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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에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국무총리실 소속 연구기관입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  

농림식품산업의 불확실성에 대응력을 기르고, 신성장동력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농업·농촌 혁신성장 및 중장기 농정 방향 

정립 연구, 농가 경영안정 및 공익적 역할 강화 연구, 농촌 공동체 역량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연구,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연구, 통상여건 변화 대응 및 국제농업

협력 내실화 연구를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요약집은 2019년에 발간한 30개 기본·일반연구보고서의 핵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많은 분들이 쉽게 보고서를 읽는 데 발간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거나, 해당 연구자와 

교류를 원하면 요약자료에 기입된 연구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보고서를 검색하면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농업인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2019년도 주요 연구결과를 

파악하고 당면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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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급식의 개념과 정부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 추진 체계와 실태, 공공급

식 동향과 실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방문조사를 추진하였다. 공공급식과 급식 식

재료 공급에 관한 현황과 주요 사례를 파악하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

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 식재료 공급업체와 지역 공공급식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

였다. 주요 공공급식 시설· 기관의 공공급식 현황과 식재료 이용 실태를 구

체적으로 파악하여 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어

린이집·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공공급식과 식재료 공급 실태는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검토

하여 정리하였으며, 영국, 핀란드, 덴마크 등은 해외 출장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

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과제의 추진은 ① 공공급식에 대한 균형

적 관점을 견지하고 ② 대상별 차별적 필요와 중장기 수요 변화를 고려한 정

책 접근 ③ 연계·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해서는 ① 체계적·차

별적 전략 수립 ② 식재료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 지원 ③ 자율적 실천 활

성화 기반 구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첫째, 체계적·차별적 전략 수립 차원에서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한 공공급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 대상 시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며, 지역

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시설과

의 연계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연구 

결과

연구 방법

9

연구자 _ 황윤재·홍연아·박시현·최준영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

●●●  정부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 보장,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먹거

리 순환 체계 구축 등을 실현하면서, 지역이 직면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

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

역 푸드시스템에 기반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 대응을 통

해 지역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국민의 기본적 식생활 필요·요구 충족,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먹거리 순

환 체계 구축 등 공공급식을 통해 국가·사회 및 국민적으로 요구·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에 관한 정책 현

황과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급식에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

구는 공공급식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푸드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체계적으

로 공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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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되는 식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셋째,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실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지역산·친환경 식재

료 등 우수 식재료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전환을 통해서 자율적인 수요가 창

출될 수 있도록 우수식재료 이용 급식시설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급식 기관·시설과 민간 공급업체 등이 식재료 공급·구매 과

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검토해야 할 요소들과 식재로 공급·구매 과정에 반

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하여 식재료 구매 가이드라인을 작성·제

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이밖에 관련 주체별로 공공급식에 관한 인식·이해와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생산, 공급, 소비주체별

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면서 공공급식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과 이

해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 

관련 주체들이 공공급식 및 관련 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

기 위한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또한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업은 정부지원 여부, 대상계

층 유형(취약계층 여부), 식재료 공급 가능 일수(연중 공급 가능 여부), 사

회적 요구, 시설(급식)규모, 식재료·식단 특수성, 기관·시설 입지 보편성 등

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둘째, 식재료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① 공공급식지원

센터 운영 지원 ② 식재료 효율적 공급 지원 수단 마련 ③ 지역 연계 활성

화 플랫폼 구축 ④ 식재료 가공·개발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시스템을 적용한 공공급식식재

료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표준 식재료 코드를 도입하여 수발주 및 

물류·품질 관리를 체계화·효율화하며, 안전성 검사 체계 마련, 검사 비용 지

원 등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급식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권장식단제를 도

입하여 품목별 식재료 공급을 규모화하고 사전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동구매를 활성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기능을 보완하

고, 식재료 공급 창구를 단일화하여 식재료 배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규모 

영세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부엌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역 연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기관·시

설과 기타 다양한 급식 기관·시설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외의 경로를 통해

서도 지역산 식재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지역 생산자 및 지역산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 기관·시설과 지역 생산자·공급업체를 연결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

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또한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재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의 가공·공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과의 연계를 고려할 경우, 지역 가공시설·업체 등이 지역 공공급식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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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생산과정에서부터 상품화, 유통물류, 저장, 가

공, 소매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인, 정보체계에 대한 요구가 커

지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과 유통, 가공, 소비 등 공급 체인에 대한 정보 코드

와 정보전달 체계가 단절되어 관련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농산물 규격 표준화와 물류 표준화 실태를 심층조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의 포장 규격화 및 물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

하는 데에 있다. 또한, 포장, 물류 및 이력추적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물류 효율

을 증진하고 얼굴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  이 연구는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으로 구분되며, 정성분석으로는 선행연구, 관

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계량모형 

분석, 전문가 원고위탁과 연구협의회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상공회의소, 농협

중앙회,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  주요 도매시장 농산물 표준화 실태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품목별 경매사(87

명), 주 취급 중도매인(190명)을 대상으로 도매시장에서의 품목별 주 출하 단

위, 출하형태, 과대포장 및 허위표시 여부, 표준규격 준수 여부, 등급 및 크기 규

격, 팰릿 출하비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심층면접조사는 산지조직(부산 대저농협, 부여 세도농협, 대관령 원예농협, 

합천 동부농협, 제주 원예협동조합, 농협중앙회 등), 유통인(농산무역, 합천

유통, 제주 농협공판장 등), 도매시장(품목별 경매사 및 중도매인), 대형유통

연구 방법●●●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품종, 자연조건, 생산기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

산되어 생산물의 크기, 모양, 품질 등이 고르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효율

적인 농산물 시장거래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격화 과정과 생산

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중간물류의 효율화와 편의성 도모를 위한 물류 기

기, 장비 등의 물류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준규격화 정책을 추진하도

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 적재함, 팰릿 화물 적재기준 등 물류표

준규격을 만들고 표준 팰릿 공동이용제도(Pallet Pool System), 물류 정보 표준

화, 국제표준화 등 국가 물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팰릿 출하율은 

2017년 21.5%에 머물고 있으며, 청과물의 50% 이상이 유통되는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율은 2017년 2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매시장은 산지조직의 

출하여건 미비, 물류 효율화에 대한 인식 부족,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여건 미

비(시설 및 보관 관리 등)로 인해 팰릿 출하 및 하역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글로벌시대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 실태와 과제

연구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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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도록 거래 단위, 포장 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등으로 표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현재 119개 품목의 거래 단위, 115개 포장 치

수, 7종의 포장재, 7종의 표시사항이 있으며, 수송 포장계열 치수는 2개의 표

준 팰릿(1,100×1,100㎜, 1,200×1,000㎜)에 각각 69개와 40개의 치수가 있

다. 포장재(골판지상자) 종류는 6가지 형식(홈판형, 씌운형, 접는형, 미닫이

형, 고정형, 호부조립형)에 따라 총 36개 종류로 나뉜다.

●●●  표준규격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

업을 들 수 있으며,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 농산물을 공동선별할 

경우, 일정 비율의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  물류 표준화 사업은 1995년 8월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물류 표준화  

정책이 시달되면서 추진되었고, 199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농림부)되어,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후 2003년 2월 참여정부 대통령 공

약사항으로 추진되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2010년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

편에 따라 물류 표준화와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이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

되었다. 

●●●  물류 표준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는 물류 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대표

적이며,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이 물류 기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출

하할 경우, 이용료(VAT 포함)의 60%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  배추,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감귤 등 5개 품목의 유통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물류 표준화 부문에서는 산지 출하조직의 조직·규모화 미흡으로 물류 

효율성 저하, 가락동 도매시장으로의 물량 집중현상 심화, 농산물 물류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물류표준과 불일치한 포장규격(포장 용기·포장재·포장형

태), 물류 활동 수행 주체의 특성에 따른 비효율성, 물류의 계절성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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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이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등)를 수시로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

하였다. 

●●●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 및 유통주체, 대형유통업체, 연구기관, 대학교의 전문

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   정량분석으로는 농산물 물류 및 상품 표준화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 분석을 위

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내부자료와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품

목별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현재의 출하 포장규격 형태에서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절감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물류비 절감효과를 

계산하였다.

●●●   농식품의 표준화 정책은 크게 표준규격화와 물류 표준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농산물 표준규격화 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곡물과 

수출농산물의 수매 중심의 국정검사 규격만이 이루어졌으며, 1970~1980년

대에 들어서는 농협의 자체 표준규격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상업농 전환과 

공영도매시장 등장 후 1992년 표준규격화 업무가 농협에서 정부(농산물품

질관리원)로 이관하고 포장 규격화와 등급 규격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

다. 1997~1998년에는 농산물 포장규격을 국가 물류 표준화 규격에 맞게 개

편하고, 한국산업규격의 수송 포장계열 치수 모듈에 맞게 팰릿 표준화를 추

진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등급규격을 소비자 지향적, 전자상거래 등 

거래방법의 다양화 추세에 부합하여 품질기준 정비와 소포장 규격을 제정하

게 되었다.

●●●  표준규격화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나뉜다. 포장규격은 물류 표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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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물류 환경과의 Hybrid 물류 시스템 도입, 농식품 코드와 GS1 코드의 

공존, 조합 단위 표준코드 공유, 대규모 코드 사업자 중심 코드 활용 등의 전

략을 제시하였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7 Email_brkim@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 TEL_061-820-2325 Email_song9370@krei.re.kr

주재창    위촉부연구위원 TEL_061-820-2142 Email_mariajjc@krei.re.kr

하수안    연구원 TEL_061-820-2242 Email_93swan@krei.re.kr 

전창곤 명예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18 Email_cgjeon@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17

문 물류 기업의 농산물 물류 산업 진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 위험

성에 따른 물류 표준화의 어려움, 포장규격 간 포장 치수의 불일치, 산지 출하 

주체별 임의 규격 출하 설정에 따른 비효율성, 표준코드의 불일치 및 연계 활

용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상품 표준화 부문에서는 등급규격과 크기 규격 표시상의 불일치, 품종과 품질

의 다양성에 따른 획일적 등급규격 적용의 어려움, 동일 품목의 이중포장에 

따른 유통비용 증대, 브랜드 중심의 포장표시로 포장 규격화의 신뢰도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산물 표준코드 부문에서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코드 분류, 표준

품목 코드의 개정 지연, 정확한 표준품목 코드의 적용 한계, 표준품목 코드의 

자동인식 불가, 국제 표준코드 GS1 GPC의 국내농산물 코드의 낮은 수용률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한편, 배추, 방울토마토, 딸기, 감귤 등 4개 품목을 현재의 출하 포장규격 형태

에서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비용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물류비보다 

4.2~15.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 유통실태 및 물류 표준화 실태, 농산물 표준코드 활용 

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

다. 먼저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산지유통센터(APC) 및 영농조합법인

을 통한 공동선별 확대, 농산물 물류 관련 인프라 확대, 팰릿 단위 거래방식 확

대를 위한 산지 지원, 농산물 전문 수송체계 구축, 물류 정보수집을 위한 농산

물 상품 코드의 정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농산물 표준규격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단순화, 농산물 등급표준

에 대한 교육 강화, 농산물 포장의 개선, 농산물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글로벌 물류 표준화를 위한 GS1 표준 적용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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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관련 문헌 및 관련 법·제도와 합의서 분석, 과거 남북한 간 농업협

력 사례 검토, 북한농업 및 농업협력 전문가 자문 활용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

였다. 관련 법·제도와 합의서 검토는 남북한 간 경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동향 

및 쟁점, 남북한 간 경제·농업협력에 대한 법·제도 실태, 기 체결된 남북합의

서상의 농업협력사업 분석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과거 농업협력 사례

로는 민간지원단체의 농업지원 사례, 지자체의 대북 농업개발협력 사례, 국

제사회의 농업지원 및 개발협력 사례 등을 참조하였다. 이외에 농업 및 비농

업분야의 북한·통일 전문가의 자문,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민

간지원단체 전문가들의 자문, 대북 협의 경험을 보유한 실무 전문가의 자문

과 함께 관련 연구자료와 보고서도 활용하였다.

●●●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

여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북 경제·농업협력을 차별화하여 추진하

는 데 중요한 기점으로는 ① 대북 제재 해소의 시작, ② 북한의 본격 개혁·개방 

착수, ③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를 들 수 있다.

●●●  남·북·미 대화가 결정적인 진전에 도달하지 못한 현 시점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엄존하고 있어 남북 농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없다. 이 시기에는 대

북 경제협력 추진 여건을 조성하면서 인도적 지원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과거에 추진했거나 남북 당국 간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농업협력사업

의 점검,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구축과 제도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즉시 농업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협력 환경과 능력은 당분간 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과거 추진했던 경험이 있거나 남북한 당국 간에 합의했

던 농업개발협력 사업을 재정비하여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적합한 다른 농업협력 활동은 북한 농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

연구 배경과

목적

●●●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였다. 남·북·미 3자는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필요한 실

무적 조치를 추구하기로 하였다. 남북 관계도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최근 한

반도 정세가 일시적으로 교착된 상태이나, 3국이 대화를 모색하고 있어 여전

히 긍정적인 전망은 가능하다.

●●●  대화가 진전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열릴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국제사회

는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대북 제재 해소는 곧 대북 경제교

류협력의 재개를 의미한다. 북한도 전향적으로 변화한다면 국제사회와 북한

의 경제교류협력은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남북관계도 해

빙될 수 있으며 농업분야 교류협력도 재개될 수 있다.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조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연구자 _ 김영훈·전형진·손학기·박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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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21

농단지(혹은 농업특구) 공동개발사업, 산림녹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  대외 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그것을 통해 상호 신뢰 수준이 충분히 높아

지면 북한은 개혁·개방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이 단계의 대북 농업교

류협력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가 더 확산되고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 운영 역량이 높아지면, 경협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

과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따라서 이에 적

합한 농업협력과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이 시기에는 인적 교류가 핵심인 지식경험 공유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

다. 이전 단계의 주요 농업협력 과제로 소개되었던 영농단지 공동 개발협력사

업은 이 단계에서 새롭게 진화해 상업적 교류의 토대와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영농단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농기업의 투자, 시장생산, 교역, 계약재배 등의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된다면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은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이 시기에 북한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지향형 농업개발계획을 종합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농업에 대한 재

정·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추구하는 농업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제전환기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시장지향 농업개발 지원을 위해 EU가 기획

했던 SAPARD 프로그램을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개발금융기

구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20

연구자 _ 김종선·차원규·최지현·박차미·원지은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연구 배경과

목적

●●●   최근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해외농업자원개발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민

간의 해외농업 진출 다양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에 진출한 한국 농기업은 사전 조사 부족, 기자재와 현

지 인력확보의 어려움, 기타 행정 및 제도 절차 문제 등으로 낮은 현지정착률

을 보임.

●●●  본 연구는 농업분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분석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해

외 진출 투자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부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북방지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국내 농식품산업 민간기

업의 해외투자실태를 분석하고 진출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세부 목적으로는 1) 북방지역의 농산업 여건, 해외투자환경 분석 및 북방지역 

투자방향 설정, 2) 해외 진출 이전 단계, 진출 이후 단계 기업의 투자형태 및 문

제점 분석, 3) 민간기업의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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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   FAO, World Bank, OECD, 헤리티지재단,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통계자료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북방지역 국가의 농업 현

황, 투자환경 등을 파악함.

●●●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

개발협회 면담을 통해 지원사업 및 신고기업 현황과 실적을 파악함.

●●●  해외 진출 이전 및 이후 단계 기업의 투자실태, 경영성과, 현행 지원정책의 만

족도 등의 분석을 위해 국내 및 국외(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면담 조사와 온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함.

●●●   그 외에도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정책 및 민간기업 진출사례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원고를 위탁함.

▶ 북방지역 농업여건 및 투자환경

●●●  북방지역 내 국가는 동부권(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3성), 중부권(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서부

권(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의 3개 

권역으로 구분 가능함.

●●●   동부권역 국가들은 주로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을 생산하고 가공식품류는 

수입에 의존함. 곡물 저장과 가공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경향이 있음. 

향후 곡물 생산, 식품(곡물) 가공, 물류(곡물저장 등)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유

망할 것으로 보임.

●●●  중부권역 국가들은 밀, 면화, 토마토, 포도 등을 주로 생산하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대규모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 국가를 중심으로 과일류를 수

출하고 밀, 설탕, 식품류를 수입함. 농업생산 및 물류 인프라와 종자, 수자원관

리, ICT분야의 가치사슬이 열악한 상황을 보이며, 향후 유망 투자분야는 과일 

및 채소류 가공, 종자산업, 시설원예 기자재 등이 있음. 

●●●  서부권역 국가들은 밀, 포도, 감자, 축산물 등을 주로 생산하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중심으로 해바라기씨, 밀,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음. 농업생산 및 

물류 인프라와 종자, 비료, 농기계 등 전반적인 가치사슬이 열악하며, 향후 농

기자재, 축산물 가공 등의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이상의 국가의 농업여건과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동부권에서는 러시아(연해

주), 중부권에서는 카자흐스탄, 서부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거점 국가로 선정

하였음. 

▶ 국내외 농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현황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국내 농기업의 해

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농식품산업의 저변 확대 및 

해외 식량 확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크게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류됨. 융자사업은 진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금액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제공함. 보조사업은 진출 대상국가의 환경조사지원, 

인력양성,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됨. 2019년 기준 융자

사업 총예산은 119.7억 원, 보조사업 예산은 31.6억 원임.

●●●  2018년 12월까지 해외농업 활동을 신고한 기업은 29개국 184개 기업에 해당

함. 전반적으로 남방지역에 진출하여 곡물을 취급하는 생산형 기업의 비중이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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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인프라와 종자, 비료, 농기계 등 전반적인 가치사슬이 열악하며, 향후 농

기자재, 축산물 가공 등의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이상의 국가의 농업여건과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동부권에서는 러시아(연해

주), 중부권에서는 카자흐스탄, 서부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거점 국가로 선정

하였음. 

▶ 국내외 농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현황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국내 농기업의 해

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농식품산업의 저변 확대 및 

해외 식량 확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크게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분류됨. 융자사업은 진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금액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제공함. 보조사업은 진출 대상국가의 환경조사지원, 

인력양성,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됨. 2019년 기준 융자

사업 총예산은 119.7억 원, 보조사업 예산은 31.6억 원임.

●●●  2018년 12월까지 해외농업 활동을 신고한 기업은 29개국 184개 기업에 해당

함. 전반적으로 남방지역에 진출하여 곡물을 취급하는 생산형 기업의 비중이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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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특히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생산형, 곡물 취급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8년 12월 기준, 한국은 해외에 9만여 ha의 재배면적을 개발하고 62.2만 톤

의 농산물을 생산 및 확보하여 4.7만 톤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점차 해외농업

개발 실적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관리체

계 부재, 해외농업개발 현황, 정보수집 등 최근 동향 분석 및 자료수집 부족 등

을 들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식량안보 보장과 자국 농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

산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상

담창구 운영, 자금조달 지원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민

관협력, 산학관협력 등 투자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고, 자금융자, 무

역보험 등 간접, 측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농업 진출실태 분석

●●●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184곳을 대상으로 사업지속성을 분석하고, 미신고기업과 신고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진출 이후 및 진출 이전 단계 기업 5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음.

●●● Kaplan-Meire(1958)의 생존분석 추정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생

존율을 진출지역별, 진출유형별, 투자형태별, 투자금액별로 분석해보면, 기타

지역, 생산형, 합작투자형, 소규모 투자금을 투입할 경우에 높은 생존율을 보이

고 있음. 북방지역 신고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생산형, 단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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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금 투입 시에 높은 생존율을 보였음. 신고기업의 평균 사업 지속기

간은 5.9년으로 진출 6년 후에는 대개의 진출 신고기업이 안정화 및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음.

●●●   Cox 비례위험회귀모형(1972)에 따라 기업의 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사업지속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방지역 진출기업이나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

한 기업들이 더 높은 사업지속성 혹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 현재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북방기업의 경우 농축산물을 취

급하는 생산형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시기별로 비교하면, 2010년 이전 

진출기업은 현지에서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2011년 이후 진출기업의 경우 다변화된 진출 방식 및 취급품목을 기

반으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을 현지 시장과 인근 수출시장으로 판로를 확보하

여 사업성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임.

●●●  또한,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은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

과 낮은 투자금액을 들여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독투자 진출과 직접 운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평균 매출액은 농

축산물 취급, 생산형 진출기업이 높았으나, 초기 투자금 대비 매출은 농자재 

취급, 제조가공형 진출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은 정부 지원사업 중 정보교류 지원사업에 가장 많

이 참여하였으며, 융자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향후 정책 지원사

업 개선사항으로는 세부적인 기업 수요파악, 사업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 있었음.

●●●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허가 등을 위한 법, 제

도, 규제 등 행정절차 극복’,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해당 국가의 시장정

보 미흡’, ‘유통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있었음. 특히 최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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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특히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생산형, 곡물 취급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8년 12월 기준, 한국은 해외에 9만여 ha의 재배면적을 개발하고 62.2만 톤

의 농산물을 생산 및 확보하여 4.7만 톤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점차 해외농업

개발 실적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해외농업개발 신고업체 관리체

계 부재, 해외농업개발 현황, 정보수집 등 최근 동향 분석 및 자료수집 부족 등

을 들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식량안보 보장과 자국 농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

산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의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상

담창구 운영, 자금조달 지원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민

관협력, 산학관협력 등 투자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고, 자금융자, 무

역보험 등 간접, 측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농업 진출실태 분석

●●●  우리나라 농기업의 해외 진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 

184곳을 대상으로 사업지속성을 분석하고, 미신고기업과 신고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진출 이후 및 진출 이전 단계 기업 5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음.

●●● Kaplan-Meire(1958)의 생존분석 추정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 신고기업의 생

존율을 진출지역별, 진출유형별, 투자형태별, 투자금액별로 분석해보면, 기타

지역, 생산형, 합작투자형, 소규모 투자금을 투입할 경우에 높은 생존율을 보이

고 있음. 북방지역 신고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생산형, 단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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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금 투입 시에 높은 생존율을 보였음. 신고기업의 평균 사업 지속기

간은 5.9년으로 진출 6년 후에는 대개의 진출 신고기업이 안정화 및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음.

●●●   Cox 비례위험회귀모형(1972)에 따라 기업의 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사업지속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방지역 진출기업이나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

한 기업들이 더 높은 사업지속성 혹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 현재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북방기업의 경우 농축산물을 취

급하는 생산형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시기별로 비교하면, 2010년 이전 

진출기업은 현지에서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2011년 이후 진출기업의 경우 다변화된 진출 방식 및 취급품목을 기

반으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을 현지 시장과 인근 수출시장으로 판로를 확보하

여 사업성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임.

●●●  또한,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은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

과 낮은 투자금액을 들여 해외농업개발 활동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독투자 진출과 직접 운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평균 매출액은 농

축산물 취급, 생산형 진출기업이 높았으나, 초기 투자금 대비 매출은 농자재 

취급, 제조가공형 진출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은 정부 지원사업 중 정보교류 지원사업에 가장 많

이 참여하였으며, 융자 지원사업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향후 정책 지원사

업 개선사항으로는 세부적인 기업 수요파악, 사업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 있었음.

●●●  북방지역 진출 활동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허가 등을 위한 법, 제

도, 규제 등 행정절차 극복’,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 ‘해당 국가의 시장정

보 미흡’, ‘유통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있었음. 특히 최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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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 침체로 물류 접근성 및 유통시장 확보의 어려움을 공

통으로 제시함.

●●●  철수 기업의 경우 전체 응답 기업의 절반 정도가 제조·가공형 기업에 해당하였

으며, 그 외에도 농축산물, 농자재 등을 취급하였음.

●●●  철수 기업의 주된 사유로는 사전조사 부족으로 인한 실이익 미미, 농작물 피

해, 가격과 판로문제,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 형성 문제 등이 제시되었음.

●●●  진출 이전 기업의 경우 농자재를 취급하는 제조가공형 기업 유형이 대다수를 차

지했으며, 단독투자,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경영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응답 기업 중 81%가 미신고기업에 해당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사전 정보 미흡, 필요성 부족 등이 있었음.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전체 진출 이전 기업 응답 수의 27.3%에 불과하였음. 그중, 기업의 참

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지원사업은 정보교류 지원사업이었음.

●●●  사업 계획 단계의 애로사항은 ‘미흡한 시장정보’, ‘운영비 등 필요자금 확보’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단기간의 제한적인 정부지원을 통한 정보제공

이 아닌 상시 지원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현지 지원센터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

이 많았음.

▶ 북방지역 농업분야 민간투자 촉진 방안

●●●  북방지역 농업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는 북방지역 권역

별 거점 국가 육성,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선, 해외정보 수집 및 제

공시스템 구축,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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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  앞서 선정된 권역별 거점국가는 러시아 연해주(동부권), 카자흐스탄(중부권), 

우크라이나(서부권)이며, 각 권역의 투자 유망분야를 고려하여 ODA 사업(민

관협력 포함)과의 연계, 농업투자협력지원센터(가칭) 설치 등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거점 국가의 권역 내 유통과 물류 중심지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융자사업의 안정적, 전문

적 관리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책자금으로 출

자방식을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운영주체 간 업무분담 명확화, 보조사업 내용

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 강화에 기반을 둔 전반적인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함.

●●●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경영활동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파

악과 더불어,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

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농업투자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

하여 해외농업투자 관련 주체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

게 하는 산학관연 협력체계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한 국내외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한국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

할 수 있는 해외농업 민간투자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함.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 침체로 물류 접근성 및 유통시장 확보의 어려움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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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보험자료 분석, 계량모형 분석 등을 활용하

였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국내외 농업정책보험 관련 선행 연구자료 등을 활용

하였으며 위탁연구를 통해 외국의 농업정책보험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설문

조사는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1,102명에게 이메일과 전화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보험자료는 농식품부 내부자료, NH농협손해·생명보험 내부자료 등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인

식과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효율성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농업보험별로 효율적 운용

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가입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인·농작업 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차별화하고 과다보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 제거 및 사각지대에 있는 

농작업근로자 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축재해보험은 고위험군 축

종의 가입 편중 완화,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축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인

수시스템 정비, 법정전염병과 연계한 국가재보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가소유의 농기계 가입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개별보험에 대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농업정책보험 발전단계를 도

입-성장-성숙단계로 구분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도입단계에서는 첫째, 역선택 완화를 위한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 농작물재

해보험은 역선택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농가들의 보험요

율 할인폭을 강화하고 위험률이 높은 농가들에 차등보조가 필요하다. 가축

재해보험은 축종별 가입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축종별로 상품 개선이 필

요하다. 둘째, 농업인안전보험 상품별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상품별로 단일 보험료인 것을 고려하여 상품유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재 일반형 상품이 4가지로 구성되었으나 상품별로 보장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형 상품 3, 4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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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농업보험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경영위험에 

대해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경영 위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재해인데, 최근 극심한 가뭄, 이상고온 등 기상

이변이 빈번해졌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빈도, 규모가 점점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 증가로 자연재해 위험노출이 

커졌으며, 농업생산이 노지 중심에서 시설, 축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단순히 

기상이변뿐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충해, 질병 등 환경적 

외부 요인 역시 농업경영에 큰 위험이 되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은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급격한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외부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러

한 다양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의 경영안전망정책 중 최근 보험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외연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

둔 만큼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년 전 농업보

험도입기와 현재를 비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정책 전반을 

살펴본 후, 정책으로서 효율성 유지 등 정책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_ 김미복·김태후·하인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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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인

식과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효율성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농업보험별로 효율적 운용

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가입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인·농작업 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차별화하고 과다보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 제거 및 사각지대에 있는 

농작업근로자 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축재해보험은 고위험군 축

종의 가입 편중 완화,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축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인

수시스템 정비, 법정전염병과 연계한 국가재보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가소유의 농기계 가입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개별보험에 대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농업정책보험 발전단계를 도

입-성장-성숙단계로 구분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도입단계에서는 첫째, 역선택 완화를 위한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 농작물재

해보험은 역선택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농가들의 보험요

율 할인폭을 강화하고 위험률이 높은 농가들에 차등보조가 필요하다. 가축

재해보험은 축종별 가입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축종별로 상품 개선이 필

요하다. 둘째, 농업인안전보험 상품별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상품별로 단일 보험료인 것을 고려하여 상품유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재 일반형 상품이 4가지로 구성되었으나 상품별로 보장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형 상품 3, 4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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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농업보험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경영위험에 

대해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경영 위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재해인데, 최근 극심한 가뭄, 이상고온 등 기상

이변이 빈번해졌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빈도, 규모가 점점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 증가로 자연재해 위험노출이 

커졌으며, 농업생산이 노지 중심에서 시설, 축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단순히 

기상이변뿐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충해, 질병 등 환경적 

외부 요인 역시 농업경영에 큰 위험이 되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은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급격한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외부효과가 커지고 있다. 이러

한 다양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의 경영안전망정책 중 최근 보험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외연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

둔 만큼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년 전 농업보

험도입기와 현재를 비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정책 전반을 

살펴본 후, 정책으로서 효율성 유지 등 정책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_ 김미복·김태후·하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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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다섯째, 홍보 및 교육 등 접근성 측면에서 농가의 가입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

보험정책 확산 등 가입률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편 보험정책에 대한 경

영체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가축재해보

험에서 국가 법정전염성 보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법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살처분에 대한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살

처분 후에 발생하는 간접손실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하여 축산농가 위험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  성장단계에서는 첫째, 농작물 기초농업재해보험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현

재 재해대책사업은 생계구호적 대책으로 보상액이 낮아 재해의 발생과 보상 

간의 괴리를 상쇄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기초농업재해보험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구매보험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지역요율 산정 기준인 

시군 단위를 세분화하여 필요할 경우 더 낮은 세부 단위로 요율 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연계를 강화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농가책임을 확대한

다.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과 타 정부 정책의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축재해보험에서 국가재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다

섯째, 농기계 책임보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항공방제기를 제외하고는 

책임보험 의무가 없다. 하지만 농기계 가치가 높아지고 사고 상대방이 있는 사

고가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강제적 보험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평가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성숙단계에서는 첫째, 현재 가입률이 낮은 상품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

험을 충분히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가입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병충해 보상, 품질평가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상품구조조정이 요구되

며 농가의 수입자료 확보를 전제로 가격보험 또는 수입보장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 보조율의 차등이 필요하

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보조는 대부분 차등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 규모가 커져 전업농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전업

농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농업인에게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주요한 경영안정정

책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차등보조율 도입, 보조지원 상한 도입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작업근로자의 보장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경영주의 보험 의무가입 선행, 장기적으로 전

체 농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농작물재해보험 보

험요율의 정기적 검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보험요율에 대한 신뢰성 하락

은 가입률 저하로 정책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보험요율의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보험요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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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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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국내 사례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에서는 창조계층의 

개념, 분류, 특성, 입지요인, 지역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

토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사례와 정

책 사례를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통계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사업체조사, 지적재산권 통계, 지역내총생산통계 등 인구 및 지역경제 변화 

등과 관련된 10년 간격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조계층

의 분포 현황, 입지요인,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 

목적 및 대상을 4가지로 분류하여 대도시, 군, 도농복합시에 거주하는 20세 이

상의 창조계층,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국내 사례 

현장조사는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사례에 대한 현지 점검과 창조계층 인터뷰 

조사, 공무원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문헌조사와 더불어 누증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여 각 사례를 발굴하였다. 마지막

으로 대학교수 및 전문 연구자, 농촌 인적자원 유치 지원 관련 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수렴

하였다.

●●●  이와 같은 분석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유치 

및 활용 방안을 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정책 추진 방

향으로는 <그림>과 같은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제시

하였다. 이 플랫폼은 4가지의 기본 모듈과 다수의 지원·연계 모듈로 구성된다. 

동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창조계층을 유치하

고 이들을 활용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모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배경과

목적

●●●  농촌지역의 활성화 관점에서 귀촌 지원정책을 엄밀하게 구상하지 못하고 있

는 우리나라 농촌 상황과는 달리, 최근 유럽과 북미 국가 및 아시아 일부 국가

들은 귀촌을 통한 농촌의 인구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

인 목표 대상으로서 창조계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촌정책에서는 창조계층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하며, 창조계층을 유치·활용

할 만한 국내 농촌의 환경과 조건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조계층을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농촌 이

주 또는 거주의 조건과 실태, 농촌에서의 활동을 위한 창조계층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기여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이들의 

농촌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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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국내 사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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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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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는 <그림>과 같은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제시

하였다. 이 플랫폼은 4가지의 기본 모듈과 다수의 지원·연계 모듈로 구성된다. 

동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창조계층을 유치하

고 이들을 활용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모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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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계층을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농촌 이

주 또는 거주의 조건과 실태, 농촌에서의 활동을 위한 창조계층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창조계층의 농촌 활성화 기여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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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  각 모듈별 주요 전략은 <표>와 같이 사업화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 기본 모듈인 정보제공 모듈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창조계층 유치 및 농

촌 활성화 플랫폼의 인프라 기능을 하는 모듈로서 그 자체가 사업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모듈에서 제시한 사업화 요소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의 모듈별 사업화 요소 |

구분 사업화 요소 정보제공 모듈

주거지원 
모듈

✽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 
주택단지 조성사업

✽  창조계층 친화적 농촌중심지  
개발·정비

✽  제도개선을 통한 도·농 병행 
거주 확대

재개발형 농촌 
임대분양주택

정보은행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모듈

✽ 농촌 일자리 은행 구축 및 운영

✽ 청년 농촌 일자리 결연 사업

✽ 농촌 기업가 육성 및 창업 포럼

농촌 일자리 은행

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모듈

✽ 창조적 도농교류 촉진사업

✽ 창조적 1사1촌

도농교류형 창조계층 
정보은행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

|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과 모듈의 구조 |

창조계층 농촌 유치

창조계층 활용 및 농촌 활성화

관련
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

신규
사업

농촌지역
개발
사업

귀농귀촌
주거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일자리
창업

정보
제공

창조계층 유치 및 농촌 활성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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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활성화 플랫폼의 인프라 기능을 하는 모듈로서 그 자체가 사업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모듈에서 제시한 사업화 요소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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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

함. 분석 결과와 정책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

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저소득 가구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 또는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

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이하 가구로 정의함. 또한 정책대상자로서의 아동 

연령은 만 7~12세에 해당하는 자, 즉 학령기준으로는 초등학생으로 정의함. 

끝으로 아동복지의 정의는 공공기관(정부, 지자체)이 제공하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으로 정의함. 

●●●   선행연구 검토,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계량 분석, 관계자 면접조사를 활

용하여 진행함. 기존 문헌을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관련 실태, 문

제점, 정책적 논의 지점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 등을 분석함. 연구

에 사용한 공식 통계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임. 공식 자료조사로 

포괄하지 못한 부분 조사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협조하여 아동 부모와 시

설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지역의 정책담당자(공무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공식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계량 분석에서는 농촌지역 저소

득 아동가구의 저소득 진입, 지속, 탈출(exit)의 요인을 분석하고 저소득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함. 더불어 아동 관련 중요 

정책순위와 항목을 분석하였고 양적분석으로 포괄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책담당자, 시설관계자 면접조사를 실시함. 

연구자 _ 엄진영·안석·김윤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해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될 가능성

이 높다는 데 있음. 

●●●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저소득 아동가구의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

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지역 저소득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중앙정부 정책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농촌 저소득 아동가구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고 도시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결합되어 나타남. 구체적으로 아동 교육 

및 복지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아동이 방임되거나 질 낮은 서비스에 노출될 가

능성이 크고, 최근 증가하는 농촌 내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저소득 문제와 결합

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임. 끝으로 농촌지

역에는 유사 빈곤층이 다수 존재해 이들 가정의 아동들은 복지 정책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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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였음. 

●●●  가난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 교육에 있어 자녀의 문화·

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점(32.2%)과 교육비 지출 부담(42.4%)으

로 나타났음.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과 교육

비 지출의 제약은 자녀의 교육성취로 이어져, 자녀가 성장했을 때 또 다른 가

난의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술통계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활동 태도가 비저

소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저학년일 때 행동

통제 능력과 학습습관이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

회정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 일부항목이 비저소득가

구보다 낮았고, 사회적 위축이 보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면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가구와 다문화가구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

와 읍지역의 동일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음. 이는 면지역 내에서 취약한 저소

득 아동가구에게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중요한 도움 기관임

을 의미함.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의 저소득 원인 및 영향 분석

●●●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성

별, 가구주 대학교 졸업여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중 임금근로자, 자영업·고

용주, 만성질환 정도, 모자가구,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 군지역 거

주로 나타남. 이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종사상지

위)과 가구주의 성별이었음.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복지정책 필요성 논의

●●●   저소득 아동가구의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법적 측면, 복지이론 측면, 사

회경제학적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를 검토함. 저소득 또는 취약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음. 관련 법률들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건전한 환경과 교육을 통

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차별 없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 부모, 

지역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영유아·청소년 보육 및 교육복지 정책은 전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

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에 있음. 그러나 보편적 복지로

의 전환이 국가의 궁극적인 방향일지라도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복지 정책들이 농촌지역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아동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존재함. 이에 농촌지역의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과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의 지리적 특성상 전담 인력, 기관, 서비스의 양적 부족, 공간 대비 낮은 

인구밀도, 교통인프라의 열악으로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제기됨. 또한 농촌지

역의 전반적인 낮은 소득구조 문제와 일자리 특성 등이 합쳐져 농촌지역 저소

득 문제가 대도시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복지 실태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 아동

가구가 저소득에서 벗어나는(exit) 확률은 미미함. 이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저

소득 문제는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함. 특히, 

저소득 아동가구 중 다문화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한부모가구는 비슷한 수준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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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가구와 다문화가구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

와 읍지역의 동일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음. 이는 면지역 내에서 취약한 저소

득 아동가구에게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중요한 도움 기관임

을 의미함.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의 저소득 원인 및 영향 분석

●●●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성

별, 가구주 대학교 졸업여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중 임금근로자, 자영업·고

용주, 만성질환 정도, 모자가구,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 군지역 거

주로 나타남. 이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종사상지

위)과 가구주의 성별이었음.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복지정책 필요성 논의

●●●   저소득 아동가구의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법적 측면, 복지이론 측면, 사

회경제학적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를 검토함. 저소득 또는 취약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음. 관련 법률들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건전한 환경과 교육을 통

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차별 없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 부모, 

지역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영유아·청소년 보육 및 교육복지 정책은 전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

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에 있음. 그러나 보편적 복지로

의 전환이 국가의 궁극적인 방향일지라도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복지 정책들이 농촌지역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아동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존재함. 이에 농촌지역의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과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의 지리적 특성상 전담 인력, 기관, 서비스의 양적 부족, 공간 대비 낮은 

인구밀도, 교통인프라의 열악으로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제기됨. 또한 농촌지

역의 전반적인 낮은 소득구조 문제와 일자리 특성 등이 합쳐져 농촌지역 저소

득 문제가 대도시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복지 실태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 아동

가구가 저소득에서 벗어나는(exit) 확률은 미미함. 이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저

소득 문제는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함. 특히, 

저소득 아동가구 중 다문화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한부모가구는 비슷한 수준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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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꼽혔음. 교육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원범위 확대가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음. 

●●●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각 정책의 세부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분석 

결과, 돌봄서비스와 정서안정 및 치유 관련 정책에서 모두 인력 확보인 것으

로 분석되었음.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에서는 접근성(이동거리, 이동

수단) 문제와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였음. 교육급여와 관련한 정책에서

는 지원범위 확대와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이 시급히 개선해야 하

는 항목으로 분석됨.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관련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전달체계의 분절, 수요

자 맞춤형 정책 설계와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 고려 미미, 지원범위 설정과 

배제된 가구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고,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하는 컨트

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 단계에서 또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과 부모(또는 

한부모가구)의 취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책들이 서로 맞물려 시행되어야 하

며, 근로능력이 없는 조손가구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농촌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

함.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이 주

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농촌지역이 배제되어 있음. 농촌의 

아동 관련 서비스 전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서비스 사업 등을 농림

축산식품부의 365생활권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저소득가구 탈출의 주요 요인은 진입의 주요 요인과 대부분 같지만, 영향도에

는 차이가 있었음.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가구로의 진입할 

확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탈피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 매우 취약한 계층

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자가구와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가구일수록 저

소득가구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음.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정책 실태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교

육급여 지급, 방과 후 돌봄, 정서안정 및 치유, 문화 및 예술행사 참여 확대로 

구분할 수 있음.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해 관련 정책 평가를 

정책 수요자(부모), 정책 공급자 및 전달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정책담

당공무원) 입장에서 분석함. 

●●●  저소득 아동가구 부모(보호자)와 정책담당자는 정서안정 및 치유가 시급하다

고 분석되었으나, 교육급여 지급은 정책의 수요자(부모(보호자))만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느꼈음. 저소득 아동가구 부모(보호자)는 현재 방과 후 돌봄에 상

대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아(1사분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문화 및 예술행사 참여 확대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3사분면), 정책 중 상대적으로 저순위로 분석됨.

●●●  저소득 아동가구 부모(보호자) 측면에서 정책별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음. 먼

저 돌봄서비스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타남. 정서안정 및 치유

에서는 상담자/치료사와의 친밀도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타났음. 문

화,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문화, 지원 소비 가능 범위 현실화,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가 개선되어야 할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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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꼽혔음. 교육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원범위 확대가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음. 

●●●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각 정책의 세부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분석 

결과, 돌봄서비스와 정서안정 및 치유 관련 정책에서 모두 인력 확보인 것으

로 분석되었음.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에서는 접근성(이동거리, 이동

수단) 문제와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였음. 교육급여와 관련한 정책에서

는 지원범위 확대와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이 시급히 개선해야 하

는 항목으로 분석됨.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관련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전달체계의 분절, 수요

자 맞춤형 정책 설계와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 고려 미미, 지원범위 설정과 

배제된 가구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고,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하는 컨트

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 단계에서 또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과 부모(또는 

한부모가구)의 취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책들이 서로 맞물려 시행되어야 하

며, 근로능력이 없는 조손가구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농촌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

함.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이 주

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농촌지역이 배제되어 있음. 농촌의 

아동 관련 서비스 전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서비스 사업 등을 농림

축산식품부의 365생활권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저소득가구 탈출의 주요 요인은 진입의 주요 요인과 대부분 같지만, 영향도에

는 차이가 있었음.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가구로의 진입할 

확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탈피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 매우 취약한 계층

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자가구와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가구일수록 저

소득가구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음.

▶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정책 실태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교

육급여 지급, 방과 후 돌봄, 정서안정 및 치유, 문화 및 예술행사 참여 확대로 

구분할 수 있음.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해 관련 정책 평가를 

정책 수요자(부모), 정책 공급자 및 전달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정책담

당공무원) 입장에서 분석함. 

●●●  저소득 아동가구 부모(보호자)와 정책담당자는 정서안정 및 치유가 시급하다

고 분석되었으나, 교육급여 지급은 정책의 수요자(부모(보호자))만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느꼈음. 저소득 아동가구 부모(보호자)는 현재 방과 후 돌봄에 상

대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아(1사분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문화 및 예술행사 참여 확대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3사분면), 정책 중 상대적으로 저순위로 분석됨.

●●●  저소득 아동가구 부모(보호자) 측면에서 정책별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음. 먼

저 돌봄서비스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타남. 정서안정 및 치유

에서는 상담자/치료사와의 친밀도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타났음. 문

화,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문화, 지원 소비 가능 범위 현실화,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가 개선되어야 할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결론 및 

정책과제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42 43

엄진영    연구위원 TEL_061-820-2252 Email_jeom@krei.re.kr

안   석    부연구위원 TEL_061-820-2214 Email_ansok@krei.re.kr

김윤진 전문연구원 TEL_061-820-2026 Email_mindy33@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로 손꼽았음. 교육급여를 실질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중위소득 60~50% 구간에 있는 가구

의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따져, 향후 교육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함. 더불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 저소득가구 

아동, 다문화/한부모 저소득가구 아동의 서로 다른 정책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자 _ 김상현·조성주·오새라·박수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배경과

목적

●●●  세계 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의 복잡성 또

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식물 검역 등 비

관세조치에 대한 통상압박을 예고하고 있어 무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조하는 글로벌 통상기조 아래 국가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  농업부문 통상분쟁들은 각 회원국들의 주요 농정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

하고, 분쟁당사국들 간 통상규범에 기초한 분쟁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 정

책 도입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따라서 과거의 분쟁사례를 재조명하고, 국

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의 통상분쟁 현안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글로벌 호환성을 제고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WTO 통상분쟁에 대한 기초 배경을 바탕으로 WTO 분쟁해결기구

에 회부된 농업부문 통상분쟁의 사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쟁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쟁점이 우리나라 농업

부문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42 43

엄진영    연구위원 TEL_061-820-2252 Email_jeom@krei.re.kr

안   석    부연구위원 TEL_061-820-2214 Email_ansok@krei.re.kr

김윤진 전문연구원 TEL_061-820-2026 Email_mindy33@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로 손꼽았음. 교육급여를 실질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중위소득 60~50% 구간에 있는 가구

의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따져, 향후 교육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함. 더불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 저소득가구 

아동, 다문화/한부모 저소득가구 아동의 서로 다른 정책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자 _ 김상현·조성주·오새라·박수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배경과

목적

●●●  세계 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의 복잡성 또

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식물 검역 등 비

관세조치에 대한 통상압박을 예고하고 있어 무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조하는 글로벌 통상기조 아래 국가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  농업부문 통상분쟁들은 각 회원국들의 주요 농정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

하고, 분쟁당사국들 간 통상규범에 기초한 분쟁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 정

책 도입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따라서 과거의 분쟁사례를 재조명하고, 국

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의 통상분쟁 현안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글로벌 호환성을 제고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 WTO 통상분쟁에 대한 기초 배경을 바탕으로 WTO 분쟁해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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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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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  농축산물 교역과 직결된 협정인 WTO 농업협정(WTO Agreement on 

Agriculture(AoA), 이하 농업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이하 SPS 협정)에 관련된 분쟁을 연구범위로 한다. 각 협정

별로 검토할 대상 분쟁은 각 협정의 특성과 본 연구의 목적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  농업부문 통상분쟁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계자료 

분석과 문헌검토를 활용하였다. 주요 검토 문헌은 WTO 농업위원회와 SPS 

위원회의 회원국 간 논의자료, WTO 분쟁 문서이다. 연구결과 내실화를 위

해 농업정책 전문가, 통상 분야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

취하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  최근의 국제통상환경은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으

며, 거대경제권과의 Mega FTA 추진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Mega FTA는 당

사국 간 무역 규범을 현대화하고 협정 내 분쟁해결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 논의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

다. WTO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은 규범의 현대화와 분쟁해결제도 개선이다.

●●●  국제사회에서 무역 규범의 변화와 강화가 요구되고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

슬에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 간 이해관계는 더욱 다양한 부문에서 대립

될 수 있다.

●●●  이러한 국제통상질서 변화 속에서 기존 통상분쟁을 분석하여 미래 농식품 통

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경 간 및 국내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WTO 통상분쟁 현황과 특징 

●●●  (WTO 통상분쟁 현황) 통상분쟁 발생 누적 건수는 과거 GATT 체제 50년 동

안 316건에서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 출범 이후 2018년까지 24년 동안 

574건으로 증가했다. 농식품(수산물 제외) 관련 분쟁 건수는 같은 기간 136건

에서 166건으로 증가했다. 농업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 건수는 81건(전

체 분쟁의 14%), SPS 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 건수는 48건(0.8%)이며 주

요 당사국은 미국, EU 등이다. 한국의 주요 분쟁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등이

다. 농식품 또는 농업협정 관련 분쟁 제소 사례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1건인 반

면, 피소를 당한 건수는 7건으로 미국 4건, 호주, 캐나다, EU 각각 1건이다.

●●●  (WTO 통상분쟁 특징) 첫째, 개도국들이 분쟁해결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

다. 둘째, 분쟁해결절차상 상위 단계(협의, 패널, 상소, 이행패널, 중재회부)로 

갈수록 회원국들의 활용도가 낮다.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WTO 출범 후 전체 통상분쟁 발생 건

수 가운데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분쟁 건수가 22% 증가하였다. 이는 DDA 농

업협상 정체에 따라 회원국들이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쟁해

결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WTO 출범 이후 통상분쟁 발생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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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  농축산물 교역과 직결된 협정인 WTO 농업협정(WTO Agreement on 

Agriculture(AoA), 이하 농업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이하 SPS 협정)에 관련된 분쟁을 연구범위로 한다. 각 협정

별로 검토할 대상 분쟁은 각 협정의 특성과 본 연구의 목적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  농업부문 통상분쟁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계자료 

분석과 문헌검토를 활용하였다. 주요 검토 문헌은 WTO 농업위원회와 SPS 

위원회의 회원국 간 논의자료, WTO 분쟁 문서이다. 연구결과 내실화를 위

해 농업정책 전문가, 통상 분야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

취하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과제 

●●●  최근의 국제통상환경은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으

며, 거대경제권과의 Mega FTA 추진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Mega FTA는 당

사국 간 무역 규범을 현대화하고 협정 내 분쟁해결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 논의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

다. WTO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은 규범의 현대화와 분쟁해결제도 개선이다.

●●●  국제사회에서 무역 규범의 변화와 강화가 요구되고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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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경 간 및 국내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WTO 통상분쟁 현황과 특징 

●●●  (WTO 통상분쟁 현황) 통상분쟁 발생 누적 건수는 과거 GATT 체제 50년 동

안 316건에서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 출범 이후 2018년까지 24년 동안 

574건으로 증가했다. 농식품(수산물 제외) 관련 분쟁 건수는 같은 기간 136건

에서 166건으로 증가했다. 농업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 건수는 81건(전

체 분쟁의 14%), SPS 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 건수는 48건(0.8%)이며 주

요 당사국은 미국, EU 등이다. 한국의 주요 분쟁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등이

다. 농식품 또는 농업협정 관련 분쟁 제소 사례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1건인 반

면, 피소를 당한 건수는 7건으로 미국 4건, 호주, 캐나다, EU 각각 1건이다.

●●●  (WTO 통상분쟁 특징) 첫째, 개도국들이 분쟁해결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

다. 둘째, 분쟁해결절차상 상위 단계(협의, 패널, 상소, 이행패널, 중재회부)로 

갈수록 회원국들의 활용도가 낮다. 이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WTO 출범 후 전체 통상분쟁 발생 건

수 가운데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분쟁 건수가 22% 증가하였다. 이는 DDA 농

업협상 정체에 따라 회원국들이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쟁해

결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WTO 출범 이후 통상분쟁 발생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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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분석) WTO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은 축산물 분쟁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SPS 협정 제3조(조화)와 제6조(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

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

으로 검토하였다. 제3조와 관련한 논의는 회원국의 조치가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가, 합치하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축산물 분쟁 사례에서는 수입제한조

치가 지역화 관련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제6조에서

의 쟁점사항은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였고 이에 적합한 조치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었다.

▶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  (WTO 농업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한국은 주요 교역국 내지는 분쟁대

상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FTA 대상국으로 통상마찰 우려 시 FTA 이행위원회

를 통해서 이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주요 쟁점 가운데 

WTO 농업협정 이행의 핵심 부문인 국내보조와 시장접근 쟁점 중 TRQ 이행

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감축대상보조 이행 합치성: 국내보조 관련 통상분쟁의 결과 AMS는 WTO 

농업협정문의 AMS 산출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계산하고, 부수적으로 회원

국의 이행계획서상에 통합된 보조자료의 구성자료와 방법론을 고려하여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  (WTO 농업위원회 및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농업위원회와 SPS 위원회는 분쟁

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회원국 간 질의응답(농업위원회), 특정무역현안

(SPS 위원회) 논의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위원회에서의 주요 질의내용은 국내

보조, 시장접근과 관련된다. 국내보조 질의는 대부분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것이며, 시장접근 질의의 대부분은 TRQ 운용에 대한 것이다. SPS 위원회

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주로 논의되는 사항을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중심

으로 살펴보면, 질병 또는 병해충 유입 및 발생위험에 따른 수입금지조치, 살충

제·의약품·첨가물 등의 잔류허용기준(MRL), 생명공학기술, 생명공학 제품(유

전자변형식품 등) 수입규제와 관련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 쟁점분석

●●●  (WTO 농업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분석) 국내보조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AMS 산출방식 매개변수의 해석 차이, 국내보조의 평화조항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시장접근 관련 분쟁에서는 특별긴급수입

제한조치, 비관세조치, 시장접근물량(TRQ) 운용방식의 적절성이나 합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수출경쟁 관련 분쟁에서는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의 차별성과 

감축 대상 수출보조의 WTO 협정 합법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 WTO 농업협정 관련 분쟁 쟁점정리 |

분야 주요 쟁점 주요 통상분쟁 사례

국내
보조

✽  AMS 산출방식 매개변수  
해석 차이

✽  국내보조의 평화조항 대상 여부

✽  중국-보조금 분쟁(2019)

✽  한국-쇠고기 분쟁(2001)

✽  미국-면화 분쟁(1998)

시장
접근

✽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절성

✽  비관세조치의 WTO 협정 합법성

✽  TRQ 운용방식의 합법성

✽  EC-가금육 분쟁(1998)

✽  인도-수입수량제한 분쟁(1999)

✽  한국-쇠고기 분쟁(2001)

✽  칠레-농산물가격안정화제도 분쟁(2002)

✽  터키-쌀수입 분쟁(2007)

수출
경쟁

✽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의 차별성

✽  감축 대상 수출보조의 WTO 협정  
합법성

✽  캐나다-우유/낙농품 분쟁(1999)

✽  EC-설탕 분쟁(2005)

✽  미국-면화 분쟁(1998)

| 본 연구에서 검토한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 주요 쟁점 |

관련 SPS 협정조항 주요 쟁점 주요 통상분쟁 사례

제3조

조화

✽  국제기준과의 조화 
(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것과 합치하는 것)

✽  수입제한 조치가 지역화 관련  
국제기준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EC-호르몬 분쟁(1996)

✽  인도-농산물 분쟁(2012)

✽  미국-축산물 분쟁(2012)

✽  러시아-돼지 분쟁(2014)

제6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지와 이러한 조건에 적응한  
조치인지의 여부

✽  인도-농산물 분쟁(2012)

✽  미국-축산물 분쟁(2012)

✽  러시아-돼지 분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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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분석) WTO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은 축산물 분쟁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SPS 협정 제3조(조화)와 제6조(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

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

으로 검토하였다. 제3조와 관련한 논의는 회원국의 조치가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가, 합치하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축산물 분쟁 사례에서는 수입제한조

치가 지역화 관련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제6조에서

의 쟁점사항은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였고 이에 적합한 조치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었다.

▶ 농업 통상분쟁 대응과 정책과제 

●●●  (WTO 농업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한국은 주요 교역국 내지는 분쟁대

상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FTA 대상국으로 통상마찰 우려 시 FTA 이행위원회

를 통해서 이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주요 쟁점 가운데 

WTO 농업협정 이행의 핵심 부문인 국내보조와 시장접근 쟁점 중 TRQ 이행

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감축대상보조 이행 합치성: 국내보조 관련 통상분쟁의 결과 AMS는 WTO 

농업협정문의 AMS 산출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계산하고, 부수적으로 회원

국의 이행계획서상에 통합된 보조자료의 구성자료와 방법론을 고려하여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  (WTO 농업위원회 및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농업위원회와 SPS 위원회는 분쟁

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회원국 간 질의응답(농업위원회), 특정무역현안

(SPS 위원회) 논의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위원회에서의 주요 질의내용은 국내

보조, 시장접근과 관련된다. 국내보조 질의는 대부분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것이며, 시장접근 질의의 대부분은 TRQ 운용에 대한 것이다. SPS 위원회

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주로 논의되는 사항을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중심

으로 살펴보면, 질병 또는 병해충 유입 및 발생위험에 따른 수입금지조치, 살충

제·의약품·첨가물 등의 잔류허용기준(MRL), 생명공학기술, 생명공학 제품(유

전자변형식품 등) 수입규제와 관련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다.

▶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 쟁점분석

●●●  (WTO 농업협정 관련 통상분쟁 쟁점분석) 국내보조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AMS 산출방식 매개변수의 해석 차이, 국내보조의 평화조항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시장접근 관련 분쟁에서는 특별긴급수입

제한조치, 비관세조치, 시장접근물량(TRQ) 운용방식의 적절성이나 합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수출경쟁 관련 분쟁에서는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의 차별성과 

감축 대상 수출보조의 WTO 협정 합법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 WTO 농업협정 관련 분쟁 쟁점정리 |

분야 주요 쟁점 주요 통상분쟁 사례

국내
보조

✽  AMS 산출방식 매개변수  
해석 차이

✽  국내보조의 평화조항 대상 여부

✽  중국-보조금 분쟁(2019)

✽  한국-쇠고기 분쟁(2001)

✽  미국-면화 분쟁(1998)

시장
접근

✽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절성

✽  비관세조치의 WTO 협정 합법성

✽  TRQ 운용방식의 합법성

✽  EC-가금육 분쟁(1998)

✽  인도-수입수량제한 분쟁(1999)

✽  한국-쇠고기 분쟁(2001)

✽  칠레-농산물가격안정화제도 분쟁(2002)

✽  터키-쌀수입 분쟁(2007)

수출
경쟁

✽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의 차별성

✽  감축 대상 수출보조의 WTO 협정  
합법성

✽  캐나다-우유/낙농품 분쟁(1999)

✽  EC-설탕 분쟁(2005)

✽  미국-면화 분쟁(1998)

| 본 연구에서 검토한 SPS 협정 관련 분쟁 사례 주요 쟁점 |

관련 SPS 협정조항 주요 쟁점 주요 통상분쟁 사례

제3조

조화

✽  국제기준과의 조화 
( 국제기준에 기초하는 것과 합치하는 것)

✽  수입제한 조치가 지역화 관련  
국제기준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EC-호르몬 분쟁(1996)

✽  인도-농산물 분쟁(2012)

✽  미국-축산물 분쟁(2012)

✽  러시아-돼지 분쟁(2014)

제6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지와 이러한 조건에 적응한  
조치인지의 여부

✽  인도-농산물 분쟁(2012)

✽  미국-축산물 분쟁(2012)

✽  러시아-돼지 분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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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지, 제도상 지역화 인정 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검토하였고 다음의 정

책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지역화 인정: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국내법과 제도는 지역화의 정의를 반영

하고 있고 수출국의 지역화 인정 요청을 수용하고 필요한 수입위험분석 절

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SPS 

특정무역현안으로 제도의 실행에 대한 회의적 지적이 제기된바 지역화 제

도의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 행정절차, 관련 부서 간 효율적 협

업 관계에 대한 심층적 점검이 필요하다.

② 국제기준과의 조화: 특정 동물 질병과 관련한 동물 및 축산물의 교역에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

고 있다면, 해당 질병 지위의 속성, 질병의 국가, 지역 또는 구획의 청정지위

와 관련된 증명사항 요구 등의 권고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수입제한은 

무역 갈등 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한 국가의 위생조치가 국

제기준보다 높은 보호 수준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과학적 정당성과 위험평

가에 근거한 조치여야 함을 염두에 두고 SPS 정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AMS 산출방식과 

구성자료와 방법론이 상이한 품목의 AMS가 존재할 경우 분쟁발생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쇠고기 분쟁(2001)과 중국-보조금 분쟁

(2019)에서처럼 패널과 상소기구의 AMS 산출방식 오류 판정을 인정할지

라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결과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을 일관적으로 준수하는 등 시장개방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논

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② 국내보조 규범 강화: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 규범과 관련하여 회원

국들은 감축 대상 국내보조가 수출보조에 이어 무역과 생산을 크게 왜곡하

는 개혁의 대상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감축 대상 국내보조의 대폭

적인 감축 기조와 허용보조의 규범 강화 기조를 감안할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쌀 변동직불금의 존속 여부, WTO 허용보조 규범에 합치하는 기존의 

개별 허용보조 사업에 대한 분류작업과 함께 최근 주목을 받는 공익형 직접

지불의 설계와 도입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③ 시장접근물량(TRQ) 관리 강화: 2013년 WTO 제9차 발리 각료회의에서 회

원국들은 TRQ 관리방안을 개선을 위한 미소진 메커니즘 도입에 합의하였

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또는 

TRQ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현행 TRQ 관리방식을 시장지향적인 선

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3개년 연

속 소진율이 65% 미만인 품목 가운데 선착순 배정 방식이 아닌 품목은 감자

(종자용 이외), 고추, 인삼, 종계, 종돈 등이며 이들 품목의 관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SPS 협정 관련 대응과 정책과제) 축산물 분쟁에서는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

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 즉 지역화에 대한 개념을 인

정하고 이를 제도에 적절히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고 볼 수 있다. 지역·구역화 인정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 한국의 제도에 반영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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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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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준보다 높은 보호 수준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과학적 정당성과 위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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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 즉 지역화에 대한 개념을 인

정하고 이를 제도에 적절히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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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일본

의 자원순환이용정책을 살펴보았다.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내 산림자원 및 정책 현황분석, 일본의 유사 정책 사

례, 정량분석으로 나뉜다. 현황분석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산

림자원 순환경제의 정의와 주요 정책, 산림자원의 공급 및 수요부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량분석에서는 산림의 최적화 상태를 달성하도록 하는 장기 벌

채 계획량, 최적 벌기령, 영급구조 등을 도출하고, 목표달성지표 등을 분석하

였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

고, 국내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유사 정책을 살펴

보았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기후 및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균형

한 영급구조, 산지에 주로 분포한 산림, 영세하고 경영 의욕이 낮은 산주 등 우

리 산림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임업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사례가 되어왔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

을 가진 자원순환이용정책을 앞서 실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순환경

제에 비해 일본의 정책은 산림산업 분야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 정책을 우리나라에 단순히 적용한다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본에 비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강점

을 살펴보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일본과 우

리나라의 산림관리 기반을 비교하였다.   

●●●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관리 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녹화 등 양적인 성장에 치

중하던 것을 ‘자원 생산을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 ‘효율성 확보’ 등 질적 성장으

연구 배경과

목적

●●●  정부는 2018년부터 산림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조성·육성·생산·가공·유통·이용의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통한 산림비즈니스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에 식재된 나무가 성숙하여 목재 생산기가 다가왔으나 이를 적절히 활

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에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핵심은 자원순환을 위한 목재 생산 및 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연구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건을 산림의 공급부분 중심

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적화 산림관리 방향을 정량분석을 통해 도출하

였다. 산림관리의 두 가지 현안은 목재 생산을 위한 최적화 관리전략과 목재 

생산 모델에 산림탄소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결합하는 것이다(Mendelsohn 

et al. 2017). 본 연구는 최적화 모델을 통해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를 고려한 벌

채 계획을 제시하고, 최적화 벌채 계획을 통해 잠재적 자원의 동태적 공급가

능 수준 변화를 예측하였다.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하였을 때와 비교한 영급구

조, 목재 자급률 변화, 산림관리 사업 변화에 따른 고용 인원 변화 등 목표달성 

지표를 도출한다. 최적화 달성을 저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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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일본

의 자원순환이용정책을 살펴보았다.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내 산림자원 및 정책 현황분석, 일본의 유사 정책 사

례, 정량분석으로 나뉜다. 현황분석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산

림자원 순환경제의 정의와 주요 정책, 산림자원의 공급 및 수요부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량분석에서는 산림의 최적화 상태를 달성하도록 하는 장기 벌

채 계획량, 최적 벌기령, 영급구조 등을 도출하고, 목표달성지표 등을 분석하

였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

고, 국내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유사 정책을 살펴

보았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기후 및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균형

한 영급구조, 산지에 주로 분포한 산림, 영세하고 경영 의욕이 낮은 산주 등 우

리 산림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임업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사례가 되어왔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와 비슷한 목적

을 가진 자원순환이용정책을 앞서 실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순환경

제에 비해 일본의 정책은 산림산업 분야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성공 정책을 우리나라에 단순히 적용한다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본에 비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강점

을 살펴보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일본과 우

리나라의 산림관리 기반을 비교하였다.   

●●●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산림자원관리 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녹화 등 양적인 성장에 치

중하던 것을 ‘자원 생산을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 ‘효율성 확보’ 등 질적 성장으

연구 배경과

목적

●●●  정부는 2018년부터 산림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의 조성·육성·생산·가공·유통·이용의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통한 산림비즈니스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에 식재된 나무가 성숙하여 목재 생산기가 다가왔으나 이를 적절히 활

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에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핵심은 자원순환을 위한 목재 생산 및 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연구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건을 산림의 공급부분 중심

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적화 산림관리 방향을 정량분석을 통해 도출하

였다. 산림관리의 두 가지 현안은 목재 생산을 위한 최적화 관리전략과 목재 

생산 모델에 산림탄소 흡수 등 환경적 가치를 결합하는 것이다(Mendelsohn 

et al. 2017). 본 연구는 최적화 모델을 통해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를 고려한 벌

채 계획을 제시하고, 최적화 벌채 계획을 통해 잠재적 자원의 동태적 공급가

능 수준 변화를 예측하였다.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하였을 때와 비교한 영급구

조, 목재 자급률 변화, 산림관리 사업 변화에 따른 고용 인원 변화 등 목표달성 

지표를 도출한다. 최적화 달성을 저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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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12천 ha, 활엽수 공·사유림 33.15천 ha로 계산되었다. 벌채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에서는 나지에 대한 벌채 시기를 먼저 도출한 후 산림의 

가치를 추정하여 최적화 벌채 시기와 벌채 수익을 도출하였다. 침엽수 사유림

의 경우 목재 수익과 탄소 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벌채할 경우 4영급이 최적 벌

채 시기이며, 1,732천 ha의 침엽수 사유림 나지의 가치는 총 392십억 원(단위 

면적당 226.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침엽수 국유림의 벌채 시기는 

6영급이며, 최대 벌채 가능 면적은 처음 10년간 86천 ha, 벌채량은 26,920.2

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채면적을 전체 면적의 1/6 이하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량은 20,677천~34,665.9천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활엽수의 경우 

침엽수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유림과 국유림 모두 6영급이 최적 벌

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엽수 사유림의 경우 벌채 면적은 6영급 288천 

ha, 5영급 374천 ha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급 간 면적은 균형을 이루다

가 이후 6영급이 가장 넓고 1~5영급 면적은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된다. 활엽수 

국유림의 경우 6영급의 최대 벌채 면적은 처음 10년간 162천 ha, 벌채량은 

32,821천 ㎥이나 벌채 면적을 전체 면적의 1/6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량은 

30,602천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각 관리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목재 공급량을 정리하면 최적화 시나리오, 목재

산업진흥종합계획, 현 상태 유지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2080년 이후는 목재

공급계획 벌채량과 최적화 벌채량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자급률을 살펴보면 최적화 시나리오의 경우 생산된 국내 목재가 모두 용재로 

공급하다고 가정하면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의 경우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는 없으나, 예측된 국내 목재 

수요량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50년경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주들의 효용수준은 최적화

벌채,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현 상태 유지 순으로 높은 것이 나타났으며, 모

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부분 효율화가 필요하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고 시

업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 벌채 계획이 수립이 선행

되어야 한다. 효율적 벌채는 또한 산림의 최적 구조 달성을 위한 주요 관리 수단

이다. 효율적 벌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적 영급구조

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최적 벌채 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동태 관계식을 적용

하여 시나리오별 공급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시나리오는 현 상태 유지, 목재

산업진흥종합계획, 최적화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현 상태 유지는 현재의 

벌채량이 향후에도 지속됨을 가정하고,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은 2016년까

지 시행된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벌채 계획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가정하였다. 이의 두 시나리오에는 영급코호트 모형을 적용하고 향후 목재 공

급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최적화 시나리오는 다영급 산림을 고려한 효용 극대

화 문제를 적용하여 산림탄소흡수의 제약하에 산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벌

채량을 도출하였다. 

●●●  분석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벌채량은 최적화 상태가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벌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매년 총 2,922천 ㎥의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침엽수 목

재 공급량은 1,700천 ㎥이며, 활엽수 목재 공급량은 1,222천 ㎥로, 침엽수 목재

의 국유림 공급량은 56천 ㎥, 사유림 공급량은 1,644천 ㎥이다. 향후 영급구조

를 살펴보면 현재에 비해 어린 영급들의 면적이 감소하고 6영급 이상의 면적

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면적 영급의 목재 성장 여부에 의해 목재 공급량 변

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에서는 원래 2016년까지 적용되도록 수립된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벌

채 면적은 침엽수 국유림 7.85천 ha, 침엽수 공·사유림 37.36천 ha, 활엽수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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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12천 ha, 활엽수 공·사유림 33.15천 ha로 계산되었다. 벌채 총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에서는 나지에 대한 벌채 시기를 먼저 도출한 후 산림의 

가치를 추정하여 최적화 벌채 시기와 벌채 수익을 도출하였다. 침엽수 사유림

의 경우 목재 수익과 탄소 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벌채할 경우 4영급이 최적 벌

채 시기이며, 1,732천 ha의 침엽수 사유림 나지의 가치는 총 392십억 원(단위 

면적당 226.3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침엽수 국유림의 벌채 시기는 

6영급이며, 최대 벌채 가능 면적은 처음 10년간 86천 ha, 벌채량은 26,920.2

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채면적을 전체 면적의 1/6 이하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량은 20,677천~34,665.9천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활엽수의 경우 

침엽수와 동일한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유림과 국유림 모두 6영급이 최적 벌

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엽수 사유림의 경우 벌채 면적은 6영급 288천 

ha, 5영급 374천 ha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급 간 면적은 균형을 이루다

가 이후 6영급이 가장 넓고 1~5영급 면적은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된다. 활엽수 

국유림의 경우 6영급의 최대 벌채 면적은 처음 10년간 162천 ha, 벌채량은 

32,821천 ㎥이나 벌채 면적을 전체 면적의 1/6로 제한할 경우 벌채 가능량은 

30,602천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각 관리시나리오에 따른 연간 목재 공급량을 정리하면 최적화 시나리오, 목재

산업진흥종합계획, 현 상태 유지 순으로 크게 나타나며, 2080년 이후는 목재

공급계획 벌채량과 최적화 벌채량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자급률을 살펴보면 최적화 시나리오의 경우 생산된 국내 목재가 모두 용재로 

공급하다고 가정하면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의 경우 침엽수와 

활엽수 목재 수요량을 모두 국내에서 충족할 수는 없으나, 예측된 국내 목재 

수요량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50년경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주들의 효용수준은 최적화

벌채,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현 상태 유지 순으로 높은 것이 나타났으며, 모

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부분 효율화가 필요하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고 시

업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 벌채 계획이 수립이 선행

되어야 한다. 효율적 벌채는 또한 산림의 최적 구조 달성을 위한 주요 관리 수단

이다. 효율적 벌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적 영급구조

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최적 벌채 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동태 관계식을 적용

하여 시나리오별 공급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시나리오는 현 상태 유지, 목재

산업진흥종합계획, 최적화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현 상태 유지는 현재의 

벌채량이 향후에도 지속됨을 가정하고,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은 2016년까

지 시행된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에 따른 벌채 계획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가정하였다. 이의 두 시나리오에는 영급코호트 모형을 적용하고 향후 목재 공

급량 변화를 전망하였다. 최적화 시나리오는 다영급 산림을 고려한 효용 극대

화 문제를 적용하여 산림탄소흡수의 제약하에 산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벌

채량을 도출하였다. 

●●●  분석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벌채량은 최적화 상태가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벌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매년 총 2,922천 ㎥의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침엽수 목

재 공급량은 1,700천 ㎥이며, 활엽수 목재 공급량은 1,222천 ㎥로, 침엽수 목재

의 국유림 공급량은 56천 ㎥, 사유림 공급량은 1,644천 ㎥이다. 향후 영급구조

를 살펴보면 현재에 비해 어린 영급들의 면적이 감소하고 6영급 이상의 면적

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면적 영급의 목재 성장 여부에 의해 목재 공급량 변

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 시나리오에서는 원래 2016년까지 적용되도록 수립된 

목재산업 진흥종합계획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벌

채 면적은 침엽수 국유림 7.85천 ha, 침엽수 공·사유림 37.36천 ha, 활엽수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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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국내 산림은 목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취약

한 소나무림의 비율이 높다. 경제림 중심으로 소나무림의 벌채량을 높이고, 경

제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인공림은 목재 생산에 용이하도록 편

백, 삼나무, 낙엽송으로 수종을 단순화하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기후변화에 적

합한 경제 수종을 개발하고, 경제림의 경우 그 수를 단순화하여 경제적 가치와 

시업 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 조림수종이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 환경, 경제·사

회적 필요 등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림수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

인다. 우수한 산림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벌채는 산림 훼손

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산림 보존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

법적인 벌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 보호 인식

이 증가한 데는 석유 연료 등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대

대적인 산림 보호 캠페인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합법적인 벌채의 중요성 및 효

과 등을 홍보하여, 단순한 보호를 넘어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산림관리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산주들의 협조가 없다면 정

책 실현이 어렵다.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시업 플래너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사업 제안서 제안 및 산주 설득, 이후

의 시업까지 일괄적으로 이행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 산림 경영인을 육성하고 

다양한 산림경영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산림관리의 전문화가 달성되어야 한

다. 현재도 부재 산주 등을 중심으로 대리경영이 수행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

한 산림시업 플래너 등과 연계하여 역할이 세분화되고 대리경영이 자산 관

리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전문 산림 

든 벌채계획에서 침엽수림에서 얻는 효용이 활엽수림에서 얻는 효용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벌채

를 위해 현재보다 많은 양의 고용 인력이 필요하며, 조림 및 임도 건설을 위해

서도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5만 명 정도

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격적인 목재 생산기가 시작됨에 따라 목재 생산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

진, 산림구조 개선, 수종 갱신 등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벌채·조림·육림·재조림 등 관리 부문의 효율

성을 확보하여 산림관리가 산주들의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국내 산림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확 벌채량

을 최적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둘째 산림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셋

째 임도건설, 기계화를 통해 시업비용을 절감하여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 기본 방향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정량

분석과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벌채, 조림, 숲

가꾸기 등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자원량을 예측하기 위

해 국가 벌채계획, 숲가꾸기, 조림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수행되는 수확 벌채량은 최적화 수준이 

아니며, 산림청이 계획하는 목재 자급률 달성목표에 도달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벌채 계획은 장기적으로 최적화 벌채량 수준에 도

달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간 수

확 벌채량은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하여야 한다. 벌채량 증진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산 원목을 적극 활용

하지 못했던 이유로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웠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벌채량

이 증가한다면 공급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로 국산재 활용을 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원목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방 제

재소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 원목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벌채 후 수종갱신을 시행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수종을 단순화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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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국내 산림은 목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취약

한 소나무림의 비율이 높다. 경제림 중심으로 소나무림의 벌채량을 높이고, 경

제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인공림은 목재 생산에 용이하도록 편

백, 삼나무, 낙엽송으로 수종을 단순화하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기후변화에 적

합한 경제 수종을 개발하고, 경제림의 경우 그 수를 단순화하여 경제적 가치와 

시업 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 조림수종이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기후변화, 환경, 경제·사

회적 필요 등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림수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

인다. 우수한 산림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벌채는 산림 훼손

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산림 보존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

법적인 벌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 보호 인식

이 증가한 데는 석유 연료 등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대

대적인 산림 보호 캠페인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합법적인 벌채의 중요성 및 효

과 등을 홍보하여, 단순한 보호를 넘어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산림관리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산주들의 협조가 없다면 정

책 실현이 어렵다.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시업 플래너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사업 제안서 제안 및 산주 설득, 이후

의 시업까지 일괄적으로 이행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 산림 경영인을 육성하고 

다양한 산림경영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산림관리의 전문화가 달성되어야 한

다. 현재도 부재 산주 등을 중심으로 대리경영이 수행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

한 산림시업 플래너 등과 연계하여 역할이 세분화되고 대리경영이 자산 관

리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전문 산림 

든 벌채계획에서 침엽수림에서 얻는 효용이 활엽수림에서 얻는 효용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관리 시나리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벌채

를 위해 현재보다 많은 양의 고용 인력이 필요하며, 조림 및 임도 건설을 위해

서도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5만 명 정도

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본격적인 목재 생산기가 시작됨에 따라 목재 생산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

진, 산림구조 개선, 수종 갱신 등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벌채·조림·육림·재조림 등 관리 부문의 효율

성을 확보하여 산림관리가 산주들의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국내 산림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확 벌채량

을 최적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둘째 산림경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셋

째 임도건설, 기계화를 통해 시업비용을 절감하여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 기본 방향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정량

분석과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벌채, 조림, 숲

가꾸기 등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향후 자원량을 예측하기 위

해 국가 벌채계획, 숲가꾸기, 조림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수행되는 수확 벌채량은 최적화 수준이 

아니며, 산림청이 계획하는 목재 자급률 달성목표에 도달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벌채 계획은 장기적으로 최적화 벌채량 수준에 도

달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간 수

확 벌채량은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하여야 한다. 벌채량 증진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산 원목을 적극 활용

하지 못했던 이유로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웠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벌채량

이 증가한다면 공급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로 국산재 활용을 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원목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방 제

재소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 원목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벌채 후 수종갱신을 시행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수종을 단순화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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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므로 부재 산주들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불제와 산림소유정보, 산림경영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산림사업비용을 포함한 환경지불금을 산림소유정보를 등록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제출한 산주들에 한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산림환경지불금 제

도를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부재 산주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이 필요하

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업승계제도를 2세대 이상 산주들에

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산림경영이 세대에 거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젊은 산주들의 산림경영 참여 독려와 세대에 거친 산림경영의 

맥을 잇기 위해 산림상속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분석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도

를 높이는 등 자원량 정보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임업통계연보, 임

목 생장량 등 기초 통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정

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분포하는 수종에 대한 수확표 조사가 필

요하며, 대상임지도 국유림, 사유림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재가격 

및 비용(조림, 벌채)은 최적 벌채의 해(solution)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대표적 수종의 임목가격 및 비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다양한 분

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목재 등급을 포함한 영급별 입목가격을 

조사하고, 이가 시장가격과 실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급 

데이터의 세분화여 정책의 섬세함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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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

도산림경영단지 중 시범 경영단지를 지정하여 완전히 전문 경영인들에게 위

탁하여 모범적인 목재 경영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   일본의 산림관리 효율화 정책의 중심에는 시업의 집약화가 있다. 시업의 집약

화를 통해 임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기계 사용이 용이하고 목

재의 대량공급으로 산주들의 가격협상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나고 있다. 소규모 산주가 많고, 숲이 주로 산지에 분포해 있는 우리나라도 시

업의 집약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임목수확구조

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벌채비용을 줄이고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업량을 높

이고 임도를 건설하여 기계화 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

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임업기계는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적정

한 시업량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임도는 특히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경영 기반에 적

합한 임도 밀도인 14m/ha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목재 생산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인 26m/ha까지 증가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 이후 국내실정에 맞는 임업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

요하며, 민간기업 등의 투자와 시장진입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경우는 시업의 집약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림소유 정보를 명확히 하

는 데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림소유정보를 명확화

하고 해당 정보가 각 지자체 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6년 재편된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는 전체 사유림의 41%를 차지하는 등(126

개 시군구) 우리나라에서도 집약화 시업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다. 그

러나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해당 시군에 살지 않거나 소유자가 모호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부재산주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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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므로 부재 산주들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불제와 산림소유정보, 산림경영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산림사업비용을 포함한 환경지불금을 산림소유정보를 등록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제출한 산주들에 한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산림환경지불금 제

도를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부재 산주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이 필요하

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업승계제도를 2세대 이상 산주들에

게도 적용되도록 하여 산림경영이 세대에 거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젊은 산주들의 산림경영 참여 독려와 세대에 거친 산림경영의 

맥을 잇기 위해 산림상속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분석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도

를 높이는 등 자원량 정보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임업통계연보, 임

목 생장량 등 기초 통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정

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분포하는 수종에 대한 수확표 조사가 필

요하며, 대상임지도 국유림, 사유림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재가격 

및 비용(조림, 벌채)은 최적 벌채의 해(solution)를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대표적 수종의 임목가격 및 비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다양한 분

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목재 등급을 포함한 영급별 입목가격을 

조사하고, 이가 시장가격과 실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급 

데이터의 세분화여 정책의 섬세함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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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

도산림경영단지 중 시범 경영단지를 지정하여 완전히 전문 경영인들에게 위

탁하여 모범적인 목재 경영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   일본의 산림관리 효율화 정책의 중심에는 시업의 집약화가 있다. 시업의 집약

화를 통해 임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기계 사용이 용이하고 목

재의 대량공급으로 산주들의 가격협상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나고 있다. 소규모 산주가 많고, 숲이 주로 산지에 분포해 있는 우리나라도 시

업의 집약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임목수확구조

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벌채비용을 줄이고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업량을 높

이고 임도를 건설하여 기계화 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

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임업기계는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에 적정

한 시업량과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임도는 특히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경영 기반에 적

합한 임도 밀도인 14m/ha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목재 생산을 위한 적정 임도 밀도인 26m/ha까지 증가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 이후 국내실정에 맞는 임업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

요하며, 민간기업 등의 투자와 시장진입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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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관리 효율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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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은 대표적 산림휴양인프라인 자연휴양림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

법은 크게 수요분석과 공급분석으로 나뉜다. 수요분석으로 자연휴양림 이용

실적 분석, 위치추적조사를 통한 이동경로 분석, 공간 네트워크 분석, 자연휴

양림 이용객 특성 및 지출액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급분석으로 군집도 분석

과 형평도 분석, 타 산림 인프라와의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문헌조

사, 기초통계분석, 국내외 사례연구, 정책진단,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산림휴양 정책 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자연휴양

림의 수요가 집중되는 상권을 분석하고, 권역화를 통해 차별화 및 특성화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2)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다른 산림복지인프라

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제로 인프라 간 결합이 가능한지, 결합이 가능하다면 

그 효과가 유의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3) 자연휴양림의 입지, 수용량, 위치 배

분 등 근본적인 공급 부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자연휴양림 관련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은 소유별로 편차가 크고, 이용객이 

소유 관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유·공유·사유의 적절한 수요 

배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자연휴양림 간 가동률의 편차가 높게 나타

난 공유 자연휴양림은 가동률 제고만큼 자연휴양림 간 가동률 표준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3) 소유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이용료의 수준이 이

미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유·공유·사유의 역할 분담 방안 제시 및 국

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별 제공 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국내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자연휴양림별로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은 무엇이 있고, 실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2)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실제 방문을 기준으로 권역을 재설정해야 

한다. (3) 자연휴양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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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산림의 다양한 기능 중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 산림

휴양인프라인 ‘자연휴양림’ 연간 이용객 수는 연평균 약 92만 명씩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 충당을 위하여 법률, 조직, 예산, 인프라 

등 상당하고 다양한 정책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자연휴양림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쟁점(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국가가 국고를 보조·

융자받는 대상과 경쟁하는 상황, 자연휴양림 조성 목적 중 산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작은 부분 등)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대표적인 산림휴양인프라인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

량적·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를 주 범위로 하되, 가용 통계

자료가 있는 시점까지 확장했다. 공간적 범위는 자연휴양림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수요의 원천인 도시지역까지, 즉 전국으로 확장하였다. 주요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

연구자 _ 구자춘·석현덕·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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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권역이 도출되었다. 기존 국립 자연휴양림 관리소의 권역 구분(북

부, 동부, 남부, 서부)과 다르게 나타난 만큼, 관리 권역 조정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권역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권역 내 인프라 간 연계 시 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휴

양림 광의 위상은 ‘단일목적지형’, 협의 위상은 ‘정적활동형’으로 나타나, 자

연휴양림은 산림휴양 본래의 의미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권

역 내에서의 연계 효과가 예상됨에도 관광자원은 물론 다른 산림복지인프

라와 연계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자연휴양림의 산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았다. 직접 

고용 실적이 적었고, 인근 마을에서 체험 서비스, 농림특산물을 공급한 경

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식사에 대한 

지출액은 10년 전보다 감소했다. 자연휴양림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자연휴

양림 내에서 휴양객(수요자)과 산촌 주민(공급자)이 유무형의 서비스(문화 

및 생태 체험 등)를 주고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공급분석으로 군집도 분석, 형평도 분석, 위치할당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군집도를 기준으로 보면, 국유 자연휴양림만 있을 때 공간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집적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유와 사유 자연휴양림을 더했

을 때, 비로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됐다. 이는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

림의 연계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권역을 기준으로 자연휴양림에 다른 산

림복지인프라와 산촌생태마을이 각각 더해졌을 때 집적의 효과가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급 부문에서만 바라보았을 때는 권역 내 집적 효과가 

예상되나, 수요 부문에서 실제 이용객들의 이동패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

연휴양림의 위상은 ‘단일목적지형’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했을 때 자연휴양림

과 타 산림복지인프라 간 연계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둘째, 형평도를 기준으로도 권역별 인프라 공급의 안배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할당 분석에서 도출된 발생 수요와 준비된 공급의 적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연휴양림별 위상 파악이 필요하다. (5) 자연휴양림의 산촌지역 활성화가 실현 가

능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6) 전국에 산재한 자연휴양림의 수급 불일

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처는 물론 공급처인 휴양림을 기준으로 적정 및 최대 

이동거리 파악이 필요하다.

●●●  수요분석으로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분석, 적정 및 최대 이동거리 추정, 

자연휴양림 시장권역 추출, 자연휴양림 위상 파악, 지역사회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유 자연휴양림의 신청 대비 채택률이 13.4%에 불과했으며, 2018년 

기준, 평균 가동률이 68.8%임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불일치로 판단된다. 본 

결과는 자연휴양림의 추가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고, 하

드웨어 확대보다는 소프트웨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둘째,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소유에 따라 상당한 차

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수요자가 소유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셋째, 국유 자연휴양림의 공급 사각지역이 존재했다. 전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에 고르

게 분포한 106개 공유 자연휴양림이 그 역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공유 자연

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45.0%에 불과하며, 휴양림 간 가동률 편차가 크기 때

문이다.

-  넷째,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도권 수요 비중이 높았다. 본 결과는 자연휴양

림에 수요를 할당하거나, 신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수도권을 우선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최적 이동거리는 1시

간, 최대 이동 거리는 2시간으로 도출된 만큼, 이동 비용 감소를 위해서 수

요를 근거리부터 할당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둔 연계중심 군집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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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권역이 도출되었다. 기존 국립 자연휴양림 관리소의 권역 구분(북

부, 동부, 남부, 서부)과 다르게 나타난 만큼, 관리 권역 조정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권역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권역 내 인프라 간 연계 시 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휴

양림 광의 위상은 ‘단일목적지형’, 협의 위상은 ‘정적활동형’으로 나타나, 자

연휴양림은 산림휴양 본래의 의미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권

역 내에서의 연계 효과가 예상됨에도 관광자원은 물론 다른 산림복지인프

라와 연계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자연휴양림의 산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았다. 직접 

고용 실적이 적었고, 인근 마을에서 체험 서비스, 농림특산물을 공급한 경

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식사에 대한 

지출액은 10년 전보다 감소했다. 자연휴양림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자연휴

양림 내에서 휴양객(수요자)과 산촌 주민(공급자)이 유무형의 서비스(문화 

및 생태 체험 등)를 주고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공급분석으로 군집도 분석, 형평도 분석, 위치할당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군집도를 기준으로 보면, 국유 자연휴양림만 있을 때 공간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집적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유와 사유 자연휴양림을 더했

을 때, 비로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됐다. 이는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

림의 연계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권역을 기준으로 자연휴양림에 다른 산

림복지인프라와 산촌생태마을이 각각 더해졌을 때 집적의 효과가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급 부문에서만 바라보았을 때는 권역 내 집적 효과가 

예상되나, 수요 부문에서 실제 이용객들의 이동패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

연휴양림의 위상은 ‘단일목적지형’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했을 때 자연휴양림

과 타 산림복지인프라 간 연계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둘째, 형평도를 기준으로도 권역별 인프라 공급의 안배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할당 분석에서 도출된 발생 수요와 준비된 공급의 적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연휴양림별 위상 파악이 필요하다. (5) 자연휴양림의 산촌지역 활성화가 실현 가

능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6) 전국에 산재한 자연휴양림의 수급 불일

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요처는 물론 공급처인 휴양림을 기준으로 적정 및 최대 

이동거리 파악이 필요하다.

●●●  수요분석으로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분석, 적정 및 최대 이동거리 추정, 

자연휴양림 시장권역 추출, 자연휴양림 위상 파악, 지역사회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유 자연휴양림의 신청 대비 채택률이 13.4%에 불과했으며, 2018년 

기준, 평균 가동률이 68.8%임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불일치로 판단된다. 본 

결과는 자연휴양림의 추가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고, 하

드웨어 확대보다는 소프트웨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둘째,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소유에 따라 상당한 차

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수요자가 소유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셋째, 국유 자연휴양림의 공급 사각지역이 존재했다. 전국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에 고르

게 분포한 106개 공유 자연휴양림이 그 역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공유 자연

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45.0%에 불과하며, 휴양림 간 가동률 편차가 크기 때

문이다.

-  넷째,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도권 수요 비중이 높았다. 본 결과는 자연휴양

림에 수요를 할당하거나, 신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수도권을 우선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최적 이동거리는 1시

간, 최대 이동 거리는 2시간으로 도출된 만큼, 이동 비용 감소를 위해서 수

요를 근거리부터 할당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둔 연계중심 군집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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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스템 개선 (6) 관리권역 재구성 (7) 협의체 운영 강화 (8) 산촌주민 참여 기회 확

대 (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 할당 해를 적용할 경우, 거리 비용이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는 자연휴양림의 신규 공급보다 기존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근

거리부터 공급 할당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발견은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휴양

림에 대한 수급에 ‘명백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수요자는 국유·공

유·사유 자연휴양림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자연휴양림의 위

상은 단일목적지형(광의)과 정적활동형(협의)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연휴양

림 방문을 위해 2시간 이상을 쓰려 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연휴양림 공급의 

사각지역이 있다. 여섯째, 수요가 유사한 10개의 산림휴양 권역이 도출됐다. 

일곱째, 자연휴양림의 산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는 적다. 여덟째, 자연휴

양림의 공급은 군집도와 형평도의 측면에서 적절하다.

●●●  이상의 발견을 통해 9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신규 조성보

다 기존 인프라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2) 국유의 초과 수요를 공유와 사유

에 낙수시켜야 한다. (3)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

요하다. (4) 사유 자연휴양림에 대한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5) 관광자원 및 타 

산림복지인프라와의 연계나 기능 추가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자

연휴양림 내에서 하드웨어 확충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

다. (7)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를 근거리부터 할당할 필요가 있다. (8) 권역별

로 차별화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촌 주

민의 휴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9가지의 제안을 아우를 수 있는 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1) 정체성 확립 (2) 근거리화 (3) 차별화 (4) 권역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시

키기 위한 9가지 정책과제로 (1) 사유 자연휴양림 품질 관리 (2) 평가 기준 변

경 (3) 지역 주민 우선할당제 추진 (4) 도시형 자연휴양림 설치 (5) 공급 정보 시

정책제언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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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할당 해를 적용할 경우, 거리 비용이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는 자연휴양림의 신규 공급보다 기존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근

거리부터 공급 할당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발견은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휴양

림에 대한 수급에 ‘명백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수요자는 국유·공

유·사유 자연휴양림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셋째, 자연휴양림의 위

상은 단일목적지형(광의)과 정적활동형(협의)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연휴양

림 방문을 위해 2시간 이상을 쓰려 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연휴양림 공급의 

사각지역이 있다. 여섯째, 수요가 유사한 10개의 산림휴양 권역이 도출됐다. 

일곱째, 자연휴양림의 산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 정도는 적다. 여덟째, 자연휴

양림의 공급은 군집도와 형평도의 측면에서 적절하다.

●●●  이상의 발견을 통해 9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신규 조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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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6564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과일 수입과 국내 과일·과채 생산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평

가하고,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조

사·분석하고자 한다. 수입 과일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국내산 과일·과채와 대

체관계에 있는 수입 과일을 식별하고 소비 대체관계가 깊은 수입 과일의 국내 

유입 증가가 국내 과일·과채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측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과일·과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및 

소비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과일 수입 확대 및 품목 다양화 현황,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 지표 분석, 국내 

과일·과채 수급 현황 분석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자료, 농림업 주요통계 등 

품목별 수급 기초 통계자료 분석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입 과일 

관련 데이터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와 Global Trade Atlas 자료를 활용하였

다. 국내 과일·과채 생산 및 소비 실태 관련 분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

요 통계자료와 통계청 KOSIS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  계량 분석 방법론, 국내외 수입 과일 거래실태 및 여건 변화, 국내 과일·과채

와 아열대 과수 재배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협의회, 

유관기관 방문 조사 및 농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과일·과채의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 및 소비 부문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농협, 지자체, 농촌진흥

청 등의 외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수입 과일과 국내산 과일·과채 구매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 및 기혼 여

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입 과일의 소비 선호

와 구매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구 사회적 요인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

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였다. 

연구 배경과

목적

●●●  1990년대 농산물 개방 이후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수준 확대로 과일 

수입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수입 과일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수

입 과일의 품목 다양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과일 수입선도 다변화되는 추세이

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내 과일·과채는 연중 다양한 수입 과일과 출하 시기가 

중복되어 소비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맛과 기능성이 우수한 수입 과일의 

소비 확대, 수입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친밀도 향상 등으로 인해 수입 과일에 대

한 소비자의 선호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수입 과일 확대 및 품목 다양화로 국내 

과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국내 과일·과채의 생산기반 위축과 

소비 둔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향후 FTA 체결 확대, WTO 농업협상 내 개도국 지위 전환에 따른 농산물 통

상 환경변화로 국내 과일 시장개방폭은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과일 수입 확대와 품목 다양화는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과일 

증대 및 품목 다양화에 따른 국내 과일·과채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자 _ 윤종열·박기환·박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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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과일의 수입선 발굴 및 품종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수입 과일의 

원산지도 다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국내 과일 주요 수입국은 미국(44.6%), 필리

핀(18.2%), 칠레(8.9%)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수입 과일 품목에 따라 중남미 

국가(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등) 등 여러 국가로부터 과일이 수입되고 있다. 

▶ 수입 확대하, 과일·과채 수급 동향 및 소비행태 변화

●●●  국내 주요 과일 재배면적은 연평균 1.9%, 생산량은 면적 감소로 1.3% 감소 추

세에 있다. 국내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연평균 각각 2.0%, 1.3%의 

감소 추세에 있다. 과일 공급량에서 수입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로 국내 과

일 자급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채의 경우, 식물검역제

도로 인해 신선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급률은 100% 수준이나, 주 

출하 시기가 대부분의 수입 과일 출하 시기와 중복되어 소비 경합이 예상된다. 

●●●  국내 과일 1인당 소비량은 2009년 이후 감소하여 최근 60kg 내외에서 정체되

었고, 과채류는 2005년 이후 감소하여 최근 40kg 초반까지 낮아졌다. 반면, 수

입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바나나, 오렌지를 제외하면 국내 과일·과채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대한 주요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일·과채 구매행태의 경우,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으

로 맛/당도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규격은 낱개에서 소량 포장 중심으로 변화했으

며, 소비자가 구입 시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시기와 관계없이 맛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수입 과일 구매행태의 경우, 소비자의 수입 과일 구매 경험은 최

근 들어 더욱 증대되었고, 소비자의 선호 수입 과일 품목 변화, 선호 품목 다

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과일·과채의 대체가능 품목으로 소비자는 오

렌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새로운 수입 과일 품목 유통 시 안전성이 확보되면 

●●●  수입 과일과 국내 과일·과채 간 대체관계 분석은 우선 사전 검토를 위해 19년

간(2000~2018년) 도매시장 월별 거래자료를 이용해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 간 출하 시기 중복 여부를 진단하였다. 대체관계 실증분석은 선형화된 

역준이상수요체계(LA/IAIDS)를 구축하여 실시하였다. 수입 과일 대체의 국

내 과일·과채 수급 영향 분석은 계량 경제학적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된 과

일·과채 부분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실시하였다. 

●●●  수입 과일 확대에 따른 해외 대응 사례 검토를 위해 일본의 과일 수입현황 통

계자료와 과수 산업정책 관련 문헌 자료를 직접 수집·번역하여 정리하였다. 

이외에 중국 출장을 통해 중국 과일 수입실태, 수입 과일 도매시장 출하 및 유

통실태, 수입 과일 현지 시장 개척 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 과일 수입 확대 및 품목 다양화 현황과 배경

●●●  우리나라 과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4%, 수입액은 11.8%의 증가 

추세에 있다. 과일 수입 확대는 UR/WTO/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폭 지속 

확대, 다양한 품목 및 소득 증대에 따른 기능성과일 선호 증가 등 소비자 소비

패턴 변화,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수입 과일 섭취기회 확대 등에 기인한다. 

●●●  과일 수입 확대와 더불어 최근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수입 

과일 품목 수는 2000년에 레몬, 바나나, 석류, 오렌지, 자몽, 체리, 키위, 파인

애플, 포도 등 9개 품목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석류, 두리안, 파파야, 용과, 

망고 등 다양한 온대/아열대 과일을 포함한 18개 품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수입 과일 상위 5개 품목의 수입집중도(CR5)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세에 있으나, 주요 수입 과일 다양화 품목의 경우, 2018년 수입 비중이 전체의 

10.3%로 2005년 대비 9.3%p 확대되었다. 지니계수와 타일 지수를 활용하여 

계측한 결과에서도 두 계수 모두 최근에 올수록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 과일 수입은 품목 다양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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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과일의 수입선 발굴 및 품종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수입 과일의 

원산지도 다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국내 과일 주요 수입국은 미국(44.6%), 필리

핀(18.2%), 칠레(8.9%)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수입 과일 품목에 따라 중남미 

국가(과테말라, 에콰도르, 페루 등) 등 여러 국가로부터 과일이 수입되고 있다. 

▶ 수입 확대하, 과일·과채 수급 동향 및 소비행태 변화

●●●  국내 주요 과일 재배면적은 연평균 1.9%, 생산량은 면적 감소로 1.3% 감소 추

세에 있다. 국내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연평균 각각 2.0%, 1.3%의 

감소 추세에 있다. 과일 공급량에서 수입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로 국내 과

일 자급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채의 경우, 식물검역제

도로 인해 신선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급률은 100% 수준이나, 주 

출하 시기가 대부분의 수입 과일 출하 시기와 중복되어 소비 경합이 예상된다. 

●●●  국내 과일 1인당 소비량은 2009년 이후 감소하여 최근 60kg 내외에서 정체되

었고, 과채류는 2005년 이후 감소하여 최근 40kg 초반까지 낮아졌다. 반면, 수

입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바나나, 오렌지를 제외하면 국내 과일·과채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대한 주요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일·과채 구매행태의 경우,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으

로 맛/당도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규격은 낱개에서 소량 포장 중심으로 변화했으

며, 소비자가 구입 시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시기와 관계없이 맛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수입 과일 구매행태의 경우, 소비자의 수입 과일 구매 경험은 최

근 들어 더욱 증대되었고, 소비자의 선호 수입 과일 품목 변화, 선호 품목 다

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과일·과채의 대체가능 품목으로 소비자는 오

렌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새로운 수입 과일 품목 유통 시 안전성이 확보되면 

●●●  수입 과일과 국내 과일·과채 간 대체관계 분석은 우선 사전 검토를 위해 19년

간(2000~2018년) 도매시장 월별 거래자료를 이용해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 간 출하 시기 중복 여부를 진단하였다. 대체관계 실증분석은 선형화된 

역준이상수요체계(LA/IAIDS)를 구축하여 실시하였다. 수입 과일 대체의 국

내 과일·과채 수급 영향 분석은 계량 경제학적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된 과

일·과채 부분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실시하였다. 

●●●  수입 과일 확대에 따른 해외 대응 사례 검토를 위해 일본의 과일 수입현황 통

계자료와 과수 산업정책 관련 문헌 자료를 직접 수집·번역하여 정리하였다. 

이외에 중국 출장을 통해 중국 과일 수입실태, 수입 과일 도매시장 출하 및 유

통실태, 수입 과일 현지 시장 개척 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 과일 수입 확대 및 품목 다양화 현황과 배경

●●●  우리나라 과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4%, 수입액은 11.8%의 증가 

추세에 있다. 과일 수입 확대는 UR/WTO/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폭 지속 

확대, 다양한 품목 및 소득 증대에 따른 기능성과일 선호 증가 등 소비자 소비

패턴 변화,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수입 과일 섭취기회 확대 등에 기인한다. 

●●●  과일 수입 확대와 더불어 최근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수입 

과일 품목 수는 2000년에 레몬, 바나나, 석류, 오렌지, 자몽, 체리, 키위, 파인

애플, 포도 등 9개 품목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석류, 두리안, 파파야, 용과, 

망고 등 다양한 온대/아열대 과일을 포함한 18개 품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수입 과일 상위 5개 품목의 수입집중도(CR5)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세에 있으나, 주요 수입 과일 다양화 품목의 경우, 2018년 수입 비중이 전체의 

10.3%로 2005년 대비 9.3%p 확대되었다. 지니계수와 타일 지수를 활용하여 

계측한 결과에서도 두 계수 모두 최근에 올수록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 과일 수입은 품목 다양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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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요함수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 간의 대체관계 실

증분석 결과(품목 그룹 1∼11),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과일·과

채는 품목 그룹에 속한 수입 과일과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대체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과일·과채 부분균형모형 추정을 통한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 결과, 과일 수

입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과일·과채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나리오 1(전체 수입량 기준 연평균 증가율 일괄 적용)과 시나리오 2(전

통 수입 과일과 수입 과일 다양화 품목 수입량 기준 가중평균 증가율 적용)의 분

석 결과를 비교하면, 과채류의 경우, 전체 영향은 시나리오 2가 시나리오 1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품목별로 보면 수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시나리오 1

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과일류의 경우, 전체 영향뿐만 아니

라 품목별로도 포도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시나리오 1보다 시나리오 2의 영

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2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수

입 과일 다양화 품목의 물량 증가가 국내 과일·과채 재배면적에 미치는 파급영

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당도가 높고, 기능성이 우수한 수입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 향후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가 진전되

고 양적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과일·과채의 생산기반 위축과 소

비 부진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외 대응 실태와 시사점

●●●  이 부분에서는 국내 과수 재배 농가와 정부 대응 실태, 일본의 과일 수입 동향, 

과일 수입 및 소비 환경변화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고찰하

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당면 문제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한 당면 문제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 

지원과 농가들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도 농가 외, 상당수의 과수 

농가는 규모의 영세성, 기술력·자본력 취약 등으로 여전히 정책 수용성이 낮주:  (   )는 수입 과일 10% 공급량 증가에 따른 그룹별 국내 과일·과채 품목의 가격 하락률을 나타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 간 품목별 대체관계 실증분석 결과 |

부류 품목 그룹 수입 과일에 의한 국내 과일·과채 대체관계

국내
보조

그룹 1 사과
·  바나나(-1.4%), 파인애플(-0.3%), 키위(-0.2%),  

자몽(-0.2%)

그룹 2 배
·  바나나(-1.6%), 파인애플(-0.3%), 키위(-0.2%),  

자몽(-0.01%)

그룹 3 온주 감귤
·  바나나(-1.2%), 파인애플(-0.3%), 오렌지(-0.1%), 

수입 포도(-0.3%), 망고(-0.04%)

그룹 4 만감류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 포도, 망고 ‘음(-)’의  

부호이나, 통계적인 유의성 없음.

그룹 5 포도
·  바나나(-0.6%), 파인애플(-0.1%), 수입 포도(-0.5%),  

키위(-0.1%)

그룹 6 복숭아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체리 모두 ‘양(+)’의 부호로  

대체관계 미식별

국내
과채

그룹 7 일반토마토 · 파인애플(-0.1%), 아보카도(-0.1%) 

그룹 8
대추형  
방울토마토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키위, 망고, 아보카도 모두  
‘양(+)’의 부호로 대체관계 미식별 

그룹 9 딸기
·  바나나(-1.2%), 파인애플(-0.3%), 오렌지(-0.5%),  

수입 포도(-0.2%), 망고(-0.04%) 

그룹 10 참외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 포도, 키위, 망고,  

체리 모두 ‘양(+)’의 부호로 대체관계 미식별

그룹 11 수박 · 오렌지(-0.3%), 수입 포도(-0.2%), 망고(-0.01%)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수입 과일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과일 구매 결정요인 분석 결과, 수입 과일에 대한 구매 경험과 품종 인지

도는 수입 과일 구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수입 과일의 국내 과일·과채 대체관계 및 영향 분석

●●●  월별 거래실적 비교를 통한 수입 과일과 국내 과일·과채 간 경합 관계 사전 검

토 결과, 국내 과일·과채는 연중 고르게 수입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뿐만 

아니라특정 시기에 수입이 집중되는 망고, 키위, 체리, 수입 포도 등과도 상당 

부분 출하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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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요함수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 간의 대체관계 실

증분석 결과(품목 그룹 1∼11),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과일·과

채는 품목 그룹에 속한 수입 과일과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대체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과일·과채 부분균형모형 추정을 통한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 결과, 과일 수

입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과일·과채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나리오 1(전체 수입량 기준 연평균 증가율 일괄 적용)과 시나리오 2(전

통 수입 과일과 수입 과일 다양화 품목 수입량 기준 가중평균 증가율 적용)의 분

석 결과를 비교하면, 과채류의 경우, 전체 영향은 시나리오 2가 시나리오 1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지만, 품목별로 보면 수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시나리오 1

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과일류의 경우, 전체 영향뿐만 아니

라 품목별로도 포도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시나리오 1보다 시나리오 2의 영

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2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수

입 과일 다양화 품목의 물량 증가가 국내 과일·과채 재배면적에 미치는 파급영

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당도가 높고, 기능성이 우수한 수입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점, 향후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가 진전되

고 양적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과일·과채의 생산기반 위축과 소

비 부진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외 대응 실태와 시사점

●●●  이 부분에서는 국내 과수 재배 농가와 정부 대응 실태, 일본의 과일 수입 동향, 

과일 수입 및 소비 환경변화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고찰하

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당면 문제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한 당면 문제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 

지원과 농가들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도 농가 외, 상당수의 과수 

농가는 규모의 영세성, 기술력·자본력 취약 등으로 여전히 정책 수용성이 낮주:  (   )는 수입 과일 10% 공급량 증가에 따른 그룹별 국내 과일·과채 품목의 가격 하락률을 나타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 간 품목별 대체관계 실증분석 결과 |

부류 품목 그룹 수입 과일에 의한 국내 과일·과채 대체관계

국내
보조

그룹 1 사과
·  바나나(-1.4%), 파인애플(-0.3%), 키위(-0.2%),  

자몽(-0.2%)

그룹 2 배
·  바나나(-1.6%), 파인애플(-0.3%), 키위(-0.2%),  

자몽(-0.01%)

그룹 3 온주 감귤
·  바나나(-1.2%), 파인애플(-0.3%), 오렌지(-0.1%), 

수입 포도(-0.3%), 망고(-0.04%)

그룹 4 만감류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 포도, 망고 ‘음(-)’의  

부호이나, 통계적인 유의성 없음.

그룹 5 포도
·  바나나(-0.6%), 파인애플(-0.1%), 수입 포도(-0.5%),  

키위(-0.1%)

그룹 6 복숭아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체리 모두 ‘양(+)’의 부호로  

대체관계 미식별

국내
과채

그룹 7 일반토마토 · 파인애플(-0.1%), 아보카도(-0.1%) 

그룹 8
대추형  
방울토마토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키위, 망고, 아보카도 모두  
‘양(+)’의 부호로 대체관계 미식별 

그룹 9 딸기
·  바나나(-1.2%), 파인애플(-0.3%), 오렌지(-0.5%),  

수입 포도(-0.2%), 망고(-0.04%) 

그룹 10 참외
·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 포도, 키위, 망고,  

체리 모두 ‘양(+)’의 부호로 대체관계 미식별

그룹 11 수박 · 오렌지(-0.3%), 수입 포도(-0.2%), 망고(-0.01%)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수입 과일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과일 구매 결정요인 분석 결과, 수입 과일에 대한 구매 경험과 품종 인지

도는 수입 과일 구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수입 과일의 국내 과일·과채 대체관계 및 영향 분석

●●●  월별 거래실적 비교를 통한 수입 과일과 국내 과일·과채 간 경합 관계 사전 검

토 결과, 국내 과일·과채는 연중 고르게 수입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뿐만 

아니라특정 시기에 수입이 집중되는 망고, 키위, 체리, 수입 포도 등과도 상당 

부분 출하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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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로는 FTA 

체결 확대에 대비해 기존 FTA 피해보전사업의 보완을 통해 후속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개선 또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FTA 협상

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WTO 농업협상 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통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또한, 수입 

과일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과일 작목 대체 및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수입 과일 품목의 국내 재배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과일·과채 생산 부문은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과일·과

채 생산·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맛, 기능성이 우수한 고품질 우량품종 개발이 필요

하고, 다양한 신품종의 농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소포장화되고 있는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과일·과채도 소포장 중심의 거래 환경이 정착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과일 품질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생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  셋째, 국내 과일·과채의 소비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홍보·판매 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 추진과제로는 과일·과채 소비 일상화 운동 전개를 위한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과일·과채 구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산 과일·과채가 실질 소비로 연계되도록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자원사업(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제공 꾸러미 사업, 농

식품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과일·과채의 품목별 특성에 적

합한 맞춤형 소비 확대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배: 신고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 다변화를 통해 명절 시기에 편중된 생

산·소비를 연중 분산되도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신품종 배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 확산과 구매 충성도 제고를 위해 과일 판매처에 숍 인 숍(shop in 

다. 영농조합, 공선회 등 산지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 사업을 통

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산지조직의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국내 아

열대 과일 생산기반 확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아

열대 과일이나 고소득 기능성 과일은 아직 국내 수요가 견고하지 않아 틈새시

장에 적합한 품목이다.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는 재배 쏠

림 현상을 초래해 생산과잉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과채류는 시장

에서 수입 과일과 소비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시설원예에 속하기 때문에 수입 

과일 확대에 대비한 정책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 시설원예 정책 부문에서 

수입 과일 확대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과채류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과수 부문 대책도 과채류에 확대·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  일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경우, 다양한 신

품종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종 

갱신에 따른 미수익기간 동안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둘째, 일본의 가공원료 안정공급 연휴체계구축사업과 같이 식품 가공

업체에서 국내 과일·과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

다. 셋째, 일본처럼 민간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일 소비 촉진 운동을 대

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다. 

▶ 과일 수입 확대에 대비한 국내 과일·과채 부문 대응 과제

●●●  과일 수입 확대와 품목 다양화에 따른 국내 과일·과채 부문의 대응 목표는 ‘시

장개방 확대하, 국내 과일·과채 수급 안정’으로 설정하였다. 대응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1) 시장개방폭 확대 대응 전략 마련, 2) 생산자 소

비자 니즈 미스매칭 최소화, 3) 소비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홍보·판매 전

략 수립, 4)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  첫째, 국내 과일·과채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장개방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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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로는 FTA 

체결 확대에 대비해 기존 FTA 피해보전사업의 보완을 통해 후속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개선 또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FTA 협상

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WTO 농업협상 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통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또한, 수입 

과일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과일 작목 대체 및 수입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도

록 수입 과일 품목의 국내 재배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과일·과채 생산 부문은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과일·과

채 생산·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맛, 기능성이 우수한 고품질 우량품종 개발이 필요

하고, 다양한 신품종의 농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소포장화되고 있는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과일·과채도 소포장 중심의 거래 환경이 정착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과일 품질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생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  셋째, 국내 과일·과채의 소비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홍보·판매 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 추진과제로는 과일·과채 소비 일상화 운동 전개를 위한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과일·과채 구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산 과일·과채가 실질 소비로 연계되도록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자원사업(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제공 꾸러미 사업, 농

식품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과일·과채의 품목별 특성에 적

합한 맞춤형 소비 확대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배: 신고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 다변화를 통해 명절 시기에 편중된 생

산·소비를 연중 분산되도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신품종 배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 확산과 구매 충성도 제고를 위해 과일 판매처에 숍 인 숍(shop in 

다. 영농조합, 공선회 등 산지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 사업을 통

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산지조직의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국내 아

열대 과일 생산기반 확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아

열대 과일이나 고소득 기능성 과일은 아직 국내 수요가 견고하지 않아 틈새시

장에 적합한 품목이다.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는 재배 쏠

림 현상을 초래해 생산과잉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과채류는 시장

에서 수입 과일과 소비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시설원예에 속하기 때문에 수입 

과일 확대에 대비한 정책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 시설원예 정책 부문에서 

수입 과일 확대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과채류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과수 부문 대책도 과채류에 확대·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  일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경우, 다양한 신

품종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종 

갱신에 따른 미수익기간 동안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둘째, 일본의 가공원료 안정공급 연휴체계구축사업과 같이 식품 가공

업체에서 국내 과일·과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

다. 셋째, 일본처럼 민간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일 소비 촉진 운동을 대

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다. 

▶ 과일 수입 확대에 대비한 국내 과일·과채 부문 대응 과제

●●●  과일 수입 확대와 품목 다양화에 따른 국내 과일·과채 부문의 대응 목표는 ‘시

장개방 확대하, 국내 과일·과채 수급 안정’으로 설정하였다. 대응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1) 시장개방폭 확대 대응 전략 마련, 2) 생산자 소

비자 니즈 미스매칭 최소화, 3) 소비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홍보·판매 전

략 수립, 4)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  첫째, 국내 과일·과채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장개방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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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지역농협과 연계한 계통출하, 과일 전문매장, 중소규모 슈퍼마켓, 

직거래 등 판매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타 품종의 전환 확대에 따른 대

추형 방울토마토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송이, 흑대추, 호미 대

추 등 신품종 전환이 확대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딸기: 생산 측면에서 수량성 증대보다는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재배

기술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다수확 품종인 설향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배 관

행에서 탈피해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죽향, 금실, 메리퀸 등

의 국내 딸기 보급종 도입 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딸기 소비 촉진을 위

해서는 당도와 저장성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품종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  수박·참외: 과채류 중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품목이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수박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고당도 수박을 생

산하기 위한 품질 향상 기술·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이른 봄철 저온기

와 여름철 고온기의 재배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시의적절하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외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도록 당도가 높고, 아삭

하고 씨가 적은 식감을 가진 품종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나이가 어린 연령

층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씨 없는 참외, 껍질째 먹는 참외 등 섭취 편의성이 

좋은 참외 품종 개발도 필요하다.

shop) 형태의 배 신품종 상설 판매·홍보 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사과·복숭아: 생산량 확대 추세에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잘 이루어지도록 작

목반·브랜드 연합체 단위로 지도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는 지역 APC를 기반으로 비파괴 선과, 공동브랜드 출하 등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사과·복숭아의 품질 고급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출하 시기

와 저장성이 우수한 신품종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포도: 18Brix 이상의 고당도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샤인머스켓

의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유도를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샤인머스켓 외 캠벨얼리, 거봉 등 여타 포도 품종 전반에 걸쳐 품질 고급화

와 균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사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포도 

소비기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샤인머스켓에 상응하는 고품질 포도 신품

종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  감귤: 11∼1월까지 홍수 출하되는 노지온주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극조

생, 극만숙성 품종 등 출하 시기를 고려한 품종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조생

온주 품종 보급은 수급 여건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고, 고품질의 극

조생온주(유라실생, 유라조생), 극만숙성 품종(제감나-56호) 등의 보급을 

늘려 홍수 출하를 방지하여 시세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만감류는 미완숙 만

감류의 조기 출하를 지양하고 고품질 만감류의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만감류 품목별 생산자의 규모화·조직화로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계획 출하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토마토: 일반토마토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도색계(생식용)와 적색계(요

리 및 가공용) 품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

다. 건강 기능성 측면을 고려한 일상 소비 확대를 위해 건강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섭취 방법과 다양한 메뉴에 대한 소비자 홍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틈새시장 개척 차원에서 토마토를 활용한 건강

보조식품 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신품종에 대한 소비

자의 인식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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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지역농협과 연계한 계통출하, 과일 전문매장, 중소규모 슈퍼마켓, 

직거래 등 판매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타 품종의 전환 확대에 따른 대

추형 방울토마토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송이, 흑대추, 호미 대

추 등 신품종 전환이 확대되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딸기: 생산 측면에서 수량성 증대보다는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재배

기술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다수확 품종인 설향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배 관

행에서 탈피해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죽향, 금실, 메리퀸 등

의 국내 딸기 보급종 도입 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딸기 소비 촉진을 위

해서는 당도와 저장성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품종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  수박·참외: 과채류 중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품목이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수박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고당도 수박을 생

산하기 위한 품질 향상 기술·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이른 봄철 저온기

와 여름철 고온기의 재배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시의적절하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외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도록 당도가 높고, 아삭

하고 씨가 적은 식감을 가진 품종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나이가 어린 연령

층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씨 없는 참외, 껍질째 먹는 참외 등 섭취 편의성이 

좋은 참외 품종 개발도 필요하다.

shop) 형태의 배 신품종 상설 판매·홍보 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사과·복숭아: 생산량 확대 추세에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잘 이루어지도록 작

목반·브랜드 연합체 단위로 지도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는 지역 APC를 기반으로 비파괴 선과, 공동브랜드 출하 등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사과·복숭아의 품질 고급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출하 시기

와 저장성이 우수한 신품종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포도: 18Brix 이상의 고당도 샤인머스켓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샤인머스켓

의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유도를 위한 재배 매뉴얼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샤인머스켓 외 캠벨얼리, 거봉 등 여타 포도 품종 전반에 걸쳐 품질 고급화

와 균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사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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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연구 방법

웹 검색 등을 통해 푸드테크 시장규모 및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 푸드테

크 업체 5개소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제조기업(연구소)와 

3D 식품 프린팅 업체 및 전문가 40인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대체축

산식품(식물성고기, 펫푸드, 배양육)에 관한 지불의향금액과 수용성 영향 요

인을 분석하였다.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험경매(Experiment Auction)

를 실시하였으며, 3단계(맛, 영양, 환경) 정보제공에 따른 대체축산식품에 대

한 지불의향금액과 개선사항을 조사·분석하였다.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식물기반 대체식품을 중심으로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25년까지 연평균 9.5%씩 증가하여 178억 5,86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3D 식품 프린팅 시장규모는 2017년 기

준 52.2백만 달러이며, 2023년까지 연평균 46.1%씩 525.6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3D 식품 프린팅은 초콜릿, 피자, 파스타 등 가공식품 제조, 

우주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등에 활용된다. 

●●●  선진국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이용 실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본, 유럽(네덜란드)처럼 정부 정책지원 및 신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대체식품의 공공적 역할(환경보전과 자원에너지절감)에 대

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기반 신산업으로서의 다양한 분야 간 학

제적 연구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이 생태계의 중심 역할

을 담당하나,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정부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신식품

과 3D 식품 프린팅 관련 규제 사항(안전 관리와 표시 문제 등)의 선제적 검토

와 정비가 필요하다. 

●●●  국내 대체식품은 해외의 원천 소재나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배합조절을 통해 

연구 배경과

목적

●●●  선진국에서는 식물에서 단백질을 추출·분리하거나 동물 조직을 배양하는 등

의 바이오기술이나 ICT 융복합 기술 등을 이용하는 푸드테크(food tech)와 이

를 적용한 식품개발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투자가 활발하고 새로운 시장

을 형성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푸

드테크 적용에 대한 관심이 식품업계, 학계, 정부, 미디어, 소비자로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푸드테크와 적용 식품의 국내외 시장 확대 가능성은 물론 지

속가능성 등의 공공성 확보 차원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푸드테크의 의의, 국내

외 푸드테크 적용 실태, 국내 소비자의 인식 및 수용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푸

드테크 적용 관련 대응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이 연구는 식품제조·가공 분야에 한정하였다. 특히 국내외 시장의 성장 가능

성이 높고 공공성과 농업연계 가능성도 높은 대체 소재·식품과 3D 식품 프

린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  대체축산식품과 3D 식품  
프린팅을 중심으로

연구자 _ 박미성·이용선·김경필·박시현·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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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

록 혁신적 산업생태계의 구축과 선제적 규제 정비 및 갈등요소 완화가 요구된

다. 푸드테크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원천 기술·소재 개발을 위해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산·학·연 또는 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개방화된 혁신적 

R&D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민간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

원하는 TIPS 프로그램(중소벤처기업부)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연구개발을 위한 고가의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장비를 대여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이 요구된다. 

●●●  둘째,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엔젤투자와 크라우드펀딩 등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야 한다. 푸드테크 기

반 기업에 투자·보육하는 푸드테크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금융

위원회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2019)’의 혁신성장 품목에 푸드테

크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  셋째, 창업 및 벤처 초기단계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작·생산 설비와 보육(인큐

베이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푸드테크 분야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제품 

제작, 창업 과정이 원활하도록 설비·공간 및 인큐베이팅 기능을 확충토록 국

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체식품 제조단계의 시제품 

및 초기 제품의 제조·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식품 전용 공동플랜트(공장) 

설치가 요구된다.  

●●●  넷째, 규제 정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신산업시장(성장)의 규제 정비를 위

해서는 1) 신식품 관련 규격 및 기준 정비, 2) 알레르기 예상 품목이 함유된 신

식품의 라벨 표시 등에 대한 규제, 3) 새로운 식품에 대한 수출입세번 및 통계

분류 일치와 관리감독 관할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4) 기술지주회사에 대

개발되고 있으나, 최근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식물성 고기나 계란 관

련 원천 소재나 제품이 개발되고 출시되기 시작했다. 대체식품 사업화를 위한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은 기술 개발·확보(26.5%), 시장정보 획득(20.6%), 대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14.7%), 전문인력 부족(11.8%), 관련 규격 및 

기준 규제(11.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국내 3D 식품 프린터 기술개발 단계는 단일 소재/재료만을 이용하여 단순한 

형상/제품을 만드는 수준에 불과하다. 3D 식품 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전문가들

이 느끼는 연구/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은 제품의 불확실한 시장성 및 국내시

장의 협소성(35%), 인건비/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조달 부족(20%) 등으로 나

타났다. 

●●●  푸드테크 산업의 문제점은 일반 식품업체가 직면하는 기술·자금·인력 부족 등 

기업역량 부족, 관련 제도 미비, 시장정보 및 소비자 인식 부족, 기존 업계와의 

갈등, 산업생태계 부족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나 관심도(선호도)는 모두 보통 이상으로 

채식주의자는 준채식주의자가 비채식주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은 새로운 식품에 대한 적극성, 건강관심도, 자원·환경 관심도, 

윤리적 소비·동물복지 관심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축산식품

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맛을 기존 축산식품과 유사하

도록 맞출 필요가 있다.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균적인 지불의사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식품의 영양성분 정보에 대한 건강 유익성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의사가 비교적 높고, 환경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

하는 추세여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식품산업은 푸드테크를 이용하여 기술기반 산업화를 통해 혁신적 성장을 달

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자원에너지 사용 및 환경오염 저감, 동

물복지·윤리적 소비 등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식품산업이 푸드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 대체축산식품과 3D 식품 프린팅을 중심으로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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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_ 김상효·이계임·허성윤·이욱직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  1인 가구의 확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소비 트렌드

의 확산과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가정식과 외식/급식 등 광범위한 식

생활 영역에서 조리 및 섭취가 쉬운 과일·채소 제품에 대한 소비자(B2C)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식/급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조리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

을 중심으로 조리가 간편한 과일·채소에 대한 업계(B2B)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신선상태의 농산물을 씻고 자르는 등 최소한으로 가공

한 제품으로서 원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일반적인 가공식품과는 달리 농

업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성장은 농식

품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증대와 연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시장의 빠른 변화와 성장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후방산업인 농업과 전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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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또한 푸드테크 원천 기술·소재 개발을 위한 R&D, 

엔젤투자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대국민 홍보와 정보 제공, 그리고 갈등요소가 해소되어야 한다. 

공공성 목적을 지닌 정보 제공과 분야별 인터페이스 및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신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축산업 등 기존 식품업계와의 갈등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조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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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시장의 빠른 변화와 성장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후방산업인 농업과 전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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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또한 푸드테크 원천 기술·소재 개발을 위한 R&D, 

엔젤투자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혜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대국민 홍보와 정보 제공, 그리고 갈등요소가 해소되어야 한다. 

공공성 목적을 지닌 정보 제공과 분야별 인터페이스 및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신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축산업 등 기존 식품업계와의 갈등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조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 대체축산식품과 3D 식품 프린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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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분석으로는 ① 신선 농산물과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t-검정,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한 ②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 ③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수요자(처)의 신선편이 제품 속성별 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④ 중요

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과 ⑤ Best-Worst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⑥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선택실험법(CE) 및 혼합로짓모형분석(mixed logit) 등이 있다.    

●●●  해외 주요국의 신선편이 시장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탁연구를 진행

하였다. 일본 사례의 경우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신동철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미국/유럽 사례는 강원대학교 이상현 교수가 함께하였다.

●●●  신선편이 생산에 사용되는 가공기술 및 위생/안전성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김지강 박

사에게 원고를 의뢰하였다. 

[ 제2장 ]

●●●  제2장에서는 먼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우리나

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소비자, 시장 구조와 규모, 가격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제6장 시장변화에 대응한 과제를 도출함에 활용하고자 신

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였다. 

●●●  우리나라 소비자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인지도와 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간편화, 건강/안전 지향, 다양화/고급화 등의 식품소비 트렌

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샐러드용 채

소나 컵과일 등의 세척 및 절단제품에 대한 구입 경험은 4점 만점 기준으로 

주요 연구 

결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으로서 식품산업, 더 나아가 산업을 진흥시키고 규제하는 정책 담당자가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에 대한 실태파악 등 기초자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용선 외(2009) 이후 사회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

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연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과

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제를 식

별하고자 하였으며, 문헌 검토와 정책자료 수집,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

책변화와 문제점, 시장의 이슈 등을 파악하였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

조업체 조사이다. 조사의 난이도와 성실성, 응답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하기보다는 연구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업체 전수조사를 목표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처에 대한 조

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용(B2C) 수요 조사를 위해 소비자 조사를 추진하

였으며, 업무용(B2B) 수요는 급식업체와 외식업체, 식품제조업체로 구분하였

다.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병행하였다.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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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분석으로는 ① 신선 농산물과 신선편이 제품의 가격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t-검정,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한 ②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 ③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수요자(처)의 신선편이 제품 속성별 평가를 파악하기 위한 ④ 중요

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과 ⑤ Best-Worst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 ⑥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선택실험법(CE) 및 혼합로짓모형분석(mixed logit) 등이 있다.    

●●●  해외 주요국의 신선편이 시장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탁연구를 진행

하였다. 일본 사례의 경우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신동철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미국/유럽 사례는 강원대학교 이상현 교수가 함께하였다.

●●●  신선편이 생산에 사용되는 가공기술 및 위생/안전성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김지강 박

사에게 원고를 의뢰하였다. 

[ 제2장 ]

●●●  제2장에서는 먼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우리나

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소비자, 시장 구조와 규모, 가격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제6장 시장변화에 대응한 과제를 도출함에 활용하고자 신

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였다. 

●●●  우리나라 소비자의 신선편이 과일·채소 인지도와 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간편화, 건강/안전 지향, 다양화/고급화 등의 식품소비 트렌

드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샐러드용 채

소나 컵과일 등의 세척 및 절단제품에 대한 구입 경험은 4점 만점 기준으로 

주요 연구 

결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으로서 식품산업, 더 나아가 산업을 진흥시키고 규제하는 정책 담당자가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에 대한 실태파악 등 기초자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용선 외(2009) 이후 사회과학적인 조사 및 연구

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연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과

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제를 식

별하고자 하였으며, 문헌 검토와 정책자료 수집,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

책변화와 문제점, 시장의 이슈 등을 파악하였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중에서도 가장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

조업체 조사이다. 조사의 난이도와 성실성, 응답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하기보다는 연구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업체 전수조사를 목표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처에 대한 조

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용(B2C) 수요 조사를 위해 소비자 조사를 추진하

였으며, 업무용(B2B) 수요는 급식업체와 외식업체, 식품제조업체로 구분하였

다.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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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정책, 마지막으로 규격 설정이나 안전성 관리 정책 등이 있다.

[ 제3장 ]

●●●  제3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경영 및 사업체 일반 현황, ② 고용 및 종사자 현황, ③ 생산·

유통 현황, ④ 연구개발 현황, ⑤ 경영실태 분석, ⑥ 시장 변화와 문제점 및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사업체 전수조사를 목표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선편이 과일·채

소 제조업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수도권에 

입지한 비중은 전체 50%를 점하며, 충청권도 18.1%에 달한다. 조직형태로는 농

업회사법인과 일반 민간사업체가 각 각 30곳과 28곳으로 두 형태의 비중이 전체 

80%를 상회한다. 조사대상 업체의 전체 업력이 평균 10.5년인 가운데, 신선편이 

제조업을 추진한 평균 업력은 7.7년이었다. 

●●●  매출 신장세와 신선편이 비중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2016년 업체당 평

균 신선편이 매출액은 37억 4,7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4.6% 증가하였으

며, 2019년 증가율은 42.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는 업체들의 전체 

생산제품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2018년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률은 6.04%였는데, 이는 모든 식품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

률이 4.89%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체 45개 업종 분류 중 15위에 해당하는 수치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비용 항목별 평균 경영비 비중은 원료 농산물 재료비가 56.4%로 과반 이상을 점

하고 있었다. 후순위인 인건비(18.9%), 물류비(7.4%)까지 합하면 80%를 초과하

는 비용구조로 파악되었다. 생산공정의 자동화율은 업체당 평균 37.3%로 나타

나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공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1.73점에서 2016년 2.10점으로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2.51점으로 크

게 증가하였다. 

●●●  한편,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유통경로를 단순화하면 농가 → 신선편이 제조

업체 → (식자재업체) → 수요처(소매업체, 음식점, 단체급식소) → 소비자로 요

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신선

편이 채소의 경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중개인·산지수집상(36.9%), 농가

(23.5%), 농업법인(19.6%)을 중심으로 원재료 채소를 조달하여, 신선편이 채소

로 제조·처리한 뒤, 식품제조업체(27.2%), 단체급식소(21.0%), 외식업체(19.7%)

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과일은 해외 직접 수입

(36.7%), 중개인·산지수집상(36.5%)을 중심으로 원재료 과일을 조달하여, 신선

편이 과일로 제조·처리한 이후, 대형 할인점(34.2%), 단체급식소(22.6%), 식자재

업체(21.2%) 등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 106개 사업장을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모집단으로 삼아 방문조

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매출액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집계한 결과, 2018년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규

모는 약 8,089억 4,833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  시판 중인 과일·채소 원물과 신선편이 과일·채소 가격을 B2B와 B2C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B2C 대상 분석 결과, 로메인, 비타민, 적겨자, 적채, 청경채 등 

특수채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평균가격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로 신선편이 제품들의 가격이 원물에 비해 비싸게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적

게는 g당 2원에서부터 많게는 16원까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2배

가량 신선편이 제품 가격이 원물에 비해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선편이 채소

보다 신선편이 과일에서의 가격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된 국내 정책으로는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이나 식품

가공원료매입지원 등의 지원정책,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등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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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정책, 마지막으로 규격 설정이나 안전성 관리 정책 등이 있다.

[ 제3장 ]

●●●  제3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경영 및 사업체 일반 현황, ② 고용 및 종사자 현황, ③ 생산·

유통 현황, ④ 연구개발 현황, ⑤ 경영실태 분석, ⑥ 시장 변화와 문제점 및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  사업체 전수조사를 목표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선편이 과일·채

소 제조업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울·수도권에 

입지한 비중은 전체 50%를 점하며, 충청권도 18.1%에 달한다. 조직형태로는 농

업회사법인과 일반 민간사업체가 각 각 30곳과 28곳으로 두 형태의 비중이 전체 

80%를 상회한다. 조사대상 업체의 전체 업력이 평균 10.5년인 가운데, 신선편이 

제조업을 추진한 평균 업력은 7.7년이었다. 

●●●  매출 신장세와 신선편이 비중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2016년 업체당 평

균 신선편이 매출액은 37억 4,700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4.6% 증가하였으

며, 2019년 증가율은 42.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는 업체들의 전체 

생산제품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2018년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률은 6.04%였는데, 이는 모든 식품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

률이 4.89%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체 45개 업종 분류 중 15위에 해당하는 수치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비용 항목별 평균 경영비 비중은 원료 농산물 재료비가 56.4%로 과반 이상을 점

하고 있었다. 후순위인 인건비(18.9%), 물류비(7.4%)까지 합하면 80%를 초과하

는 비용구조로 파악되었다. 생산공정의 자동화율은 업체당 평균 37.3%로 나타

나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공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1.73점에서 2016년 2.10점으로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2.51점으로 크

게 증가하였다. 

●●●  한편,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의 유통경로를 단순화하면 농가 → 신선편이 제조

업체 → (식자재업체) → 수요처(소매업체, 음식점, 단체급식소) → 소비자로 요

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조사 결과, 신선

편이 채소의 경우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중개인·산지수집상(36.9%), 농가

(23.5%), 농업법인(19.6%)을 중심으로 원재료 채소를 조달하여, 신선편이 채소

로 제조·처리한 뒤, 식품제조업체(27.2%), 단체급식소(21.0%), 외식업체(19.7%)

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과일은 해외 직접 수입

(36.7%), 중개인·산지수집상(36.5%)을 중심으로 원재료 과일을 조달하여, 신선

편이 과일로 제조·처리한 이후, 대형 할인점(34.2%), 단체급식소(22.6%), 식자재

업체(21.2%) 등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 106개 사업장을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 모집단으로 삼아 방문조

사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매출액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집계한 결과, 2018년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규

모는 약 8,089억 4,833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  시판 중인 과일·채소 원물과 신선편이 과일·채소 가격을 B2B와 B2C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B2C 대상 분석 결과, 로메인, 비타민, 적겨자, 적채, 청경채 등 

특수채소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평균가격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로 신선편이 제품들의 가격이 원물에 비해 비싸게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적

게는 g당 2원에서부터 많게는 16원까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2배

가량 신선편이 제품 가격이 원물에 비해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선편이 채소

보다 신선편이 과일에서의 가격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와 관련된 국내 정책으로는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이나 식품

가공원료매입지원 등의 지원정책,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등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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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72개 조사 대상 업체가 2018년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총 7만 

8,739톤이었다. 채소가 7만 73톤, 과일 8,665톤으로 신선편이 채소가 90% 가까운 

비중을 점하였다. 품목별로는 절단한 양상추가 1만 4,351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

었으며, 절단 양파(6,654톤), 깐 양파(6,031톤), 깐 마늘(4,490톤)의 순이었다. 과일

은 조각 파인애플이 5,198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혼합과일(1,708톤), 조

각 사과(455톤), 조각 멜론(372톤), 조각 배(159톤), 조각 수박(150톤) 순으로 조사

되었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의 판매(납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 매출액 비중 응답결과에 대입하여 매출처별 납

품물량을 환산하고, 이를 다시 비중으로 재계산하였다. 신선편이 전체물량은 식

품제조업체(24.5%), 단체급식소(21.2%)로 납품되는 양이 가장 많고, 외식업체

(17.7%), 식자재업체(11.4%), 대형할인점(11.2%) 순이었다. 전체 물량의 78.2%

는 업무용(B2B)으로, 21.8%는 가정용(B2C)으로 납품되고 있었다.

●●●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① 업체 매출액이 높을

수록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매출액이 높은 대형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조업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시장에서 조업

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영업이익률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②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일반 민간사업

체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3.9%p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

어 앞선 기초통계분석 결과의 방향과 일치했다. ③ 전체 고용인력 중 정규직 비

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규직 인건비 부

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④ 전체 매출액 중 신선편이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

록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관

리하는 현재 단계에서의 한계적 비용이 농산물 원물의 생산/유통이나 2차 가공

품 생산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⑤ 전체 판매/납품 중 B2B로의 

●●●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업체당 평균 47명의 고용인이 종사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인 특징을 나타냈다. 농산물을 손질하는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남성에 비해 여

성 종사자가 많은 구조이며, 외국인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인력구조는 단순노무 

인력이 94%(학사급 2.1명, 석·박사 0.3명, 기사 자격증 보유자 0.4명 수준)이며, 품

질관리자와 시험/검사자 보유 비율은 각각 51.4%와 36.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선편이 제조업은 많

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50%의 응답업체가 2017년 대비 2018년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답하였으

며, 전체 중 70.8%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력 충원이 어려

운 원인에 대해 업체 스스로는 ‘낮은 급여조건(27.5%)’, ‘근무지가 도심지로부터 

멀리 위치(23.5%)’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2018년 한 해 동안 72개 조사 대상 신선편이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총 원재료 사

용량은 11만 3,535톤이었다. 가장 사용량이 많은 품목은 양상추로 2만 6,275톤

이 사용되었고, 양파(2만 255톤), 마늘(1만 1,809톤), 양배추(1만 1,226톤), 파인애

플(1만 870톤) 순이다. 조사업체의 원자료 조달처 비중을 평균하면 원료를 도매

시장에서 조달한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고, 중개인 및 산지수집상(22.5%), 

농업법인(16.4%), 농가로부터 직접 구입(16.2%)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사용 

비중은 신선편이 과일이 65.6%로 채소(14.2%)에 비해 높은 편이다. 파인애플, 

오렌지, 자몽, 망고, 파파야 등은 전량 수입산을 사용하였으며, 채소 중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마늘(33.9%), 양상추(25.3%) 등이었다. 

●●●  전체 응답업체의 61.1%는 계약재배 경험이 없었으며, 38.9%에 해당하는 업체만

이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1년’이 57.1%로 가장 많

아 단발성 계약거래가 많았고, 계약 물량은 전체 사용 물량의 평균 53.2% 수준으

로 집계되었다. 향후 계약재배 의향에 대해서도 응답업체의 25.0%만이 계약재배

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업체 중 향후에도 

계약재배 의향이 있는 곳은 45.8%인 데 반해 향후에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겠다

는 응답 비중이 54.2%로 높아, 기존 계약재배 거래에서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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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72개 조사 대상 업체가 2018년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신선편이 과일·채소는 총 7만 

8,739톤이었다. 채소가 7만 73톤, 과일 8,665톤으로 신선편이 채소가 90% 가까운 

비중을 점하였다. 품목별로는 절단한 양상추가 1만 4,351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

었으며, 절단 양파(6,654톤), 깐 양파(6,031톤), 깐 마늘(4,490톤)의 순이었다. 과일

은 조각 파인애플이 5,198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혼합과일(1,708톤), 조

각 사과(455톤), 조각 멜론(372톤), 조각 배(159톤), 조각 수박(150톤) 순으로 조사

되었다.

●●●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의 판매(납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별 생산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 매출액 비중 응답결과에 대입하여 매출처별 납

품물량을 환산하고, 이를 다시 비중으로 재계산하였다. 신선편이 전체물량은 식

품제조업체(24.5%), 단체급식소(21.2%)로 납품되는 양이 가장 많고, 외식업체

(17.7%), 식자재업체(11.4%), 대형할인점(11.2%) 순이었다. 전체 물량의 78.2%

는 업무용(B2B)으로, 21.8%는 가정용(B2C)으로 납품되고 있었다.

●●●  신선편이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① 업체 매출액이 높을

수록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매출액이 높은 대형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조업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시장에서 조업

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영업이익률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②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일반 민간사업

체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3.9%p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

어 앞선 기초통계분석 결과의 방향과 일치했다. ③ 전체 고용인력 중 정규직 비

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규직 인건비 부

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④ 전체 매출액 중 신선편이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

록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선편이 과일·채소를 생산·관

리하는 현재 단계에서의 한계적 비용이 농산물 원물의 생산/유통이나 2차 가공

품 생산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⑤ 전체 판매/납품 중 B2B로의 

●●●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업체당 평균 47명의 고용인이 종사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인 특징을 나타냈다. 농산물을 손질하는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남성에 비해 여

성 종사자가 많은 구조이며, 외국인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인력구조는 단순노무 

인력이 94%(학사급 2.1명, 석·박사 0.3명, 기사 자격증 보유자 0.4명 수준)이며, 품

질관리자와 시험/검사자 보유 비율은 각각 51.4%와 36.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선편이 제조업은 많

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50%의 응답업체가 2017년 대비 2018년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답하였으

며, 전체 중 70.8%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력 충원이 어려

운 원인에 대해 업체 스스로는 ‘낮은 급여조건(27.5%)’, ‘근무지가 도심지로부터 

멀리 위치(23.5%)’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2018년 한 해 동안 72개 조사 대상 신선편이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총 원재료 사

용량은 11만 3,535톤이었다. 가장 사용량이 많은 품목은 양상추로 2만 6,275톤

이 사용되었고, 양파(2만 255톤), 마늘(1만 1,809톤), 양배추(1만 1,226톤), 파인애

플(1만 870톤) 순이다. 조사업체의 원자료 조달처 비중을 평균하면 원료를 도매

시장에서 조달한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고, 중개인 및 산지수집상(22.5%), 

농업법인(16.4%), 농가로부터 직접 구입(16.2%)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사용 

비중은 신선편이 과일이 65.6%로 채소(14.2%)에 비해 높은 편이다. 파인애플, 

오렌지, 자몽, 망고, 파파야 등은 전량 수입산을 사용하였으며, 채소 중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마늘(33.9%), 양상추(25.3%) 등이었다. 

●●●  전체 응답업체의 61.1%는 계약재배 경험이 없었으며, 38.9%에 해당하는 업체만

이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은 ‘1년’이 57.1%로 가장 많

아 단발성 계약거래가 많았고, 계약 물량은 전체 사용 물량의 평균 53.2% 수준으

로 집계되었다. 향후 계약재배 의향에 대해서도 응답업체의 25.0%만이 계약재배

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계약재배 경험이 있는 업체 중 향후에도 

계약재배 의향이 있는 곳은 45.8%인 데 반해 향후에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겠다

는 응답 비중이 54.2%로 높아, 기존 계약재배 거래에서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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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55.6%의 업체에서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 중이며, 44.4%의 업체는 사용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리과정이 간

편/편리해서(41.6%)’,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29.8%)’의 비중이 높았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70.4%가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결국 식수인원이 많고 큰 업장일수록 조리과정을 쉽고 빠르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선편이 형태의 재료를 사용할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

선편이 과일의 경우에는 사용 중인 업체 비중이 23.4%로 채소에 비해 낮은 수준

이었다. 교육시설(46.5%), 수도권(34.1%), 직영사업장(28.1%) 등 규모가 큰 업체

에서 사용 중이라는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신선편이 과일을 사용하

는 이유는 ‘조리과정이 간편/편리해서(33.3%)’,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33.3%)’이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채소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싸서(66.9%)’

와 ‘위생안전성 등이 염려되어서(12.7%)’의 순서였다. 급식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품목은 마늘이었으며 전체 응답업체의 56.3%가 구입경험이 있었다. 양파

도 50.8%로 구입경험이 많았고, 감자(47.0%), 연근(44.8%), 대파(43.7%), 당근

(42.1%)도 40%가 넘는 업체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향후 신선편이 제품의 구

입의향을 조사한 결과 채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0.0%(3.57점)가 구입할 의향

이 있었으며,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신선편이 과일은 전체 

응답자의 39.4%(3.23점)가 향후 구입의향이 있었으며, 20.6%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채소에 비해 향후 구입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이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리용 신선편이 채소의 구

입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구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 구입이유로 ‘간편/

편리해서(62.1%)’,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28.9%)’, ‘음식물쓰레기

를 줄일 수 있어서(3.6%)’ 순이었다. 구입경험이 없는 경우 미구입이유로는 ‘가

격이 비싸서(34.7%)’, ‘위생·안전성 염려(33.3%)’,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8.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FGI 결과, 편리함이 조리용 간편 채소를 

찾게 되는 주요 원인임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단순히 편리함만을 찾는다기보다 

가정간편식(HMR)과 차별화되는 신선함에 주목하고 있었고, 최근 밀키트 시장

판매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소폭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B2B로의 마진

이 B2C 마진보다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⑥ 한편, 정부지원사업 수혜 여부

는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선편이 제

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한 신선편이 제조업체

의 경영효율성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업체 중 51개 업체의 규모효율성은 순수기

술효율성보다 높게 나타나 신선편이 제조업체들의 비효율성이 주로 운영의 비

효율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들 업체가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재분배를 통한 순수기술효율성 향상을 우

선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규모수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6개 업체가 규모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으로 분석되어 최적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89%) 업체는 과소투자 상태를 의미하는 규모

수익증가(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경영효율성 분석으로부터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운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한 후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 제4장 ]

●●●  제4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별 소비행태를 살펴보았는데, 업체

에 의한 소비(B2B)와 소비자에 의한 소비(B2C)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B2B 소

비는 다시 급식업체, 외식업체, 그리고 식품제조업체로 구분하였으며, B2C 소비

는 가구 내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주 구입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먼저 단체급식소 영양사 조사에서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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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55.6%의 업체에서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 중이며, 44.4%의 업체는 사용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리과정이 간

편/편리해서(41.6%)’,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29.8%)’의 비중이 높았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70.4%가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결국 식수인원이 많고 큰 업장일수록 조리과정을 쉽고 빠르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선편이 형태의 재료를 사용할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

선편이 과일의 경우에는 사용 중인 업체 비중이 23.4%로 채소에 비해 낮은 수준

이었다. 교육시설(46.5%), 수도권(34.1%), 직영사업장(28.1%) 등 규모가 큰 업체

에서 사용 중이라는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신선편이 과일을 사용하

는 이유는 ‘조리과정이 간편/편리해서(33.3%)’,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33.3%)’이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채소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싸서(66.9%)’

와 ‘위생안전성 등이 염려되어서(12.7%)’의 순서였다. 급식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품목은 마늘이었으며 전체 응답업체의 56.3%가 구입경험이 있었다. 양파

도 50.8%로 구입경험이 많았고, 감자(47.0%), 연근(44.8%), 대파(43.7%), 당근

(42.1%)도 40%가 넘는 업체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향후 신선편이 제품의 구

입의향을 조사한 결과 채소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0.0%(3.57점)가 구입할 의향

이 있었으며,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신선편이 과일은 전체 

응답자의 39.4%(3.23점)가 향후 구입의향이 있었으며, 20.6%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채소에 비해 향후 구입에 대한 기대는 낮은 편이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리용 신선편이 채소의 구

입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구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 구입이유로 ‘간편/

편리해서(62.1%)’,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28.9%)’, ‘음식물쓰레기

를 줄일 수 있어서(3.6%)’ 순이었다. 구입경험이 없는 경우 미구입이유로는 ‘가

격이 비싸서(34.7%)’, ‘위생·안전성 염려(33.3%)’,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8.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FGI 결과, 편리함이 조리용 간편 채소를 

찾게 되는 주요 원인임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단순히 편리함만을 찾는다기보다 

가정간편식(HMR)과 차별화되는 신선함에 주목하고 있었고, 최근 밀키트 시장

판매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소폭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B2B로의 마진

이 B2C 마진보다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⑥ 한편, 정부지원사업 수혜 여부

는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선편이 제

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한 신선편이 제조업체

의 경영효율성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업체 중 51개 업체의 규모효율성은 순수기

술효율성보다 높게 나타나 신선편이 제조업체들의 비효율성이 주로 운영의 비

효율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들 업체가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재분배를 통한 순수기술효율성 향상을 우

선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규모수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6개 업체가 규모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으로 분석되어 최적 규모에서 운영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89%) 업체는 과소투자 상태를 의미하는 규모

수익증가(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경영효율성 분석으로부터 국내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운영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한 후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 제4장 ]

●●●  제4장에서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주요 수요처별 소비행태를 살펴보았는데, 업체

에 의한 소비(B2B)와 소비자에 의한 소비(B2C)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B2B 소

비는 다시 급식업체, 외식업체, 그리고 식품제조업체로 구분하였으며, B2C 소비

는 가구 내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주 구입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소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먼저 단체급식소 영양사 조사에서 신선편이 채소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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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 가족이 식사 후 후식으로서 과일을 나누어 먹던 전통적

인 가구 내 과일소비 행태가 1인 가구의 증가, 소가족화 등 가구의 분화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견에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  Best-Worst 선택실험을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속성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

과,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속성(8.66, 더미코드 카운팅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식품위생·안전성(7.31), 가격(3.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통적으

로 중요하게 평가되어 온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속성이며,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원료농산물의 국내산 여부, 원료의 친환경 재배 여부, 편리한 정도(간편성) 또한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즉석섭취용 샐러드와 컵과일 각각의 중요 속성에 대해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

으로 선택실험 및 혼합로짓모형분석(mixed logit)을 실시하여 속성별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는데, 안전관리인증(GAP와 유사한 가상적 인증)에 대해 2,619

원, 친환경농산물(유기농 인증)에 대해 2,157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인증에 대해서도 613원, 국내산 원물에 대해서

는 2,415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석섭취용 컵과일에 대해서

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단, 국내산에 대한 지불의사는 샐러드에 비해 다

소 낮은 특징을 보였다.  

●●●  국가승인통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분석 결과, 마늘과 양

파, 파(대파), 고추 등 조사에 포함된 4대 품목에 대해 한 품목이라도 조리용 간편 

채소를 사용하는 업체 비중은 2017년 조사에서는 25.2%로 나타났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27.2%로 나타나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

점업이 51.3%로 가장 많고, 일식 음식점업(44.7%), 기관구내식당업(43.4%), 한

식(37.4%), 중식 음식점업(33.1%) 순으로 높았다. 출장·이동음식점업은 협소한 

조리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조리용 간편 

채소를 이용할 만한 유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리용 간편 채소를 사용하

는 업체는 매출액 상위 25%에 해당하는 4분위 비중이 29.9%로 높고 평균 연매출

의 성장과도 관련이 깊었다. 소가족화와 가구원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함께 모

여 식사하는 자리가 줄어들면서, 양적인 측면으로도 간편 채소를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 1년 전과 비교해서 구입량이 증가하

였다는 응답은 36.5%로 나타나 감소했다는 응답(19.6%)보다 높았다. 조리용 간

편 채소를 구입하는 경우라도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6.1%는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한 번 세척

하여 조리(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2%는 안전성 우려 때문에 

절단면을 다시 한 번 절단한다고도 응답하였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즉석섭

취용 채소/샐러드의 구입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구입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 구입이유는 ‘간편/편리해서

(69.0%)’,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19.4%)’, ‘건강(다이어트)을 위해서

(7.6%)’ 순이었다. 조리용 채소와 구별되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특징은 건

강(다이어트) 목적으로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실제 FGI에서도 

건강과 다이어트, 다양한 채소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입경험자들에 대해서도 1년 전과 비교해서 구입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32.9%로 나타나 감소하였다는 응답(18.3%)보다 높아 지

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즉석섭

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입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구입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 구입이유는 ‘간편/편리해서

(69.6%)’,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21.9%)’, ‘음식물쓰레기 저감

(3.1%)’ 순이었다. 구입경험이 없는 경우, 미구입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

(45.3%)’, ‘위생·안전성 염려되어서(22.3%)’,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8.4%)’ 순이었다. 소비자 FGI에서는 컵/조각과일과 관련하여 ‘과일을 깎을 줄 

몰라서’, ‘다양한 과일을 모두 맛볼 수 있어서’, ‘건강한 간식이라서’, ‘부모의 마

음에서 과일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컵/조각과일을 소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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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 가족이 식사 후 후식으로서 과일을 나누어 먹던 전통적

인 가구 내 과일소비 행태가 1인 가구의 증가, 소가족화 등 가구의 분화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견에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  Best-Worst 선택실험을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속성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

과,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속성(8.66, 더미코드 카운팅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식품위생·안전성(7.31), 가격(3.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통적으

로 중요하게 평가되어 온 신선편이 과일·채소의 속성이며,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원료농산물의 국내산 여부, 원료의 친환경 재배 여부, 편리한 정도(간편성) 또한 

중요한 속성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즉석섭취용 샐러드와 컵과일 각각의 중요 속성에 대해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

으로 선택실험 및 혼합로짓모형분석(mixed logit)을 실시하여 속성별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는데, 안전관리인증(GAP와 유사한 가상적 인증)에 대해 2,619

원, 친환경농산물(유기농 인증)에 대해 2,157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인증에 대해서도 613원, 국내산 원물에 대해서

는 2,415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석섭취용 컵과일에 대해서

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단, 국내산에 대한 지불의사는 샐러드에 비해 다

소 낮은 특징을 보였다.  

●●●  국가승인통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분석 결과, 마늘과 양

파, 파(대파), 고추 등 조사에 포함된 4대 품목에 대해 한 품목이라도 조리용 간편 

채소를 사용하는 업체 비중은 2017년 조사에서는 25.2%로 나타났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27.2%로 나타나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

점업이 51.3%로 가장 많고, 일식 음식점업(44.7%), 기관구내식당업(43.4%), 한

식(37.4%), 중식 음식점업(33.1%) 순으로 높았다. 출장·이동음식점업은 협소한 

조리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조리용 간편 

채소를 이용할 만한 유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리용 간편 채소를 사용하

는 업체는 매출액 상위 25%에 해당하는 4분위 비중이 29.9%로 높고 평균 연매출

의 성장과도 관련이 깊었다. 소가족화와 가구원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함께 모

여 식사하는 자리가 줄어들면서, 양적인 측면으로도 간편 채소를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 1년 전과 비교해서 구입량이 증가하

였다는 응답은 36.5%로 나타나 감소했다는 응답(19.6%)보다 높았다. 조리용 간

편 채소를 구입하는 경우라도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6.1%는 안전성이 우려되어 다시 한 번 세척

하여 조리(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2%는 안전성 우려 때문에 

절단면을 다시 한 번 절단한다고도 응답하였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즉석섭

취용 채소/샐러드의 구입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구입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 구입이유는 ‘간편/편리해서

(69.0%)’,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19.4%)’, ‘건강(다이어트)을 위해서

(7.6%)’ 순이었다. 조리용 채소와 구별되는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특징은 건

강(다이어트) 목적으로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실제 FGI에서도 

건강과 다이어트, 다양한 채소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즉석섭취용 채소/샐러드의 구입경험자들에 대해서도 1년 전과 비교해서 구입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32.9%로 나타나 감소하였다는 응답(18.3%)보다 높아 지

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중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즉석섭

취용 컵/조각 과일의 구입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구입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경험이 있는 경우, 구입이유는 ‘간편/편리해서

(69.6%)’, ‘적당량(소량)을 구매할 수 있어서(21.9%)’, ‘음식물쓰레기 저감

(3.1%)’ 순이었다. 구입경험이 없는 경우, 미구입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

(45.3%)’, ‘위생·안전성 염려되어서(22.3%)’, ‘신선도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8.4%)’ 순이었다. 소비자 FGI에서는 컵/조각과일과 관련하여 ‘과일을 깎을 줄 

몰라서’, ‘다양한 과일을 모두 맛볼 수 있어서’, ‘건강한 간식이라서’, ‘부모의 마

음에서 과일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컵/조각과일을 소비하는 것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90 91

과일·채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신선

편이 과일·채소 시장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7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일본,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도 소비자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를 배경으로 신선편이 과일·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샐러드나 외식/급식용 조리용 채

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신선편이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 및 관련 사고/질병의 발생으로 인

해 미국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도 

국내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으로 신선편이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  셋째, 일본에서는 ‘가공·업무용 채소 생산기반 강화사업’을 통해 계약재배를 장려

하고 국산 채소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선편이식품 

제조업체에게 있어서 원물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계약재배 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주요국의 신선편이식품 소매점에서는 소포장화 트렌드, 다양한 포장 단위

의 존재,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칼로리 및 영양소 등), 스낵보다 넓은 매

대를 차지하는 등 신선편이식품의 ‘간식화’(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입구에 위치), 

세척 상태의 명확한 표기, 친환경 포장재 사용, 판매(유통)기한과 소비권고일자를 

별도로 표기, 가구 내 조리용 채소의 소포장화 등의 제품 트렌드가 주목할 만하다.

●●●  다섯째,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신선편이식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한국신선편이협회’가 전미신선농산물협

회(UFPA)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장려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매출 규모가 큰 업체가 많았다. 종업원 수도 평균 3.29

명, 사업장 면적도 평균 29.8평으로 미사용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넓어서 

영업 규모가 큰 업체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외식업체 구매/조리 담당자 대상 

FGI 진행 결과, 외식업체에서 식재료로서 신선편이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업장 규

모와 업종 그리고 제공하는 요리의 질적인 측면(맛, 풍미)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

었다. 주로 뷔페식당이나 호텔 등 대형업장에서 신선편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았고, 소형업장에서는 신선편이를 사용해본 경험은 있었으나 업장 규모가 작은 

업소일수록 가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대형 식자재업체를 통해 원

재료를 조달하는 업체에서는 신선편이 원재료를 주문하기 수월하지만, 소형 식당

에서는 대부분 소규모 벤더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조달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큰 포장 단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품질 저하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  2018년 생산액 기준 식품제조업체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농산물 구매 책임자

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20개 업체 중, 음료 및 주류 업체를 제외하고 12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 농산물 중 신선편이 원재료

를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총 12곳 중 7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곳은 사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5곳의 업체는 모

두 주 사업 분야가 제과·제빵제조였으며, 이는 제조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식품제조업체 입장에서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할지, 원료 농산물을 사용

할지는 제조물의 특성 이외에도 충분한 물량의 공급 가능성, 자가 전처리 시설의 여

부와 규모, 관리비 및 인건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등 복잡한 손익계산 구

조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제5장 ]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식생활 및 식품소비 트렌드가 유사한 일본, 신선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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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채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활성화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신선

편이 과일·채소 시장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7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일본, 미국,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도 소비자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를 배경으로 신선편이 과일·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샐러드나 외식/급식용 조리용 채

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신선편이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 및 관련 사고/질병의 발생으로 인

해 미국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도 

국내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안전성 기준으로 신선편이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  셋째, 일본에서는 ‘가공·업무용 채소 생산기반 강화사업’을 통해 계약재배를 장려

하고 국산 채소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선편이식품 

제조업체에게 있어서 원물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계약재배 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주요국의 신선편이식품 소매점에서는 소포장화 트렌드, 다양한 포장 단위

의 존재,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칼로리 및 영양소 등), 스낵보다 넓은 매

대를 차지하는 등 신선편이식품의 ‘간식화’(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입구에 위치), 

세척 상태의 명확한 표기, 친환경 포장재 사용, 판매(유통)기한과 소비권고일자를 

별도로 표기, 가구 내 조리용 채소의 소포장화 등의 제품 트렌드가 주목할 만하다.

●●●  다섯째,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신선편이식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한국신선편이협회’가 전미신선농산물협

회(UFPA)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장려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매출 규모가 큰 업체가 많았다. 종업원 수도 평균 3.29

명, 사업장 면적도 평균 29.8평으로 미사용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넓어서 

영업 규모가 큰 업체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외식업체 구매/조리 담당자 대상 

FGI 진행 결과, 외식업체에서 식재료로서 신선편이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업장 규

모와 업종 그리고 제공하는 요리의 질적인 측면(맛, 풍미)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

었다. 주로 뷔페식당이나 호텔 등 대형업장에서 신선편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았고, 소형업장에서는 신선편이를 사용해본 경험은 있었으나 업장 규모가 작은 

업소일수록 가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대형 식자재업체를 통해 원

재료를 조달하는 업체에서는 신선편이 원재료를 주문하기 수월하지만, 소형 식당

에서는 대부분 소규모 벤더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조달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큰 포장 단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품질 저하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  2018년 생산액 기준 식품제조업체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농산물 구매 책임자

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신선편이 과일·채소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20개 업체 중, 음료 및 주류 업체를 제외하고 12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 농산물 중 신선편이 원재료

를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총 12곳 중 7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곳은 사

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5곳의 업체는 모

두 주 사업 분야가 제과·제빵제조였으며, 이는 제조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식품제조업체 입장에서 신선편이 원재료를 사용할지, 원료 농산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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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식생활 및 식품소비 트렌드가 유사한 일본, 신선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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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과일·과채와 수입 과일 간 품목별 대체관계 실증분석 결과 |

대응과제 
분류

세부 대응과제 대응주체
단기 및 

중장기 구분

I.
상생과 
포용의 
산업 

안정화

1. 신선편이 중소기업 지원 현실화 정부 중장기

2. 관련 단체(신선편이협회 등) 기능 및 역할 정립과 발전방향 모색 산업계 단기

3. 지역에 기반한 고용창출 지원 정부(지자체) 중장기

4. 원료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농업계 단기

5. 기업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산업계 중장기

6. 공통된 산업적 용어와 정의 마련 정부 단기

II. 
소비기반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7. 유통·판매단계 온도관리 강화 산업계(유통) 중장기

8. 시장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산업계/정부 단기

9. 정부 정책을 통한 신선편이 과일·채소 소비 촉진 정부/산업계 중장기

10. 식품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정부/농업계 단기

III.
위생·안전관리 

강화

11. 신선편의식품 규격 및 보존기준 현실화 정부/산업계 단기

12. 신선편이 농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농업계/정부 중장기

13. 매뉴얼 작성·보급 및 취급자 위생관리 교육 정부/산업계 중장기

14. 시험·검사 지원 및 자체 오염평가 기술보급 정부 단기

IV.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강화 

15. 현장친화적 연구개발 설계 산업계/정부 단기

16. 신선편이 제품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연구개발 추진 산업계/정부 단기

17.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정부/산업계 중장기

18. 환경 변화에 대응한 新연구개발 방향 설정 산업계/정부 중장기

19. 신선편이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의 확대 정부 중장기

자료: 저자 작성.

●●●  여섯째, 과일 및 채소 지원사업 및 소비촉진운동과 연계하여 시장의 규모를 확대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일·채소 섭취 증대)을 장려할 뿐 아니라 신선

편이식품 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일곱째, 해외 주요국에서는 냉동채소나 냉동과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냉동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향후 냉동제품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6장 ]

●●●  제6장에서는 시장 및 정책 현황 검토 결과, 공급자와 수요자 분석 결과, 해외 주

요국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을 전

망하고 아래 표와 같은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응의 주체는 농업, 식품산업, 

그리고 정책 담당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농업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산업에 

원물을 공급하는 후방산업이며, 식품산업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제품을 직접 생

산하는 주체이기도 하거니와 생산된 신선편이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후방

산업이기도 하다. 정책 담당자는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과 산업에서 진흥과 규

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대응의 주체라 하겠다.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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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시너지 효과 증대에 있어 필히 요구되는 재해위험식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위험식별에 필요한 이상기후 관련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이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한 주요 이상기후의 경

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재해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 계측을 위한 분석 방법과 이

상기후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분석 틀(framework)을 선정하였

다. 또한, 국제기구(IPCC, UNISDR)와 주요국(호주, 미국)들, 그리고 우리나

라의 재난위험평가방법과 재난위험관리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  과거 기상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상기후의 시공간

적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과거의 시간별 기온과 강수량 분포는 통계

청의 종관기상관측소 정보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종관기상관측소 정보

를 시군별 자료로 변화시키기 위해 티센망 분석을 이용하였다. 기온은 시간대

별 기온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강수량은 일별 자료를 바탕으로 강수량 분포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의 변화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분포의 변화를 통해 식별하였다. 

●●●  재해의 직접적인 재해비용 및 재해위험 분석은 가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구

분하였다. 우선, 지역별·작목별 생산성 자료가 사용 가능한 쌀의 경우, 회귀

분석을 통해 이상기후와 생산성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상기후가 

쌀의 단수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지역별·작목별 농업보험의 관

련 자료가 사용 가능한 사과, 배 역시 회귀분석을 통한 지역별·작목별 손해비

용률(loss cost ratio)과 이상기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폭염으로 인한 이상기후의 간접적 재해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균형대체모형

연구 배경과

목적

●●●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국립기상과학원 2018)에 따르면 지

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이상기후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은 기

상조건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의 증가

는 농업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

응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화적응의 통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이상기후 대응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재해위험

식별보다는 재해관리와 재해위험전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내 연구 

역시 이상기후와 농업생산성의 인과관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의 직간접적 경제적 영향, 

그리고 취약성 계측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이상기후 관련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화 적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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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시너지 효과 증대에 있어 필히 요구되는 재해위험식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위험식별에 필요한 이상기후 관련 기초

자료를 생성하고, 이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한 주요 이상기후의 경

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재해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 계측을 위한 분석 방법과 이

상기후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분석 틀(framework)을 선정하였

다. 또한, 국제기구(IPCC, UNISDR)와 주요국(호주, 미국)들, 그리고 우리나

라의 재난위험평가방법과 재난위험관리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  과거 기상자료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상기후의 시공간

적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과거의 시간별 기온과 강수량 분포는 통계

청의 종관기상관측소 정보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종관기상관측소 정보

를 시군별 자료로 변화시키기 위해 티센망 분석을 이용하였다. 기온은 시간대

별 기온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강수량은 일별 자료를 바탕으로 강수량 분포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의 변화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분포의 변화를 통해 식별하였다. 

●●●  재해의 직접적인 재해비용 및 재해위험 분석은 가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구

분하였다. 우선, 지역별·작목별 생산성 자료가 사용 가능한 쌀의 경우, 회귀

분석을 통해 이상기후와 생산성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상기후가 

쌀의 단수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다. 지역별·작목별 농업보험의 관

련 자료가 사용 가능한 사과, 배 역시 회귀분석을 통한 지역별·작목별 손해비

용률(loss cost ratio)과 이상기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폭염으로 인한 이상기후의 간접적 재해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균형대체모형

연구 배경과

목적

●●●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국립기상과학원 2018)에 따르면 지

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이상기후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은 기

상조건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의 증가

는 농업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

응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들어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화적응의 통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이상기후 대응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재해위험

식별보다는 재해관리와 재해위험전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내 연구 

역시 이상기후와 농업생산성의 인과관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의 직간접적 경제적 영향, 

그리고 취약성 계측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이상기후 관련 재해위험관리와 기후변화 적응과의 

연구자 _ 성재훈·정학균·이현정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96 97

균-2σ)는 2021~2040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한 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염(최고기온이 35℃ 이상)은 중

부지역과 해안지역, 그리고 경상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상기후의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는 지역별·시간별로 서로 상이하며, 

효과적인 이상기후 재해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야 함을 의미한다.

●●●  제3장에서는 현재 가용가능한 농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쌀의 단수는 고온과 가뭄, 홍수 그리고 강풍에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측되었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기후는 쌀 생산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와 사과의 손해비용률은 강풍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강풍으로 인한 손해비용률 증가분은 전체 손해비용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형대체모형을 바탕으로 2018년 폭염으로 인

한 돼지와 육계 감소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폭염은 생산

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큰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수준의 폭염의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

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위태모형을 이용한 취약성 분석 결과, 남해안 해안 지

역과 전남 지역 등 농업생산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상기후에 더욱 취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지역이 강풍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노출

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 특히, 인구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  제4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상기후 대응 실태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

다. 우선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

후 대응 관련 교육 콘텐츠 부족과 지역의 여건과 거리가 먼 교육 내용이 지적되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폭염 발생에 따른 양돈 혹은 양계 농가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

였다. 

●●●  이상기후에 대한 취약성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위태모형(Cutter 

et al. 1996)을 이용하였으며, 취약성 관련 지표들의 정규화 및 통합을 위해 비

모수프론티어 접근법(nonparametric frontier approach)을 적용하였다(Zhou 

et al. 2017).

●●●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대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조사는 온라인 패널, 그리고 생산

자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이상기후 관련 인

식, 농업인들의 이상기후 대응 애로사항, 국내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 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과 자료의 적정성, 국내 이상기후 대응 현

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

화생태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원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  제2장에서는 강수 혹은 기온과 관련된 이상기후의 공간적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1~2040년과 2071~2100년의 물부족과 홍수의 발

생 빈도와 강도는 현재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물부족이 남부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온과 관련된 이상기후(평균+2σ)는 기후변화로 인해 중부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저온 관련 이상기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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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2σ)는 2021~2040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한 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폭염(최고기온이 35℃ 이상)은 중

부지역과 해안지역, 그리고 경상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상기후의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는 지역별·시간별로 서로 상이하며, 

효과적인 이상기후 재해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야 함을 의미한다.

●●●  제3장에서는 현재 가용가능한 농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쌀의 단수는 고온과 가뭄, 홍수 그리고 강풍에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측되었지만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기후는 쌀 생산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와 사과의 손해비용률은 강풍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강풍으로 인한 손해비용률 증가분은 전체 손해비용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형대체모형을 바탕으로 2018년 폭염으로 인

한 돼지와 육계 감소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폭염은 생산

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큰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수준의 폭염의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

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위태모형을 이용한 취약성 분석 결과, 남해안 해안 지

역과 전남 지역 등 농업생산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상기후에 더욱 취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들 지역이 강풍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노출

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 특히, 인구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  제4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상기후 대응 실태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

다. 우선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

후 대응 관련 교육 콘텐츠 부족과 지역의 여건과 거리가 먼 교육 내용이 지적되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폭염 발생에 따른 양돈 혹은 양계 농가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계측하

였다. 

●●●  이상기후에 대한 취약성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위태모형(Cutter 

et al. 1996)을 이용하였으며, 취약성 관련 지표들의 정규화 및 통합을 위해 비

모수프론티어 접근법(nonparametric frontier approach)을 적용하였다(Zhou 

et al. 2017).

●●●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대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조사는 온라인 패널, 그리고 생산

자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이상기후 관련 인

식, 농업인들의 이상기후 대응 애로사항, 국내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 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과 자료의 적정성, 국내 이상기후 대응 현

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

화생태과,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원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  제2장에서는 강수 혹은 기온과 관련된 이상기후의 공간적 분포와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1~2040년과 2071~2100년의 물부족과 홍수의 발

생 빈도와 강도는 현재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물부족이 남부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온과 관련된 이상기후(평균+2σ)는 기후변화로 인해 중부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저온 관련 이상기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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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대응에서 지역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의 재해관리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효과적인 이상기후 혹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필

수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기구에서는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를 위해 이상기후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재해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 

의해 지역정부 수준에서의 재난 대응활동의 성과 평가, 재난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앞선 설문조사와 같이 이상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활용

도가 낮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국과 호주 모두 이상기후 대응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통합을 추구하

고 있었으며, 보장범위와 수준이 매우 다양한 위험전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었다.

●●●  마지막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과 제3장의 분석결과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그리고 그 경제적 영향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기후의 발생과 그로 인한 재해비용의 맥락특이

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해위험관리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 재해위험감소와 재해위험식별에 있어 지역

과 민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맥락특이적인 이상

기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감소와 재해위험식별에 

지역과 민간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셋째, 제3장 분석 결과 이상기후의 재해위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상기후 대응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통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기후변화 

었다. 마지막으로 농가들은 이상기후 대응수단으로 이상기후 대응 정보 사전 

제공(17.8%), 품종 개발(15.0%), 적응기술 개발(14.2%), 농산물 관측정보 사전 

제공(13.5%)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농업인 역시 재해위험식별

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식품 주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의 생산량

과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을 경험한 비중 역시 높게 나타

났다. 소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 시 소비량

을 감소시키거나 대체품목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서류, 육류에 대한 소비가 이상기후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수급불안정과 관련된 농업부문 이상기

후 대응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는 현재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에 사용되고 있

는 예산보다 큰 약 8,6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앞

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는 응답자의 지불의사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5장에서는 주요 국내외 이상기후 관련 법령과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이

상기후 관련 재해위험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 호주와 미국의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재해

위험식별 단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령이나 정

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 관련 법령에는 위험식별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역시 재해위험관리

에 사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UNISDR

와 IPC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 및 지역의 이상기후 대

응 정책 방향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산재한 재해관

리 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 연방과 지역 정부

의 역할 분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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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대응에서 지역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의 재해관리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효과적인 이상기후 혹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필

수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기구에서는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를 위해 이상기후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재해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 

의해 지역정부 수준에서의 재난 대응활동의 성과 평가, 재난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앞선 설문조사와 같이 이상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활용

도가 낮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국과 호주 모두 이상기후 대응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통합을 추구하

고 있었으며, 보장범위와 수준이 매우 다양한 위험전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었다.

●●●  마지막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과 제3장의 분석결과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그리고 그 경제적 영향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기후의 발생과 그로 인한 재해비용의 맥락특이

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해위험관리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 재해위험감소와 재해위험식별에 있어 지역

과 민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맥락특이적인 이상

기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감소와 재해위험식별에 

지역과 민간 그리고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셋째, 제3장 분석 결과 이상기후의 재해위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상기후 대응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통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기후변화 

었다. 마지막으로 농가들은 이상기후 대응수단으로 이상기후 대응 정보 사전 

제공(17.8%), 품종 개발(15.0%), 적응기술 개발(14.2%), 농산물 관측정보 사전 

제공(13.5%)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농업인 역시 재해위험식별

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식품 주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의 생산량

과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을 경험한 비중 역시 높게 나타

났다. 소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 시 소비량

을 감소시키거나 대체품목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서류, 육류에 대한 소비가 이상기후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수급불안정과 관련된 농업부문 이상기

후 대응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는 현재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에 사용되고 있

는 예산보다 큰 약 8,6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앞

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는 응답자의 지불의사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5장에서는 주요 국내외 이상기후 관련 법령과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이

상기후 관련 재해위험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 호주와 미국의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재해

위험식별 단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령이나 정

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 관련 법령에는 위험식별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역시 재해위험관리

에 사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UNISDR

와 IPC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 및 지역의 이상기후 대

응 정책 방향 설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산재한 재해관

리 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 연방과 지역 정부

의 역할 분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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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하는 이상기후 관련 교육 빈도는 물론 그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이상기후 관련 정보의 낮은 활용도와 교육 빈도는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재해위험관리 정책과 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용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농가들의 수요를 정

확히 반영하여 이상기후 관련 정보의 현장활용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특

히 농가들의 수요가 높은 이상기후 영향과 이상기후 대응기술 등을 지역별/작

목별로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기회의 확대와 다양화, 교육 콘텐츠의 전문화를 통해 이상기후 대응 

정책 및 기술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확실성과 정보비용을 줄이고 이들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응 정책 주류화의 진입지점(entry point)으로 활용할 수 있다(정학균 외 

2019).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위험관리 정책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기

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용이하게 하며, 재해위험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  넷째, 재해위험식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재해위험식별은 

재해위험관리의 시작점이며, 재해위험관리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재원배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

해위험관리에 필요한 위험식별·위험감소·재난관리와 관련된 책무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농

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제외한 농업 관련 법령에는 재해위험식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농업부문의 재해위험식별에 관한 연

구개발 사업 역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재해위험관리

를 위해서는 기존의 재해관리나 위험전이 중심에서 재해위험식별 중심으로 

재해위험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농업 재해 관련 법령에 반드시 재해위

험식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섯째, 가용 가능한 자료의 양과 질은 분석 방법과 결과, 나아가 재해위험식

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

는 분석 자료와 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적 의미를 지니며, 이는 이상기후

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품목 간 비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 대상이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취약

성 분석 역시 취약성 분석 틀과 가용 가능한 자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해위험식별을 위한 분석 틀과 자료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

는 재해위험식별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의사결정지원·정책 

모니터링·정책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설문조사 결과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관련 정보는 농업인

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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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산

업의 성장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한 지역 유형

별 산업 성장 과정의 특성을 주요 사례 지역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 농촌산업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저밀도 경제 입지 기업

들의 생산활동 특성과 정책 수요를 정리하여, 저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

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통계자료 공간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원고위탁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 검색 등을 통해 OECD 저밀도 경

제 개념 및 특성, Rural Policy 3.0을 비롯한 새로운 농촌 정책의 방향과 저밀

도 경제의 의의, 저밀도 경제 관련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의 사업체 총조사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데이터를 산업 소분류 및 읍·면·동 단위로 분석

하였다. 사업체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산업 

부문별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을 도출하였다. 

●●●  저밀도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지 요인과 기능연계 및 협력 네트워

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사례 지역에 입지한 210개 기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저밀도 경제 유형을 구분하여 도

시 연계 지역(강원도 춘천·홍천, 강릉시 주변, 경상북도 북부권)과 원격지 농

촌(전라북도 동부권, 강원도 내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 기업체 네트워크 결과에 대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네트워크의 

국지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농 파트너십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별 성장 경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

연구 배경과

목적

●●●  OECD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금융

위기 이후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에 주목한다.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산업 기반이 열악

한 농촌 및 주변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존 1차산업 

중심의 농촌산업 정책 대신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산업 

육성으로 농촌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저밀도 경제 성장 전략으로 교역가능한 부문의 확보, 도·농 파트너십 구

축, 정책 부문 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한다. 

●●●  이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산업 출현 및 

성장 과정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산업 육성 

전략에 기초하여 농촌의 불리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농촌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농촌산

연구자 _ 정도채·정유리·김정승·김유나

저밀도 경제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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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원고위탁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 검색 등을 통해 OECD 저밀도 경

제 개념 및 특성, Rural Policy 3.0을 비롯한 새로운 농촌 정책의 방향과 저밀

도 경제의 의의, 저밀도 경제 관련 농촌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의 사업체 총조사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데이터를 산업 소분류 및 읍·면·동 단위로 분석

하였다. 사업체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산업 

부문별 저밀도 경제 성장 지역을 도출하였다. 

●●●  저밀도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지 요인과 기능연계 및 협력 네트워

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사례 지역에 입지한 210개 기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저밀도 경제 유형을 구분하여 도

시 연계 지역(강원도 춘천·홍천, 강릉시 주변, 경상북도 북부권)과 원격지 농

촌(전라북도 동부권, 강원도 내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 기업체 네트워크 결과에 대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네트워크의 

국지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농 파트너십의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다. 

●●●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별 성장 경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

연구 배경과

목적

●●●  OECD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금융

위기 이후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에 주목한다.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산업 기반이 열악

한 농촌 및 주변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존 1차산업 

중심의 농촌산업 정책 대신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산업 

육성으로 농촌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저밀도 경제 성장 전략으로 교역가능한 부문의 확보, 도·농 파트너십 구

축, 정책 부문 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한다. 

●●●  이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산업 출현 및 

성장 과정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산업 육성 

전략에 기초하여 농촌의 불리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한 농촌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농촌산

연구자 _ 정도채·정유리·김정승·김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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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의 제약요인 및 

정책 수요를 확인하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제시되었

다. 향후 지역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인구 과소화·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 고용서비스와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 통근 여건 개선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의 확산과 지역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존 농촌산업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

다. 첫째,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기존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환, 다각화를 

꾀하고 있지만 시군 연고산업 지원사업 축소 등 지역산업 정책에서 주력산업 

가치사슬에 포함되지 못한 주변부 지역산업 육성 수단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

이다. 둘째,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사업들은 시·군 단위로 추진되어 다양

한 공간 연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지

역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산업 육성 전략이 부재하다. 셋째, 저밀도 경제 활

성화를 위해 정책 부문 간 연계 또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지역에서 중복투자

를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간 연계

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의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부

문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의 확산을 통해 농촌 지역 및 농촌산업의 발전 잠재력

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기반산

업 부문 육성을 위하여 저밀도 경제 지역산업의 다각화, 고도화 지원, 원격 농

촌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저밀도 경제 지역

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지역산업 정책의 도·농 파

트너십 전략 반영, 시·군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농촌산업권 활성화 및 지속

적인 지원, 저밀도 경제 지역 내 입지한 혁신 기관의 거점 기능 강화를 정책과

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례 지역별 주요 주체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밀도 경제 

논의에 비추어 농촌산업 정책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 정책 관

련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한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OECD 저밀도 경제 성장과 유사한 현상을 확인하였다.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역 총생산의 향상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저밀

도 경제 성장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이나 농식품제조업 등 전통적인 

농촌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나 생산자 서

비스업 등 농촌 지역에서 성장하기 어려웠던 산업 부문들도 특정 농촌 지역에

서 집적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 지역 또한 국가 산업 공간으

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

견하였으며, 이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제시한 성장 동력 및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첫째, 저밀도 경제 활성화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농촌

융복합산업이나 전통적인 농촌산업에서 진화한 신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

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바이오, 화장품, 생물소재, 백신, 비금속 소

재 제조업 등 기존 농촌산업의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의 전

환, 다각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

존 농촌산업 기반과의 단절이 아니라, 기업, 기업지원기관, 지역 혁신 시스템 

등 기존 농촌산업 기반의 경로의존적 진화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저밀도 경

제 성장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불리한 지역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

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관계는 공간적으로 지역 내

에 형성되기보다는 협력 유형에 따라 인접 시·군, 시·도 등 보다 확장된 지역 

단위에서 착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층적 거버넌스는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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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의 제약요인 및 

정책 수요를 확인하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제시되었

다. 향후 지역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인구 과소화·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 고용서비스와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 통근 여건 개선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의 확산과 지역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존 농촌산업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

다. 첫째,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기존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환, 다각화를 

꾀하고 있지만 시군 연고산업 지원사업 축소 등 지역산업 정책에서 주력산업 

가치사슬에 포함되지 못한 주변부 지역산업 육성 수단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

이다. 둘째,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사업들은 시·군 단위로 추진되어 다양

한 공간 연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농 파트너십 전략의 관점에서 지

역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산업 육성 전략이 부재하다. 셋째, 저밀도 경제 활

성화를 위해 정책 부문 간 연계 또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지역에서 중복투자

를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농촌산업 육성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 간 연계

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의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부

문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의 확산을 통해 농촌 지역 및 농촌산업의 발전 잠재력

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기반산

업 부문 육성을 위하여 저밀도 경제 지역산업의 다각화, 고도화 지원, 원격 농

촌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저밀도 경제 지역

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지역산업 정책의 도·농 파

트너십 전략 반영, 시·군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농촌산업권 활성화 및 지속

적인 지원, 저밀도 경제 지역 내 입지한 혁신 기관의 거점 기능 강화를 정책과

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례 지역별 주요 주체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밀도 경제 

논의에 비추어 농촌산업 정책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산업 정책 관

련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한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OECD 저밀도 경제 성장과 유사한 현상을 확인하였다.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역 총생산의 향상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저밀

도 경제 성장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이나 농식품제조업 등 전통적인 

농촌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나 생산자 서

비스업 등 농촌 지역에서 성장하기 어려웠던 산업 부문들도 특정 농촌 지역에

서 집적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 지역 또한 국가 산업 공간으

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 지역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

견하였으며, 이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제시한 성장 동력 및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첫째, 저밀도 경제 활성화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농촌

융복합산업이나 전통적인 농촌산업에서 진화한 신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

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바이오, 화장품, 생물소재, 백신, 비금속 소

재 제조업 등 기존 농촌산업의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산업 부문으로의 전

환, 다각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

존 농촌산업 기반과의 단절이 아니라, 기업, 기업지원기관, 지역 혁신 시스템 

등 기존 농촌산업 기반의 경로의존적 진화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저밀도 경

제 성장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불리한 지역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

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관계는 공간적으로 지역 내

에 형성되기보다는 협력 유형에 따라 인접 시·군, 시·도 등 보다 확장된 지역 

단위에서 착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층적 거버넌스는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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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_ 박준기·이두영·박지연·임준혁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와 지역인구 감소현상이 지속되고, 농가교역조건 악화

로 농업수익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이며, 지자

체도 다양한 형태의 농가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

으로는 농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전사업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영비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자체 단위로 인적수당 방식의 농민

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지자체가 지역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지자체가 농가를 대상으로 시

행하고 있는 각종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이 본래의 사업 목적과 재정운용 

원칙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을 갖는지 검토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실태 분석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추진 주체 간 역할 재

정립, 재원조달 및 예산운용 방식 개편, 기반 조성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

화 방안 등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를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연구 배경과

목적

해 정주여건 정비사업과 연계한 인력 수급 개선, 저밀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인력 중개 서비스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 추진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관계에 기초한 지역 단위 농촌산업 육성 체계 정비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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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문제에 대하여 차별적,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  둘째,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내 농가들

이 직면하고 있는 소득문제는 고령화, 경영비 부담, 자금부족, 영농실패, 신규진입 

등 지역 내 농가의 소득문제를 분명하게 재분류하고, 소득 및 경영비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셋째, 지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 경영비 지원사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료·농약 등 환경부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폐지하여 농업자원·환경 

관리의 방향으로 지원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  넷째, 농가 소득지원사업 추진 주체 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소득지원사업 추진 시 상

호 협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칭)농가 소득지원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

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보 체계 마

련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

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지역농업 정보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

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농업여건 변화, 지역 내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이해와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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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방법은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 사례지역 시군 지자

체 예산자료 분석, 농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 국가사업 추가 지원 영

향에 대한 계량분석 및 해외조사출장 등이다. 

●●●  첫째,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은 지자체 소득지원 실태 분석에 앞서서 농가경제

에서 정부지원금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충남, 전남, 경

남 3개 광역지자체 소속 시군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소득 및 경영비 지

원사업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 세부 내역, 농가 지원 규모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군별 농정현안과 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논농업고정직불금 및 재해보

험료 추가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사업 추가 지원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를 실시하여 연방정부

와 주정부 간 역할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지자체의 소득지원사업 실태 분석을 근거로 쟁점을 정리하고,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 농가의 소득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형평

성보다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연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소

득지원사업의 지원 목적, 지원 방식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농가 소득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의·조정제도 마련이 필

요하다. 다섯째, 지자체가 농가 소득지원 및 지역농정 활성화 측면에서 주도

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 명분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국적, 형평적 차원에서 지

원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국가사업을 보완하면서 지역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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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문제에 대하여 차별적,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  둘째,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내 농가들

이 직면하고 있는 소득문제는 고령화, 경영비 부담, 자금부족, 영농실패, 신규진입 

등 지역 내 농가의 소득문제를 분명하게 재분류하고, 소득 및 경영비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셋째, 지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 경영비 지원사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료·농약 등 환경부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폐지하여 농업자원·환경 

관리의 방향으로 지원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  넷째, 농가 소득지원사업 추진 주체 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소득지원사업 추진 시 상

호 협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칭)농가 소득지원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

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보 체계 마

련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

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지역농업 정보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

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농업여건 변화, 지역 내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이해와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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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 방법은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 사례지역 시군 지자

체 예산자료 분석, 농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 국가사업 추가 지원 영

향에 대한 계량분석 및 해외조사출장 등이다. 

●●●  첫째, 농가경제 원자료 분석은 지자체 소득지원 실태 분석에 앞서서 농가경제

에서 정부지원금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충남, 전남, 경

남 3개 광역지자체 소속 시군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소득 및 경영비 지

원사업이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 세부 내역, 농가 지원 규모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군별 농정현안과 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논농업고정직불금 및 재해보

험료 추가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사업 추가 지원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를 실시하여 연방정부

와 주정부 간 역할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지자체의 소득지원사업 실태 분석을 근거로 쟁점을 정리하고,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 농가의 소득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형평

성보다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연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소

득지원사업의 지원 목적, 지원 방식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농가 소득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의·조정제도 마련이 필

요하다. 다섯째, 지자체가 농가 소득지원 및 지역농정 활성화 측면에서 주도

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 명분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국적, 형평적 차원에서 지

원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국가사업을 보완하면서 지역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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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  이 연구는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를 활용한 분석, 계량모형 분석, 설문조사 및 심

층면접조사, 해외 전문가 원고위탁, 연구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다. 먹거리 공

공성 개념 정립을 위해 공공성의 저자인 하승우, 서울시 먹거리 자문위원인 경

희대 공공대학원 김소연 교수,  젠더와공동체 오미란 대표 등과 연구자문회의

를 실시하고 자문을 받았다. 

●●●  사례 지자체별 먹거리 관련 사업의 실천내용과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비교하

기 위해 6개 기초지자체 담당부서 직원의 심층면접조사와 각 지자체별 소비자 

200명 이상, 총 1,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프랑스 사례는 Rennes(헨느)대학교 Catherine Darrot 교수와 Gilles Marechal에

게 프랑스 푸드플랜의 등장 배경과 추진 과정, 실천 사례 등을 원고위탁하였다. 

●●●  첫째, 먹거리 공공성의 개념과 내용은 우리 사회의 먹거리 운동 과정에서 생산 안

정성, 먹거리 안전성, 먹거리 지속성, 먹거리 접근성으로 확대되었다. 먹거리 공공

성은 기존 먹거리 보장 개념에 시민의 참여를 포함한다. 먹거리 보장이 ‘시민의 의

무와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 먹거리 공공성은 ‘시민 권리 확대를 

위한 시민의 참여 및 행정의 협치’라는 참여 민주주의 자치 활동을 포함한다.

●●●  둘째,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지자체가 시민 건강을 위해 먹거리에 주

목하고 적극 개입을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취약계층 먹거리에 관해 한정

된 최소 공적부조로 접근하는 소극적 사회보장’에서 ‘시민 누구나 먹거리 보장

의 대상이라는 적극적 사회보장’으로 확대하였다. 

●●●  셋째,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센터 등 먹거리 관련 사업을 

개별 사업체로 수행한다. 개별 사업체는 물류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비효율이 발

생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의 생산 조

직화, 관계형 소비시장 창출, 물류 등을 같은 조직체계에서 수행하여 사업별 시너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제기한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계성을 

높여 중소농의 경영 안정과 지역유통 순환경제를 추구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권 선언’은 먹거리에 

관해 지역 시민이 공존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먹거리 공공성’을 논의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푸드플랜이나 먹거리 공공성 등 용어의 개념이 불명

확하여 구체적인 실천 내용에 의견이 분분하고 시행착오를 유발하기도 한다.  

●●●  한편, 현재 지역 푸드플랜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각 지자체는 인구구성, 농업 생산 및 소

비 등의 환경과 먹거리 운동의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본 연구는, 지역 푸드플랜이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유통 순환체

계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과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유통 순환체계를 위한 기

초·광역지자체 및 국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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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사업과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유통 순환체계를 위한 기

초·광역지자체 및 국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 _ 정은미·최병옥·최재현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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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_ 채광석·김부영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도시문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규제를 중심으로 토

지공개념 철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2008년 헌법

연구자문위원회,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2016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축적하였고, 토지공개념 역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

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이 보다 구체화되어 포함되었

지만,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은 일반 부동산 및 토지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면서 농업 부문의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  농업 부문의 토지공개념은 해방 이후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이후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갖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토지공개념을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발굴하

고, 그에 입각하여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성과 정책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과

목적

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넷째, 지자체 사례는 입지, 연령별 인구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유형

별 구분이 무의미했다. 다만, 선도적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한 지역과 추진이 미

흡한 지역의 차이는 행정 및 실행조직의 정비, 거버넌스의 유무, 먹거리 관련 

사업시설의 연계, 생산 및 소비 조직화 등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지자

체 행정의 의지 및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차이

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  다섯째, 프랑스는 2010년 「농업현대화법」에 국가 푸드플랜(PNA)을 선언하고 

지역 푸드플랜(PAT)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

이다.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시민들이 농업·농촌 및 토양·물 등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지역의 유기농업과 직거래를 실천하며 정책화되었다.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채소류 소비 증가, 일

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식교육 강화 등의 실천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 

주도로 추진되는 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실행

조직은 별도로 없고 각 주체의 활동 네트워크로 추진된다.  

●●●  여섯째,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관련 사업에 시민의 관심과 호응에 비례하여 

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지역 푸드플랜의 실

행단위는 기초지자체이고, 행정과 시민이 추진주체이다. 기초지자체는 생산 

조직화, 관계형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사업역량

의 한계를 보완할 인력 육성, 정보 관리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먹거리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제도개선과 예산

편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정은미    연구위원 TEL_061-820-2311 Email_jeongem@krei.re.kr

최병옥    연구위원 TEL_061-820-2334 Email_bochoi@krei.re.kr

최재현 연구원 TEL_061-820-2188 Email_wlsgus858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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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_ 채광석·김부영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도시문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규제를 중심으로 토

지공개념 철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국회에서는 2008년 헌법

연구자문위원회, 2014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2016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축적하였고, 토지공개념 역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

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문안이 보다 구체화되어 포함되었

지만,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은 일반 부동산 및 토지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면서 농업 부문의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  농업 부문의 토지공개념은 해방 이후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이후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갖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토지공개념을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발굴하

고, 그에 입각하여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성과 정책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농지관리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과

목적

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넷째, 지자체 사례는 입지, 연령별 인구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유형

별 구분이 무의미했다. 다만, 선도적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한 지역과 추진이 미

흡한 지역의 차이는 행정 및 실행조직의 정비, 거버넌스의 유무, 먹거리 관련 

사업시설의 연계, 생산 및 소비 조직화 등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지자

체 행정의 의지 및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차이

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  다섯째, 프랑스는 2010년 「농업현대화법」에 국가 푸드플랜(PNA)을 선언하고 

지역 푸드플랜(PAT)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

이다. 프랑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시민들이 농업·농촌 및 토양·물 등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지역의 유기농업과 직거래를 실천하며 정책화되었다.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채소류 소비 증가, 일

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식교육 강화 등의 실천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 

주도로 추진되는 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실행

조직은 별도로 없고 각 주체의 활동 네트워크로 추진된다.  

●●●  여섯째,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관련 사업에 시민의 관심과 호응에 비례하여 

사업형태가 다양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지역 푸드플랜의 실

행단위는 기초지자체이고, 행정과 시민이 추진주체이다. 기초지자체는 생산 

조직화, 관계형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사업역량

의 한계를 보완할 인력 육성, 정보 관리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역량을 넘어서는 먹거리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제도개선과 예산

편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정은미    연구위원 TEL_061-820-2311 Email_jeongem@krei.re.kr

최병옥    연구위원 TEL_061-820-2334 Email_bochoi@krei.re.kr

최재현 연구원 TEL_061-820-2188 Email_wlsgus8581@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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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규제

를 재정비하여 지역별로 세분화된 용도규제를 실시한다. 전통생산지역(기존 

농업진흥지역), 농산업지역(기술농업 및 수직농업), 축산지역 등으로 농지 용

도를 세분화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업 구조 개선에 대응한다.

●●●  셋째, 현행 78개 농지전용 의제 법률을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

의) 제1항 제1호에 별표로 규정하여 농지전용의제 확대를 동결하고, 향후 개

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의제 신설은 「농지법」 별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  넷째, 농지임대차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의 유동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및 농지임대차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한다. 또한 농

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비

농업인 소유 농지의 위탁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가칭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 임대차 관련 조항을 이관하여 관리한다. 농지의 효율적 유동화를 위해 

「농지법」에 농지임대차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다 보면 「농지법」의 기본이

념인 경자유전 원칙의 훼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  여섯째, 토지소유자(비농업인 소유농지 포함)가 장기임대차(예: 10년 혹은 15

년) 형태의 농지은행사업(임대수탁사업 등) 등에 참여할 경우 세제상의 인센티

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은행 사업을 농지소유구조 개선 중심에서 

농지이용구조 증진 및 효율성 개선 중심의 농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일곱째, 제주도의 농지 기능관리 강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자유전의 원

칙을 투기적 농지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하게 관철

한다.

●●●   이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통계자료 및 계량모형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원

고위탁 및 토론회, 해외출장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는 토지공개념 

관련 국내외 학술문헌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통계자료 및 

계량모형 분석은 농지와 관련한 주요 통계자료 전반을 활용하였다. 농지 소

유 및 이용 현황 분석은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법인조사 

원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연령별 토지소유현황 원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지원부와 농지조서, 농지 실거래자료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개입(intervention) 시계열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농지관리 기능 강

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KREI 현지통신원 1,603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717명이 응답하였다.

●●●   농지관리 제도의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공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농지공개념 원칙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포함하고, 농지 보호

를 위해 농지투기 방지가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 되도록 한다. 둘째, 농지관

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자유전 원칙하에 투기적 농지

소유를 억제하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한다. 셋째, 농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

로소득을 환수하여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토기본법」 제10조에 ‘6의2. 농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원

적 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6호의2를 신설하여 농지와 농업의 다원

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

시하는 최상위 계획지침인 국토종합계획에 농지의 다원적 기능 및 가치가 반

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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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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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_ 임소영·김남훈·하인혜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영이양의 중요성은 매

우 크다. 2000~2015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비중은 전체 농가인구 

대비 평균 4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20대 농가인구는 

10.5%에서 5.8%로, 30대 인구는 9.2%에서 5.2%로 감소하였으며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도 13.4%에서 9.2%로 감소하여 농촌지역에서는 50세 미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농업분야의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농의 경영이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정부는 경영이양 관련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효과가 크

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영이양정책은 고령 농업인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보

고 은퇴를 유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영이

양은 농업인의 은퇴를 포함하여 새로운 세대의 진입으로 완성되는, 세대교체

의 의미가 더 크다. 새로운 인력의 유입 과정에서 기존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순조롭게 이양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에 대한 접근 방법을 새

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이양의 당사자인 농업인의 현실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여 경영이양에 따르는 경제사회적인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농업

연구 배경과

목적

채광석    연구위원 TEL_061-820-2377 Email_gschae@krei.re.kr

김부영    연구원 TEL_061-820-2335 Email_bkim73@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  마지막으로 농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1)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재검토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을 강화한다. 2) 사실상 이농민에 대한 지원세제로 

의미가 퇴색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다. 3)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가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한 개발권 매입 등 정책수단에 농지관리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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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경영이양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진입농가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 정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농업인의 지도나 조언, 정보제공 등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이미 승계자를 확보한 농가는 승계자와 경영주가 가족구성원인 동시에 경영

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승계 

절차나 방식, 시기, 승계 후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양자 간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  고령농가는 이미 경제활동의 정점을 지나 은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활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이전소득이나 기타 자산

소득이 충분치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영이양 지원정책은 경영이양직불이며 그 외

에도 농지연금,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수요는 낮은데, 그 이유는 직

불금 단가가 낮고, 직불금 신청 가능연령대가 낮고, 일괄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

는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설정해야 하므로 상

속 성향이 높은 국내 농가의 정서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

어 대농가에 유리한 제도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원 폭이 매우 

좁아 국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외 승계를 돕기 위하여 승계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단되어 승계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편은 부족한 상황이다. 

●●●  이 연구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이양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

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인의 은퇴 후 노후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둘째, 승계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 농업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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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경영이양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이 경영이양을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를 고

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경영이양이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이루어지는 디

딤돌이 되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해외 현지조사, 통계자료 분석, 계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경영이양 및 은퇴, 영농승계 관련 문헌

에 대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65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65세 이상 농업인

과 65세 미만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각 700명씩 총 1,400명에게 우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은 376명, 65세 미만 농업인은 314

명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경영이양과 승

계 의사, 영향요인, 경영이양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로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국가와 일본의 경영이양 지원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이양 후 농업인의 지위 변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정의를 일본과 비교 검토하는 

연구를 외부에 위탁하였다.

●●●  농업인의 경영이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

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경제적 요인은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괴리감, 건강에 

대한 염려, 농업인으로서 정체성 유지 욕구 등 정서적·신체적 요인을 의미한

다. 경영면적을 농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 경영면적이 넓을수록 승계자를 확보하여 경영이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며 경영면적이 넓은 농가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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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경영이양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진입농가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 정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농업인의 지도나 조언, 정보제공 등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이미 승계자를 확보한 농가는 승계자와 경영주가 가족구성원인 동시에 경영

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승계 

절차나 방식, 시기, 승계 후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양자 간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  고령농가는 이미 경제활동의 정점을 지나 은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활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이전소득이나 기타 자산

소득이 충분치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영이양 지원정책은 경영이양직불이며 그 외

에도 농지연금,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수요는 낮은데, 그 이유는 직

불금 단가가 낮고, 직불금 신청 가능연령대가 낮고, 일괄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

는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설정해야 하므로 상

속 성향이 높은 국내 농가의 정서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

어 대농가에 유리한 제도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원 폭이 매우 

좁아 국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외 승계를 돕기 위하여 승계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단되어 승계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편은 부족한 상황이다. 

●●●  이 연구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이양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

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인의 은퇴 후 노후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강화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둘째, 승계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 농업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인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경영이양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이 경영이양을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를 고

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경영이양이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이루어지는 디

딤돌이 되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해외 현지조사, 통계자료 분석, 계량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기존의 경영이양 및 은퇴, 영농승계 관련 문헌

에 대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65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65세 이상 농업인

과 65세 미만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각 700명씩 총 1,400명에게 우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은 376명, 65세 미만 농업인은 314

명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경영이양과 승

계 의사, 영향요인, 경영이양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은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로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국가와 일본의 경영이양 지원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이양 후 농업인의 지위 변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정의를 일본과 비교 검토하는 

연구를 외부에 위탁하였다.

●●●  농업인의 경영이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

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경제적 요인은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괴리감, 건강에 

대한 염려, 농업인으로서 정체성 유지 욕구 등 정서적·신체적 요인을 의미한

다. 경영면적을 농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 경영면적이 넓을수록 승계자를 확보하여 경영이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며 경영면적이 넓은 농가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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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마을영농은 일본에서 농업인의 고령화와 영농승계자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로 농업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이 공동으

로 영위하는 집락영농을 국내에 적용한 사례이다. 마을영농은 소수의 청년농

과 고령 농업인이 하나의 법인체가 되어 공동으로 생산, 유통, 판매를 하고 수

익을 나누는 것이다. 이때 청년농이 법인 설립부터 운영에 있어서 대표자로서 

역할을 맡고 고령 농업인은 영농자산을 출자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분배받

는다. 또한 법인에서 실시하는 농작업이나 가공에 참여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  마을영농을 통해 청년농은 영농기반의 확대와 규모화를 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고령 농업인은 노후소득을 확보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활력을 유지하고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계 당사자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완

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승계자를 확보한 농가뿐만 아니

라 제3자 승계와 마을영농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세대 간 의사소통 지원, 재무 상담,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승

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승계 전문 컨설턴트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승계농가나 제3자 승계 경영체, 마을영농 주체를 방문하고 상담

하면서 승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기회

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승계자와 경영주가 

승계의 내용, 시기, 방식 등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여 이를 지

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장기적 제도 개선과제가 있다. 우선 자산과 연계된 노후 소득안

전망에서 탈피하여 소득과 연계되는 노후 소득안전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인의 경영이양 이후 경제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지역 경제에 일정 부

분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이양을 지원

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은퇴 후 노후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영이양직불제의 신청

률을 높이기 위해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도이양의 단가를 대폭 확대하여 임대형과 매도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

가 있다. 또는 농지 양수자가 39세 이하 청년농인 경우에는 추가 직불금을 지

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시에 이양하고 은퇴하도록 되어 있는 규

정을 완화하여 단계적 은퇴를 허용하되 약정을 맺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는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인 국민

연금 지원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의향

이 낮거나 신고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저소득

층에 지원이 보다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전망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내 농가의 승계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승계자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연계방식과 승

계자와 이양자의 집단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연계방식

은 승계자가 없는 농가와 영농희망자를 매칭하는 방식이다. 승계자에게 영농

자산과 기술, 경영노하우, 인맥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한꺼번에 이양되므로 신

규 진입농가의 영농정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규 진입농가

가 농지 및 생산기반 조성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바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농가의 유무형의 자산이 일괄 이전되므로 농업

인이 평생 일구어온 경영기반이 소실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제3자 승

계에 대한 국내 농업인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3자 승계를 확

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  승계자와 이양자를 묶어 집단화하는 방법은 마을영농을 승계의 방편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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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  2000년대 중반 국제 곡물시장 위기 이후 식량 위기 대응 및 국제 곡물의 안정

적 도입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고, 수입 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체계 구축도 충분치 않

은 실정이며, 국내 곡물 생산기반도 취약하여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수입

에 의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국제 곡물시장 위기 대응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정책들에 대한 점검

과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곡물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

제 곡물시장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체계의 개선 및 재설정이 요구되

고 있다. 

●●●  본 연구는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계기로 구축된 위기 대응체계를 해

외 곡물의 안정적 도입과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평가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기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배경과

목적

다.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은 경지면적과 비례하여 지급액이 정해지게 

된다. 이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농지 없이 영농을 하는 임

차농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을 중

심으로 경영이양을 계획하는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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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된다. 

●●●  1900년대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

였으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국제 곡물시장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

다. 국제 곡물시장 위기는 공급 측면에서 흉작, 낮은 재고율과 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특정 국가의 일시적 수입량 

증대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바이오 연

료용 곡물 수요 증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가와 달러화 가치 등

도 곡물 생산비, 대체재 가격,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국제 곡물시장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바이오 연료용 곡

물  수요 증대 지속,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곡물 수입량 증가 등이 예상되고 이

상 기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엘니뇨/라니냐의 주기적 발생과 이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급등 현상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시장 위기 발생 가능성

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국제 곡물시장의 위기는 세계 경제, 유가, 달러화 가

치 등 거시경제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세계 거시경제 변

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  곡물 수입업체들의 원산지 다변화, 구매 시점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은 국내 곡물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산업연관 분석 결과 국내로 수입된 곡물은 배합사료, 제분, 전분당과 식

용유지 산업을 통해 1차 가공된 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업체 등에 공급되어 

최종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수입단가 변동의 영향도 이러한 

경로를 따라 가격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단가의 상승 및 

하락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입단가 100% 상승 시에는 장기(1년 이내에 대부분의 효과가 나

타남)적으로 3.9%의 전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나 하락 시에는 유의미한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수입 곡물의 최종소비재

●●●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곡물 수급 관련 상황을 파악

하고, 국내외 해외농업개발 및 곡물 조달체계 구축 실태 분석 및 관련 정책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  국제 곡물 관련 실수요업체, 학계, 정책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각 정책에 대한 평가, 당면 문제,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여 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에 활용하였다. 

●●●  시계열모형을 활용하여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의한 국내 파급영향 분석을 진

행하였다. 또한, 일본, 중국, 멕시코의 국제 곡물 위기 대응 및 안정적 곡물 도

입을 위한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석유 분야에서의 위기 대응 사례를 검토하

여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리나라 식량 정책은 「양곡관리법」, ‘수매제도’, ‘쌀 산업종합대책’ 등 미곡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생산 및 비축제도는 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

타 곡물은 민간 중심의 수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쌀 이외의 주요 곡물 수급은 수입에 의존하나 비축 등의 위기 대응을 위한 기

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곡물 수입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비축 등의 중장기적 

관점의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수입업체들의 영세성 등으로 국제 

곡물 유통 분야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식용 곡물 수입량은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나 사료용 곡물 수입량은 식용 곡

물 수입량 대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용 곡물 수입량 증가는 소

득 증대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사료 

수요 확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량 변동성이 높은 것은 배합사료업

체들이 가격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재 사료원료로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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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된다. 

●●●  1900년대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

였으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국제 곡물시장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

다. 국제 곡물시장 위기는 공급 측면에서 흉작, 낮은 재고율과 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특정 국가의 일시적 수입량 

증대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및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바이오 연

료용 곡물 수요 증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가와 달러화 가치 등

도 곡물 생산비, 대체재 가격,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국제 곡물시장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바이오 연료용 곡

물  수요 증대 지속,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곡물 수입량 증가 등이 예상되고 이

상 기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엘니뇨/라니냐의 주기적 발생과 이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급등 현상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시장 위기 발생 가능성

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국제 곡물시장의 위기는 세계 경제, 유가, 달러화 가

치 등 거시경제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세계 거시경제 변

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  곡물 수입업체들의 원산지 다변화, 구매 시점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 가격 변동은 국내 곡물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산업연관 분석 결과 국내로 수입된 곡물은 배합사료, 제분, 전분당과 식

용유지 산업을 통해 1차 가공된 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업체 등에 공급되어 

최종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수입단가 변동의 영향도 이러한 

경로를 따라 가격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단가의 상승 및 

하락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입단가 100% 상승 시에는 장기(1년 이내에 대부분의 효과가 나

타남)적으로 3.9%의 전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나 하락 시에는 유의미한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수입 곡물의 최종소비재

●●●  국내외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곡물 수급 관련 상황을 파악

하고, 국내외 해외농업개발 및 곡물 조달체계 구축 실태 분석 및 관련 정책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  국제 곡물 관련 실수요업체, 학계, 정책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각 정책에 대한 평가, 당면 문제,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여 위기 대응 정책 개선 방안 수립에 활용하였다. 

●●●  시계열모형을 활용하여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의한 국내 파급영향 분석을 진

행하였다. 또한, 일본, 중국, 멕시코의 국제 곡물 위기 대응 및 안정적 곡물 도

입을 위한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석유 분야에서의 위기 대응 사례를 검토하

여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우리나라 식량 정책은 「양곡관리법」, ‘수매제도’, ‘쌀 산업종합대책’ 등 미곡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생산 및 비축제도는 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

타 곡물은 민간 중심의 수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쌀 이외의 주요 곡물 수급은 수입에 의존하나 비축 등의 위기 대응을 위한 기

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곡물 수입을 민간이 주도하면서 비축 등의 중장기적 

관점의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수입업체들의 영세성 등으로 국제 

곡물 유통 분야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식용 곡물 수입량은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나 사료용 곡물 수입량은 식용 곡

물 수입량 대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용 곡물 수입량 증가는 소

득 증대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사료 

수요 확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량 변동성이 높은 것은 배합사료업

체들이 가격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재 사료원료로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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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경보모형은 공개된 자료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되는데, 이러한 가격 

예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기경보모형의 위기경보 실패 시에

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금

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의 목표를 위기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 파악 후 이를 지속적

으로 점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제 곡물 조기경보모형 역시 

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주기

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하여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  일본은 오래전부터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해외 곡물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

고 다양한 해외농업투자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종합상사와 젠노가 해외농업

투자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제 곡물 생산량 증대 및 시장 안정화

를 통해 간접적으로 곡물 수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생산국에서의 수출금지 조치나 곡물 메이저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 곡

물 시장 특성상 생산투자만으로는 안정적인 곡물 수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곡물 유통과 수출, 판매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였다. 또한, 수출

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금지나 제한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양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중국은 많은 인구, 경제성장에 따른 곡물 수요 증대 등으로 식량안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콩과 같은 일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

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해외 곡물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을 시행 중이다. 특히 해외 곡물도입을 위한 해외농업투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중국은 다년간의 투자 시도 및 사업 진행을 통해 다

양한 경로의 해외농업투자모델을 도출하였고,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무역, R&D 등 산업 체인의 각 단계에 진출하고 있으며, 비농업기업의 해외농

업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  멕시코 정부는 2007년 ‘토르티야 위기(Tortilla Crisis)’를 경험한 이후 곡물의 

에 대한 원가 비중이 0.9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경우 수입단가 상승 시에

는 원가 비중 대비 4배 이상 높은 소비자물가 충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가 발생한 2007~2008년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상

당 부분 곡물 수입단가 상승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소비자물가는 7.7% 상승하였는데, 동기간 곡물 수입단가 상승분에 본 연구결

과를 적용해보면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은 4.6%로 소비

자물가 상승의 59.7%가 곡물 수입단가 상승에 의한 것으로 계산된다. 

●●●  한편, 해외농업개발은 불안정한 국제 곡물 수급 상황에서 주요 곡물의 안정적

인 수급을 보장하고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초기 정책 목표였

던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자체가 약화되었고, 국제 곡물시장 위기 발

생 시 발효될 ‘반입 명령’ 이행에 대한 실효성도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곡물 생

산 중심의 해외농업개발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제 완화나 비용 지원 등을 통

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 간 협력관계 구

축 등을 통하여 위기 시 해외 진출 기업이 확보한 곡물의 반입이 가능한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실패 경험은 산지 및 수출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인프라(Infra) 확보보다 진출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과 전문 인력 확보,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최근 국제 곡물 가치사슬에 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을 활

용한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곡물 조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

제 곡물 유통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대규모 실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에 필요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체계와 곡물 유통을 위한 기업의 역

량 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정보에 대한 빠른 수집능력과 

이해당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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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농업 관련 

기업은 물론 비농업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국제 곡물시장 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위

한 유인책을 제공함은 물론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투자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선도거래·선물시장 활

용 등을 통한 대응 수단을 식별하고,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민간자

본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함은 물론 곡물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생산 및 공급기반 확대를 위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안정적 생산과 식품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카고 상품거래소

(CBOT)에서 옥수수 옵션을 매입하는 선도계약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극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토르티야 가격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국

내 이상 기상으로 인한 옥수수 생산 피해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위기 상

황이 발생하자, 곡물 가공업체(구매자)들을 위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옥

수수 콜옵션을 매입해주고, 정부와 가공업체에서 옵션 프리미엄 50%를 각각 

부담하여 옥수수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사회적 동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

였다. 

●●●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분야에서 안정적 원유 도입을 위한 정책은 석유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비축의 경우 곡물 분야에 적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수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는 곡물 분야에 일부 차용 가

능하다.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은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에서 생

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PLS 시행과 관련하여 품질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면 국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지

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국제 곡물시장의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된 현재의 위기 대

응 매뉴얼의 주된 내용은 해외농업개발을 활용하여 확보한 곡물을 반입 명령

을 통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농업개발의 성과 부진으로 실

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입 명령을 통한 국내 도입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활용하여 실제 위기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설정하고, 국내 가치사

슬 취약성 개선 및 조기경보 시스템 예측력 개선은 물론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필

요성 홍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 민간 곡물 수입업체가 국제 곡물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하여 필

요 물량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곡물 조달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생산하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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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결과

environment and human well-being, Response by measures; 동인-활동-압

력-상태-인간 후생 영향-조치 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국내 현황을 정리하였

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반영한 생물경제 모형 및 지표에 대한 개념을 제시

하였다.

●●●  국내 농지이용에서는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적 관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식

량자급률과 경지면적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

지의 양적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 농지이용과 관련한 국내 환경 압력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  농약의 안전성 관리와 사용 저감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장기간에 걸쳐서 농

약의 면적당 사용량을 줄어들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농약 사용량

은 여전히 높은 편.

 -  비료사용에 있어서 화학비료의 면적당 사용량은 장기간에 걸쳐서 감소하

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 유기질비료의 전체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정부 지원량은 증가.

 -  한육우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젖소는 소폭 감소, 돼지와 닭도 장기적으로 사

육두수가 늘어나 분뇨발생량도 함께 증가.

 -  농업부문 암모니아 배출은 국내 암모니아 배출의 약 79%를 차지. 2001년 

대비 2015년 배출량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 소와 돼지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각 125.03%와 71.55%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큼.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암모니아 배출과 마찬가지로 가축 사육두

수 증가로 인하여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처리에서의 배출량이 증가 추세. 반

면, 논 면적의 감소는 농경지에서의 메탄 배출량 감소 추세와 연결. 단, 절대

적인 배출량과 지역총생산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강도는 지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  최근 농정은 2018년 농정개혁 T/F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정 비전의 패러다

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9년 현재 중

점 추진과제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 환경관리 강

화’를 포함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농업환경 관리에 중점을 둔 농

업 정책 설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농정 흐름에 맞춰 바람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자원 관리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환경서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외부효과) 중

에서도 공익적 기능 제공과 생태계서비스의 교집합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  환경서비스와 농지자원 관리 방안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DAPSI(W)

R(M)(Drivers, Action, Pressure, State of the environment, Impact on the 

연구자 _ 임영아·김홍상·최진용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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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cross-compliance)와 농업환경지불 정책으로 분류 가능.

 -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연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연

계 정책으로의 농정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차준수 및 농업환경지불 

정책은 생산비연계 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 환경서비스 공급 제고 가능.

●●●  DAPSI(W)R(M)의 정성적 인과관계는 생물경제학과 같은 모형이나 농업환

경지표를 통하여서 정량적인 인관관계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량화

는 대응 방안에 대한 농가 수용성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대응 방안별 시나

리오에 대한 농가 수용 및 소득 변화, 후생 영향 변화를 계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가용 통계자료 및 지표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이것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농지이용과 관련한 국내 환경 상태는 다음과 같다.

 - 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  논과 밭에서 유효인산이 높게 나타나 염류집적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으며, 

물리성에 있어서는 밭토양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 관리가 필요함.

 -  토양 침식의 경우에는 경사지가 많은 국내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풍식

이 발생. 밭토양의 유실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

●●●  농업 활동 및 환경 압력, 환경 상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효율적인 농지자원

의 이용을 돕는다. 그러나 「농지법」을 중심으로 한 이제까지의 농지제도 변화

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한 소유권 확립,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규

제, 우량 농지 확보, 농업 생산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진흥구역 지정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 관련 사업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농지이

용의 질적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제약적이다. 

●●●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농지이용 제도는 농지의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 측면에

서 접근 가능하며, 생산비연계와 교차준수·농업환경지불 정책 활용을 방향성

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양적 관리는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과 전환된 휴경지의 적정 관리를 통

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 및 식량안보 위기 시 농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을 확보.

 -  「농지법」에서 농지의 생산성을 가치적 생산성까지 확장하여서 해석 필요. 토

양의 개량·보전, 농업보호구역 외에 농업환경보호구역의 신설을 제안.

 -  농지이용의 질적 관리는 기준수준(reference level)을 중심으로 교차준수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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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을 돕는다. 그러나 「농지법」을 중심으로 한 이제까지의 농지제도 변화

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한 소유권 확립,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규

제, 우량 농지 확보, 농업 생산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진흥구역 지정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 관련 사업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농지이

용의 질적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제약적이다. 

●●●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농지이용 제도는 농지의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 측면에

서 접근 가능하며, 생산비연계와 교차준수·농업환경지불 정책 활용을 방향성

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양적 관리는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과 전환된 휴경지의 적정 관리를 통

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 및 식량안보 위기 시 농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을 확보.

 -  「농지법」에서 농지의 생산성을 가치적 생산성까지 확장하여서 해석 필요. 토

양의 개량·보전, 농업보호구역 외에 농업환경보호구역의 신설을 제안.

 -  농지이용의 질적 관리는 기준수준(reference level)을 중심으로 교차준수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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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각종 통계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대상국가로 조사출장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 정책담당자, 이해관계자, 대상국 파견 한국 전문가를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도 수집하였다. 대상국가 내 관련 연구·공공기관의 전문가 

혹은 대상국 주재 국제기구의 전문가에게 원고작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

가별 보고서에 활용하였다. 

●●● 국가별 농림업 개발협력 전략은 대상국의 경제와 농업현황, 정부정책 그리고 

위탁연구 결과 등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현황과 경험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 농정의 경험 중 비교우위가 있

는 분야에 비추어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농림업 개발협력

을 위한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중점추진 분야 3개 내외와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네팔과의 농업 분야 협력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

스템 구축,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량작물(쌀) 생산성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 인도는 개발협력 중점추진 분야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스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 가나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종자개발과 보급 및 생산환경 개선, 시장접근성 

강화(수확후 관리기술, 저장과 유통, 시장정보), 농산업 확대 발전(민간투자,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설정하였다.

●●●   세네갈은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원 다양화,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기본방향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확 품종의 개발 및 보급 시스템 구축, 농업기

술 교육훈련, 재배·저장·가공 단계에서의 인프라 개선,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을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연구 배경과

목적

●●●  국제사회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

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여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한 경제협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협력이 중요한 

정책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ODA 예산 증가를 뒷받침하는 국내 조직과 

제도의 정비, 인적 자원 육성, 사업시행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고, 사업의 성과

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2018년에는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가를 선정하였는데 2019년에는 그 가운

데 5개국에 대하여 농림업의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핵

심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세부 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  이 연구를 위해 문헌 조사와 세계은행,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같은 국제

기구의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 odakorea와 EDCF 등의 데이터베이스 등으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자 _ 허장·차원규·이효정·이윤정·조선미·이미나·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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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각종 통계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대상국가로 조사출장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 정책담당자, 이해관계자, 대상국 파견 한국 전문가를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도 수집하였다. 대상국가 내 관련 연구·공공기관의 전문가 

혹은 대상국 주재 국제기구의 전문가에게 원고작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

가별 보고서에 활용하였다. 

●●● 국가별 농림업 개발협력 전략은 대상국의 경제와 농업현황, 정부정책 그리고 

위탁연구 결과 등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 현황과 경험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 농정의 경험 중 비교우위가 있

는 분야에 비추어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농림업 개발협력

을 위한 전략의 중장기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중점추진 분야 3개 내외와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네팔과의 농업 분야 협력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

스템 구축,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량작물(쌀) 생산성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 인도는 개발협력 중점추진 분야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시스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 가나는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종자개발과 보급 및 생산환경 개선, 시장접근성 

강화(수확후 관리기술, 저장과 유통, 시장정보), 농산업 확대 발전(민간투자,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설정하였다.

●●●   세네갈은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원 다양화,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기본방향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확 품종의 개발 및 보급 시스템 구축, 농업기

술 교육훈련, 재배·저장·가공 단계에서의 인프라 개선,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을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연구 배경과

목적

●●●  국제사회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

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여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한 경제협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협력이 중요한 

정책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ODA 예산 증가를 뒷받침하는 국내 조직과 

제도의 정비, 인적 자원 육성, 사업시행 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고, 사업의 성과

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2018년에는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가를 선정하였는데 2019년에는 그 가운

데 5개국에 대하여 농림업의 현황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핵

심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세부 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  이 연구를 위해 문헌 조사와 세계은행,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같은 국제

기구의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 odakorea와 EDCF 등의 데이터베이스 등으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자 _ 허장·차원규·이효정·이윤정·조선미·이미나·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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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2/5차년도)

●●●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통계정보를 포

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

다.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정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운영하는 통계와 정보시스템은 비교적 풍부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정에 활용되는 통계정보

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정에 활용되는 통계정보와 그 활용 실태는 1차년도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

성하였다. 농업·농촌 정보시스템 실태 분석을 위해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정리하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정

보시스템을 선정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담당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국승용·마상진·이두영·이형용·김태영

연구 방법

위한 제도적·기술적 역량 강화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 볼리비아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구축 지원 등 세 가지를 중점추진 분야로 

설정하였다.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 5개 국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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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2/5차년도)

●●●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통계정보를 포

함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

다.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정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운영하는 통계와 정보시스템은 비교적 풍부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정에 활용되는 통계정보

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정에 활용되는 통계정보와 그 활용 실태는 1차년도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

성하였다. 농업·농촌 정보시스템 실태 분석을 위해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정리하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정

보시스템을 선정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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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행정의 전산화가 주요 목적이며, 보조사업 또는 정부와 지자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위해 일부 공개되는 정보시스템이 있다.

●●●   농식품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구조는 기본통계, 농

업·농촌, 식품, 외국 주요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시 경제 등의 여건과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외국의 농업·농촌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담당자들은 농업 현황 파악을 위해 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정보나 생산 통계 이외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농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보다 행정 자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농촌 정보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농업·농촌 정보

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수요자 중심의 정보접근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견지에서는 

지자체 농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관련 농정정보 제

공 확대, 지역 단위 통계정보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정보의 확

충을 위해서는 통계체계를 개편하여 도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

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체계의 개선은 제

도 개선·재원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을 기대하

기 어렵다. 기존의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수리적 방식 등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농정에 기여할 수 있다.

●●●  농업법인 원자료를 지자체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지자체별 농업법인의 수, 농

업법인의 사업 유형, 매출규모, 종사자 수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수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원자료를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집계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통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표본조사의 경우 단순 집계 

방식으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자체별 농업취

업자 수를 추계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요 내용

과 발전과제에 대해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다. 농식품부가 활용하는 정보에 대

해서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농업법인 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법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농업법인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지방자

치단체별 농업취업자 수를 추계하였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농촌진흥청

의 지역소득 등의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3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개의 기

초 지방자치단체의 품목별 농업생산액, 부가가치, 소득 등을 추계하였다.

●●●  2019년 농식품 정보화 관련 예산은 369억 원으로 농식품부 총예산의 0.2%에 

불과하나 2013년 이후 연평균 3%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식품부 예

산 평균 증가율이 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정보화 예산의 비중

이 확대되고 있다. 정보화 예산은 농식품부의 재정사업 중 세부사업이나 내역

사업으로 시행되는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는 농식품부의 재정사업보다 더 많

은 예산이 정보화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  농업·농촌 정보지원체계는 통계정보, 정보서비스, 행정정보화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승인통계와 관련 기관이 행

정 사무 과정에서 생성하는 미승인통계가 있다. 통계정보에서 전국 단위로 공

표되는 정보는 비교적 풍부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보는 그보다 더 부족하다. 정보서비스

는 종합 정보서비스와 전문 정보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 정보서비스는 

대부분 농업인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정보서비스는 농

식품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행정정보화는 

주요 연구 

결과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2/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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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행정의 전산화가 주요 목적이며, 보조사업 또는 정부와 지자체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위해 일부 공개되는 정보시스템이 있다.

●●●   농식품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의 구조는 기본통계, 농

업·농촌, 식품, 외국 주요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시 경제 등의 여건과 

농업·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외국의 농업·농촌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담당자들은 농업 현황 파악을 위해 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정보나 생산 통계 이외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농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보다 행정 자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농촌 정보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농업·농촌 정보

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수요자 중심의 정보접근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견지에서는 

지자체 농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관련 농정정보 제

공 확대, 지역 단위 통계정보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정보의 확

충을 위해서는 통계체계를 개편하여 도와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

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체계의 개선은 제

도 개선·재원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을 기대하

기 어렵다. 기존의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수리적 방식 등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농정에 기여할 수 있다.

●●●  농업법인 원자료를 지자체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지자체별 농업법인의 수, 농

업법인의 사업 유형, 매출규모, 종사자 수 등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수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원자료를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집계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통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표본조사의 경우 단순 집계 

방식으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지자체별 농업취

업자 수를 추계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요 내용

과 발전과제에 대해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다. 농식품부가 활용하는 정보에 대

해서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농업법인 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법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농업법인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지방자

치단체별 농업취업자 수를 추계하였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농촌진흥청

의 지역소득 등의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3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개의 기

초 지방자치단체의 품목별 농업생산액, 부가가치, 소득 등을 추계하였다.

●●●  2019년 농식품 정보화 관련 예산은 369억 원으로 농식품부 총예산의 0.2%에 

불과하나 2013년 이후 연평균 3%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식품부 예

산 평균 증가율이 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정보화 예산의 비중

이 확대되고 있다. 정보화 예산은 농식품부의 재정사업 중 세부사업이나 내역

사업으로 시행되는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는 농식품부의 재정사업보다 더 많

은 예산이 정보화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  농업·농촌 정보지원체계는 통계정보, 정보서비스, 행정정보화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승인통계와 관련 기관이 행

정 사무 과정에서 생성하는 미승인통계가 있다. 통계정보에서 전국 단위로 공

표되는 정보는 비교적 풍부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보는 그보다 더 부족하다. 정보서비스

는 종합 정보서비스와 전문 정보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 정보서비스는 

대부분 농업인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 정보서비스는 농

식품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행정정보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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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1/2차년도)

●●●  1980년대부터 농업구조 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오늘날 농업

구조는 당시 기대했던 미래상과 매우 다르다. 정책만으로 원하는 농업구조를 

조형(造形)하는 데 한계가 있고, 더불어 농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동

인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뜻이다. 동시에 많은 농업 경영체가 여건 변화에 나

름의 방식으로 적응·대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 농업구조 변화를 보려는 이유는 미시 수준에서 나타나는 농업 경

영체의 구조적 특징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경향을 발견하

는 데 있다.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농업 

경영체가 공통적으로 또는 특성별로 겪는 문제와 그 원인을 분석해야 농업구

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년차 연구에서는 농업구조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변화 동인을 찾는다. 농업

구조는 동태적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누적되거나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여건

과 동인, 농업 경영체의 경영 형태 그리고 농업 경영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조건이 맞물려 농업구조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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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볼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설계가 시군 단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조사 

자료 집계 시 결측치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총조사, 농업조사, 법인조사 등의 원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비교적 신뢰도 높

은 지자체별 농업취업자 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농업생산액은 전국 단위

에서는 품목별 생산액이 제공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농

촌진흥청의 지역소득의 품목별 단가와 농업생산통계의 생산량 자료를 연계

하여 품목별 생산량을 산출하고 이를 집계하여 부류별 생산액을 추계할 수 있

다. 농업경영체나 농업 취업자 수, 농업생산액과 소득 등은 지자체 농정에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수리적 방식으로 추계하여 일정한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자체 농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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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화, 고용 노동력 이용 증대로 나뉜다. 다른 한편으로 농업 경영체 단위에

서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면 조직화를 꾀하거나 영농 활동 외 다른 소득 활

동에 종사하는 겸업화를 택하기도 한다.

●●●  국가 전체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가와 농가 인구가 1970~2018년 동안 각각 연

평균 1.8%, 3.7%씩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

층이 농업 부문에 남으면서 농가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기별로 농가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 구간이 점차 고령층으로 이동해 

온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2011~2014년 영농승계자 보유 농가 

수는 평균 10만 9,863호로 전체 농가 중 9.6%에 불과했다.

●●●  농지 규모는 1975년 223만 9,692ha에서 2018년 159만 5,614ha로 연평균 

0.8%씩 줄어들었다. 특히 논벼 면적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농지 이용 방

식도 변화하였다. 먼저 임대차 증가가 두드러졌다. 1995~2016년 동안 임차 

농지 비중은 42.2%에서 51.4%로 늘어났지만, 임차 농가 비중은 71.3%에서 

56.4%로 감소하였다. 경영규모별로 보면 논 재배 면적이 큰 농가는 대체로 임

차지 비중이 높은 반면, 경영 규모가 작은 농가는 위탁 비중이 높았다. 임차와 

위탁영농이 경합 관계에 있더라도 두 방식 모두 논 규모화 속도를 체감(遞減)

시킬 수 있다. 

●●●  노동과 토지 투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 고정자본과 중간 투입재 투입이 

늘어났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용 고정자본 투입량(토지 제외)도 꾸준히 

늘어났다. 1990~2018년 동안 자본 집약도, 자본 구성도, 자본계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자본계수는 증가율이 둔화되어 단위 산출물

당 자본 생산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방증한다. 반면 자본 집약도와 자

본 구성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집약적 경영이 늘어나고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총량 기준으로 생산요소 중 농업 노동력과 농지는 꾸준하게 줄어든 반면, 자

구조라고 일컫지만 농업 경영체 특성과 구성, 품목류 특성, 이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 등에 따라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

했다. 

●●●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로 문헌 연구, 통계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

구를 검토하면서 농업구조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였다. 농업구조를 보는 관점 

및 틀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  일본 농업구조 관련 정책 변화 위탁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 농업구조 변화와 비

교하고 시사점을 이끌어냈다.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 조사’를 실시

하였다.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농업인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고, 2년차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업구조를 ‘농업 부문에서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력, 농지, 자본의 결합 관계’

라고 정의하였다. 개별 농업 경영체는 스스로가 처한 여건과 부존 자원 보유

량 및 가용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생산성이 높은 선택지를 고르려 한다. 이러

한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 결과로 생산요소 간 결합 관계가 변한다. 이러한 변

화는 농업 경영체의 경영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  농업 경영체가 서로 다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느 

선택지 생산성이 높은가’이다. 또 다른 변수는 ‘개별 농업 경영체가 이 선택지 

중 어느 것을 고를 수 있는가’이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요소 결합 관계를 변화

시키는 의사결정을 크게 두 범주에서 내린다. 한 갈래는 농업 경영체 내부의 

효율화를 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시 규모화, 집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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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종사하는 겸업화를 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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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평균 10만 9,863호로 전체 농가 중 9.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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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씩 줄어들었다. 특히 논벼 면적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농지 이용 방

식도 변화하였다. 먼저 임대차 증가가 두드러졌다. 1995~2016년 동안 임차 

농지 비중은 42.2%에서 51.4%로 늘어났지만, 임차 농가 비중은 71.3%에서 

56.4%로 감소하였다. 경영규모별로 보면 논 재배 면적이 큰 농가는 대체로 임

차지 비중이 높은 반면, 경영 규모가 작은 농가는 위탁 비중이 높았다. 임차와 

위탁영농이 경합 관계에 있더라도 두 방식 모두 논 규모화 속도를 체감(遞減)

시킬 수 있다. 

●●●  노동과 토지 투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 고정자본과 중간 투입재 투입이 

늘어났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용 고정자본 투입량(토지 제외)도 꾸준히 

늘어났다. 1990~2018년 동안 자본 집약도, 자본 구성도, 자본계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자본계수는 증가율이 둔화되어 단위 산출물

당 자본 생산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방증한다. 반면 자본 집약도와 자

본 구성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 집약적 경영이 늘어나고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총량 기준으로 생산요소 중 농업 노동력과 농지는 꾸준하게 줄어든 반면, 자

구조라고 일컫지만 농업 경영체 특성과 구성, 품목류 특성, 이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 등에 따라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

했다. 

●●●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로 문헌 연구, 통계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

구를 검토하면서 농업구조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였다. 농업구조를 보는 관점 

및 틀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  일본 농업구조 관련 정책 변화 위탁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 농업구조 변화와 비

교하고 시사점을 이끌어냈다.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 조사’를 실시

하였다. 농업구조 변화에 대한 농업인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고, 2년차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업구조를 ‘농업 부문에서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력, 농지, 자본의 결합 관계’

라고 정의하였다. 개별 농업 경영체는 스스로가 처한 여건과 부존 자원 보유

량 및 가용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생산성이 높은 선택지를 고르려 한다. 이러

한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 결과로 생산요소 간 결합 관계가 변한다. 이러한 변

화는 농업 경영체의 경영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  농업 경영체가 서로 다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느 

선택지 생산성이 높은가’이다. 또 다른 변수는 ‘개별 농업 경영체가 이 선택지 

중 어느 것을 고를 수 있는가’이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요소 결합 관계를 변화

시키는 의사결정을 크게 두 범주에서 내린다. 한 갈래는 농업 경영체 내부의 

효율화를 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시 규모화, 집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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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업 경영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인력이 계속 줄어들면서 농업 경영체의 재생산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둘째, 비교적 젊은 신규 취농자 일부는 생산요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농지, 특히 논 이용 측면에서 임차 농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임

차를 할수록 토지용역비 부담이 늘어나고 농업소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규모

화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넷째, 쌀 등 일부 주요 품목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

지만 공급이 적시에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  농업구조 변화 양상과 파생되는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 규모화 방식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단위 노동력이나 면적당 부가가치를 늘리는 집약

화 방식도 점차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자본 투입과 고용 노동력 수급이 중요

한 제약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특히 원예와 축산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향후 농업 생산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겸업화와 조직

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겸업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효한 전략으

로 기능할 것이다. 농촌 지역 여건(일자리 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원 수가 관건이다. 조직화 역시 개별 농업 경영체 

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농

업법인이나 마을영농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단순히 개별 농업 경영체를 모으

는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지금까지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농업구조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로

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업 경영체 역시 미시 수준

에서 계속 변화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 과

정에서 농업 경영체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제약을 완화하는 데 필요

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농업구조 변화 방향에 따라 

앞으로 경쟁력 강화는 농업 부문이 택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유일한 지향점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농업 경영

본재 이용은 늘어났다. 주요 품목류별로 각 생산요소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논벼 농가 생산비 중 노동비와 토지 용역비 비중이 주는 가

운데 자본재와 위탁 영농비 비중이 늘어났다. 주요 양념채소류로 한정하면 

품목별로 자가 노동비, 고용 노동비, 토지 용역비, 자본재비 구성비와 증감 양

상이 달랐다. 축산은 대부분 자본재비 비중이 높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적었다. 

●●●  농업구조 조정 정책을 시행해 온 주요 목적은 농업 경영체당 경지 면적을 확

대해 총 생산량을 늘려 가격 교섭력을 강화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비 또는 경

영비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 정책 효

과는 품목류별로 달랐다. 

●●●  논벼 부문 구조 변화 특징은 ‘규모 양극화, 대농층의 논 점유 비중 증가, 위탁 

작업 일반화’이다. 주요 원인은 기술이 표준화되고 기계화 및 위탁 작업이 용

이해 고령 농가도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점, 농외소득원 확보나 타 작목 전환

이 어려운 농가가 논벼를 주로 재배하는 점, 소득 안정 정책의 영향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  채소 부문 구조 변화 특징은 ‘전체적인 생산 감소 추세 속에서 일부 농가의 전

문화 진행’이다. 양념채소류 등의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품목류 특성상 

필요한 고용 노동력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향후 규모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 

●●●  축산 부문 구조 변화 특징은 ‘사육 규모의 상향 집중화와 전업화’이다. 대규모 

자본 투자 상시 고용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축산계열

화 등이 진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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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업 경영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인력이 계속 줄어들면서 농업 경영체의 재생산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둘째, 비교적 젊은 신규 취농자 일부는 생산요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농지, 특히 논 이용 측면에서 임차 농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임

차를 할수록 토지용역비 부담이 늘어나고 농업소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규모

화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넷째, 쌀 등 일부 주요 품목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

지만 공급이 적시에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  농업구조 변화 양상과 파생되는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 규모화 방식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단위 노동력이나 면적당 부가가치를 늘리는 집약

화 방식도 점차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자본 투입과 고용 노동력 수급이 중요

한 제약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특히 원예와 축산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향후 농업 생산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겸업화와 조직

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겸업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효한 전략으

로 기능할 것이다. 농촌 지역 여건(일자리 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원 수가 관건이다. 조직화 역시 개별 농업 경영체 

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농

업법인이나 마을영농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단순히 개별 농업 경영체를 모으

는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지금까지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농업구조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로

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업 경영체 역시 미시 수준

에서 계속 변화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 과

정에서 농업 경영체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제약을 완화하는 데 필요

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농업구조 변화 방향에 따라 

앞으로 경쟁력 강화는 농업 부문이 택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유일한 지향점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농업 경영

본재 이용은 늘어났다. 주요 품목류별로 각 생산요소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논벼 농가 생산비 중 노동비와 토지 용역비 비중이 주는 가

운데 자본재와 위탁 영농비 비중이 늘어났다. 주요 양념채소류로 한정하면 

품목별로 자가 노동비, 고용 노동비, 토지 용역비, 자본재비 구성비와 증감 양

상이 달랐다. 축산은 대부분 자본재비 비중이 높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적었다. 

●●●  농업구조 조정 정책을 시행해 온 주요 목적은 농업 경영체당 경지 면적을 확

대해 총 생산량을 늘려 가격 교섭력을 강화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비 또는 경

영비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 정책 효

과는 품목류별로 달랐다. 

●●●  논벼 부문 구조 변화 특징은 ‘규모 양극화, 대농층의 논 점유 비중 증가, 위탁 

작업 일반화’이다. 주요 원인은 기술이 표준화되고 기계화 및 위탁 작업이 용

이해 고령 농가도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점, 농외소득원 확보나 타 작목 전환

이 어려운 농가가 논벼를 주로 재배하는 점, 소득 안정 정책의 영향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  채소 부문 구조 변화 특징은 ‘전체적인 생산 감소 추세 속에서 일부 농가의 전

문화 진행’이다. 양념채소류 등의 소비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품목류 특성상 

필요한 고용 노동력 수급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향후 규모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 

●●●  축산 부문 구조 변화 특징은 ‘사육 규모의 상향 집중화와 전업화’이다. 대규모 

자본 투자 상시 고용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축산계열

화 등이 진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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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1/2차년도)

●●●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민간주체들은 자발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확산 여

력이 미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지도·

보급은 기술개발자· 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로서 농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임. 

●●●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 지도·보급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

국적인 정책 추진과 관리가 용이하고,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이 낮고 기술 

자체가 부족한 시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최근 농가의 농업

기술 수요가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함.

●●●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수요자인 농업인·

농산업기업이 다양한 주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용자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박지연·이명기·조원주·김부영

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겪는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구조 개선’일 

수 있다. 

유찬희    연구위원 TEL_061-820-2022 Email_chrhew@krei.re.kr

김정섭    연구위원 TEL_061-820-2252 Email_jskkjs@krei.re.kr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최용호 부연구위원 TEL_061-820-2191  Email_yonghochoi@krei.re.kr

오내원 명예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46 Email_naewonoh@krei.re.kr

박지연   전문연구원  TEL_061-820-2136  Email_ jiyeonparkgj@krei.re.kr

임준혁 연구원 TEL_061-820-2136 Email_jhbee@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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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제

(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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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1/2차년도)

●●●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민간주체들은 자발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확산 여

력이 미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지도·

보급은 기술개발자· 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로서 농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임. 

●●●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 지도·보급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

국적인 정책 추진과 관리가 용이하고,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이 낮고 기술 

자체가 부족한 시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최근 농가의 농업

기술 수요가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함.

●●●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수요자인 농업인·

농산업기업이 다양한 주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용자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박지연·이명기·조원주·김부영

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겪는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구조 개선’일 

수 있다. 

유찬희    연구위원 TEL_061-820-2022 Email_chrhew@krei.re.kr

김정섭    연구위원 TEL_061-820-2252 Email_jskkjs@krei.re.kr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최용호 부연구위원 TEL_061-820-2191  Email_yonghochoi@krei.re.kr

오내원 명예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46 Email_naewonoh@krei.re.kr

박지연   전문연구원  TEL_061-820-2136  Email_ jiyeonparkgj@krei.re.kr

임준혁 연구원 TEL_061-820-2136 Email_jhbee@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1/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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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변화하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현재의 선형적 방식에서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함.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혁신체계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1) 일대일(一對一) 관계에서 다대다(多對多) 관계

로 전환, 2) 전국 단위의 확산체계에서 지역 단위의 확산체계로 전환.

●●●  관련 기관(공급자)과 농업인(수요자)과의 관계를 각각의 기관이 농업인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재의 일대일 방식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

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또한 각각의 공급자와 농업인 간의 느

슨한 관계로 형성된 확산체계에서 지역별,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핵심주체들

을 확산거점으로 조직하고 확산거점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혁신 확산 네트워

크로 전환하여야 함.

●●●  둘째,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보급 네트워크에 있어서, 연구기관인 농진청, 도농

업기술원, 대학과 민간 확산경로인 농협, 선도농가, 영농 컨설턴트, 농업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의 문제를 관련 주체들

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과거와는 달리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의 선형적 방식, 즉, 농업기

술센터가 지도·보급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

으며, 따라서 선형적 방식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즉, 연구기

관인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대학과 민간 확산경로인 농협, 선도농가, 영농 컨

설턴트, 농업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의 문

제를 관련 주체들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  셋째, 선도농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내에서 기술 및 정보 수요자임

과 동시에 공급자로서 기능하고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 신지

식농업인, WPL, 귀농닥터와 같은 선도농의 기술 역량을 상승시키고 귀농인을 

비롯한 주변 농가에게 선도농의 기술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

주도형 또는 네트워크형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

며,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큰 틀 안에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검

토·분석하고, 확산체계의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심층면접, FGI, 설문조사, 계량분석, 협동

연구, 원고위탁, 해외출장 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농업기술 및 혁신

성과 확산체계 관련 이론 분석은 혁신확산이론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음. 확산체계 내 다양한 주체의 정책/사업/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조

사·분석은 공공기관(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농협중앙회, 품목농협), 농가에 대한 심층면접, FGI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농가의 확산경로 선택에 미치는 농업기술 수요·공급의 특성 요인과 확산경로 

만족도 분석을 위해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5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및 Fractional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음. 논산 

딸기, 장수 사과, 고양 접목선인장, 파주 장단콩 등 지역의 성공적인 기술 및 혁

신성과 확산사례 분석은 농정연구센터와의 협동연구(연구책임 장민기 소장)

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의 농가 대상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체계 현황 조사는 문헌조사, 해외출장 조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정남 

박사 위탁원고를 통해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현황 및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한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선형적 확산체계에서 네트워크형 확산

체계로 전환하고, 둘째, 민간 중심의 혁신성과 확산체계로 전환, 셋째, 농지보

전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넷째,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

영한 맞춤형 경로 지원 정책을 강구함.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구

체적인 제도 개선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1/2차년도)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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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변화하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현재의 선형적 방식에서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함.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혁신체계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1) 일대일(一對一) 관계에서 다대다(多對多) 관계

로 전환, 2) 전국 단위의 확산체계에서 지역 단위의 확산체계로 전환.

●●●  관련 기관(공급자)과 농업인(수요자)과의 관계를 각각의 기관이 농업인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재의 일대일 방식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

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또한 각각의 공급자와 농업인 간의 느

슨한 관계로 형성된 확산체계에서 지역별,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핵심주체들

을 확산거점으로 조직하고 확산거점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혁신 확산 네트워

크로 전환하여야 함.

●●●  둘째,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보급 네트워크에 있어서, 연구기관인 농진청, 도농

업기술원, 대학과 민간 확산경로인 농협, 선도농가, 영농 컨설턴트, 농업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의 문제를 관련 주체들

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과거와는 달리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의 선형적 방식, 즉, 농업기

술센터가 지도·보급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

으며, 따라서 선형적 방식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즉,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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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관련 주체들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  셋째, 선도농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내에서 기술 및 정보 수요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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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현황 및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한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선형적 확산체계에서 네트워크형 확산

체계로 전환하고, 둘째, 민간 중심의 혁신성과 확산체계로 전환, 셋째, 농지보

전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넷째,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

영한 맞춤형 경로 지원 정책을 강구함.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구

체적인 제도 개선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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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  마지막으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농업,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함께 변화하여야 함. 우리 농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 

또한 점차 과거의 생산량 증대에서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확산체계의 변화의 요구 또한 점차 커져가

고 있음. 공공 혁신 확산체계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농업인의 수요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혁신 확산체계도 일본, 더 나아가 네덜란드처럼 

점차 공공에서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야 함. 또한 다양한 혁신활동의 참여를 통해 기술 역량이 높아진 선도농을 영

농 컨설턴트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농림식품분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농림식품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관련 산업 육

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농협은 기술지도 및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과 농업인 간 연계를 

심화하고, 선도농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요청사

항에 대응함으로써 농협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농협(JA)의 TAC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TAC는 기술지

도, 구매, 농기계, 판매, 생활, 신용, 공제, 관리 등 JA의 전 사업과 농업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고 있음.

●●●  다섯째, 농업인의 특성별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농업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가 다

르게 나타지만, 현재 기술지도·보급 체계는 이러한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평면적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혁신역량과 관련 교

육 빈도 및 네트워크 수준을 기준으로 농업인을 ① 귀농, ② 일반농, ③ 독립

적 선도농, ④ 선도농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 4가지 유형 이외에 일반농과 

선도농 경계에 있는 ⑤ 중간농(선도농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농가)을 추가

하여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선호 확산경로를 도출하였음.

●●●  여섯째, 인터넷 및 SNS를 통한 기술 정보 공급·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공급하기보다는 촉진자로서 역할이 필요함. 

선도농 또는 우수농가의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기 위한 콘테스트 및 포상 지원

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SNS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선도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절한 인

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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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도, 개발사업 추진방안 등에 관련한 문헌을 조

사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최근 미래 이슈의 변화 속도 및 변화 양

상을 파악하였다. Arc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차 연도 연구에서 시스템 다

이내믹스 기법을 통해 개발한 미래 전망 모형의 결괏값에 기반한 삶터, 일터, 

쉼터 측면의 미래 농촌을 유형화하고, 생활권, 농촌환경권, 농업활동권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단위를 설정하였다.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향 조사를 위해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를 수행하

였으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할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내외 현장 조사와 전문

가 워크숍 및 자문을 수행하였다.   

●●●  농촌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통해 본 SWOT 분석 결과, 농촌의 강점은 자연 환

경 접근성 우수, 쾌적한 저밀 환경, 미개발 농촌자원 등이고, 약점은 개발 압력 

대응에 대한 취약성, 고령화로 인한 활력 저하,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각종 서비스 접근성의 열악함으로 파악되었다. 기회 요인은  농촌 가치의 인식 

증대, 대도시에서의 인구 유입 기회 증가, 농업의 융복합으로 경제 성장 잠재

력 증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이고, 위협 요인은 국가적 저성장, 지속적

인 무분별한 개발 압력, 고차산업으로의 재편에 따른 농업 활동 축소 등으로 

분석된다. 연구 결과,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촌 전체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담을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농촌을 국가 및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들의 농촌에 대한 공간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미래 비전 및 

목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젠다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간계획의 중요한 방

향키가 되어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개발보다는 보전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  최근 농촌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성장 기대가 높아졌지만, 농촌의 가치 

보전 및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공

간을 형성·정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계획적 수단과 방식이 필요하

다. 이 연구는 미래 국토 및 농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살기 좋고 아

름다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3개년 연구의 최

종 3년 차 연구이다. 1·2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국토 및 농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제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계획적 정비과제들을 효율적·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추진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을 이번 3년 차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이 연구는 국토 및 농촌(읍·면)을 대상으로, 2040년까지 국토 및 농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그리고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

도, 계획과 사업의 연계방안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 국내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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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할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내외 현장 조사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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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 대한 취약성, 고령화로 인한 활력 저하,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각종 서비스 접근성의 열악함으로 파악되었다. 기회 요인은  농촌 가치의 인식 

증대, 대도시에서의 인구 유입 기회 증가, 농업의 융복합으로 경제 성장 잠재

력 증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이고, 위협 요인은 국가적 저성장, 지속적

인 무분별한 개발 압력, 고차산업으로의 재편에 따른 농업 활동 축소 등으로 

분석된다. 연구 결과,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촌 전체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담을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농촌을 국가 및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들의 농촌에 대한 공간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미래 비전 및 

목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젠다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간계획의 중요한 방

향키가 되어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개발보다는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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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  최근 농촌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성장 기대가 높아졌지만, 농촌의 가치 

보전 및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공

간을 형성·정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계획적 수단과 방식이 필요하

다. 이 연구는 미래 국토 및 농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살기 좋고 아

름다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3개년 연구의 최

종 3년 차 연구이다. 1·2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국토 및 농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제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계획적 정비과제들을 효율적·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추진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을 이번 3년 차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이 연구는 국토 및 농촌(읍·면)을 대상으로, 2040년까지 국토 및 농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그리고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

도, 계획과 사업의 연계방안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 국내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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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하다.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존 공간계획체계인 국토종합계획, 광역도

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그 위상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독일의 외부지역·내부지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토지이용계획 수

단을 확보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비·관리방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발전 비전

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

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농촌정책 수립 경험이 축적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농

촌공간계획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계획지원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화롭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편리하고 쉽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에 방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농촌에 적합한 토지이

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공간 위계별로 수립되는 계획 간 일치성 

및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농촌공간계획

의 수립 범위가 크지 않고, 다른 계획들과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어 농촌의 세

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

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곱째, 계획 수립 과정

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도시(공간)계획은 도시의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을 

빈 곳으로 인식하고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즉, 도시공간계획의 목적은 효율적

인 도시 건설이고 농촌의 계획적 개발은 주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의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도 비록 농지와 산지를 지키려는 많은 장치들이 존재

는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고,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발에 

방점을 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촌주민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소득 증진보다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더욱 중요한 농촌계획의 내용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주

민들이 농촌계획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규제를 감내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

였다(농촌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촌주민 중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고, 55.7%의 농촌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찬

성). 농촌계획은 농촌주민의 이러한 인식 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계획제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농촌주민의 부족

한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농촌공간계획은 보전과 개발의 이해관계 충돌, 지자체의 열약한 재정, 기존 농

촌개발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농촌 공간 발전 비전과 계획에 

기초하여, 농촌의 난개발 대응 및 다원적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의 농촌공간계획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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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문의

하다.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존 공간계획체계인 국토종합계획, 광역도

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그 위상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독일의 외부지역·내부지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토지이용계획 수

단을 확보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비·관리방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발전 비전

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

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농촌정책 수립 경험이 축적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농

촌공간계획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계획지원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화롭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편리하고 쉽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에 방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농촌에 적합한 토지이

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공간 위계별로 수립되는 계획 간 일치성 

및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농촌공간계획

의 수립 범위가 크지 않고, 다른 계획들과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어 농촌의 세

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

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곱째, 계획 수립 과정

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도시(공간)계획은 도시의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을 

빈 곳으로 인식하고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즉, 도시공간계획의 목적은 효율적

인 도시 건설이고 농촌의 계획적 개발은 주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의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도 비록 농지와 산지를 지키려는 많은 장치들이 존재

는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고,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발에 

방점을 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촌주민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소득 증진보다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더욱 중요한 농촌계획의 내용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주

민들이 농촌계획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규제를 감내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

였다(농촌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촌주민 중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고, 55.7%의 농촌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찬

성). 농촌계획은 농촌주민의 이러한 인식 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계획제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농촌주민의 부족

한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농촌공간계획은 보전과 개발의 이해관계 충돌, 지자체의 열약한 재정, 기존 농

촌개발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농촌 공간 발전 비전과 계획에 

기초하여, 농촌의 난개발 대응 및 다원적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의 농촌공간계획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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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정책자료, 국내외 미래 농촌에 대한 정책

자료 수집·분석, 4차산업혁명과 농촌 생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4

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례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  농촌거주자 조사(308명)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 분야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

고, 이들 대상으로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 중요도,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조사·분석하였음.

●●●  도시민 조사(500명)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지, 향후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 생활환경의 문제점 

및 중요도를 조사·분석하였음.

●●●  전문가 조사는 1차 조사 45명과 2차 FGI 조사 10명을 대상으로 농촌의 생활

환경 분야별 주요 이슈 발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음.

●●●  농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음. 영상 내용은 농촌 

생활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가능성, 제도 및 정책 방향 등임.

●●●  외국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와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EU농촌개

발국(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 중국의 스마트빌

리지 현황 조사를 현지 출장으로 수행하였으며, 일본은 문헌조사로 대체하였

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외 스마트농촌 관

련 정책 동향과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음.

연구 방법

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 농촌을 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은 이구동성으로 농촌 생활환경의 어려

움을 말하고 있음. 농촌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도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의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

명 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한국정

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4차산업혁명과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100선. 

2018』에서 핵심과제 20선, 일반과제 80선 등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농업분야

에 국한되어 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연계하지는 못

하고 있음. 

연구자 _ 김연중·서대석·박지연·추성민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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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정책자료, 국내외 미래 농촌에 대한 정책

자료 수집·분석, 4차산업혁명과 농촌 생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4

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례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  농촌거주자 조사(308명)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 분야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

고, 이들 대상으로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 중요도,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조사·분석하였음.

●●●  도시민 조사(500명)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지, 향후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 생활환경의 문제점 

및 중요도를 조사·분석하였음.

●●●  전문가 조사는 1차 조사 45명과 2차 FGI 조사 10명을 대상으로 농촌의 생활

환경 분야별 주요 이슈 발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음.

●●●  농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음. 영상 내용은 농촌 

생활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가능성, 제도 및 정책 방향 등임.

●●●  외국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와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EU농촌개

발국(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 중국의 스마트빌

리지 현황 조사를 현지 출장으로 수행하였으며, 일본은 문헌조사로 대체하였

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외 스마트농촌 관

련 정책 동향과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음.

연구 방법

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 농촌을 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은 이구동성으로 농촌 생활환경의 어려

움을 말하고 있음. 농촌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도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의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

명 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한국정

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4차산업혁명과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100선. 

2018』에서 핵심과제 20선, 일반과제 80선 등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농업분야

에 국한되어 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연계하지는 못

하고 있음. 

연구자 _ 김연중·서대석·박지연·추성민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
(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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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스마트시티의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스마트농촌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

계 운영되어야 함. 

●●●  농촌 생활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기술요소인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가 농촌에 

적용되어야 하며, 농촌 가정 내 전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과 수

요자용 어플리케이션(App.) 개발이 필요함.

●●●  농촌 의료분야는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와 운동 기구 등에서 IoT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개인에게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진 간의 책임소재 문제, 소송 관

련법, 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술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사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복지분야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정서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한 적극적 보급·확대가 이루어

져야 함. 

●●●  농촌의 안전분야는 2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농촌 생활에서 안전, 둘째는 

농작업에 의한 안전이 있음. 농촌 생활 안전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AI가 있으며, 관계 정보를 적지·적소에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전달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요

구됨.

●●●  결국 농촌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이 필요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보급,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를 총괄할 수 있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분야 ]

●●●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농촌복지에서는 ‘독거노인

과 노인 돌봄’, ‘문화와 여가프로그램’, ‘농업인의 장애인 복지’이며, 농촌의료

에서는 ‘농촌 응급상황’, ‘의료시설 접근성’, ‘약국, 보건소 접근성’, ‘만성 노인

성 질환’ 등임. 농촌교육에서는 ‘아동 교육’, ‘방과 후 교육’, ‘어른 평생 학습기

회’ 등임. 농촌교통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학생 통학’, 농촌에너지는 ‘가정 냉

난방’과 ‘가로등’, 농촌정주생활에서는 농촌의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낡은 주택’,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임. 농촌안전은 ‘범죄 문제’, ‘교

통 및 농작업 사고’, ‘홍수, 폭염, 폭설 등 기상재해’와 ‘화재발생’ 분야임.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방향 ]

●●●  농촌의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VR/AR 등 정교한 하드웨어 개발임. 이를 이용

하면 문화·여가 교육이나 다양한 정보 제공, 오락, 쇼핑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며, VR/AR에 담겨질 콘텐츠는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AI(인공지능)를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대학 중심의 MOOC 플랫폼을 초중고 교육을 위

한 플랫폼, 더 나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 플랫폼은 농촌지역 학생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농촌 학생

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D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학생이 원격으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함. 

●●●  농촌교통 분야는 자율주행차량, 공유형 교통서비스,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가

능하도록 5G와 IoT가 연계되어야 하며, 자동차의 동선 등을 분석하는 AI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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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스마트시티의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스마트농촌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

계 운영되어야 함. 

●●●  농촌 생활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기술요소인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가 농촌에 

적용되어야 하며, 농촌 가정 내 전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과 수

요자용 어플리케이션(App.) 개발이 필요함.

●●●  농촌 의료분야는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와 운동 기구 등에서 IoT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개인에게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진 간의 책임소재 문제, 소송 관

련법, 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술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사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복지분야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정서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한 적극적 보급·확대가 이루어

져야 함. 

●●●  농촌의 안전분야는 2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농촌 생활에서 안전, 둘째는 

농작업에 의한 안전이 있음. 농촌 생활 안전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AI가 있으며, 관계 정보를 적지·적소에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전달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요

구됨.

●●●  결국 농촌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이 필요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보급,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를 총괄할 수 있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분야 ]

●●●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농촌복지에서는 ‘독거노인

과 노인 돌봄’, ‘문화와 여가프로그램’, ‘농업인의 장애인 복지’이며, 농촌의료

에서는 ‘농촌 응급상황’, ‘의료시설 접근성’, ‘약국, 보건소 접근성’, ‘만성 노인

성 질환’ 등임. 농촌교육에서는 ‘아동 교육’, ‘방과 후 교육’, ‘어른 평생 학습기

회’ 등임. 농촌교통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학생 통학’, 농촌에너지는 ‘가정 냉

난방’과 ‘가로등’, 농촌정주생활에서는 농촌의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낡은 주택’,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임. 농촌안전은 ‘범죄 문제’, ‘교

통 및 농작업 사고’, ‘홍수, 폭염, 폭설 등 기상재해’와 ‘화재발생’ 분야임. 

[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방향 ]

●●●  농촌의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VR/AR 등 정교한 하드웨어 개발임. 이를 이용

하면 문화·여가 교육이나 다양한 정보 제공, 오락, 쇼핑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며, VR/AR에 담겨질 콘텐츠는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AI(인공지능)를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대학 중심의 MOOC 플랫폼을 초중고 교육을 위

한 플랫폼, 더 나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 플랫폼은 농촌지역 학생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농촌 학생

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D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학생이 원격으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함. 

●●●  농촌교통 분야는 자율주행차량, 공유형 교통서비스,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가

능하도록 5G와 IoT가 연계되어야 하며, 자동차의 동선 등을 분석하는 AI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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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실태, 기간시설 유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지역의 주민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지속 가능성, 인근 스마트시티와 

연계 확산성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미래 스마트농촌의 인프라 구축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농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마트농촌법’ 제정이 필요함. 스마트도시에 대

한 「스마트도시법」은 현재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스마트도시의 건설을 

위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음. ‘스마트농촌법’을 제정하여 스마트농촌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함. 스마트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를 분석하여 시행할 수 있어

야 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함. AI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등 향

후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에 대한 개념과 개인보호 제도 정비가 절실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도 개발되어야 함.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통신망임. 스마트한 일상이 가능해지도록 광대역 통신망, 모바

일 통신, 5G 등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  넷째, 미래 스마트농촌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농

촌 관련 주체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중요함. ‘기관별 협력’ 분야에

서는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가 요구됨. 

스마트농촌 특성상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

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청,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함. 스마트농촌의 

컨트롤타워 및 스마트농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이 지속적으로 운영

될 필요가 있음. 스마트농촌의 특성상 복지, 의료, 교통, 에너지, 안전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 불가결함. 스마트농촌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다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

도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  스마트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보급 확대 주체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가 연계되어 있음. 사업시행자는 중앙

부처,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함. 여기에 민간 기업

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함.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촌 대응전략 ]

●●●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농촌 보급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전략으로는 민간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

축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된 기술이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음. 외부자본과 민간이 개발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설치되어야 함. 농촌이 스마트농촌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보가 서

로 융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스마트농촌 관리·운영 플랫폼’이 설치되어야 

함. 스마트농촌 기술 수요자인 농촌 거주자가 손쉽고 빠르게 스마트농촌 기술

에 적응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생활환경 관련 앱 개

발 보급이 시급함. 

●●●  둘째, 미래 스마트농촌의 실용화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농촌 보급 확대를 위

해서는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매우 중요함. 스마트농촌 관련 기술이 확산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요구사항을 결합한 시설이 보급되어야 

함. 스마트농촌을 실현하는 주민 및 지자체는 스마트농촌 관련 기술이 보급되

었을 때 성공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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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실태, 기간시설 유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지역의 주민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지속 가능성, 인근 스마트시티와 

연계 확산성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미래 스마트농촌의 인프라 구축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농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마트농촌법’ 제정이 필요함. 스마트도시에 대

한 「스마트도시법」은 현재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스마트도시의 건설을 

위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음. ‘스마트농촌법’을 제정하여 스마트농촌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함. 스마트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를 분석하여 시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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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에 대한 개념과 개인보호 제도 정비가 절실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도 개발되어야 함.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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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촌 대응전략 ]

●●●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농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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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된 기술이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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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설치되어야 함. 농촌이 스마트농촌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보가 서

로 융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스마트농촌 관리·운영 플랫폼’이 설치되어야 

함. 스마트농촌 기술 수요자인 농촌 거주자가 손쉽고 빠르게 스마트농촌 기술

에 적응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생활환경 관련 앱 개

발 보급이 시급함. 

●●●  둘째, 미래 스마트농촌의 실용화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농촌 보급 확대를 위

해서는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매우 중요함. 스마트농촌 관련 기술이 확산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요구사항을 결합한 시설이 보급되어야 

함. 스마트농촌을 실현하는 주민 및 지자체는 스마트농촌 관련 기술이 보급되

었을 때 성공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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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지방

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농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

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수행해온 중

앙집권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농촌 

현장에서 한계를 맞이하였으며, 재정분권화 과정에서의 중앙-지방 역할 재정

립 문제, 지자체의 자율성에 따른 농정 예산의 재정 투입 감소 문제 등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연구는 농정의 지방분권화로 생길 재정, 계획, 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농정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 1차년도(2018년)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농정 추진 체계 개

편의 전반적인 쟁점들을 검토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농정 사무 중 지방이양 대

상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2차년도(2019년)에는 국고보조 농정 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 대응 방안, 중장기 농발계획 수립,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농정 거버넌스 형성 등 성공적인 농정의 지방분권화

의 필요조건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김정섭·황의식·김용령·김정승·윤채빈·강마야·이도경·김태곤

사업화를 위해서는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스마트농촌은 스마트시

티와 연계가 필요함. 도시는 물적 인프라가 이미 투자된 환경에서 스마트시

티 기술의 적용이 용이한 점이 있음. 그러나 농촌은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환

경에서 스마트시티에 적용된 기술의 효과성과 같이 스마트농촌이 효과를 가

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농촌의 연계가 

필요함.

●●●   이러한 것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

는데, 그 시작은 농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4차산업혁명 기술을 빠

르고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임. 향후 살고 싶은 농촌, 그 내일은 바로 지금 우리

의 선택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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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 방식’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을 지향한 국고보조 농정 사업의 추진 

경험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순조로운 진화의 경로를 밟아 계획협약 제도로 나

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의 두 축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라고 한다면, 정책 사업 계획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역의 의제를 수렴해 계획 과정

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획협약 제도 안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평소에 지역의 민간 부문이 농정 관련 의제를 형성하고 정리해 둘 수 있

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정책과제들도 있다. 특히, 자치분권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농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민간 부문 단체·조

직들이 수시로 ‘지방농정 의제’를 논의할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방농

정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할 대의기구를 마련해야 한

다. 법률로 규정된 지방농정심의회의 현행 권한과 사무 범위로는 수행하기 어려

운 여러 기능들을 수행할 대의기구를 실험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확고한 법제

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지방농정은 구체적인 

정책 사업 계획, 실행, 평가 과정을 통해 실현될 것인데, 그 모든 과정에 조력할 ‘활

동가 직능’을 육성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2/3차년도)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지방분

권 및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

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사업 예산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지방분

권 실태를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고 지방자치단

체에 세부 사업계획 재량이 부여된 국고보조 농정 사업의 계획 과정이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면담 조사하였다. 그밖에도 읍·면 수준에

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한 사례를 참여관찰하고 분석하

였다. 사례연구에 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  지방분권의 여러 흐름 중 현재 강력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재정분권 정책 기조

가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 변경 없이 진행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이 농정 사업에 사용되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결과적

으로 농촌 지역에서 농정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을 높이는 것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현재의 재정분권(안)은 농촌 지역들 사이

에서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재정분권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재정

이 이양되지 않는 국고보조 농정 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에 권한과 재량을 더 많이 주되 중앙정부가 확보한 농정 예산이 분권적으

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정 분야의 지방 이양 재정을 합

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의 의사결정 재량을 신장하면서도 농정 분야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국고보조 농정 사업 추진 방식으로서 ‘계획협약 제도’ 도입이 논의되

고 있다. 계획협약 제도는 ‘보조사업 중심’에서 ‘계획 중심’으로 농촌 정책 방

향을 전환한다는 의의도 있다. 그런데 계획협약 제도를 농정 분야에 도입하려

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통합메뉴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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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 방식’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을 지향한 국고보조 농정 사업의 추진 

경험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순조로운 진화의 경로를 밟아 계획협약 제도로 나

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의 두 축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라고 한다면, 정책 사업 계획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역의 의제를 수렴해 계획 과정

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획협약 제도 안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평소에 지역의 민간 부문이 농정 관련 의제를 형성하고 정리해 둘 수 있

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정책과제들도 있다. 특히, 자치분권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농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민간 부문 단체·조

직들이 수시로 ‘지방농정 의제’를 논의할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방농

정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할 대의기구를 마련해야 한

다. 법률로 규정된 지방농정심의회의 현행 권한과 사무 범위로는 수행하기 어려

운 여러 기능들을 수행할 대의기구를 실험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확고한 법제

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지방농정은 구체적인 

정책 사업 계획, 실행, 평가 과정을 통해 실현될 것인데, 그 모든 과정에 조력할 ‘활

동가 직능’을 육성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2/3차년도)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지방분

권 및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

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사업 예산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지방분

권 실태를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크고 지방자치단

체에 세부 사업계획 재량이 부여된 국고보조 농정 사업의 계획 과정이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면담 조사하였다. 그밖에도 읍·면 수준에

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한 사례를 참여관찰하고 분석하

였다. 사례연구에 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  지방분권의 여러 흐름 중 현재 강력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재정분권 정책 기조

가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 변경 없이 진행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이 농정 사업에 사용되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결과적

으로 농촌 지역에서 농정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

을 높이는 것을 주된 수단으로 삼는 현재의 재정분권(안)은 농촌 지역들 사이

에서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재정분권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재정

이 이양되지 않는 국고보조 농정 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에 권한과 재량을 더 많이 주되 중앙정부가 확보한 농정 예산이 분권적으

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정 분야의 지방 이양 재정을 합

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의 의사결정 재량을 신장하면서도 농정 분야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국고보조 농정 사업 추진 방식으로서 ‘계획협약 제도’ 도입이 논의되

고 있다. 계획협약 제도는 ‘보조사업 중심’에서 ‘계획 중심’으로 농촌 정책 방

향을 전환한다는 의의도 있다. 그런데 계획협약 제도를 농정 분야에 도입하려

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통합메뉴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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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축산업은 규모화·전업화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사육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분뇨처리로 인

한 환경오염과 각종 생활민원,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 살충제 성분 검출 계

란 등 축산물 안전성 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이다. 이

에 더해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는 축산업의 근본적 변화 요

구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 식량의 공급이라는 역할

에 기초한 ‘생산성’과 ‘농가소득(이윤 창출)’ 등의 축산업 생산자·생산행위 중

심이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으로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축산업의 책임 있

는 생산행위와 지속가능성, 더 나아가 윤리적 소비의 실천으로 논의가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축산업의 책임이 무엇이고, 이를 얼마나 잘 이행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소비자 및 생산자 인식을 분석하였다. 2차년도의 연

구 목적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제시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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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연구자 _ 우병준·김현중·석준호·김명수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2/2차년도)

체화하는 것이다. 

●●●  먼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해외사례 및 정책을 문헌과 통계를 이

용하여 정리하였다.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축산업의 악취 

및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문제 연구, 네덜란드의 환경규제

에 대한 축산농가의 대응 관련 사례 조사는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탁연

구로 추진하였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소비자 측면의 정

책과제 도출을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

를 선정하였고,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

불의향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구매의향을 분석

하였다.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및 인증 농가를 방문 조사하였고, 전문가 위탁연구와 문헌 조

사도 함께 활용하였다. 

●●●  제2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이행 실태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4

개 분야 즉, 시민적 책임, 경제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으로 구

분하였다. 

●●●  시민적 책임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해 HACCP 인증 실적,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태 내용을 정리하였다. 식품 안전성은 국민 건

강과 직결되므로 정부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인증 제도를 운영

하고 매년 10만 건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86개 농장(2017년 8월~2019년 1월)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되었고, 일부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기도 한다. 시민적 책임 우수사례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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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축산업은 규모화·전업화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사육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분뇨처리로 인

한 환경오염과 각종 생활민원,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 살충제 성분 검출 계

란 등 축산물 안전성 문제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이다. 이

에 더해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는 축산업의 근본적 변화 요

구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거 식량의 공급이라는 역할

에 기초한 ‘생산성’과 ‘농가소득(이윤 창출)’ 등의 축산업 생산자·생산행위 중

심이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으로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축산업의 책임 있

는 생산행위와 지속가능성, 더 나아가 윤리적 소비의 실천으로 논의가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축산업의 책임이 무엇이고, 이를 얼마나 잘 이행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소비자 및 생산자 인식을 분석하였다. 2차년도의 연

구 목적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제시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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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우병준·김현중·석준호·김명수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2/2차년도)

체화하는 것이다. 

●●●  먼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해외사례 및 정책을 문헌과 통계를 이

용하여 정리하였다.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축산업의 악취 

및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문제 연구, 네덜란드의 환경규제

에 대한 축산농가의 대응 관련 사례 조사는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탁연

구로 추진하였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소비자 측면의 정

책과제 도출을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

를 선정하였고,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지

불의향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구매의향을 분석

하였다. 사회적 책임 이행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 및 인증 농가를 방문 조사하였고, 전문가 위탁연구와 문헌 조

사도 함께 활용하였다. 

●●●  제2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이행 실태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4

개 분야 즉, 시민적 책임, 경제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으로 구

분하였다. 

●●●  시민적 책임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해 HACCP 인증 실적,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태 내용을 정리하였다. 식품 안전성은 국민 건

강과 직결되므로 정부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인증 제도를 운영

하고 매년 10만 건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86개 농장(2017년 8월~2019년 1월)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되었고, 일부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기도 한다. 시민적 책임 우수사례

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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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명농장, 경기공유농업, 나눔축산운동본부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하였다. 

HACCP 인증을 받은 광명농장은 농장 청결을 유지하고 축산물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 향상으

로 이어졌다. 경기공유농업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에 의해 선정된 공유

농업 전담기업이다.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는 안전한 축

산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공유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은 미미하지만, 나눔축

산운동본부의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

선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책임 이행 실태로는 HPAI, 구제역,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축산물의 단백질 공급 현황을 제시하였다. 축산업

으로 인해 HPAI, 구제역 그리고 2019년 ASF 발병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지만, 

축산물은 국민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책임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를 적용한 농가사례와 ICT를 이용

한 농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축산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생태·환경적 책임 이행 실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법 위반 실적, 축산 

악취 민원 현황, 무허가·미신고 축사 실태를 정리하였다. 「가축분뇨법」 위반과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10% 내외로 나타났고, 축산 악취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

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축산정책에서 축산 악취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유이기도 하다. 우수사례로는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방지에 노력을 기울

인 산란계 및 한우 농장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우수사례 농장

은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

활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축산 악취 방지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  동물복지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적 책임의 이행 실태와 우수사례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을 통해 제시하였다. 해당 인증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다 

보니 인증농장 수는 많지 않다. 윤리적 책임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동

물복지 축산 직불제를 도입하고, 축산 부문 재정사업에서 동물복지 인증농장

이 우선 지원받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제3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별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시민적 

책임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개선과제를 정리하였고, 경제적 책임에

서는 가축의 사육제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등 가축 방역대책 주요 쟁점

을 검토하였다. 생태·환경적 책임에서는 수질, 악취, 가축사육 제한 등의 가축

분뇨 관련 정책을 외국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윤리적 책임에서는 

동물복지축산과 소비자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  제4장에서는 시대별 축산업의 당면과제 및 사회적 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정책, 네 가지 사회적 책임 분야별 규제, 제도, 정부 재정사업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축산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축산 분야 재정사업 현황과 앞으로 재정 투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분야별 대표 정책인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과 구매의향을 분석하였다. 인증 축산물의 지불의향 추정 결과, 시민적 

책임을 대표하는 HACCP 인증의 지불의향을 제외하고는 전 축종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가

치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부여 수

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낮은 지불의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구매의향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소비자의 가족 및 주변인이 축산인증제품의 

구매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이 축산인증제품 구매의향에

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인증 라벨링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이 그다음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소비자 측면의 축산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규범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소문 마케팅 전략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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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명농장, 경기공유농업, 나눔축산운동본부 사회공헌 활동을 제시하였다. 

HACCP 인증을 받은 광명농장은 농장 청결을 유지하고 축산물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가축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 향상으

로 이어졌다. 경기공유농업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에 의해 선정된 공유

농업 전담기업이다.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는 안전한 축

산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공유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은 미미하지만, 나눔축

산운동본부의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

선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책임 이행 실태로는 HPAI, 구제역,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축산물의 단백질 공급 현황을 제시하였다. 축산업

으로 인해 HPAI, 구제역 그리고 2019년 ASF 발병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지만, 

축산물은 국민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책임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를 적용한 농가사례와 ICT를 이용

한 농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축산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생태·환경적 책임 이행 실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법 위반 실적, 축산 

악취 민원 현황, 무허가·미신고 축사 실태를 정리하였다. 「가축분뇨법」 위반과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10% 내외로 나타났고, 축산 악취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

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축산정책에서 축산 악취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유이기도 하다. 우수사례로는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방지에 노력을 기울

인 산란계 및 한우 농장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우수사례 농장

은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

활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축산 악취 방지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  동물복지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적 책임의 이행 실태와 우수사례는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을 통해 제시하였다. 해당 인증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다 

보니 인증농장 수는 많지 않다. 윤리적 책임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동

물복지 축산 직불제를 도입하고, 축산 부문 재정사업에서 동물복지 인증농장

이 우선 지원받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제3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별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시민적 

책임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개선과제를 정리하였고, 경제적 책임에

서는 가축의 사육제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등 가축 방역대책 주요 쟁점

을 검토하였다. 생태·환경적 책임에서는 수질, 악취, 가축사육 제한 등의 가축

분뇨 관련 정책을 외국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윤리적 책임에서는 

동물복지축산과 소비자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  제4장에서는 시대별 축산업의 당면과제 및 사회적 요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정책, 네 가지 사회적 책임 분야별 규제, 제도, 정부 재정사업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축산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축산 분야 재정사업 현황과 앞으로 재정 투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 분야별 대표 정책인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과 구매의향을 분석하였다. 인증 축산물의 지불의향 추정 결과, 시민적 

책임을 대표하는 HACCP 인증의 지불의향을 제외하고는 전 축종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에 대한 가

치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부여 수

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낮은 지불의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구매의향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소비자의 가족 및 주변인이 축산인증제품의 

구매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이 축산인증제품 구매의향에

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인증 라벨링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이 그다음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소비자 측면의 축산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규범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소문 마케팅 전략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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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소비자들의 축산인증제품 구매에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라벨링 정보

에 대한 연구도 향후에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제5장에서는 사회적 책임 우수사례, 소비자 조사 분석, 국내외 축산정책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더 

책임지는 축산업’, ‘더 건강한 축산업’, ‘더 깨끗한 축산업’, ‘더 가까운 축산업’

으로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더 책임지는 축산업’에서는 축산업 종사자의 책임의식 고양, 사전적 모니터링

과 적정 벌칙 규정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축산업 종사자의 책임의식 제고

를 위해 경제적 유인과 적정 수준의 제재 작동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

술의 발달로 농축산업 분야에 ICT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악취, 환

경오염, 가축사육환경 등의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해진 만큼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더 건강한 축산업’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커진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축산물에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검사체

계를 개선하고, 잔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 성분

에 대한 잔류물질 허용 기준 마련, 축산물에의 허용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등이 필요하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이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농가

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가축 사육휴지기제를 병행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더 깨끗한 축산업’의 정책과제로는 가축분뇨 악취 관리, 가축분뇨의 환경부하 

저감을 제시하였다.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의 환

경부하 저감을 위해서는 퇴·액비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양분  관리 통합시스템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경지 면적 감소로 퇴·액비를 공급할 농경지 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정화방류를 연계한 에너지화 시설, 고체연료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더 가까운 축산업’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

다.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가에게 소득 감

소분을 지원하는 동물복지 축산 직불제 도입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

로 전환할 경우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복지 실천은 

강제적인 생산자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를 통해서 퍼지므로, 소

비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병준    연구위원 TEL_061-820-2378 Email_bjwoo@krei.re.kr

김현중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1 Email_kim1025@krei.re.kr

석준호 부연구위원 TEL_061-820-2364 Email_junhoseok@krei.re.kr

김명수 연구원 TEL_061-820-2050 Email_kms86@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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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소비자들의 축산인증제품 구매에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라벨링 정보

에 대한 연구도 향후에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제5장에서는 사회적 책임 우수사례, 소비자 조사 분석, 국내외 축산정책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더 

책임지는 축산업’, ‘더 건강한 축산업’, ‘더 깨끗한 축산업’, ‘더 가까운 축산업’

으로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더 책임지는 축산업’에서는 축산업 종사자의 책임의식 고양, 사전적 모니터링

과 적정 벌칙 규정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축산업 종사자의 책임의식 제고

를 위해 경제적 유인과 적정 수준의 제재 작동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

술의 발달로 농축산업 분야에 ICT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악취, 환

경오염, 가축사육환경 등의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해진 만큼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더 건강한 축산업’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커진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축산물에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검사체

계를 개선하고, 잔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 성분

에 대한 잔류물질 허용 기준 마련, 축산물에의 허용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등이 필요하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이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농가

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가축 사육휴지기제를 병행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더 깨끗한 축산업’의 정책과제로는 가축분뇨 악취 관리, 가축분뇨의 환경부하 

저감을 제시하였다.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의 환

경부하 저감을 위해서는 퇴·액비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양분  관리 통합시스템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경지 면적 감소로 퇴·액비를 공급할 농경지 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정화방류를 연계한 에너지화 시설, 고체연료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더 가까운 축산업’에서는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

다.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가에게 소득 감

소분을 지원하는 동물복지 축산 직불제 도입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시설

로 전환할 경우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복지 실천은 

강제적인 생산자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를 통해서 퍼지므로, 소

비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병준    연구위원 TEL_061-820-2378 Email_bjwoo@krei.re.kr

김현중    부연구위원 TEL_061-820-2021 Email_kim1025@krei.re.kr

석준호 부연구위원 TEL_061-820-2364 Email_junhoseo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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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어촌 마을들은 오랜 기간 고령화, 인구 유출을 겪으면서 장래 지속가능

성이 우려되는 마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배후 농어촌 마을에 대

한 지속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

로 농어촌 마을 변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

태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이촌향도 흐름이 반

전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특히 일부 과소화 마을에서도 귀농·귀촌 가구 유입으

로 인구가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어촌 인구 증가

가 경기 침체 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트

렌드인지 여부를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의 기능, 공동체 조

직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로서 마을 기능이 약화되고 있

지만 반대로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 기조

하에서 농어촌 마을 발전에 관한 비전 설정과 전략 제시가 중요한 시점이다. 주

민 정주공간으로서 장래 농어촌 마을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정

책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전국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과년도 조사 결과 재분석,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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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자 _ 성주인·박시현·정문수·민경찬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5/5차년도)

외 사례 조사, 지자체 공무원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서는 농촌 마

을의 위상 변화, 최근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봤다. 행

정리별 인구 가구 원자료를 포함한 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 전국 통계

자료를 분석했으며,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내 농어촌 마을 현지 조사도 실

시했다. 또한 향후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다양한 주제의 선

진국 정책 사례를 문헌 고찰, 원고 위탁, 현지 조사 등을 병행하여 수집했다. 지

난 1~4차년도 조사 결과는 5차년도 분석틀에 맞게 새롭게 재분석했다. 지자체 

공무원 조사는 전국 시·군의 지역개발, 농촌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어촌 마을 변화 전망 및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조사했다.

●●●  과거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을 겪었던 농어촌 마을들은 최근 귀농·귀촌인 유입

에 힘입어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정주지

로서 기능이 부각되면서 인구 과소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마을들이 원격 농어

촌을 포함한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전반적인 

농어촌 마을 인구 감소 양상이 일부 반전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전국 단위 통계 자료에서뿐 아니라 사례 고찰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도

시와의 접근성이 마을의 인구 증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서 현저히 약화된 상태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 현상은 과거와 달리 

원격 마을보다는 주로 일반농촌에 위치한 농업 기반 마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  마을 기능과 조직도 변화되고 있다. 마을 단위의 공동 생산 기능은 약화되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처럼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들이 주로 활성

화되는 등 개별 가구 단위의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 마을 조직들이 

수행하던 공동체 기능은 상당 부분 쇠퇴한 상태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정부 정

책에 대응하는 문제해결형 조직 활동이 우세해지고 있다.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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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어촌 마을들은 오랜 기간 고령화, 인구 유출을 겪으면서 장래 지속가능

성이 우려되는 마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배후 농어촌 마을에 대

한 지속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

로 농어촌 마을 변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

태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이촌향도 흐름이 반

전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특히 일부 과소화 마을에서도 귀농·귀촌 가구 유입으

로 인구가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어촌 인구 증가

가 경기 침체 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트

렌드인지 여부를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의 기능, 공동체 조

직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로서 마을 기능이 약화되고 있

지만 반대로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 기조

하에서 농어촌 마을 발전에 관한 비전 설정과 전략 제시가 중요한 시점이다. 주

민 정주공간으로서 장래 농어촌 마을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정

책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전국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과년도 조사 결과 재분석,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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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5/5차년도)

외 사례 조사, 지자체 공무원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서는 농촌 마

을의 위상 변화, 최근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봤다. 행

정리별 인구 가구 원자료를 포함한 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 전국 통계

자료를 분석했으며,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내 농어촌 마을 현지 조사도 실

시했다. 또한 향후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다양한 주제의 선

진국 정책 사례를 문헌 고찰, 원고 위탁, 현지 조사 등을 병행하여 수집했다. 지

난 1~4차년도 조사 결과는 5차년도 분석틀에 맞게 새롭게 재분석했다. 지자체 

공무원 조사는 전국 시·군의 지역개발, 농촌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어촌 마을 변화 전망 및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조사했다.

●●●  과거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을 겪었던 농어촌 마을들은 최근 귀농·귀촌인 유입

에 힘입어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정주지

로서 기능이 부각되면서 인구 과소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마을들이 원격 농어

촌을 포함한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전반적인 

농어촌 마을 인구 감소 양상이 일부 반전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전국 단위 통계 자료에서뿐 아니라 사례 고찰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도

시와의 접근성이 마을의 인구 증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서 현저히 약화된 상태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 현상은 과거와 달리 

원격 마을보다는 주로 일반농촌에 위치한 농업 기반 마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  마을 기능과 조직도 변화되고 있다. 마을 단위의 공동 생산 기능은 약화되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처럼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들이 주로 활성

화되는 등 개별 가구 단위의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 마을 조직들이 

수행하던 공동체 기능은 상당 부분 쇠퇴한 상태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정부 정

책에 대응하는 문제해결형 조직 활동이 우세해지고 있다.연구 방법

주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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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농촌 마을의 경관과 어메니티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도시적 토지

이용 수요가 높은 근교 농촌 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해 마을의 정주 환경이 악

화되고 있다. 그 밖의 사례 지역에서는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마을 외곽 분산 

개발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기존 마을들은 공폐가 증가로 물리적 정

주 여건이 저하되기도 한다.

| 사례 마을의 변화 특성 종합 |

적극적 추세 주요변화

물리적 환경
변화

인구변화

사례 마을의 변화 특성

인구 증가 마을의 확산

농어촌 마을 인구 분화

도시민 정주기능 부각

농업·농촌 다기능화 진행

경제조직 중심 활성화

전반적 공동체활동 침체

마을내 공폐가 빈집 증가

무분별한 토지이용 증가

+ 마을의 인구 고령화, 자연감소 지속 

+  지리적 입지와 경제활동 여건에 따른  

마을 분화 

+ 다양한 과소화 양상의 출현

+ 개별 가구 단위 경제활동 기능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주거 기능 확대

+ 면 단위 소생활권 중심지 기능 유지

+ 귀농귀촌인 등 공동체 활동 주체 다양화

+ 목적 중심 가치기반 공동체활동 증가

+ 조직 구성의 공간범위 확대

+ 마을 내 주거환경의 격차 심화

+ 근교 농촌 지역의 경관과 어메니티 약화

+ 마을과 분리된 신규 주거 입지 확산

조직변화

기능변화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  사례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거시적 

요인으로서 농어촌의 가치 부각 및 국민적 요구 증대, 교통 접근성 향상, ICT 

기술 발전, 경제 다각화를 통한 다기능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 증대, 정부 정

책 기조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개별 마

을 단위 역량 차이 역시 마을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

의 정책 추진 역량도 중요해져서 지역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추진 기반을 갖

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마을 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

였다.

●●●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 비전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래 국

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터전으로 농어촌 마을의 위상을 설정하였다. 또

한 국토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농어촌 마을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할 것인바, 

앞으로 주민들이 주도하여 경관,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살리는 활동을 확

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마을 공동체가 

새롭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도 마을 비전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필

수적 정주 기반을 갖추면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도록 농어촌 마을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최근 공동체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마을 단

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로, 과소화 마

을 확대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보다 확대된 주민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 기조를 반영, 지자체 단위의 마을 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해

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 마을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발휘되도록 국

가계획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해갈 제도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

다. 농촌계획,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마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후속 연구 과제도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농촌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기초 정주 단위인 농어촌 마을이 시간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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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농촌 마을의 경관과 어메니티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도시적 토지

이용 수요가 높은 근교 농촌 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해 마을의 정주 환경이 악

화되고 있다. 그 밖의 사례 지역에서는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마을 외곽 분산 

개발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기존 마을들은 공폐가 증가로 물리적 정

주 여건이 저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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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 인구 분화

도시민 정주기능 부각

농업·농촌 다기능화 진행

경제조직 중심 활성화

전반적 공동체활동 침체

마을내 공폐가 빈집 증가

무분별한 토지이용 증가

+ 마을의 인구 고령화, 자연감소 지속 

+  지리적 입지와 경제활동 여건에 따른  

마을 분화 

+ 다양한 과소화 양상의 출현

+ 개별 가구 단위 경제활동 기능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주거 기능 확대

+ 면 단위 소생활권 중심지 기능 유지

+ 귀농귀촌인 등 공동체 활동 주체 다양화

+ 목적 중심 가치기반 공동체활동 증가

+ 조직 구성의 공간범위 확대

+ 마을 내 주거환경의 격차 심화

+ 근교 농촌 지역의 경관과 어메니티 약화

+ 마을과 분리된 신규 주거 입지 확산

조직변화

기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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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거시적 

요인으로서 농어촌의 가치 부각 및 국민적 요구 증대, 교통 접근성 향상, ICT 

기술 발전, 경제 다각화를 통한 다기능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 증대, 정부 정

책 기조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개별 마

을 단위 역량 차이 역시 마을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

의 정책 추진 역량도 중요해져서 지역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추진 기반을 갖

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마을 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

였다.

●●●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 비전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래 국

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터전으로 농어촌 마을의 위상을 설정하였다. 또

한 국토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농어촌 마을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할 것인바, 

앞으로 주민들이 주도하여 경관,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살리는 활동을 확

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마을 공동체가 

새롭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도 마을 비전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필

수적 정주 기반을 갖추면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도록 농어촌 마을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최근 공동체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마을 단

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로, 과소화 마

을 확대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보다 확대된 주민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 기조를 반영, 지자체 단위의 마을 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해

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 마을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발휘되도록 국

가계획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해갈 제도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

다. 농촌계획,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마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후속 연구 과제도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농촌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기초 정주 단위인 농어촌 마을이 시간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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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 보다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지속

해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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