security or the probability of food riot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food self-sufficiency strengthens food security and reduces the 
probability of food riots, while lower import tariffs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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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두 차례의 글로벌 식량위기(2006~2008년, 2010~2011년)를 겪은 후에도 식량안보에 대한 국내외 

관심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기 때문

이다.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폭발적인 식량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들 국가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켰다. 유

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 연료생산은 식량 공급을 제한했고, 옥수수와 대두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됐

다.1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홍수, 가뭄, 혹한, 혹서 등 다양한 기상이변은 국제 곡물 생산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2  

글로벌 식량위기로 인해 국제 식량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함에 따라 구매력이 없는 최빈국의 기아

인구는 증가했으며, 저개발국가와 선진국 공히 정치,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높

아졌다.3  이러한 식량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OECD-FAO 2010). 식량위기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하

에서 식량안보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G20 정상회의, FAO 총회, OECD 농업 관련 회의 등의 국제적 협

력을 통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은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뚜렷

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케언즈그룹4  등 식량 수출국들은 시장개방과 관세인하를 통한 식

량의 자유로운 교역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1  미국의 경우 2005년과 2007년 바이오에너지 의무사용 정책(Renewable Fuel Standard: RFS)이 도입되면서 에탄올의 주원료인 옥

수수 수요가 급증하였다(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2  대형 기상이변의 연평균 발생빈도가 1981~1990년에는 12.7건, 1991~2000년에는 19.2건, 2001~2008년에는 24.5건 급증하는 추

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곡물 생산의 불안정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박환일 외 2011).

3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식량 수입국들에게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 수출국까지 자국의 정치

적·사회적 안정을 위해 ‘수출 금지’, ‘수출물량 할당’, ‘수출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로 인해 저소득식량부족국

(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 LIFDCs)에서는 빈민폭동이 이어졌고, 수출국에서는 수출제한에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벌

어졌다(민연태 2011; 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4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으로 자유로운 세계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을 주창하며, 농산물 교역

에 있어 보조금과 관세 등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한 농산물 가격의 완전자유화를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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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일본 등 식량 수입국들은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개

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식량 수출국들은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은 식량을 국내생산에만 의존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한, 식량안보는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등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

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고, 국내 식량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다른 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가뭄, 홍수, 인플레이션, 실

업 등으로 다양하며 심지어 식량생산이 감소되지 않아도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 수입국들은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나 수출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제 곡물 가

격이 폭등하여 오히려 더 큰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송주호 2014). 실제

로 글로벌 식량위기 당시 다수의 식량 수출국들은 주요 곡물과 농산물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5  OECD(2012)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가 국제 식량 가격 상승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6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제 농산물 공급을 교란시켜 국제

시장을 통한 안정적 식량조달이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 일

본, 스위스 등의 식량 수입국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식량을 국가안보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식량안보

에 대해 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간 식량안보에 대한 명백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량자급률이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과 같은 식량 수입국들의 식량안보 정책수립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5  글로벌 식량위기 당시 러시아는 밀, 보리, 옥수수 등에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규제를 하였고, 베트남은 태풍으로 인한 흉작으로 국

내 쌀 가격 급등에 따라 쌀 수출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등도 주요 곡물과 농산물에 

수출규제를 취한 바 있다. 

6  2006~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 호주, EU 등의 주요 수출국이 식량 

수출을 제안함으로써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식량 수입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 폭동으로까지 확

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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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식량안보의 개념과 정의를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나 행위자의 존립을 위한 적정 수준의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식량안보를 정의하고 

있다. WHO는 세계 식량안보에 관한 로마 선언(Rome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에서 

제시된 식량안보의 개념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적인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였고,7  FAO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고 영양적인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8  이들은 모두 ‘충분(sufficiency)’, 

‘안전(safety)’, ‘영양(nutrition)’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나 영양이 중요한 요

소이기는 하나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Pinstrup-Andersen(2009)은 식량안보를 “국가가 영양학적으로 요구되는 열량을 충족시키

기 위해 충분한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9  이는 식량안보의 정

량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nstrup-Andersen이 제

시한 식량안보 정의를 따른다.

본 연구는 식량자급률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세 개의 가설을 세우고 각각의 모형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다. 첫 번째 가설은 

‘높은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킨다’, 두 번째 가설은 ‘식량자급률이 상승할수록 식량 폭동 

발생 가능성은 감소한다’, 세 번째 가설은 ‘식량자급률이 상승할수록 식량 가격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다. 

가설 검정을 위해 설정된 세 개의 분석 모형은 모두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

7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access to sufficient, safe, nutritious food to maintain a healthy and active life.”(The World 

Food Summit 1996).”

8 “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o meet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FAO 2000).”

9 “ Food security is referred to as whether a country has access to enough food to meet the dietary energ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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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석 모형에서 식량안보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를 각기 다른 변수로 설정

하였다. 이는 하나의 개념으로 단순화하거나 완벽하게 정량화하기 어려운 식량안보의 개념을 다양

한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다. 모형 (1)은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개발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식량의 가용성 및 공급능력 측면

에서 분석한다. 모형 (1)이 식량안보의 상태를 대상으로 직접 분석한다면, 모형 (2)와 (3)은 식량안

보의 결과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모형 (2)는 식량 폭동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특정 국가가 식량

안보에 실패한 정치·사회적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세 번째 모형은 곡물 가격 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식량안보 실패의 경제적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1) 가설 1 : 높은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의 검정을 위해 식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각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나

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세계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를 종속변수 설정하

고 각국의 식량자급률, 1인당 GNI, 지니계수, 1차 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설명변수 및 통제변

수로 하는 모형 (1)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GFSI는 국가가 영양학적으로 요구되는 열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음식

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경제성, 가용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정량지

표로 본 연구에서 따르는 식량안보의 정의와 부합하는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식량자급률의 계수 값이 정(+)일 경우 식량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고려하였는데, 경제적 능력을 통제하는 

변수(긍정적 효과 예상)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소득 불평등을 통제하는 변수(부정적 효과 예

상)로 지니계수(GINI), 자유무역을 통제하는 변수(부정적 효과 예상)로 1차 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10  모형 (1)의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 중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11 

10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자료 취득의 한계로 1차 산물에 대

한 수입관세율을 사용하였다.

11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오차항 를 확률변수로 일반적으로  ∼   
   ∼   

로 가정한다. 확률효과 모형은 그룹 간

(between) 정보와 그룹 내(within)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장점이 있으며,     가정이 성립한다면 고정효과 추정량에 

비해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이 더 효율적인 추정량으로 알려져 있다(민인식·최필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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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ln       

   국가의 시점에서의

  국가의 시점에서의식량자급률   

   국가의 시점에서의 인당

   국가의 시점에서의지니계수
   국가의 시점에서의수입 차산물에대한 평균관세율

(2) 가설 2 : 식량자급률이 상승할수록 식량 폭동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

2006~2008년, 2010~2011년 두 차례의 애그플레이션 당시 방글라데시, 아이티 등 37개 개발도상

국에서 발생한 식량 폭동은 안정적인 식량안보 확보가 국민의 생존과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이춘수·양승룡 2013). 당시 식량 폭동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세네갈, 이집트, 모로코 등지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그밖에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도 

식량 가격과 관련된 폭동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식량 폭동 발생의 의미는 해당 국가가 영양학적으로 요구되는 열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음

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식량안보 유지를 위한 능력

을 상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량 폭동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2)를 설정하여, 국가별 식량자급률과 식량 폭동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종속변수인 식량 폭동(FRiot)은 i 국가의 t 시점에서의 폭동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폭동 발

생 시 1, 미발생 경우에는 0의 값이 적용되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며, 설명변수인 식량자급

률(SSR)이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식량 폭동(FRiot) 발생 가능성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식량 폭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는 모형 (1)과 동일하게 1인당 GNI, 지니계

수(GINI), 1차 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로 설정하였다. 다만 각 변수의 효과는 가설 1과 반대로 예

상된다. 모형 (2)의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이항형 종속변수에 적합한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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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   

(3) 가설 3 : 식량자급률이 상승할수록 식량 가격 변동성은 감소한다.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의 확대는 세계 경제 특히, 농산물 수입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

라와 같이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곡물 수입비용이 크게 

변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국내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세

계적으로도 곡물 가격 변동성의 확대는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내 불확

실성을 증대시켜 경제 전체의 위험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서진교 외 

2011).12  

본 연구는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대리변수로 주요 곡물(쌀, 옥수수, 대두)별 월별 가격 

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품목별 자급률과 기말재고량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 (3)을 설정하여,13 

자급률이 곡물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패널회귀분석 중 확률효과 모형

(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곡물별로 추정하였으며, 곡물별 자급률과 가격 변동성 간 관계는 

자급률이 높을수록 곡물 가격 변동성은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곡물별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변수로 국가별 1인당 기말재고량 변수를 사용하였다.14 

ln     ln   ln        

                 국가의 시점에서의품목별월별가격의연도별분산

12  곡물 가격변동은 곡물 수출입국 모두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며, 때론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식량 순수입 개도국에는 

식량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곡물은 대부분 중요한 식량작물이며, 동시에 축산물 생산의 필수 투입요소이기 때문에 곡물가

격의 변동성 확대는 식량안보의 불안으로 직결된다(서진교 외 2011). 

13  밀의 경우 국가별 월별 가격 자료의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4  익명의 심사자는 식량자급률과 기말재고량만을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한 것에 대해 모형설정(model specification)의 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상기후 등 기후·환경적 요인을 모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해양기상청(NOAA)의 세계기

온자료, FAO의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등의 자료와의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 및 기간에 적합

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곡물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나, 기존 연구들

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급률과 재고량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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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시점에서의품목별자급률
                 국가의 시점에서의품목별 인당기말재고량

3. 분석 자료

주요국 및 기관들은 식량안보의 수준을 객관적,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식량안보지수(Food 

Security Index)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15  식량안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식량안보지

수에 포함되는 항목과 각 항목의 가중치가 달라지며, 식량안보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 목적, 

데이터의 가용성 및 계측비용 등에 따라 결정된다(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본 연구의 모형 (1)에서는 각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7)이 개발한 세계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GFSI)를 활용하였다. GFSI

는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가 제시한 식량안보 정의에 기초하여,16  세부영역을 경

제성(afford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질(quality)·안전성(safety),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복원력(resilience)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26개의 지표와 35개의 하위 세부지표로 구성

된다.17 다른 지수와 비교하였을 때 전통적 기준인 식량의 공급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품질과 식품안

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각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

용되고 있다.18  GFSI의 구성영역 및 세부지표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25개 국가 중 GFSI가 산출되지 않는 이라크와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

15  국외의 경우 FAO의 세계의 식량 불안전 현황(State of Food Insecurity), Maplecroft사의 식량안보 위험지수(Food Security Risk 

Index)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Yang and Kim(2014)이 개발한 국가식량안보지수(National Food Security Index) 등이 있다.

16   Food security exists when all people, have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hat meets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health life(The World Food Summit 1996).

17  이중 자연자원·복원력은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에 대한 국가의 노출을 측정한 지표로 자연자원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한다. 그

러나 자연자원·복원력은 지표 구성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가중치를 0%로 두어 실제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1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국가의 식량 불안정 상황을 알리는 데 GFSI를 활용하고 있으며(Thomas A. 

C. et al. 2017), 그 외에도 인도, 아일랜드 정부 및 언론 등은 자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알리기 위해 GFSI 산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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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19 분석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활용하

였는데, 이는 식량자급률 데이터의 경우 2002년부터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종속변수로 활용된 

GFSI는 지수가 개발된 2012년 이후 산출 결과만 가용하기 때문이다.

Core Issues Indicator Unique Indicator(35)

1) 구입 능력
Affordability
(40%)

1.1) 가계지출에서 식품 소비 비중(22.2%)
1.2) 세계 빈곤선 이하 인구 비중(20.2%)
1.3) 1인당 GDP(22.2%)
1.4) 농산물수입 관세율(10.1%)
1.5) 식품안전망 프로그램 존재 여부(14.1%)
1.6) 농가의 금융에 대한 접근(11.1%)

2) 접근성
Availability
(44%)

2.1) 공급 능력(23.4%)
2.1.1) 평균 식량 공급량(73.3%)
2.1.2) 만성적 식량원조 의존도(26.7%)

2.2) 농업 R&D에서 공공지출(8.1%)

2.3) 농업 인프라(12.6%)
2.3.1) 적정 작물보관시설 존재 여부(22.2%)
2.3.2) 도로 인프라(40.7%)
2.3.3) 항구 인프라(37.0%)

2.4) 농업생산의 변동(13.5%)
2.5) 정치안정에 관한 위험(9.9%)
2.6) 부패(9.9%)
2.7) 도시흡수능력(9.9%)
2.8) 식량 손실(12.6%)

3) 품질과 안정성
Quality and 
Safety
(16%)

3.1) 음식섭취의 다양성(20.3%)

3.2) 영양 기준(13.6%)
3.2.1) 국가 영양소 가이드라인(34.6%)
3.2.2) 국가 영양 계획전략(30.8%)
3.2.3) 영양 모니터링 및 감독(34.6%)

3.3) 필수영양소 섭취능력(25.4%)
3.3.1) 비타민 A 섭취능력(33.3%)
3.3.2) 동물성 철분 섭취능력(33.3%)
3.3.3) 식물성 철분 섭취능력(33.3%)

표 1.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의 지표 구성

(  )안의 수치는 영역별 세부 가중치 

19  분석대상 국가는 Algeria, Angola, Bangladesh, Cameron, China, Egypt, India, Indonesia, Japan, Jordan, Mexico, Morocco, 

Mozambique, Pakistan,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Tunisia, Uganda, United Stated of America, 그리고 Vietn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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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Core Issues Indicator Unique Indicator(35)

3) 품질과 안정성
Quality and 
Safety
(16%)

3.4) 단백질 품질(23.7%)

3.5) 식품안전(16.9%)
3.5.1) 식품안전과 보건담당 관청(32.1%)
3.5.2) 상수 접근 가능 인구 비율(42.9%)
3.5.3) 공식 식료품 유통 존재 여부(25.0%)

4) 자연자원 및 
복원력

Natural 
Resources & 
Resilience
(0%)

4.1) 노출(21.8%)

4.1.1) 온도 상승(21.4%)
4.1.2) 가뭄(19.6%)
4.1.3) 범람(17.9%)
4.1.4) 폭풍 강도(7.1%)
4.1.5) 해수면 상승(19.6%)
4.1.6) 노출관리 수행(14.3%)

4.2) 용수(14.5%)
4.2.1) 농업용수 위험-양(80.0%)
4.2.2) 농업용수 위험-질(20.0%)

4.3) 육상(14.5%)
4.3.1) 토양 침식/유기물(60.0%)
4.3.2) 초원(20.0%)
4.3.3) 산림변화(20.0%)

4.4) 해양(12.7%)
4.4.1) 부영양화 및 저산소증(42.9%)
4.4.2) 해양 생물다양성(42.9%)
4.4.3) 해양보호구역(14.3%)

4.5) 민감도(10.9%)
4.5.1) 식품수입의존성(30.0%)
4.5.2) 자연 자본의 의존성(20.0%)
4.5.3) 재해위험관리(50.0%)

4.6) 적응능력(18.2%)
4.6.1) 조기경보대책/기상알림(50.0%)
4.6.2) 국가 농업리스크 관리시스템(50.0%)

4.7) 인구통계학적 문제(7.3%)
4.7.1) 인구증가(2015~20)(75.0%)
4.7.2) 도시화(2015~20)(25.0%)

자료: The Economist-Intelligence Unit(2017) 자료를 번역하여 작성. 

두 번째 가설의 검정을 위해 설정된 모형 (2)에서는 식량 폭동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는

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식량 폭동’에 대한 정의와 함께 관련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

나 식량 폭동의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전쟁, 테러리즘 

등의 개념에 비해 정의하기 어려워 식량 폭동을 정의하고 개념화한 시도는 Berazneva and 

Lee(2013), Lagi, Bertrand and Bar-Yam(2011) 등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도되어왔

다. World Bank는 식량 폭동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제시한 기존의 문헌을 기반으로 식량 폭동을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부담능력 부족으로부터 기인한 통제력 상실, 신체손상 또는 재산의 손해로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79

이어지는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불안”으로 정의하고 있다.20 

또한, World Bank는 위에 제시된 ‘식량 폭동’의 정의를 기반으로 언론 보도, 학술 자료, 그 외 비공

개 문헌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발생한 국가별 식량 폭동 데이터

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식량 폭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량 폭동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 평가되고 있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가 제시한 ‘식량 폭동’ 정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기존 데이터에 

이전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2002~2006년, 2013~2016년 기간의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여 총 15년

간의 자료를 구축하였고,22  분석대상은 식량 수출과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가, 식량 폭동

을 경험한 국가 중 자료 확보가 가능한 Algeria, Angola 등을 포함한 총 2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식량자급률이 식량 폭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23  

분석대상 국가들의 대표적인 식량 폭동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이집트는 주식인 국제 밀값 

폭등으로 인해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2008년 4월 마할라 알 코브라(Mahalla 

al-Kobra)주의 주민 수천 명이 일으킨 식량 폭동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튀니지는 2011년 1월 식량을 포함한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여 

23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식량 폭동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모잠비

크는 2008년 2월 쇼퀘(Chokwe) 지역에서 폭동이 시작되어 수도인 마푸토(Maputo)까지 번졌으

며, 이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하는 대규모 식량 폭동이 발생하였다. 방글라데

시에서는 2008년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높은 식량 가격에 항의하며 공장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을 파괴하는 등 폭동이 발생하여 2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20  “Food riot is a violent, collective unrest leading to a loss of control, bodily harm or damage to property, essentially motivated 

by a lack of food availability, accessibility, or affordability, as reported by the international media, and which may have other 

underlying causes of discontent(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content/dam/Worldbank/document/Poverty%20docu-

ments/Introduction%20Guide%20for%20the%20Food%20Riot%20Radar.pdf).

21 World Bank. “Introduction Guide for the Food Riot Radar: Food Riots: From Definition to Operationalization.” <http://www.w

orldbank.org/content/dam/Worldbank/document/Poverty%20documents/Introduction%20Guide%20for%20the%20Food%20Riot%

20Radar.pdf>.

22  World Bank의 식량 폭동과 관련된 자료 및 데이터는 <www.worldbank.org/en/topic/poverty/food-price-crisis-observatory#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분석대상 국가는 Algeria, Angola, Bangladesh, Cameroon, Egypt, France, Greece, India, Iraq, Japan, Jordan, Morocco, 

Mozambique, Philippines, Pakistan, Republic of Korea, Taiwan, Tunisia, Uganda, 그리고 United Stated of Americ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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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가설의 검정을 위해 설정된 모형 (3)에서 종속변수인 식량 가격 변동에 활용된 자료로 

FAO의 GIEWS FPMA Tool(monitoring and analysis of food prices)의 국가별, 월별 곡물 가격 

중 해당국 도매가격(wholesale price) 자료를 사용하였다.24  분석 기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곡물별 자급률이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으로 쌀의 경우는 8개국(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우간다, 필리

핀, 베트남), 옥수수의 경우는 5개국(중국, 멕시코, 모잠비크, 우간다, 필리핀), 대두의 경우는 3개국

(한국, 멕시코, 우간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 FAO GIEWS FPMA Tool의 월별 곡

물 가격 자료의 부재로 국내 농산물유통정보(KAMIS) 자료를 활용하였다.25  

세 개의 분석 모형에 공통적인 포함된 설명변수인 국가별 식량자급률(SSR)의 자료는 주요 곡물별

(쌀, 밀, 옥수수, 대두) 생산량, 소비량, 기초재고량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26  자료는 USDA 

24  일부 국가의 경우, 자료 부재로 제한적 자료 사용(중국의 경우 2014~2016년, 우간다의 경우 2006~2016년, 베트남의 경우 

2008~2016년 자료 사용).

25  한국의 경우 자료의 부재로 농산물유통정보(KAMIS) 자료 중 쌀의 경우 도매가격(일반계, 상품, 20kg 기준), 대두의 경우 도매가격

(흰콩(국산), 상품, 35kg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다.

26  익명의 심사자는 식량자급률 산출 시 연간 곡물 생산량(기초재고량 제외)을 연간 곡물 소비량으로 나누어 순수한 의미의 자급률을 

그림 1. 분석대상 국가의 식량 폭동 발생 현황

자료: World Bank의 Food Riots Radars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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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PSD Online Custom Query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곡물별 자급률 계산식은 식 (4)와 같다.

        

  
   

          곡물의연간 자급률   곡물의연간생산량               

   곡물의기초재고량     곡물의연간소비량

국가별 식량자급률(SSR)의 산출은 곡물별 자급률의 가중 합으로 구성된다. 식 (5)에서 는 가중

치로서 4개 곡물의 연간 공급액의 합에서 품목 곡물의 연간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가별   
  



 ×  

               개 곡물의 연간 공급액의 합
곡물의 연간 공급액




  



 × 

 × 

                  곡물의 가격   곡물의 연간 공급량
국가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지니계수(GINI) 자료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관세율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차 산물(농산물, 철광석 

등 포함)에 대한 단순 평균 수입관세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량

GFSI F_riots SSR 1인당 GNI GINI Tariff1
Ending
stock

최솟값 32.20 0.00 0.01 231.00 0.25 3.38 3.38
최댓값 85.60 1.00 1.59 58196.00 0.50 28.64 239,199.05
평균 53.51 0.06 0.89 10017.28 0.38 12.46 175,463.23

표준편차 14.01 0.23 0.43 14250.73 0.06 6.31 31,597.18
단위 점 발생 여부 비율 달러(USD) 비율 백분율 1,000톤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생산과 재고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물리적 가용성(Physical availability)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Yang and Kim(2014)이 제시한 식량자급률의 개념을 적용하여 식량

자급률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식량자급률 개념 및 분석 결과 해석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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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1) 가설 1 : 높은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GFSI)를 강화시킨다.

식량안보 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GFSI를 종속변수로, 국가별 식량자급률(SSR)과 1인당 

GNI, 지니계수(GINI), 1차 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모형 (1)의 패널회귀분

석(panel regression analysis) 결과, 식량자급률(SSR)은 종속변수인 GFSI와 정(+)의 관계를 가지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  1인당 국민총소득(GNI)만이 정(+)의 관계를 

보이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니계수(GINI)는 정(+)의 관계를 보이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또한, 1차 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확대 

혹은 수입 관세인하는 식량안보 개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모형 1 분석 결과

Variables Coefficient Prob. z-Statistic

  C 3.1842 0.000 13.32
  ln_SSR 0.0562 0.118 1.56 

  ln_1인당 GNI 0.1206 0.000 5.32
  ln_GINI  0.1795 0.281 1.08 

  ln_Tariff_1 -0.0207 0.362 -0.91 
R-squared 0.7757

(2) 가설 2 : 식량자급률이 상승할수록 식량 폭동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인 ‘식량 폭동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식량자급률과 1

인당 GNI, 지니계수, 1차 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로 하는 모형 (2)의 분석 

결과, 식량자급률(SSR)은 식량 폭동 발생 여부와 부(-)의 관계를 갖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27  익명의 심사자는 GFSI와 식량자급률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분석 결과에 대해 식량자급률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

로 생각되는 공급능력이라는 지표가 GFSI 구성요소 중 하나이고, GFSI를 구성하는 여타 지표들 대부분이 오차항에 포함되어 누락

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발생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GFSI에 포함된 국내생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여타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변수 편의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식량안보지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구성요소 간 독립성(independence)이라는 측면에서, 지수개발팀의 국제적 명성을 고려할 때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83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식량자급률은 식량 폭동 발생 확률로 대변되는 식량안보 수준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제한적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지만, 지니계수(GINI)도 식량 폭동 발생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식량 폭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형 2 분석 결과

Variables Coefficient Prob. z-Statistic

C -5.5448 0.2111 -1.2505
SSR -2.1112 0.0516 -1.9467

1인당 GNI -6.38E-06 0.8725 -0.1605
GINI 11.1566 0.3330 0.9681

TARIFF_1 -0.0159 0.6795 -0.4131
McFadden R-squared 0.1170

(3) 가설 3 : 식량자급률이 상승할수록 식량 가격 변동성은 감소한다.

식량 가격 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식량자급률과 1인당 기말재고량을 설명변수로 하는 모형 

(3)의 분석 결과, 쌀의 경우 자급률은 가격 변동성에 부(-)의 관계를 보이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쌀 자급률이 상승할수록 쌀 가격 변동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쌀의 자급률이 1% 상승할 때 쌀의 가격 변동성은 4.8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쌀의 1인

당 기말재고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쌀 가격 변동성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표 5. 모형 3 분석 결과 : 쌀

Variables Coefficient Prob. z-Statistic

  C 3.9327 0.000 3.79
  ln_SSR -4.8139 0.000 -3.59

  ln_1인당 EndingStocks 1.1043 0.005 2.79
R-squared 0.2822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 자급률과 1인당 기말재고량은 모두 옥수수 가격 변동성에 부(-)의 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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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형 3 분석 결과 : 옥수수

Variables Coefficient Prob. z-Statistic

  C 3.6123 0.250 1.15
  ln_SSR -.3728 0.866 -0.17

  ln_1인당 EndingStocks -.03714 0.863 -0.17
R-squared 0.1351

대두의 경우 대두 자급률은 대두 가격 변동성에 대해 부(-)의 관계를 보이며, 1%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대두 자급률이 상승할수록 대두 가격 변동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인당 기말재고량은 대두 가격 변동성에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표 7. 모형 3 분석 결과 : 대두

Variables Coefficient Prob. z-Statistic

  C 7.6980 0.000 19.25
  ln_SSR -5.1117 0.000 -6.51

  ln_1인당 EndingStocks -.26617 0.437 -0.78
R-squared 0.6228

5. 요약 및 결론

WTO 체제하에서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은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은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저가

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어 식량안보 제고에 유리하다는 것이 식량 수출국들의 일반적 

의견인 반면, 식량 수입국들은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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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무역 확대 내지는 관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사용된 

1차 산물의 평균 관세율 변수는 식량위기 상황 및 안정적 식량안보 형성에 있어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면 식량 폭동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식량 가격 변동성 또

한 감소하는 것을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두 가지 접근방식 중 식량 수

입국들이 주장하는 ‘식량자급률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개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식량안보 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를 사용한 모형 (1)

의 분석 결과 식량자급률이 식량안보에 정(+)의 관계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The Economist-Intelligence Unit이 개발한 GFSI가 식량안보를 적절하고 충분

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28  식량안보지수에 대한 다양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Yang and Kim(2014)은 국가식량안보지수(National Food 

Security Index: NFSI)라는 대안적 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29  향후 NFSI를 통해 식량안보와 관련

한 의미 있는 추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가별 곡물(쌀, 옥수수, 대두) 자급률이 곡물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쌀과 대두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상승할수록 식량 

가격 변동성은 감소한다’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생산 즉, 국내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는 제한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같은 식량 수입국 입장에

서 식량자급률 확보를 통해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내외 

식량안보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국내 농업이 식량안

보라는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고 그 외부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30  

28  임송수(2013)는 GFSI를 “식량안보의 주요 구성요소인 식량의 부담능력, 공급능력 및 식품품질·안전의 관점에서 다양한 세부지표

들을 활용하여, 세계와 국가의 식량안보 상황을 종합평가한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우선순위

를 매기는 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의 관점에서 식량자급률이 낮은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GFSI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GFSI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Kunnemann(2013)은 

GFSI가 식량안보가 미흡한 사람들에게 계측되어야 의미가 있지 국가 평균에 기초한 합성(composite) 지수로서 그 활용도에는 제

약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9  Yang, S. R and Kim W. Y.(2014)은 국가식량안보지수(NFSI)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량위기 상황을 3단계로 설정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ryang.korea.ac.kr) 식량안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식량안보 기능이 다원적 기능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해 왔으며,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량안보는 국

제무역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과 농업생산과 결합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식량안보는 다원적 기능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권오상·이태호 2001; 박지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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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는 모든 무역장벽을 허물어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신자유

주의적 세계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왔다. 대다수의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량안보 역시 무역을 통

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두 차례의 글로벌 식량위기 당시 발생한 곡물 파동은 자유무

역을 통한 식량안보의 확보가 허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을 중단해도, 

수입국에서 심각한 식량 폭동이 발생해도 WTO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같은 위험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한국과 같이 식량자

급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31 따라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

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식량자급

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조달 능력 제고, 수입

선 다변화, 식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조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WTO 농업협정하에서는 수출국이 수출세 인상이나 수출 수량 제한 등 수출규제 시행 시 

WTO에 ‘통보’하거나 수입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해야 하는 정도의 규정에 불과하다(한국농

업경제학회 2012). 따라서 WTO가 식량 수출통제에 엄격한 규범을 도입하고, 수출통제에 대응하

여 식량 수입국들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무역질

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량안보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식량안보에 대한 학계와 정책당국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31  2018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식품발전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기존 60.0%보다 4.6%포인트 

낮은 55.4%로 하향 조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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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식생활 교육이 
청소년의 과일, 채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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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10,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school dietary education policy 
to improve people’s dietary habits. This policy included dietary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school. However, its effect on adolescents’ eating habits is unclea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chool dietary education 
on adolescents’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We used the thirteen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in 2017. Also, we used the Matching 
Frontier Method to control the selection bias. The results suggest that school diet-
ary education makes a positive impact on adolescents’ daily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recommended. Consuming at least a fruit a day is likely to 
increase by 2.2%p-4.0%p and consuming vegetables at least three times a day is 
likely to increase by 1.5%p-2.8%p. These results imply that school dietary educa-
tion is an effective policy to develop healthy eating habits amo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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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 세계 사망자의 63% 

(WHO 2011), 2016년에는 전 세계 사망자의 71%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WHO 

2018). 한국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2000년 인구 10만 명당 494.4명에서 

2016년 266.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WHO 2017a). 하지만 2016년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이 전체 사망의 80.8%를 차지할 정도로 만성질환은 아직도 국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질

병관리본부 2018).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1975년 11.9%

에서 2016년 30.3%로 증가하였다(WHO 2017b).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 청소년의 비만율 역시 2007년 5.3%에서 2018년 10.8%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외 2018). 이

는 식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외 2010). 

  선행 연구들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칼로리 섭취, 과체중, 비만을 줄일 수 있다(Lin and 

Morrison 2002; Frazão et al. 2012).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과일과 채

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Herforth et al. 2019).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한국영양

학회(2015)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하루 1∼2회 과일을 섭취할 것과 하루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22.2%만이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하고 있고, 14.4%만이 하루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하

고 있다(교육부 외 2017).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충분한 양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도록 할 수 있는 

식품보건정책이 시급하다. 

  식생활 교육은 식품산업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거나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Traill et 

al. 2013) 사회 구성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기에 식생활 개선을 위해 여

러 나라에서 실시되어 왔다(Aschemann-Witzel et al. 2016). 식생활 교육에 있어 오랜 역사를 보유

한 미국의 경우, 농무부(USDA)에서 매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저소득 가구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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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EFNEP)과 같은 식생활 교육 정책에 

지출하고 있다(Baral et al. 2013a). 식생활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영양

에 관한 지식이 섭취하는 식품의 질을 개선한다(Variyam and Blaylock 1998; Bi et al. 2016)는 연

구 결과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식습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노력비용

(Effort Costs)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You et al. 2012; Bonanno and Goetz 2012). 많은 연

구들은 EFNEP가 영양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식습관을 개선하며(Koszewski et al. 2011; Auld 

et al. 2015) 식생활 교육 정책이 비용효율적이며 수익성 있는 투자라고 분석하였다(Dollahite et al. 

2008; Baral et al. 2013b).  

  프랑스는 가장 선진적인 국가 영양·건강 정책으로 평가되었던 Programmé National Nutrition 

Santé(PNNS)를 2001년 도입했다(Hercberg et al. 2008). 일본은 2005년 식육기본법(Shokuiku 

Kikonhou)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는 식육추진기본계획(Basic Program for Shokuiku 

Promotion)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MAFF 2017). 하지만 PNNS와 식육추진기본계획의 성과

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하다고 분석되었다(Ueda 2017; Lecerf 2018).

  우리나라는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는 이 법에 기초하여 식생활교육기본계획(1차 2010~2014년, 2차 2015~2019년)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1  한편 청소년의 식습관은 학교의 환경과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는 청소년 식생

활 교육에 적합한 장소이다(Vereecken et al. 2005).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식생활교육기본계

획에 학교 식생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식생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별 식생활 정

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감시도 필요하다. 식생활 정책의 실행이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

다. 한 예로, 학교 근처의 상점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량식품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Choi et al. 2019). 

  하지만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지만, 국가 식생활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

루어지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매년 식생활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우

리나라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 역시 국민의 식생

1  제1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5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는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중 156억 원의 예산이 학교 식생활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황윤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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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과 건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황윤재 외(2017)에서도 식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

는 관련 정책의 추진 실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대부분인 까닭에 성과지표 수립이 필요함

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식생활 교육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정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식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연정 외(2014)와 양승주 외(2015) 등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소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특정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

그램이 혼재되어 학교별로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기에,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 지역

의 학교가 표본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 799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선택적 편이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매칭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

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식생활 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

함으로써 제3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2020~2024)의 수립과 개선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불어 농업경제학 분야에서 식생활 교육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식생활 교육이 청소

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그

룹과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그룹의 과일과 채소 섭취 수준을 비교한다. 하지만 두 그룹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경우 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두 그룹의 특성(예: 소득, 지역 등)이 유사

하지 않으면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Heckman et al. 1997). 따라

서 본 연구는 선택적 편의를 제어하기 위하여 매칭프론티어 방법(Matching Frontier Method)을 이

용하여 학교 식생활 교육이 청소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2. 이론적 모형과 분석 방법

  학교 식생활 교육이 청소년의 식품 섭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확률변수는 학교 식생활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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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을 경우의 과일, 채소 권장섭취 비율은 ,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일, 채소 권장섭취 비율

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확률변수를 개별 청소년 에 대응할 경우 각각 와 로 표현된다. 

은 학교 식생활 교육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만약 참여했을 경우에는 ,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다. 청소년 의 식품소비에 대한 관찰 가능한 결과는    로 정의되

며 학교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데 대한 처치효과(Treatment Effect) 는 와 의 차이로 나

타낼 수 있다. 이는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1)      

  그리고 처치그룹의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ET)는 아래와 

같다(Austin 2011).

(2)               

  만약 동일한 청소년 에 대하여 와 가 관찰 가능하다면, 학교 식생활 교육의 처치효과를 정확

히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상황에 존재할 수 없다(Heckman et al. 

1997). 따라서 ATET는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ATET 대신 현실에서 관

찰 가능한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가 이용된다. ATE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3)                  

  식 (3)에서      은 선택적 편의로 만약 이 값이 0이라면 ATE를 통해 ATET

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값이 0이 아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처치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선택적 편의가 제어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무작위할당과정(Random Assignment 

Process)이 적절히 실행되면 선택적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별 청소년의 상이한 사회인

구학적 요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식생활 교육 유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식생활 교육은 

청소년에게 무작위로 할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학교가 주민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에 위치한다면, 그 학교의 선생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그 학교는 식생활 교육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실험적 자료에서 발생하는 선택적 편의를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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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매칭프론티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ATE를 추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ATET를 

추정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매칭은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사이의 불균형(Imbalance)을 줄이는 동시에 큰 

매칭된 표본(Matched Sample)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균형(Balance)과 표본의 크기(Sample Size)

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서 균형이란 처치그

룹과 통제그룹의 공변량(Covariates)의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의미하며, 표본의 크기란 매칭 

과정에서 일정한 수의 표본을 잘라낸 후 남아있는 표본의 수를 의미한다.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적확매칭(Coarsened Exact Matching)과 같은 기

존의 매칭 방법들은 균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를 극대화하거나, 반대로 표본의 크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균형을 극대화한다. 반면, 매칭프론티어 방법은 각 표본의 크기에 따른 최적의 

균형 상태를 매칭프론티어(Matching Frontier)를 통해 수치적,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균형과 표본의 

크기 모두를 동시에 극대화한다(King et al. 2017; Iacus et al. 2018; Wang et al. 2018). 

  매칭을 통해 두 그룹의 균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다변량  통계치로 측정 가능하다(Iacus et 

al. 2009).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King et al. 2017).

(4)   




 ∈





  식 (4)에서  는 공변량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자(Bin)를 의미한다.3  
와 

는 각 상

자에 속해있는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의 상대도수를 나타낸다. 만약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의 공변량

의 분포가 정확히 일치하면  통계치는 0이 되며, 반대로 두 그룹의 공변량의 분포가 전혀 중복되지

(Overlap) 않을 경우  통계치는 1이 된다. 매칭 전 표본에 공변량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공변량

에 연속형 변수가 많을수록 두 그룹의 특성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이질적으로 나타나므로  통계

치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경우 표본을 잘라냄에 따라 감소하는  통계치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따라서  통계치의 값이 어느 수준 이하일 때부터 두 그룹 간의 불균형이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ATE가 아닌 ATET로 표기하였다.  

3  한 모형(Model)이 공변량으로 성별과, 소득을 가지고 있고 소득은 상, 중, 하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성별은 남성과 여

성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소득은 상, 중, 하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따라서 총 가능한 표본의 특성은 6개가 되므로 총 

6개의 상자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칭 공변량으로 거주지역, 거주지역 규모, 연령,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구규모,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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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제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4  

  매칭프론티어 방법은 각각의 상자에 대하여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의 상대도수를 계산한 후 두 그룹

의 상대도수의 차이가 가장 큰 상자에서 통제그룹의 표본을 잘라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King et al. 2017).

(5)   arg max  

  식 (5)에서 와  는 각각 상자 에 속한 처리그룹과 통제그룹의 상대도수를 의미하며 arg max는 

주어진 값이 극대가 되는 값을 찾는 함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칭프론티어 방법은 처리그룹과 통제

그룹의 상대도수의 차이가 가장 큰 상자를 찾아내어 통제그룹의 표본을 잘라내는 과정을 매칭프론

티어가 완성될 때까지 반복한다. 구축된 매칭프론티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표본의 감소에 따른 

ATET 값을 추정할 수 있다. 혹은 매칭프론티어 위의 한 점, 즉 특정한 표본의 크기와 균형을 갖는 매

칭된 표본을 선택한 후 남아있는 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때 

균형과 표본의 크기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칭프론티어상의 점들 중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매칭프론티어 방법은 표본을 얼마나 잘라내는 것이 최적인지 제시하는 방법이 

아닌, 표본을 잘라냄에 따라 각 표본 수에 따른 최적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매칭프

론티어상의 수많은 매칭된 표본 중 어떠한 표본을 선택할지는 해당 표본의 크기와 균형에 대한 연구

자의 종합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매칭프론티어 방법을 이용해 추정된 학교 식생활 교육의 ATET는 매칭된 표본의 처리

그룹과 통제그룹 사이에서 종속변수인 과일 하루 1회 이상 섭취 여부와 채소 하루 3회 이상 섭취 여

부의 평균이 각각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로 측정된다. 추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과 적확매칭으로도 ATET를 추정하였다. 

4  가령 공변량 중 소득이 1∼1,000만원 사이에 분포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이 1원단위로 표시되는 연속형 변수이면 두 그룹의 특성

이 상대적으로 이질적으로 나타나 매칭 전 통계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또한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로 인해 

매칭 후의  통계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상, 중, 하인 범주형 변수로 구성된 경우 두 그룹의 특성이 상대적으

로 유사하게 나타나 매칭 전  통계치 뿐만 아니라 매칭 후의  통계치 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따라서 매칭 후  통계치

가 크게 감소하지 않더라고 매칭 전 보다 감소하였다면, 매칭을 통한 선택적 편의의 제어 효과가 존재하며, 매칭방법 사용의 의의가 

있다(Ki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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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

다. 이 조사는 흡연, 음주, 비만, 식습관, 신체활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본추출 방식으로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로는 학교가 2차 추출단위로는 학

급이 사용되었다. 2017년 실시된 제13차 조사의 경우 800개의 중·고등학교에서 6만 4,991명의 청

소년이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799개 학교에서 6만 2,276명의 청소년이 실제 조사에 참여했

다. 본 연구는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한 4만 5,089명의 표본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이 조사의 설문 문항은 총 123개로 이 중 신장, 체중에 관한 설문 등 총 8개 문항을 제외한 115개의 

문항이 범주형 자료를 수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성별, 인종, 민족, 거주지

역, 거주지역의 규모, 가구의 규모, 교육수준, 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개개인의 식품소비성향

과 관련되어 있다(Variyam and Blaylock 1998; Bonanno and Goetz 2012).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 1>에 제시된 요인들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가 모두 범주형 자

료로 수집되었기에,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참여자의 거주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참여

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역과 재학 중인 학교의 소

재지가 일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대리변수로 학교 소재지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참

여자의 가족구성원이 몇 명인지 나타내는 가구의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규모에 대한 대리변수로 참여자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용하였다. 

  <표 1>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3.1%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53.0%가 대도시에 거주

한다. 평균연령은 15.1세이며 49.6%가 남성이다. 부모의 학력수준에 응답자의 65.6%가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라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59.6%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응답자의 95.6%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의 경우 응답자의 44.3%가 ‘중’에 속

한다. 식습관의 경우 응답자의 23.8%가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하며, 응답자의 15.5%가 하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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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상 채소를 섭취한다고 밝혀 보건복지부의 과일과 채소 권장섭취 기준을 지키지 않는 청소년이 

지키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 교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7.3%가 최근 1

년 내에 학교 식습관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5  

표 1.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n=45,089)

5  학교 식습관 교육은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학교에서 실시된 모든 영양 및 식사습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변수명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거주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1, 그 외=0 43.1% 49.5%
  호남권 광주, 전라도, 제주도=1, 그 외=0 14.0% 34.7%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도=1, 그 외=0 13.6% 34.2%
  대경권 대구, 경상북도=1, 그 외=0 10.2% 30.2%
  동남권 부산, 울산, 경상남도=1, 그 외=0 15.8% 36.5%
  강원권 강원도=1, 그 외=0 3.4% 18.1%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대도시 거주=1, 그 외=0 53.0% 49.9%
  중소도시 중소도시 거주=1, 그 외=0 41.8% 49.3%
  군지역 군지역 거주=1, 그 외=0 5.2% 22.2%
연령 12∼18세 15.1 1.7
성별 남성=1, 여성=0 49.6% 50.0%
아버지 학력
  중학교 중학교 졸업 이하=1, 그 외=0 2.2% 14.5%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1, 그 외=0 32.2% 46.7%
  대학교 대학교 졸업 이상=1, 그 외=0 65.6% 47.5%
어머니 학력
  중학교 중학교 졸업 이하=1, 그 외=0 1.8% 13.4%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1, 그 외=0 38.6% 48.7%
  대학교 대학교 졸업 이상=1, 그 외=0 59.6% 49.1%
가구규모 가족과 동거=1, 그 외=0 95.6% 20.6%
가구소득
  하 가구소득 하=1, 그 외=0 1.7% 12.8%
  중하 가구소득 중하=1, 그 외=0 10.1% 30.1%
  중 가구소득 중=1, 그 외=0 44.3% 49.7%
  중상 가구소득 중상=1, 그 외=0 32.4% 46.8%
  상 가구소득 상=1, 그 외=0 11.6% 32.0%
식습관
  과일 섭취 빈도 하루 1회 이상 섭취=1, 그 외=0 23.8% 42.6%
  채소 섭취 빈도 하루 3회 이상 섭취=1, 그 외=0 15.5% 36.2%
식습관 교육 최근 1년 내 식습관 교육 참여=1, 그 외=0 47.3%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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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학교 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과일과 채소 권장섭취 비율을 

비교한다. 하지만 두 그룹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선택적 편의로 인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매칭프론티어 방법을 이용하였다. 매칭프론티어 방법은 통제그룹의 표본을 잘라

냄으로써(Pruning)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의 공변량의 특성을 유사하게 만들어준다. 

표 2. 추정된 매칭프론티어

잘라낸 표본 수(N) 잘라낸 표본 비율(%) 표본 수   통계치

원 표본 0 0% 45,089 0.325

매칭된 표본

2,240 5% 42,849 0.292
4,501 10% 40,588 0.260
6,763 15% 38,326 0.225
9,023 20% 36,066 0.190
11,272 25% 33,817 0.156
13,523 30% 31,566 0.123

  <표 2>는 통제그룹 표본의 감소에 따라 두 그룹의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통계치가 0.325에서 

0.123까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매칭프론티어 방법은 특정 지점(Point)별로 각각 잘라낸 표본의 

수와  통계치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그룹의 표본을 1만 4,621개까지 잘라낼 때까지 총 

1,463개의 지점에서 이 수치들이 제공되었다. <표 2>에는 잘라낸 표본비율이 30%인 지점까지 5% 

단위로 이 수치들을 제시하였다.6   

  <그림 1>은 <표 2>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매칭프론티어로 가로축은 잘라낸 통제그룹 표본의 수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두 그룹의 균형 정도를 의미하는  통계치를 나타낸다. 우하향하는 그래프는 

매칭 과정에서 잘라내는 표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간의 불균형이 감소하는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6  원 표본의 수가 45,089 이므로 이의 35%인 15,781은 매칭프론티어를 통해 최대 잘라낸 표본의 수인 14,621을 넘어선다. 따라서 <표 

2>에서 표본비율이 30%인 지점까지만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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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칭프론티어 그래프

  <표 3>은 학교 식생활 교육이 청소년의 과일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ATET가 표본을 약 

30%까지 잘라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ATET가 약 0.022에서 0.04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 학교 식생활 교육에 참여할 경

우 하루에 과일을 1회 이상 섭취할 기대확률이 약 2.2%p에서 4.0%p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3. 청소년의 과일 섭취에 대한 학교 식생활 교육의 ATET

잘라낸
표본 비율(%)

매칭된 표본 수(N)  ATET Lower CI Upper CI

5% 42,849 0.292 0.040 0.032 0.048
10% 40,588 0.260 0.037 0.029 0.045
15% 38,326 0.225 0.036 0.027 0.045
20% 36,066 0.190 0.032 0.023 0.041
25% 33,817 0.156 0.029 0.019 0.038
30% 31,566 0.123 0.022 0.012 0.032

주: CI는 Athey-Imbens model dependence intervals를 나타낸다.

  <그림 2>는 <표 3>에 제시된 ATET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여준다. <그림 2>에서 우하향하는 그

래프는 매칭프론티어 방법을 통해 표본을 잘라냄에 따라 ATET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택적 편의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매칭을 이용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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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편의가 제어되었을 때보다 ATET 추정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2. 청소년의 과일 섭취에 대한 학교 식생활 교육의 ATET

  <표 4>는 학교 식생활 교육이 청소년의 채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ATET가 표본을 약 

30%까지 잘라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ATET가 약 0.015에서 0.028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이 학교 식생활 교육에 참여할 경

우 하루에 채소를 3회 이상 섭취할 기대확률이 약 1.5%p에서 2.8%p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4. 청소년의 채소 섭취에 대한 학교 식생활 교육의 ATET

잘라낸
표본 비율(%)

매칭된 표본 수(N)  ATET Lower CI Upper CI

5% 42,849 0.292 0.028 0.021 0.035
10% 40,588 0.260 0.024 0.017 0.031
15% 38,326 0.225 0.021 0.014 0.029
20% 36,066 0.190 0.018 0.010 0.026
25% 33,817 0.156 0.016 0.008 0.024
30% 31,566 0.123 0.015 0.006 0.024

주: CI는 Athey-Imbens model dependence intervals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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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표 4>에 제시된 ATET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여준다. 과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

칭을 통해 표본을 잘라냄에 따라 ATET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채소의 

경우도 선택적 편의를 제어하지 않으면 매칭을 이용하여 선택적 편의가 제어되었을 때보다 ATET 

추정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3. 청소년의 채소 섭취에 대한 학교 식생활 교육의 ATET

  매칭프론티어 방법을 이용한 ATET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확매칭과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해 ATET를 추정하였다. 성향점수매칭7 의 경우 최근접매칭(Nearest Neighbour 

Matching), 반경매칭(Radius Matching), 커널매칭(Kernel Matching), 층화매칭(Stratification 

Matching)을 이용하여 ATET를 추정하였다. 반경매칭의 경우 캘리퍼(Calliper) 값으로 0.01을 사

용하였으며,8  커널매칭의 경우 가우스 함수(Gaussian Functi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TET의 

표준오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개별 성향점수매칭마다 1,000회의 부트스트래핑 t-test를 실시하였다. 

CEM(Coarsened Exact Matching)9 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한 분석에는 Blackwell et al.(2009)과 

7  성향점수 매칭은 공변량의 여러 속성들을 처치(Treatment)를 받을 조건부 확률인 성향점수로 나타낸 후  이를 이용하여 매칭하는 방

법이다. 

8  반경매칭 시 캘리퍼 값을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1과 0.01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9  CEM은 공변량들을 일시적으로 거칠게(Coarsen) 한 후 적확매칭을 실시하는 매칭방법으로 적확매칭 시 ‘차원의 저주’ 때문에 소수

의 표본만이 매칭되는 것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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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 and Ichino(2002)를 참고하였으며, CEM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여 추정한 ATET 결과

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CEM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여 추정한 학교 식생활 교육의 ATET10 

CEM 최근접매칭
반경매칭 

(캘리퍼 0.01)
커널매칭 층화매칭

과일 0.015***
(0.004)

0.031***
(0.004)

0.037***
(0.005)

0.037***
(0.004)

0.032***
(0.004)

채소 0.018***
(0.004)

0.026***
(0.004)

0.032***
(0.004)

0.031***
(0.003)

0.027***
(0.004)

주 1)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2)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표 5>에서 과일의 경우, CEM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여 추정한 ATET가 0.015에서 0.037 사

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 식생활 교육에 참여할 경우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할 기

대확률이 약 1.5%p에서 3.7%p 증가함을 의미한다. 채소의 경우, CEM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

여 추정한 ATET가 0.018에서 0.032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이 학교 식생활 교육에 참

여할 경우 하루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할 기대확률이 약 1.8%p에서 3.2%p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처

럼 적확매칭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여 ATET를 추정한 경우에도 학교 식생활 교육이 청소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ET의 크기도 유사한 표본규모의 매칭프론티어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을 때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매칭프론티어 방법을 이용

한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고, 상이한 표본규모별 ATET를 추정할 수 있었다. 

10  CEM에서는 매칭프론티어 분석과 동일하게 거주지역, 거주지역 규모, 연령,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구규모, 가구소득이 

공변량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성향점수매칭에서는 성향점수의 균형성(Balancing property)을 만족하는 거주지역,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구규모, 가구소득만이 공변량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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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 식생활 교육이 청소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선택적 편의를 제어하기 위하여 

매칭프론티어 방법을 이용하여 학교 식생활 교육의 ATET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학교 식생활 교

육은 청소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식품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인지, 습득함으로써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는 데 이 정

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Variyam and Blaylock 1998; Bi et al. 2016). 연구 결과의 강건성은 

적확매칭과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학교 식생활 교육은 청소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만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과일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은 전

체 청소년의 약 23.8%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할 기대확률이 약 2.2∼

4.0%p 증가하는 것은, 학교 식생활 교육이 권장량의 과일을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현재 수준 대

비 약 9.2∼16.8%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채소를 하루 3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

이 전체 청소년의 약 15.5%이므로, 청소년이 채소를 하루 3회 이상 섭취할 기대확률이 약 1.5%p∼

2.8%p 증가하는 것은, 학교 식생활 교육이 권장량의 채소를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현재 수준에

서 9.7∼1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약 270만 명이므로, 만약 전국의 모든 중·고

등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경우 추가적으로 270만 명의 2.2∼4.0%에 해당하는 약 5.9만∼

10.8만 명의 학생들이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소의 경우 추가적으로 270만 

명의 1.5∼2.8%에 해당하는 약 4.1만∼7.6만 명의 학생들이 하루 3회 이상 채소를 섭취할 것으로 기

대된다. 청소년 식생활 교육 정책의 효과가 어느 수준일 때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

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 식생활 교육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될 

경우, 추가적으로 수만 명의 청소년이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에 맞추어 과일과 채소를 소비할 것이 기

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식생활 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한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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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성 분석: 
한국농어촌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

김태후***  최용호****

Keywords
태양광 발전(solar power generation), 시뮬레이션(simulation), 가우지안 코퓰라
(Gaussian Copula), 계통한계가격(Systemic Marginal Price, SMP),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s energy policy focuses on the spreading of renewable 
energy. Following this policy,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C) 
is promoting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 with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It has plans to use 
the revenues from power generation as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of the 
MAFRA by analyzing the profitability and risk of the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 pursued by KRCC. In order to analyze the profitability and risk, we set 
the systemic marginal price (SMP) and the price of the renewable energy certifi-
cate (REC) as random variables. Then, we perform the simulation with Gaussian 
Copula to consider the correlations of each random variable. As a result, the 
average power generation profit of the project is 1.78 billion Won, which implies 
a high earning rate of 4.91%, considering the total investment cost. In the Value 
at Risk analysis for the risk of the project, the profit from VaR(1) is 0.46 billion 
won, and the profit rate is 1.26%, implying that stable profits are generated de-
spite the weak market conditions for the solar pow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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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현 원전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

지로 대체하여 보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서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8.08%(한

국에너지공단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2030년에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3020재생에너지 정책’을 2017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한 발전량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 역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발전산업 구조전환정책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개별 농가 단위에

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휴지 혹은 농지를 전용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

식품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에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발전, 풍력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

로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뇨가 근원적

인 원료가 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축산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사업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이후 농식품부로부터 

매년 지원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농경 유휴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건물 등)을 이용하여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판매수입금

을 기반정비 사업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투입하고 있다. 이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

는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상당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철저

한 성과관리가 당연히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식품부는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정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단순히 전력 판매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지표가 비용을 감안한 종합적인 재정투입의 효과로 인정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전력 

판매수입이 매년 변동성을 가져 유동적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의 위험성은 현재 정확히 파악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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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

해서는 단순한 판매금액이 아닌 연간 운영비용과 감가상각비용까지 고려한 이익금 및 이익률의 도

출과 이들에 대한 위험성 분석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위의 분석에서 도출된 이익률과 위험성 분

석으로부터 도출된 결괏값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의 기회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무위험투자 

수익률과 비교할 때 더 정확한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해당하는 경제성 및 수익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전자·

정보통신(서미자 외 2015), 환경 및 토목·건축공학(하승룡 외 2008; 구본상 2013), 에너지(김종민·

김기영 2008; 김영경·장병만 2012)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에너지균등화비용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순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성 또는 수익성을 분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험성은 분석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하승룡 외(2008)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모델 내 변수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분석하고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분석과정에서 

각 확률변수 간에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어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왜곡된 분석 결과를 도

출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과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1 이를 위해 먼저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판매금액만으

로 행해졌던 기존 평가와는 달리 연간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이익금 규모와 이익률을 도출

했으며, 확률변수로서 시간대별 계통한계가격(Systemic Marginal Price: SMP)2과 월별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3 육지 현물가격을 설정하고, 각 확률변수

들이 상호종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코퓰라 모델(Copula Model)을 수익성과 위험성 분석

1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수력 발전사업과 풍력 발전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외한 여타 사

업은 일정한 일별 혹은 월별 발전량을 정확히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업대상을 태양광사업으로 한정한다.

2 계통한계가격은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가격을 의미한다.

3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1MW 당 1REC를 발전시설별로 부여된 

고유 가중치를 곱해 도출된 인증서 수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에게 발급한다. 발급받은 인증서를 현물시장

에서 거래할 경우 최장 3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월 2회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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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가장 차별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도출된 

수익률을 무위험투자 수익률과 비교해 봄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성 

분석을 위한 태양광 사업의 전력 판매수익 계산방식과 확률적 시뮬레이션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

한다. 3장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수익성 분석 및 

위험성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분석 방법

2.1.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력 판매수익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사업 수익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확률적 시뮬레이션

(Stochastic Simulation)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간별 SMP와 월별 REC 가격을 확률변수로 설정

하였다(시간별 SMP 15개, 월별 REC 가격 12개, 총 27개). 발전량도 확률변수로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매월·매시 일정하게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 

  우선적으로 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수익률(또는 이익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간 전력 판매수익 

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4 연간 전력 판매수익은 간단히 총발전량에 SMP를 곱

한 금액과 발급된 REC 수에 REC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계산방식이 

실제로는 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발전용량이 1MW 이상의 설비를 가진 발전소의 경우, 매월, 매일, 매시에 발생한 발전량을 해당 

시간의 SMP를 곱한 값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발급된 REC5 수에 REC 육지 현물가격을 곱한 값을 

4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사업의 경우 대다수 사업자가 REC를 시장에서 현물 거래를 통해 처분하기 때문에 장기 고정계약 방식과 계

약시장의 설명은 제외한다.

5 REC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REC 최장 보유 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 발급받은 REC를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시기를 정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발급받은 REC 인증서를 매월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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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친 금액이 연간 전력 판매수익이 된다(Box 1의 1번 방식).

  발전용량이 1MW 미만의 설비를 가진 발전소의 경우, 1번 방식과 월평균 SMP 가격과 월 발전량

을 곱한 값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발급된 REC 수에 REC 육지 현물가격을 곱한 값을 합친 방식

(Box 1의 2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Box 1. REC 현물 거래 이용 시 연간 전력 판매수익

  1) 연간 전력 판매수익(1MW 이상 발전규모) 

     
  




  




  



 ×   
  



 × × 

  여기서 는 전력 판매수익을 나타내고, 는 월(month), 는 일(day), 는 시간(hour)을 나타

내는 하첨자로, 는 각 해당 시각의 발전량을 나타낸다. 는 각 시간당 SMP를 나타낸다. 

두번째 항에서 는 월간 발전량을 나타내며, 는 월간 REC 육지 현물가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는 발전시설별 REC 가중치이다.

  2) 연간 전력 판매수익(1MW 미만 발전규모)

      식  or   
  



 ×   
  



 × ×  (택일) 

  는 월 전력생산량, 는 월평균 SMP이다(1MW 미만의 발전규모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는 

1번과 2번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18년(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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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1>의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MW 이상의 발전규모를 가진 전력 생산 사업자의 경우, 

연간 전력 판매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별 시간당 발전량과 시간당 SMP, 월간 REC 가격과 

가중치로 조정된 REC 인증서 개수이다. 1MW 이하의 발전규모를 가진 전력 생산 사업자의 경우도 

1MW 이상의 발전규모를 가진 전력 생산자와 동일한 판매수익 전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판매수익 획득을 위해 <Box 1>의 1번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의 수익

성과 위험성을 분석한다.6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추가되는 가정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변수들을 위험을 내포한 확률변수로 정의할 수 있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개별 시간당 발

전량은 고정변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확률변수는 시간당 SMP, 월간 REC 가격이 되며, 개별 시

간당 발전량이 고정변수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조정된 REC 인증서 개수도 고정변수가 된다.

  2) REC 인증(발급)서를 획득한 사업자는 장기보유 없이 매달 현물시장에서 획득한 인증서를 거

래하며, 현실에서는 소수점의 REC는 차기로 이월되나 이 연구에서는 소수점의 REC도 해당 

월에 판매가능하다고 가정한다.

  3) 시간별 SMP의 분포는 경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월간 REC의 가격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고 가정하되 평균은 다르지만 표준편차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2. 확률적 시뮬레이션

  사업의 효과성 분석은 확률적 시뮬레이션(Stochastic Simula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분석 절차

는 아래와 같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량 자료가 연간 자료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 발전량

과 월별 발전량 및 발전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남부발전소 태양광 발전사업의 데이터(2015

∼2016년)를 이용하였다. 즉 한국남부발전소 발전 총량 대비 각 시간대 비중, 총량 대비 월별 

6 1MW 이하의 전력 생산 사업자도 <Box 1>의 1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태양광 전력 생산 

시기가 시간별 SMP가 가장 높을 때 생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평균 SMP를 적용받은 판매수익보다 시간별 SMP를 적용받은 수

익이 높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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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 발전량에 적용하여 시간대별 발전량(과 비율), 

월별 발전량(과 비율)을 도출한다. 

                         


  






 , (1)

  여기서 는  시간대의 한국농어촌공사 총 태양광발전량이며, 는  시간대의 한국남부발전소 

총 태양광발전량이다. 는 한국농어촌공사 연간 총 태양광발전량을 나타낸다. 

                        


  






  (2)

  여기서 는 월의 한국농어촌공사 총 태양광발전량이고, 는 월의 한국남부발전소 총 태양광

발전량을 나타낸다. 

  2) 각 시간대별 SMP( )와 월간 REC 가격() (여기서       and     ) 생

성 시 SMP는 경험분포7로부터, REC 가격은 정규분포로부터 도출하며 각 가격들은 상호연관

성을 이루며 나타나므로 정규 코퓰라8를 이용하여 가격 간에 종속성9을 부여한다.

  3) 생성한 36개의 가격분포(SMP 24개, REC 가격 12개)와 시간대별 발전량, 월별 발전량, REC 

가중치를 이용하여 전력 판매수익을 도출한다. <Box 1> 수식 1)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할 

7 경험분포함수는 분포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 없이 확률변수의 분포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관측된 데이터를 계단함수를 이용하여 

도출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N개일 경우 발생할 확률이 1/N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은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나타내며  ≤ 인 경우 1, 아닌 경우 0을 의미한
다. 

8 코퓰라 모델은 확률변수 간의 종속성 정도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금융분야나 실물경제에서 여러 개 확률변수 간의 관계 분

석에 사용되고 있다(Hu 2006; Patton 2006; Zimmer 2012, 2015). 국내 농업분야에서는 사과의 최적출하시기 결정(김태후·서상택 

2011),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수준 조정방안(김태후 외 2017a), 쌀 생산량의 공간적 종속성 분석(김태후 외 2017b) 등에 사용되었다. 

해외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수입보장보험의 요율 산출 시 가격과 생산량의 종속성 정도를 부여하거나 재보험에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Goodwin and Mahul 2004; Goodwin and Hungerford 2015). 

9 이 연구에서 가격 간에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익(이익)률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시간대별 

SMP가 모두 양의 종속성을 띠며 대부분의 월간 REC 가격들이 상호간에 양의 종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종속성 반영 유무에 따른 위

험의 과소(과대)평가 가능성에 대해 부록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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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확한 특정 월, 일, 시간에 대한 정확한 판매금액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월, 일별 발전

량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정확히 추정을 할지라도 확률변수의 수가 

5,487개(=365×15+12)가 되어 확률변수 간에 종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의 위험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Box 1>의 수식 1에서 변형된 

식(아래 식 (3))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실제 분석에서 확률변수는 27개(SMP 15개, 
 , 

REC 가격 12개, 
 , 여기서 물결표(Tilde)는 변수들이 확률변수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이다.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은 6시부터 20시까지 이루어져 해당 시간대만 발

전량이 0보다 크므로 시간대별 수익은 15개 시간만 이용하여 도출된다. 즉 오전 6시와 오후 8

시 사이 이외 시간에 대한 는 0이 된다. 

                      
  




  

  




 (3)

  4) 식 (3)을 10,000번 반복하여 10,000개의 전력 판매수익금과 운영비,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전력

판매이익금을 도출한 후 도출된 값들을 총투자비용으로 나누어 10,000개의 수익률( )과 이익

률( )을 도출한다.

                        


      ,  (4)

  식 (4)에서 는 연간 운영비를 제외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총사업비를 나타낸다.

                 

    
      , (5)

  식 (5)에서 는 연간 운영비용, 는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5) 태양광 사업의 기대수익률() 및 기대이익률()의 기초통계치와 분포를 통하여 평균 

이익률을 산출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과성(수익성)을 논의한다. 또한 Value at Risk (VaR) 

개념을 차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의 위험성을 평가한 후 무위험투자 수익률과 비교한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무위험투자 수익률을 정기예금이자 금리보다 상당 수준 

높은 3%로 가정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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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if    and     

  if  ≧  (8)

  식(8)에서   는 이익률 누적확률분포의 역함수를 나타낸다.11

3.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2017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총 37개 지구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표 1>은 한국농

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을 보여준다. 2017년 37개 지구의 총 발전용량은 1

만 7,447kW였으며 총 발전량은 1만 6,888MWh이다. 연간 운영비용은 2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

으며, 사업시행 이후 2017년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는 524억 500만 원이 투입되었다. 

  설치용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설치용량이 100kW 미만의 지구는 2017년까지 13개이다. 

이들은 모두 건물이나 수면에 설치되어 1.5의 REC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971kW, 전력 생산량은 1,317MWh로 나타났다.

  설치용량은 100~500kW 미만의 지구는 2017년 총 14개로, 부지시설 8개와 건물·수면시설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각각 5개, 3개가 증가하였다. 부지시설은 1.0의 REC 가중치를 배정받

10 2018년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금리는 1.76%(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므로 3%의 무위험투자 수익률은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다.

11 VaR은 금융기관의 시장위험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로 사용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매우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률을 의미한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도출된 이익률 누적분포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계측할 수 있다. 

위 식 8)에서 X의 의미는 이익률 누적분포함수의 %값을 의미하며 X값과 대응되는 지지집합(Support)내의 원소가 이익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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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건물·수면시설의 경우 설치용량이 100kW 미만과 동일하게 1.5의 가중치를 배정받는다. 총 

발전용량은 4,752kW, 전력 생산량은 3,363MWh로 나타났다. 

  설치용량 500∼1MW 미만의 지구는 부지시설 4개와 건물·수면시설 3개, 총 7개이다. 부지시설

의 경우 2017년에 전년 대비 2개 증가하였고, 건물·수면시설은 모두 2017년 이전에 건설되었다. 이

들 지구의 발전용량은 4,244kW이며, 전력 생산량은 5,244MWh로 나타났다.

  설치용량 1M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지구는 모두 부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1개가 추가되

어 총 3개 지구에서 운영 중이며, 발전용량은 7,481kW, 총 전력 생산량은 6,964MWh로 나타났다.

표 1.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2017년 기준)

설치용량 시설 개수 REC 가중치
발전용량

(kW)
’17년 발전량

(MWh) 

100kW 미만
부지 0

(0) 1.2 0
(0)

0
(0)

건물·수면 13
(13) 1.5 971

(971)
1,317

(1,317)

100∼500kW 미만
부지 8

(3) 1.0 2,353
(702)

1,751
(966)

건물·수면 6
(3) 1.5 2,399

(909)
1,612

(1,221)

500∼1MW 미만
부지 4

(2) 1.0 2,744
(1,148)

3,140
(1,534)

건물·수면 3
(3) 1.5 1,500

(1,500)
2,104

(2,104)

1MW 이상
부지 3

(2) 1 7,481
(4,485)

6,964
(6,736)

건물·수면 0 1.5 0 0

태양광 발전 사업지구 37
(26)

총 발전용량(kW) 17,447 
(9,715)

총 발전량(MWh) 16,888
(13,878)

연간 운영비용(백만 원) 230
(210)

총사업비(백만 원) 52,405
(36,214)

주 1) 괄호는 ’16년까지 완공된 태양광 발전사업 지구의 해당 자료임. 총사업비는 사업시행 이후 2016년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를 나타냄.

    2) 시운전 중인 발전량까지 포함 시 총 발전량은 17,373MWh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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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지구별 연간 발전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시간대별 발전량, 월별 발전량 비율

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전력 판매 시 월별 REC 가격, 시간별 SMP에 따라 해당 시간(또

는 해당 월)에 생산한 전력의 단가를 적용받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이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시간대별, 월별 발전량 비

율을 도출할 목적으로 한국남부발전 신인천소 내, 하동, 영월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를 식 (1)과 (2)

에 적용하여 발전비율을 추정하였다.12 

  <그림 1>은 태양광에너지의 시간대별 발전비율을 보여준다. 태양광을 발전 원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만 발전이 이루어지며, 13시를 기준으로 10시부터 16시까지 전력 생산이 집중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하계에는 6시에 시작하여 20시까지 전력을 생

산하며 동계의 경우 7∼8시에 시작하여 18시까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태양광에너지의 시간대별 발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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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양광 발전의 시간대별 발전비율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소 내, 하동, 영월 발전소의 2015∼2016년 데이터를 이
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12 국내 공공부문의 발전소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총 5개의 발전사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발전비율을 추정한다. 그 이유는 한국 남부발전소에서

만 시간별 태양광 발전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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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은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그림 

2>는 태양광에너지의 월별 발전비율을 보여준다. 월별 발전비율 역시 한국남부발전 신인천소 내, 

하동, 영월 발전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전력 생산량을 월별로 살펴보면, 3~8월까지의 

비중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양광의 절대적인 이용가능시간이 적은 겨울철(11~1월)

의 전력 생산량 비중이 여타 다른 월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태양광에너지의 월별 발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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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양광 발전의 월별 발전비율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소 내, 하동, 영월 발전소의 2015∼2016년 데이터를 이용하
여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2>는 한국남부발전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시간별 발전비율을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

업에 적용하여 도출한 전력생산량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까지 모두 완공되어 2017년

에 365일 동안 전력을 생산한 26개소의 태양광 사업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2017년 도중 완공되어 전력을 생산한 사업지구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정확한 전력생산 시점

을 반영할 수 없어 분석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까지 모두 완공된 26

개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때 한국농어촌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1만 3,878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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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시(1.32, 43,76, 230.66MWh), 18~20시(285.89, 61.18, 2.78MWh)의 전력생산량이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총 발전 비중은 5% 미만), 10~16시에 전력생산량이 집중되어 있다. 앞서 언

급했듯이 이는 당연한 것으로 전력 생산 원천이 태양광이기 때문이다.

표 2.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간대별 발전량

단위: MWh, %
시(hour) 발전량(비율) 시(hour) 발전량(비율) 시(hour) 발전량(비율)

6시 1.32 (0.01) 11시 1,674.41 (12.07) 16시 1,268.43 (9.14)
7시 43.76 (0.32) 12시 1,960.17 (14.12) 17시 723.63 (5.21)
8시 230.66 (1.66) 13시 2,067.34 (14.90) 18시 285.89 (2.06)
9시 653.78 (4.71) 14시 1,986.45 (14.31) 19시 61.18 (0.44)
10시 1,197.53 (8.63) 15시 1,720.66 (12.40) 20시 2.78 (0.02)

총발전량 13,878

주: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간대별 발전량은 <그림 1>에서 도출된 시간대별 발전량 비율에 2017년 이전
까지 준공된 사업지구의 연간 총 발전량을 곱한 값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3>은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월별 전력 생산량과 가중치로 조정된 REC 발급 수

를 보여준다. <표 3>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한국남부발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앞서 

월 발전량(비율) REC 발급 수 월 발전량(비율) REC 발급 수

1 962.13 (6.93) 1123.069 7 1192.245 (8.59) 1391.683
2 1,104.47 (7.96) 1289.221 8 1339.30 (9.65) 1563.338
3 1,475.24 (10.63) 1722.057 9 1128.29 (8.14) 1317.844
4 1,202.39 (8.66) 1403.52 10 1075.96 (7.75) 1255.946
5 1,530.09 (11.03) 1786.042 11 725.61 (5.23) 846.993
6 1326.56 (9.56) 1548.465 12 815.00 (5.87) 951.327

총발전량 13,878
REC 총발급 수 16,199.50

주: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월별 발전량은 <그림 2>에서 도출된 월별 발전량 비율에 2017년 이전까지 준
공된 사업지구의 연간 총 발전량을 곱한 값임. REC 총 발급 수는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소의 발전량에 사
업소 시설물 설치 유형의 고유 가중치를 적용해서 도출하였음(Box 1 참고).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3.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월별 발전량 및 REC 발급 수

단위: MWh,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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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듯이 겨울철의 전력 생산량이 하절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C 발급 

수 역시 월별 발전량 비율과 비례하며 REC 발급은 1MWh를 생산할 때마다 사업지구 유형에 따라 

가중치로 조정되어 발급된다. 예를 들어, 가중치 1.5를 가진 사업지구가 1MWh를 생산하였다면 

1.5REC를 발급받는다. 분석대상(26개 지구)으로 한정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7년에 발

급받은 REC 개수는 1만 6,199.50개이다.

4. 분석 결과

4.1. SMP 및 REC 가격의 기초통계치와 상관계수 행렬

  <표 4>는 시간대별 SMP의 기초통계치를 보여준다. 10시 이후 SMP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주목할 점으로는 각 시간대별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SMP 생성 방식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SMP는 간단히 전력생산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표 4. 시간별 SMP의 기초통계치

단위: 원
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6시 79.89 40.58 2.05 184.9 14시 99.37 41.65 4.04 281.76
7시 84.37 40.53 11.42 234.2 15시 100.83 42.19 3.99 283.66
8시 87.89 40.36 11.42 256.53 16시 99.56 41.66 4.03 281.76
9시 94.04 42.00 11.73 281.76 17시 99.72 41.88 11.25 281.76
10시 98.84 42.34 3.61 281.76 18시 100.11 41.95 11.27 335.17
11시 100.83 42.38 3.65 281.76 19시 100.87 41.03 12.29 281.76
12시 101.57 42.48  3.59 304.24 20시 101.32 40.21 12.49 278.66
13시 95.63 39.15 3.65 247.54

주: 분석에 사용된 SMP 데이터는 2001년 5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일까지의 시간별 데이터임.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계통한계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
EkmaSmpShdGrid.do?menuId=050202: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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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가 낮을 경우 기저발전소인 원자력발전소만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다. 이 경우 SMP는 원자력 발전에 소요된 원가로 책정된다. 만약 전력 수요량이 원자력 발전의 전

력 공급량을 초과한다면, 다음 전력 생산단가가 낮은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며 이때 SMP는 석탄발

전소의 전력 생산원가가 된다. 전력 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여 석유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기 시

작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석유발전소의 전력 생산원가가 SMP가 되고, 동일한 구조로 LNG발전소

가 전력을 생산하는 시점에서는 LNG발전소의 전력 생산원가가 SMP가 된다. 이에 따라 각 시간대

의 최솟값이 매우 낮다는 것은 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혹은 석탄발전소에서만 전력 생산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각 시간대에 최댓값이 매우 높은 이유는 모든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SMP가 LNG발전소의 전력 생산원가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는 월별 REC 육지 현물가격의 기초통계치를 보여준다. 월별 REC 육지 현물가격은 평균적

으로 동절기가 하절기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절기의 최댓값이 하절기보다 높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13 REC 현물가격은 해당 월 현물시장의 REC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

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진 거래기간이 짧아 월별 REC 가격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표 5. 월별 REC 육지 현물가격의 기초통계치

단위: 천 원
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월 117.98 56.00 45.63 218.04 7월 106.68 24.17 70.58 131.78
2월 119.35 47.95 45.63 182.15 8월 107.44 28.31 71.01 140.52
3월 123.83 44.63 89.47 220 9월 111.85 32.98 73.19 156.96
4월 108.07 11.99 94.06 125.29 10월 119.24 44.51 81.81 189.88
5월 103.32 28.24 52.35 131.41 11월 121.20 50.47 84.1 222.38
6월 104.14 25.15 56.52 130.37 12월 121.84 57.35 75.7 232.59

주: REC 육지 현물가격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의 REC 육지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http://onerec.kmos.kr/po
rtal/rec/selectRecReport_SMPList.do?key=1971: 2019. 7. 15.).

13 최댓값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월별 REC 육지 현물가격의 데이터가 현재까지 월당 7~8개 수준이기 때문이다. 동절기에 가격

이 매우 높았던 이유는 REC 현물 시장의 개장이 2012년 2월에 개장되어 초기에 REC 가격이 매우 높았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인 것으

로 보이며 발전사들이 REC 의무구입량의 미달로 인한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REC 구매 수요가 증가한 것이 두 번째 요

인이다(이수일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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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한 확률적 시뮬레이션의 선행단계로서 시간대별 SMP 

간 종속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의 한 부분은 시

간대별 SMP와 발전량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대별 SMP는 상호간에 강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

시 말해서, 시간대별 SMP는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결정된

다. 따라서 위험을 고려한 수익성 분석을 위해 확률적 시뮬레이션 수행 시 확률변수 간 종속성을 부

여해야 한다.

  아래 <표 6>은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간대인 6~20시 사이 SMP의 상관계수 행렬이

다. 각 시간대별로 상호간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와 0.8 이상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상호간에는 0.9 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표 6. 시간대별 SMP의 상관계수 행렬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6시 1 0.96 0.93 0.87 0.83 0.82 0.81 0.82 0.81 0.80 0.81 0.81 0.82 0.84 0.84
7시 1 0.97 0.90 0.87 0.86 0.85 0.87 0.86 0.85 0.85 0.85 0.86 0.88 0.88
8시 1 0.95 0.91 0.90 0.89 0.91 0.90 0.89 0.90 0.90 0.90 0.91 0.91
9시 1 0.97 0.95 0.94 0.95 0.95 0.95 0.95 0.95 0.95 0.95 0.94
10시 1 0.98 0.97 0.97 0.97 0.97 0.97 0.97 0.96 0.96 0.96
11시 1 0.98 0.97 0.97 0.97 0.97 0.97 0.97 0.96 0.96
12시 1 0.97 0.97 0.97 0.97 0.97 0.97 0.96 0.96
13시 1 0.98 0.97 0.98 0.98 0.97 0.96 0.96
14시 1 0.98 0.99 0.98 0.97 0.97 0.97
15시 1 0.99 0.98 0.97 0.96 0.96
16시 1 0.99 0.97 0.96 0.96
17시 1 0.98 0.97 0.97
18시 1 0.98 0.97
19시 1 0.98
20시 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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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월별 REC 현물가격의 상관계수 행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 0.89 -0.34 0.06 0.28 0.39 0.12 0.03 0.04 -0.10 -0.15 -0.18
2월 1 -0.50 0.10 0.49 0.57 0.39 0.33 0.33 0.17  0.01  0.04
3월 1 -0.11 -0.71 -0.72 -0.60 -0.53 -0.48 -0.33 -0.32 -0.40
4월 1 0.74 0.72 0.76 0.72 0.68 0.63  0.69 0.54
5월 1 0.99 0.97  0.91 0.84 0.70 0.66 0.62
6월 1 0.94 0.87 0.81  0.66 0.63 0.59
7월 1  0.98  0.94 0.84 0.78 0.75
8월 1  0.98 0.92 0.84 0.82
9월 1 0.97 0.90 0.90
10월 1  0.95 0.95
11월 1 0.98
12월 1

자료: 저자 작성.

  시간대별 SMP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듯이 REC 월간 현물가격도 높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결

정됨을 알 수 있다<표 7>. 하지만 모든 시간대에서 SMP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

과는 다르게, REC 월간 현물가격의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SMP보다는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MP 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과 달

리 REC 월간 현물가격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심지어 음의 상관관계도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주요 이유 중 한 가지는 월별 REC 가격자료가 매우 적어 이상치(outlier)

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육지에서 적용되는 REC 가격자료는 2012년부터 측정되어 월별

로 현재 7∼8개의 자료만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표 7>의 상관

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그 이유는 변수 간 상호연관성을 부정확하게 측정하

더라도 상관관계를 부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분석 결과의 왜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은 시간대별 SMP와 육지 REC 가격14의 분포를 보여준다. 특이사항으로, 시간대별 

SMP 분포는 시간대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다봉형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확률적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률변수인 시간대별 SMP의 분포 설정이 필요하다. 이 분석의 경

14 REC 가격은 육지와 제주로 나뉘어 매월 전력거래소를 통해 공표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모두 육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육지 REC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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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단봉형이 아닌 다봉형 분포를 나타내므로 시뮬레이션 수행 시 경험분포를 이용하였다. 경험분포

를 이용할 경우 불연속적인 자료의 분포형태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 시뮬레이션 수행 시 SMP가 

다봉형 분포를 갖는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15 대안으로 혼합분포모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정

결과 적합도가 매우 낮아 실제 SMP 분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 

REC 가격 분포(<그림 3>의 우측하단)는 단봉형 분포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상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3. 시간대별 SMP와 월간 육지 REC 현물가격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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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저자 작성.

4.2.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 분석

  <표 8>은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도출된 SMP 및 REC의 수익금, 태양광 발전 수익금, 태양광 발전 

이익금, 수익률의 결과를 보여준다. SMP 수익금은 평균 약 13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REC 

15 경험분포와 코퓰라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서상택·김태후(2009) 또는 Richardson (2005)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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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의 평균은 약 18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수익금을 합친 총 태양광 발전 수익

금은 약 31억 9,000만 원이다. 여기에서 연간 운영비용 2억 1,000만 원과 내용연수 30년 기준 감가

상각비16 약 12억 700만 원을 차감할 경우 태양광 발전 이익금은 약 17억 7,700만 원 수준이다. 이 

금액을 2016년까지 투입된 총 투자금액 362억 1,400만 원으로 나눌 시 4.91%의 상당히 높은 이익

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무위험투자 수익률을 3%로 가정할 경우, 태양광 발전의 이익률

은 이보다 약 1.64배의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표 8. SMP 및 REC 수익금과 태양광 발전의 총 수익금 및 이익금 

단위: 백만 원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SMP 수익금(A) 1,374.03 567.69 79.27 3,849.03
REC 수익금(B) 1,819.83 326.24 331.47 3,281.06

태양광 발전 수익금(A+B) 3,193.86 653.76 923.59 6,176.77

총비용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20년 2,021
내용연수 30년 1,417
내용연수 40년 1,115

태양광 발전 
이익금(이익률)

내용연수 20년 1,173.16
(3.24%)

653.76
(1.81%)

-1,097.11
(-3.03%)

4,15.076
(11.48%)

내용연수 30년 1,776.73
(4.91%)

653.76
(1.81%)

-494.55
(-1.36%)

4,759.63
(13.14%)

내용연수 40년 2,078.51
(5.74%)

653.76
(1.81%)

-191.76
(-0.53%)

5061.42
(13.98%)

주 1) 태양광 발전 이익금은 태양광 발전 연간 수익금에서 연간 운영비용(2억 1,000만 원), 감가상각비(내구연수 20년
의 경우 약 18억 1,100만 원, 30년의 경우 약 12억 700만 원, 40년의 경우 약 9억 500만 원)를 차감한 것이며, 
태양광 발전 이익률은 태양광 발전 연간 이익금을 2016년까지 투입된 총 투자금액으로 나눈 것임.

    2)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20년, 30년, 40년 기준으로 정액법을 이용하여 도출하며 잔존가치는 0원으로 가정함. 
발전소 건립시기가 부지마다 다르고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어 보수적인 계측을 위해 총사업비를 모두 발전
설비 비용으로 간주한 후 정액법을 이용하여 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1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 설정은 구축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철골 등

의 구축물 등에 설치된 경우 기준 내용연수는 40년, 하한은 30년, 상한은 5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조금 더 보

수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기준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설정하고, 상한을 법률상 기준 내용연수인 40년, 하한은 김인식 

외(2016) 등에서 가정한 20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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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비의 내용연수에 따른 이익금(이익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연수 20년과 40년

의 경우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설정할 경우 이익금(이익

률)은 약 11억 7,300만 원(3.24)%,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설정할 경우 이익금(이익률)은 약 20억 7, 

900만 원(5.74%)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정한 내용연수 20년 기준의 이익

률이 무위험투자 수익률 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수리시설 유

지관리사업에 재투자를 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한다는 사업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SMP 및 REC 수익금과 태양광 발전의 총 수익금 및 이익금의 분포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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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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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양광 발전 이익률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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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양광 발전 이익률_20은 내용연수 20년의 경우를 나타내며 다른 분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4.3.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위험성 분석

  다음으로, Value at Risk(VaR) 개념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위험성을 평가한다<표 9>. 

VaR(X)는 각각 VaR(1), VaR(5), VaR(10)에서 추정하였는데, 여기서 VaR(X)는 10,000개의 시

뮬레이션 값 중 (100×X)번째 최솟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X=1 즉 VaR(1)의 경우 만약 태양광 발

전소를 100년 운영하였을 때 그 100년 중 어떤 1년은 VaR(1)에 해당하는 이익률보다 낮게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 30년을 기준으로 VaR(1)에서 이익률은 1.26%이며 

태양광 발전 이익금은 약 4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VaR(5)에서 이익률은 2.26%이며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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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8억 2,000만 원, VaR(10)의 경우 이익률은 2.73%이고 이익금은 약 9억 9,000만 원으로 계측

되었다. 내용연수 20년(40년)을 기준으로 VaR(1)에서의 이익률은 –0.41%(2.09%), VaR(5)에서

의 이익률은 0.59%(3.09%), VaR(10)에서의 이익률은 1.07%(3.57%)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장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용연수 20년 기준 VaR(1)을 제외하고는 양의 수익

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한 무위험투자 수익률 3%보

다는 낮아 이익률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Value at Risk 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VaR(X)

내구연수 20년 내구연수 30년 내구연수 40년

이익률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금
이익률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금

이익률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금

VaR(1) -0.41 -148.46 1.26 455.11 2.09 756.89
VaR(5) 0.59 213.38 2.26 816.95 3.09 1,118.73
VaR(10) 1.07 386.39 2.73 989.96 3.57 1,291.74

주 1) 이 분석에서 VaR(X)의 의미는 10,000개의 시뮬레이션 값 중 (100×X)번째 최솟값을 의미함. VaR(1)의 경우 
만약 태양광 발전소를 100년 운영하였을 때 100년 중 임의의 1년은 VaR(1)값에 해당하는 이익률보다 낮게 나
올 수 있음을 의미함. 마찬가지로 VaR(5)의 경우는 임의의 5년이 VaR(5)값에 해당하는 이익률보다, VaR(10)
의 경우는 임의의 10년이 VaR(10)값에 해당하는 이익률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2)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금은 기준 이익률이 VaR(1), VaR(5), VaR(10)일 때의 이익금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5. 결론 및 정책 제안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3020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농업분야 역시 신재생에너

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한 여러 정책적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표적인 사업이 본 연구

의 분석대상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정지원

을 통해 농업기반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 판매수입금을 기반정비 사업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투입하고 있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성 분석: 한국농어촌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129

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력 판매수입금을 수익성 지표

로 설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단순히 전력 판매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지표를 통해 적절한 성과 평

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재정투자 대비 수익 창출 규모

를 분석한 지표의 활용이 적절하다. 더 나아가 전력 판매수입은 연도별, 월별, 시간대별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분석도 실시하여 종합적인 재정투입의 효과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재정투입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순 전력 판매금액이 아닌 연간 운영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고려

하여 사업의 이익금 및 이익률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위

의 분석에서 도출된 이익률과 VaR로부터 도출된 값을 이 사업 투자비의 기회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무위험투자 수익률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본 연

구가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점은 사업의 수익성 분석에 있어서 확률변수로 설정한 시간별 

SMP와 월별 REC 육지 현물가격이 각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코퓰라 모델을 이용한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소한 점이다.

  분석 결과, SMP 수익금은 평균 약 13억 7,000만 원이며, REC 수익금의 평균은 약 18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수익금을 합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은 약 31억 9,000만 원이 된다. 여기

서 연간 운영비용 2억 1,000만 원, 내용연수 30년 기준 감가상각비 약 12억 700만 원을 차감할 경우 

태양광 발전 이익금은 약 17억 7,600만 원이며, 이 금액을 2016년까지 투입된 총 투자금액으로 나

눠보면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은 4.91%의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무위험투자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3%로 가정하더라도 평균 약 1.64배 높은 수익률

을 보였다. 감가상각비용이 가장 높은 내용연수 2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태양광 발전 이익금

은 11억 7,300만 원, 이익률은 3.24%로 역시 무위험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경

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Value at Risk(VaR) 개념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내용

연수를 30년으로 가정할 때 VaR(1)에서 이익률은 1.26%이며 태양광 발전 이익금은 약 4억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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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으로 나타났다. VaR(5)에서 이익률은 2.26%이며 이익금은 약 8억 2,000만 원, VaR(10)의 경

우 이익률은 2.73%이고 이익금은 약 9억 9,000만 원으로 계측되었다. 내용연수 20년(40년)을 기준

으로 VaR(1)에서의 이익률은 –0.41%(2.09%), VaR(5)에서의 이익률은 0.59%(3.09%), VaR(10)

에서의 이익률은 1.07%(3.57%)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장 여건이 불리한 상황

에서도 내용연수 20년 기준 VaR(1)을 제외하고는 양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대부분의 경우 이 연구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한 무위험투자 수익률 3%보다는 낮아 이익률의 변

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금보다 더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출자금의 일정비율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농어촌

공사 지사는 총 93개로, 지사의 건물을 활용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는 높은 REC 

가중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REC 가중치가 낮은 태양광 발전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

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측면에서 다양한 가격 거래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시뮬레이

션 결과 현재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의 시장상황은 시뮬레이션 결과보

다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현재 REC 육지 현물가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SMP와 REC 가격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거

래 가격 계약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0KW 이하 발전용량을 가진 사업지구는 장

기 고정가격 거래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발전용량이 큰 지구는 REC를 

현물시장을 통한 거래 이외에 다른 계약 방식의 유불리를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REC를 현물시장에서 판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한

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실적치 부분에서 판매수익금은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관리를 실적 기준

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REC는 발급시점 이후 최대 3년까지 보유가 가능하

다. 하지만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한 지사에서 REC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

을 하며, 지사 실적 및 평가 기준들 중 하나가 태양광 발전 수익금이기 때문에 발급받은 REC를 연내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3년의 보유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REC 판매 의사결정을 제한하

여 수익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사의 실적 및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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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과 연계되도록 변경하고, REC 판매는 보유기간 3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판매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수익성 제고를 위한 더 적절한 REC 판매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발전량을 확률변수가 아닌 고정변수로 취급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전량의 변동성은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자료의 

제약으로 REC 판매 전략을 간소화하였으며 REC 가격의 분포를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고 편의상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실제 판매수익 발생과정을 명확히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세 번째로, 에

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의 연계여부가 고려되지 못해 수익성의 변화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단지 정규 코퓰라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 코퓰라는 확률변수 간 꼬리 종속성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어 분포의 

꼬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위험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위험성을 이전보다 더 정확하

고 보수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정

된 사항들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는 앞서 한계점으로 밝혔듯

이 가용 자료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도출되었다. 특히 비용부분에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

혀둔다. 또한 현재 전반적인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인용하여 수익성만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이 옹호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용성, 자연경관 훼손 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2 제42권 제4호

참고 문헌

구본상. 2013. “녹색 건설 사업의 FiT 및 CDM 보조방안에 의한 수익성 향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제14권 제3호. pp. 123-138. DOI: 10.6106/KJCEM.2013.14.3.123

김영경, 장병만. 2012.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의 에너지균등화비용(LOCE) 추정: 재무적 투자자 참여사업을 대상으

로.” 신재생에너지 제8권 제3호. pp. 23-29. UCI: G704-SER000010498.2012.8.3.002 

김인식, 이정기, 이경수. 2016.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신우디엔디.

김종민, 김기영. 2008.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가스)의 경제성 분석 연구.” 한국태양에너

지학회 제28권 제6호. pp. 70-77. UCI: G704-000882.2008.28.6.005 

김태후, 김성섭, 서상택. 2017a.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조정 방안.” 농업경제연구 제58권 제1호. pp. 1-24.

       UCI: G704-000586.2017.58.1.002 

      . 2017b. “스튜던트 T 코퓰라 모델을 이용한 지역별 쌀 생산량의 공간적 종속성 추정.” 농업경제연구 제58

권 제3호. pp. 25-44.

김태후, 서상택. 2011. “저장사과 최적 출하시기 결정 모형 개발: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모델을 중심으로.” 농업경제

연구 제52권 제1호. pp. 29-48. UCI: G704-000586.2011.52.1.001 

서미자, 우제택, 이재환, 서태원, 한명희. 2015. “임차공간 설치 태양광 발전시스템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전자통신학회 제10권 제12호. pp. 1373-1380. UCI: G704-SER000000489.2015.10.12.002 

서상택, 김태후. 2009. “저장사과 출하시기별 기대소득의 확률 우위성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0권 제1호. pp. 

85-101.  UCI: G704-000586.2009.50.1.002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onerec.kmos.kr>. 검색일: 2019. 1. 8. 

이수일, 노재형, 백철우. 2015.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kpx.or.kr/epsisnew>. 검색일: 2019. 1. 8. 

하승룡, 황원호, 홍태훈, 현창택. 2008. “태양광 발전사업과 일반보급사업의 경제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제28권 제1호. pp. 693-696. 

한국에너지공단.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www.knrec.or.kr/pds/statistics_read.aspx?no=78&searchfield=

&searchword=&page=1>. 검색일: 2019. 1. 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검색일: 2019. 1. 8.

Goodwin, B. K. and A. Hungerford. 2015. “Copula-based Models of Systemic Risk in US Agriculture: Implications for 

Crop Insurance and Reinsurance Contrac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97, no.3, pp. 

879-896. DOI: 10.1093/ajae/aau086 

Goodwin, B. K. and O. Mahul. 2004. “Risk Modeling Concepts Relating to the Design and Rating of Agricultural 

Insurance Contrac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392. DOI: 10.1596/1813-9450-3392   

Hu, L. 2006. “Dependence Pattern across Financial Markets: A Mixed Copula Approach.” Applied Finicial 

Economics. vol. 10, pp. 717-729. DOI: 10.1080/09603100500426515 

Patton, A. J. 2006. “Modelling Asymmetric Exchange Rate Depende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7, pp. 

527-556. DOI: 10.1111/j.1468-2354.2006.00387.x 

Richardson, J. W. 2005. Simulation for Applied Risk Management with Simetar. Lecture Note. Texas A&M 

University. May 2005.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 및 위험성 분석: 한국농어촌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133

Zimmer, D. M. 2012. “The Role of Copulas in the Housing Cri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4, pp. 

607-620. DOI: 10.1162/rest_a_00172 

Zimmer, D. M. 2015. “Analyzing Comovements in Housing Prices using Vine Copulas.” Economic Inquiry. vol. 53, 

pp. 1156-1169. DOI: 10.1111/ecin.12156 

   원고 접수일: 2019년 04월 12일

   원고 심사일: 2019년 04월 24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2월 18일



134 제42권 제4호

부록. 두 확률변수 간 종속성에 따른 확률 분포의 변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두 확률변수 간의 종속성 반영 여부가 두 확률변수로부터 새롭게 

표현된 확률변수의 확률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확률변수

가 독립적일 경우, 양의 종속성을 가질 경우, 음의 종속성을 가질 경우 등 총 3개의 사례를 들어 두 

확률변수로부터 새로이 정의된 확률변수의 기초통계치, 분포모양을 비교한 후 VaR(X)를 제시하

고자 하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두 확률변수 와 는 아래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     ∼  

  2. 종속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두 확률변수가 1) 독립적일 경우(상관관계가 0), 2) 양의 

종속성을 가질 경우(상관관계 0.8), 3) 음의 종속성을 가질 경우(상관관계 –0.8)를 가정한다.

  3. 새롭게 정의된 확률변수    라고 하자. 두 확률변수 ,로부터 앞서 언급된 세 가지 경

우의 상관관계를 부여한 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각각 100,000번을 반복 추출한

다. 추출된 값들로부터 확률변수 의 기초통계치, 확률분포, VaR(X)의 비교를 통해 종속성에 

따른 차이를 제시한다. 

  <부표 1>은 종속성에 따른 확률변수 Z의 기초통계치를 나타낸다. 독립성, 양의 종속성, 음의 종속

성이 부과되더라도 평균은 약 20으로 사실상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나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에

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편차 크기는 양의 종속성>독립성>음의 종속성 순으로 나

타났으며 이에 따라 최솟값도 양의 종속성(음의 종속성)이 부과될 때 가장 작았으나(컸으나) 반대

로 최댓값 역시 양의 종속성(음의 종속성)이 부과될 때 가장 컸다(작았다). 독립성 가정이 부여될 경

우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모두 양의 종속성과 음의 종속성 사이에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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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종속성에 따른 확률변수 𝑍의 기초통계치

가정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독립성 20.01 3.61 3.75 35.53
양의 종속성 19.99 4.77 0.20 43.21
음의 종속성 20.0 1.84 11.35 27.67

  <부도 1>은 종속성 반영 유무에 따른 확률변수 Z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양의 종속성을 부과할 

경우 독립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분포가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의 종속성일 경우

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확률변수들 간에 종속성을 무시할 경우 분포의 꼬리 부분을 이용한 위

험성 분석 시 종속성에 따라 위험을 상당히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부도 1. 종속성에 따른 확률분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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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는 종속성에 따른 분포의 꼬리 부분의 위험도를 계측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추

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VaR(X)를 계측한 결과를 보여준다. 양의 종속성 부과 시 V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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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5), VaR(10) 모두 독립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평균값으로부터 더 멀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호간에 종속성을 가지는 확률분포들을 이용하여 도출된 새로운 확률변수 분포의 꼬리부분을 이

용한 위험성 분석 시 반드시 확률변수 간의 종속성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표 2. 종속성에 따른 VaR(X)

가정 VaR(1) VaR(5) VaR(10)

독립성 11.60 14.08 15.39
양의 종속성 부과 가정 8.91 12.14 13.86
음의 종속성 부과 가정 15.73 16.99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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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논문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농촌경제｣ 기고안내에 따른다.

제18조(중복 투고 게재 금지) 「농촌경제｣에 투고한 논문은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 학술지 심사에서 게재불가 처리된 원고는 재투고할 수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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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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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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 작성 양식에 맞추어 20장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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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논문투고관리시스템으로 투고 (http://jrd.jams.o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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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