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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 거주 노인은 도시 거주 노인보다 생계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는 농촌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올바로 분석하

고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건강투자와 건강 수준에 미치는 

인과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건강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노

인의 건강투자 결정 모델을 제시하고 농촌 거주 여부가 노인의 경제활동과 건강

변수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양상과 건강 수준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

구패널을 이용하여 개인 특성에 기인한 내생성을 제거하고 인과성 구조에 기반한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역인과성을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건강 수준 관련 계량모델 분석을 통해서 노인의 농촌 거주와 경제활동 참여는 

향후 복합질환 유병률과 경제활동 제한을 경험할 확률을 낮추는 등 건강에 긍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효과는 농촌 거주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도시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향후 건강 수준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농촌 거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 수요 관련 계량모형 분석 결과는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건의

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 형태별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즉, 농

촌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은 증가하나, 건강증진 활동

에 참여하는 횟수나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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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촌 건강투자와 이에 따른 건강 수준의 격차는 요소집약도 차이로 설

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으로 농촌의 건강

투자는 도시와 비교하여 시간 집약적 재화이며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여

가 부족은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도시와 농촌 노인의 건강 수준 격차

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수요 추정 결과는 농촌 노인이 경제활동 전에는 금전적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의료서비스에 경제활동 후 증가한 소득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농촌의 건강투자가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도시만큼 시장 집약적 재화일 가

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이외에 농촌 지역의 건강증진 활동 참여 제

한을 건강 격차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모임이나 단체

에 참가하는 여가활동이나 규칙적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투자를 위한 

투입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은 여가 투입을 제한하여 농촌의 

건강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건강증진 활동 측면에서 건강투

자는 농촌 노인에게 더 시간 집약적 재화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건강 격차는 농촌 노인에게 건강투자 기회를 보장하고,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농촌 노인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건강투자와 연계

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농촌 노동의 특징을 분석하여 최적 건강 수준을 유

지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노동과 여가의 조합 관련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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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 생활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활동을 통해 지속해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노후 경제활동은 노후 소득 창출과 건강 수준 향상, 지속적인 사회관계 유지와 같

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건강관리 시간 부족,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작업 위험 증가 등으로 노인의 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30.6%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용률은 OECD 내 36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고령층 고용률은 노년기 건강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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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OECD 국가의 고령층 고용률(2017년)

순위 65세 이상
65세~69세 70세~74세 75세 이상

1
아이슬란드

(38.2)

아이슬란드

(52.3)

한국

(33.1)

한국

(18.0)

2
한국

(30.6)

한국

(45.5)

멕시코

(28.3)

멕시코

(14.8)

3
멕시코

(26.6)

뉴질랜드

(44.7)

일본

(27.1)

일본

(9.0)

4
에스토니아

(25.6)

일본

(44.3)

칠레

(25.9)

뉴질랜드

(7.2)

5
칠레

(24.1)

칠레

(40.2)

뉴질랜드

(22.8)

포르투갈

(6.0)

기타
OECD

(14.4)

OECD

(26.0)

OECD 평균

(15.2)

OECD 평균

(6.5)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비교하면,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

여율이 훨씬 높다. 이미 우리나라 농촌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

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35세 미만 농가 경영주 대비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

율은 한국이 미국이나 EU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마상진·김종인 2017에서 재

인용). 2018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도시와 농촌 고령층의 고용률 격

차는 25% 이상, 7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거의 30%로 농촌 노인이 훨씬 더 활

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생계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층이 많으며 그 비율은 특히 농촌 

노인에게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약 73%의 노인이 생계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

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도시(동부) 거주 노인은 70.6%, 농촌(읍면부) 거주 노

인은 75.8%로 농촌 노인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정경

희 외 2017). 또한, 같은 조사에서 <그림 1-2>와 같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건강제약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도시(14.5%)보다 

농촌(28.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거주 노인은 도시 거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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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 생계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 양상은 농촌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건강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

러한 격차의 원인을 이론적 분석 틀로 분석하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

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 증진 활동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1-1  연령별·지역별 고령층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8년).

그림 1-2  건강제약 하에서의 지역별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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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농촌 거주 노인은 도시 거주 노인보다 건강이 나쁜 것 

보인다. 일반적으로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건강 상태와 정신건강에 더 취약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에서의 사회관계와 물리적 환경의 불편함

이 지속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접근성 부족으로 질병으로 이어지기 쉬

운 것으로 나타난다(이진희 2016). 일부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보다 

질병 유병률이 대체로 낮으나 지각하는 건강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미형 외 2013).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복지체계 부재로 인해

서 노인의 경제활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실제

로, 경제활동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노년기 경제활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신건강과 사회적 자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노년기 경제활동은 신체활동 증

가로 육체 건강이 증진되고 신체기능 저하 지연과 장애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

다고 알려져 있다(Hinterlong et al. 2007; Luoh & Herzog 2002; Behncke 

2009; Dave Rashad, & Spasojevic 2006; 허성호 외 2011). 또한,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한다(권유림·김미

영 2016). 그리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방지하여 정신건강과 자

아실현, 자존감 상승과 작은 건강증진 효과가 나타난다(Schwingel et al. 2009; 

Hao 2008; Wickrama 2013; 허성호 외 2011; 문수경·박서영 2012).

반면에. 노년기 경제활동은 건강관리 기회 부족과 위험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생

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 이유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건강 문제로 인한 불편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정경희 외 2017). 또한, 생계형 경제활동 참여는 건

강관리 시간 부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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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son et al. 2011),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인지 능력 저하로 경제활동 시 

관련 사고와 위험 사항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건강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보인다(Brown 2011; Farrow 2012).

그러나, 기존 실증연구에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우선, 일반 노인이 분석 

대상으로 연구범위가 국한되어 농촌을 포함한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경제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도시 거주 노인과 농촌 거주 노인의 

건강 격차 관련 연구는 존재하나 경제활동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경제활동을 고려하면서 일자리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연

구에 국한되어 취업의 형태, 일자리의 질과 같은 다양한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건

강 투자와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격차 분석에 

건강 결정 관련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에서 필요한 인과성을 논의한 연구가 없었

다는 점도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이다. 기존 연구는 수집한 자료로 실증분석

을 시도하였고 실증분석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였을 뿐 이론적 틀을 기반으

로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나 특정 정책 변수가 노인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인과성을 제시하였으나, 설명변

수와 오차항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이나 누락변수 편이

(omitted variable bias)와 같은 문제를 명확하게 고려하고 통제한 올바른 계량

모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건강투자와 건강 수준, 그리고 

보건의료 수요에 미치는 인과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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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속적 건강투자를 통해 축적된 건강 자본이 차기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지연 

인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건강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건강투자 결

정 모형을 제시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지역 요인이 노인의 경제활동과 건강

변수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생성을 제거하고 건강 수준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제거하고 경제활동이 건강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만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농촌 노인의 건강이 도시 노인과 비교하여 건강 투

자 격차와 그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자 한다. 만일 격차가 존재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농촌 노인의 건강이 다른 노

인에 비해 낮다면 그 격차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농촌 노인의 건강 투자를 늘리는 농촌 

건강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노인의 경제활동과 건강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 및 보건의료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농촌 의료 전문가

와의 면담을 통해 이론 및 실증 분석 결과가 실제 농촌 노인의 경제 활동과 의료서

비스 공급, 건강 증진 활동 측면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경제활동과 건강 관련 이론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의 관점에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 이론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로스만 모형을 이용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이 

건강 투자와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요소집약도의 개념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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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 노인의 건강 수준 격차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 

Korean Longitudinal Sutd of Ageing)을 이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은 고령

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고령화연구패널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참여

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비선형패널회귀모형(non-linear panel 

regression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2단계 최소자승

법(2SLS: two-stage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내생성(endogeneity) 제거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 및 실증 분석 결과로 나타난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의 경제활

동 참여에 따른 건강 수준 격차 원인과 해결 방안이 농촌 지역에서 실제 적용 가능

한 결론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가가

인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의 우리동네의원 관계자와 여민동락 공동체 대표를 인

터뷰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노인으로 분석을 위해 노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노인복

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대상을 60세로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패널 자료 표본을 고려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2016년도 현재 56세 이상 고령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은 농촌으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의된 읍·면 지역으로 정의하며, 동 지역은 도시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농촌 노인의 건강 수준이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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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경제활동이 건강 투자와 건강 수준, 보건의료서비스 이

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건강 수준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

는 영향은 배제하였다.



제2장

노인의 경제활동 및 

건강 관련 이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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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제활동 및 건강 관련 

이론 검토2

1.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 이론 검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는 성공적 노

화의 관점에서 크게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eing)와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산적 노화는 “any activity by an older individual that contributes to 

producing goods or services, or develops the capacity to produce 

them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 is paid for this activity),” 즉, “사회

적으로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데 기여하거나, 이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인의 활동”으로 정의한다(Bass, Caro, & Chen 

1993, p. 6; 김지현 외 2011에서 재인용, p. 2). Bass, Caro, & Chen(1993)의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화의 영역으로 사회적 차원의 활동만을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생산적 노화에 포함되는 노동으로 유급 또는 무급의 노동이나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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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 활동 등을 포함하였으나,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 예를 들어, 가사나 자

기관리 활동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Bass, Caro, & Chen(1993)의 정의는 연구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사 활동의 경우 Bass, Caro, & Chen(1993)의 생산적 노화 활동에서 제

외되어 있으나 Herzog et al.(198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사 활동이나 레저나 

여가활동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활동도 생산적 노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김지현 외 2011에서 재인용). 즉,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과 사회적 차원의 활동

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이 사회

에도 가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 활동도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활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동적 노화가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활동적 노화는 상기 논쟁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

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고려하

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적 노화를 “active ageing is the 

process of optimiz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즉, “노화 과정

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그리고 안전의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들

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WHO 2012, p.12; 

Avramov et al. 2003, p. 26). 따라서 활동적 노화에 기반하여 성공적 노화를 위

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활동적 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

는 건강 유지 및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는 그 한계점도 명확하다. 생산적 노화의 관

점에서 OECD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인구 고령화를 공공의 부담으

로 간주하고 고령화에 따라 정부 예산이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즉, 여전히 잉여노동력 활용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고령 근

로자의 취업 능력제고, 조기 은퇴 인센티브 제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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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고 있다(OECD 2000, 2006). 활동적 노화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전가하는 명분으로 쓰일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Moody 2001, 최희경 2010에서 재인용).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이 사

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가 부담해야 함에도 노후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당화하는데 활동적 노화의 개념을 오용할 수 있다.

생산적 노화나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보면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령 근로자의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자발적 선택권 보장이 부족하며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성공적 노화의 한계점은 분명하다(양윤정 2011). 노

인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경우 활동적 노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 공급에 비해 

노동 수요는 충분하지 않으며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도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으

며, 현 고령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유지 및 증진 효과는 실증적

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의 관점에서 생산적 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건강투자를 촉진하는 개념으로 의료서비스 이용과 함께 건강증진 활동

을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화의 개념에

서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생산적 활동이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건강증진 

활동을 통한 건강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도시 거주 노인과 농촌 거주 노

인의 건강투자 차이가 궁극적으로 건강 수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그로스만(Grossman) 모형 분석

경제활동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 영향으로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가 미치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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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또는 경제활동의 참여로 신체기능의 퇴화를 막고 인지기능의 쇠퇴를 막는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과 건강투자 결정을 통해 건

강 자본(health stock)을 축적하여 간접적으로 현재와 미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간접영향은 노동 공급과 건강투자에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지

역적 특성이나 코호트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 자본의 축

적이 다르고 현재 또는 미래의 건강 수준의 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도시와 농촌 노인의 건강투

자 격차가 원인이 되어 건강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건강투자 결정 

모형으로서 그로스만 모형을 도입하고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투자의 변화 양

상을 살펴보고 도시와 농촌의 건강투자 격차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로스만 모형은 일반적으로 인적 자본 이론을 이용하여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수요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개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건강투자와 시장재화 소비 사

이의 선택을 설명한다(Grossman 1972a, 1972b, 1999; Wagstaff 1986). 개

인은 의료서비스가 아닌 건강 수준 향상을 원하며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활

동은 건강투자를 위한 투입 요소로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이를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은 건강을 개인의 효용을 증진하는 소비재와 건강 일수

(healthy days)를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려는 투자 활동으로서 인식한다. 따라

서 건강투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위한 건강 일수 증대를 위한 건강 

자본 창출에 사용할 자원의 종류와 투입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로스만 모형의 한계 중 하나는 건강투자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투입

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oodman et al. 

(1999)은 통합 그로스만 모형(Integrated Grossman Model)을 도입하여 기존 

그로스만 모형이 간과하고 있는 시장재화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투입재로 인식하

고 시간 할당을 분석하는 틀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통합 그로스만 모형의 건강투자 선택 모형은 <그림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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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거나 시장임금이 상승한 경우, 개인은 노동과 

여가의 선택으로 소득과 여가를 결정하고, 이를 배분하여 의료 및 시장 재화를 생

산하며, 생산된 의료 및 시장 재화 그리고 여가를 이용하여 시장재화 소비와 건강

투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투자가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건강 자본을 

형성하여 향후 건강 수준을 결정한다.

그림 2-1  통합 그로스만 모형 개념도

자료: Grossman(1972a, 1972b); Goodman et al.(1999)을 근거로 재구성.

그로스만 모형의 건강 자본은 당기 건강 자본의 투자와 감가상각으로 이루어진 

동적 모형1)이나 정상상태(steady state)를 가정하여 개인의 효용 극대화(utility 

1)  건강 자본의 동적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1) 



 

   식(A1)에서  는 건강 자본,  는 건강투자를 나타내며,  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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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zation) 조건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max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약 식은 시장 재화와 건강투자 생산함수로 노동을 통한 소

득과 여가를 투입 요소로 이용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제약 식은 소득과 투입 시

간과 관련한 예산 제약 식을 나타내며 마지막 제약 식은 여가의 배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효용 식과 건강투자 생산함수, 시장재화 생산함수의 외생적 이동

(shift)을 결정하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가 포함된다.

<그림 2-2>는 식 (1)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합 그로스만 모형의 균형을 그래프

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2-2>에 따르면 제1사분면에서는 개인 효용함수()와 예

산제약(budge constraint)에 따라 여가( )와 노동(
)의 최적 배분과 소득

( )이 결정되며, 배분된 여가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에지워드 박스(edgeworth 

box)에서 효율적 건강투자 투입 요소(medical input:  )와 시장재화 투입 요

소(home input:  ) 그리고 관련 시간(
,

) 투입 조합을 결정하여 계약곡선

(contract curve)을 도출한다.

반면에 제2사분면에서는 계약곡선상 투입 요소 조합에 대응하는 건강생산가

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을 도출하며 생산가능곡선 중 개인의 생

산선호함수()에 따라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와 시장재화 소비(home 

good:  )의 배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통합 그로스만 모형에 따른 균형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의 여가와 


의 소득을 선택하고( ′), 



 의 여가와  의 시장재화 투입 요소를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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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재화를 소비하며, 



 의 여가와  의 건강투자 투입 요소를 결합하여 


의 건강투자를 선택()하여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림 2-2  통합 그로스만 모형과 균형

자료: Goodman et al.(1999).

3. 건강 수준 결정요인 분석

식(1)의 효용 극대화 조건에 따라 관련 생산요소와 여가가 투입되고 최적 건강

투자와 시장재화 소비가 결정되어 정상상태의 균형에 도달한다. 그러나 건강투

자생산함수나 시장재화생산함수는 개인이나 지역 특성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하며 노동과 여가의 선택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더라도 서로 다른 균형이 도

출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외생 환경 중에서 요소집약도(factor 

intensity) 차이와 생산선호 차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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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요소집약도에 따른 건강투자 격차

자료: Goodman et al.(1999)을 근거로 재구성.

우선 요소집약도는 건강투자 생산과 시장재화 생산을 위해 투입하는 생산요소

와 여가의 비율로 정의한다. 재화 생산에서 여가보다 생산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

는 경우 시장 집약적(market intensive) 재화, 생산요소보다 여가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경우 시간 집약적(time intensive) 재화로 정의한다. 따라서 건강투자와 

시장재화를 고려할 경우 상대적 요소집약도(relative factor intensity)를 이용

하여 외생 효과에 의한 균형점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재화 생

산과 건강투자 생산에서의 상대적 요소집약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

일 시장재화가 건강투자보다 시장 집약적 재화라면 노동시간 증가나 이전소득의 

증가는 건강투자보다 시장재화를 더 많이 소비한다. 이 경우 소득 증가는 건강투

자요소와 건강투자의 수요탄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2) 반대로, 건강투자가 

2)  “If the home good was market intensive relative to health investment, an increase in 

(wage + unearned) income would permit the production of more home good relative to 

health invest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increased income would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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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화보다 시장 집약적 재화인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재화 소비보

다 건강투자가 더 증가한다.

그림 2-4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투자 변화 1

자료: Goodman et al.(1999)을 근거로 재구성.

요소집약도는 계약곡선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3>과 같이 건강투

자가 시장 집약적인 재화는 원점에 볼록한 계약곡선(CC1)과 관련 생산가능곡선

(PPC1)을 가지며, 이에 따라 건강투자 생산 요소 
와 여가 


 를 이용하여 건

강투자 
와 시장재화 

를 생산한다. 반면에 건강투자가 시간 집약적인 재화의 

경우 원점에 오목한 계약곡선(CC2)과 관련 생산가능곡선(PPC2)를 가지며, 이에 

따라 건강투자 생산 요소 
와 여가 


 를 이용하여 건강투자 

와 시장재화 


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투자가 시장 집약적인 재화인 경우, 시간 집약적 

into a low demand elasticity for medical goods and for health investment because of 

the production technology.” Goodman, Stano, and Tilford (1999) pp. 79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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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인 경우보다 건강투자가 증가하며 시장재화는 적게 소비한다.

고령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건강투자와 시장재화 소비의 균형 변화는 간

단한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시장임금이 증가한 경우 또는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증가한 경우 효

과는 소득효과( ′→
′ )와 대체효과(

′→
′ )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효과는 시장

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며, 늘어난 여가에 따라 건강투

자는 증가한다. 대체효과는 시장임금 상승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여가

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며, 만일 건강투자가 시장 집약적 재화인 경우 건강투

자는 증가한다.

그림 2-5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투자 변화 2

자료: Goodman et al.(1999).

그러나 건강투자가 시간 집약적 재화인 경우, 대체효과는 소득효과로 인한 건

강투자 규모를 상쇄할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건강투자가 시장 집약적인 경

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반드시 건강투자를 늘린다. 반대로 <그림 2-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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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강투자가 시간 집약적인 경우 소득효과로 인한 건강투자는 증가하나 대체효

과로 인한 건강투자는 소득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며, <그림 2-6>과 같이 시장재

화 소비를 더 선호하는 선호함수를 가진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모두 구축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투자가 시장재화 소비보다 더 시장 집약적인 경우 경제

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투자는 더 증가하며, 반대로 건강투자가 시장재화 소비보

다 더 시간 집약적인 경우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건강투자는 증가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시장 집약적인 경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림 2-6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투자 변화 3

자료: Goodman et al.(1999)을 근거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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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 및 보건의료 영향 분석3

1. 분석 모형

이 연구는 건강 관련 연구이므로 경제활동 참여 양상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서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 특성 제거가 중요하다.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특

성이 오차항에 포함되어 오차항과 독립변수 사이의 가정을 위배할 경우 추정 편

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널자료와 패널자료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미관측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제거하여 관련 변인을 통제할 수 있다.

우선, 농촌 및 도시 거주 노인의 건강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자료 계량모

형으로 분석한다. 계량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우선 경제활동과 건강 수준 사이

에 존재하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

이다. 역인과성은 전기 건강 수준이 당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

한다. 둘째, 건강에 대한 지연 인과성(delayed causality)이다.3) 지연 인과성은 

당기 건강투자로 형성된 건강 자본은 당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차기 1기에

3) 반대는 동시성(simultaneity)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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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용 가능하다고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동적 효과성(dynamic 

effect)이다. 동적 효과성은 전기 건강 수준이 당기 건강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친

다는 가정이다.

그림 3-1  가정에 따른 경제활동과 건강의 인과성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경제활동과 건강 수준 사이의 관

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한다. 첫째, 당기 건강 상태는 전기 경제활

동에 따른 건강투자에만 영향을 받으며, 당기 건강 상태는 당기 경제활동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는 동시성(simultaneity) 배제 가정이다. 이 가정에 따르면 현재

의 건강은 전기 경제활동에만 영향을 받고 현재의 경제활동은 현재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당기 경제활동은 당기 건강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는 역인과성을 배제하여 전기 건강 상태가 당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당기 건강 상태는 전기 건강 상태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동적 효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건강 수준 결정 모형과 관련한 인과성 구조를 <그림 

3-1>과 같이 설정하였다. 전기의 건강이 전기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전기 

경제활동은 당기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구조 외에 다른 경로로 건강 

수준과 경제활동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그림 3-1>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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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2) 
     

     
  

 




식 (2)에서 
 는 종속변수인 당기 건강 수준을 나타내고,    는 전기 경제활

동 양상을 포함한 전기 정책변수이다. 그리고 는 당기 독립변수, 는 시간 불

변 오차항, 그리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또한, 상호교차항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양상에 따른 거주지역 차이 효과 추정을 위해서 전기 지역변수인   과 상

호교차항인      을 추가하였다.

그림 3-2  완화된 가정에 따른 경제활동과 건강의 인과성

그러나 상기 가정이 실제로 노인의 경제활동 양상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유일

한 경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상기 가정을 완화하여 동시성, 역인과성 그

리고 동적 효과성을 모두 모형에 포함할 경우 <그림 3-2>와 같은 인과성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즉, <그림 3-2>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세 가지 가정에서 경제활동 

양상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경로와는 별도로 점선으로 표시된 완화된 가정에서 

추가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를 반영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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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와   

 은 종속변수인 당기와 전기 건강 수준을 나타내고,    

과  는 각각 전기와 당기 경제활동 양상을 포함한 정책변수이다. 그리고  는 

당기 독립변수, 는 시간 불변 오차항, 그리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또한, 식 

(2)와 같이 상호교차항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양상에 따른 거주지역 차이 효과 추

정을 위해서 전기 지역변수인   과 상호교차항인      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가정 완화에 따라 모형의 내생성 제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Lindeboom 2006; Wickrama et al. 2013). 연구의 목적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이 건강 수준과 보건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수요가 미치는 영향인 역인과성과 비내구재 특성을 제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적 효과성 가정을 추가할 경우 과거 종속변수를 회

귀모형 오른쪽 항에 추가해야 하며 이 경우 강외생성 조건(strict exogeneity 

assumption)을 위반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역인과성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은 종속변수를 회귀모형 오른쪽 항

에 추가하는 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해야 하며 이 방식은 

동적 효과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적 패널모형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외생성 조건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인 경우, 주로 자기교차회귀지연모형(auto 

regressive cross lagged model)과 알렐라-본드추정(Arellano-Bond estimator)

과 같은 추정량을 사용한다(Wickrama et al. 2013; Kofi Charles 2004; 

Kerkhofs 1997; Leszczensky & Wolbring 2018).

그러나 종속변수가 빈도변수(count variable) 또는 이항변수(binomial 

variable)와 같은 제한형 변수(limited variable)인 경우,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며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조건문제(initial condition 

problem)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크게 Heckman(1981)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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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Wooldridge(2005)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Heckman(1981) 방식이 

더 우수하나 차수가 여섯 개 이상일 경우 두 방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고령화연구패널은 6개년 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계량모형에 

1차 조사의 종속변수를 추가하는 Wooldridge(2005)의 방법을 이용하여 초기 

조건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현재의 건강 상태가 현재 경제활동 참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 인과

성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 two-stage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통제하였다. 도구변수 이용 대상 변수가 2진 변수 또는 순위변수이므로 

금지회귀분석(forbidden regression)을 피하고 더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구하기 위해 3단계 추정 방식(three-step procedure)을 이용하

였다(Wooldridge 2010).

식 (3)의 종속변수는 다음 장에 명시한 것과 같이 만성질환의 개수이므로 연속

변수를 가정한 회귀모형 대신 순위프로빗회귀모형(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과 이항프로빗회귀모형(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비선형모형을 고려한 전기 농촌 거주 여부에 대한 노인 건강의 한계효과(


 

)

는 다음과 같이 식 (3)을 전기 농촌 거주 여부로 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4) 


 


  


   



식 (4)로부터 전기 농촌 거주 여부에 대한 노인 건강의 한계효과는 농촌에 실제 

거주함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

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미치는 영향(
 

 )으로 분리할 수 있다.4) 이 두 효과를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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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미치는 

영향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한계효과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5) 
 

 
  


     

 

  


     

 

따라서, 식 (5)는 농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건강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두 이진변수의 상호교차항 특성

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효과에 대한 도시와 농촌 노인의 차이도 식 (5)

와 같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로 농촌 및 도시 거주 노인의 보건의료 수요를 분석한다. 이론

적 분석에서는 건강투자를 분석하였으나 실제 자료에서는 건강투자는 관찰되지 않

는다. 따라서 보건의료 수요가 실제 건강 수준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 건

강투자를 대체하기 위해 보건의료 수요를 건강투자의 대리변수로 이용한다. 

정책변수가 보건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사

항을 고려한다. 첫 번째, 농촌과 도시의 서로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서

비스 유형이 다르므로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을 같은 모형에서 분석하여 그 차이

를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

로만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한다. 다른 하나는 건강 수준과는 달리 동적 인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패널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 특성에 의한 내생성만을 제거한다. 즉, 

당기 보건의료 수요는 당기 건강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양상을 포함한 당기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상기 사항을 고려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6) 
   





 



식 (6)에서 
 는 종속변수인 당기 보건의료 수요를 나타내며, 

 는 당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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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그리고  는 당기 경제활동 참여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는 당기 독립변

수, 는 시간 불변 오차항 그리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 (6)의 종속변수는 분석자료 장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방문 횟수와 양의 척도

이므로 연속변수를 가정한 모형 대신 음의 이항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를 가정한 비선형회귀모형과 토빗 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2.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 Korean Longitudinal 

Sutd of Age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은 고령자의 사회, 경

제, 심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조사는 짝수년을 주기로 시행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추가조사는 홀수년에 이루어진다. 조사대상은 2006년 만 45세 이상자 중 

10,254명이며 2016년 6차 조사의 유효 표본 수는 6,618명이다. 5차 조사에서

는 920명의 표본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추가한 신규표본은 고려

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른 통계자료와 달리 조사 참

여자 모두가 제1차 조사연도인 2006년도를 기준으로 45세 이상인 고령층 또는 

준고령층으로 가용 표본 크기가 모수 추정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 거주 

고령층 표본 크기가 다른 통계자료와 달리 충분하며 농촌 특성 관련 모수 추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추정량 차이도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종속 변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종속 변인 중 하

나는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복합질환 여부, 주관적 건강 수준, 그리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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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여부를 이용하였다.

복합질환 여부는 우선 만성질환별 진단 여부를 “지난 기본조사 이후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병명’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자료는 고혈압, 당뇨병, 암 및 악성종양, 

만성 폐 질환, 간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정신과적 진단, 관절염 및 류머티

즘, 그리고 전립선 질환이다. 이 연구에는 일반적인 신체 건강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므로 10개의 만성질환 중 정신과적 진단과 전립선 질환을 제외하고 총 8개의 

만성질환을 이용하였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0개”, 한 개 있는 경우는 “1개”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2개 이상 진단받은 경우 복합 만성질환으로 “2개”로 표시

하였다. 

주관적 건강 수준은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매우 좋음” 또는 “좋은 편”

으로 응답한 경우 “좋음”으로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 “보통”으로 그리고 “나쁜 

편”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 “나쁨”으로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로 인한 활동의 제한은 “건강 상태로 인해서 일하시는 데 

지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

고 응답한 경우 “제한 있음”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제한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다른 종속 변인은 보건의료 수요를 나타내는 척도로 지난 1년간 보건소 진료 

횟수와 외래진료 횟수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모임(단체) 참여 정도와 주당 

운동 횟수를 이용한 건강 증진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보건소 진료 횟수는 

“지난 기본조사 이후에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단위: 회)”를 이용하여 그 횟수를 측정하였

다. 또한, 외래진료 횟수는 “한의원, 보건소, 치과 및 입원하신 것을 제외하고 ‘응

답자 성명’께서는 지난 기본조사 이후에 집 근처 가까운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의원 또는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신 것과 응급실에 가신 것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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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모두 몇 번 정도 가셨습니까? (단위: 

회)”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방문 횟수를 추정하였다.

모임(단체) 참여 정도는 “‘응답자 성명’님께서는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

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7개의 

모임 및 단체로 “종교모임”,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노인대학 등)”,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

/이익단체” 그리고 “기타”를 복수 응답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모임

이나 단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0=없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활동에는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를 질문하고 “10=거의 매일 (일주일에 4회 이상)”, 

“9=일주일에 한 번 정도”, “8=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7=한 달에 한 번 정도”, 

“6=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5=일 년에 한두 번 정도”, “4=일 년에 

서너 번 정도 (3~4개월에 한 번)”, “3=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

도)”, “2=일 년에 거의 활동하지 않음” 그리고 “1=거의 활동하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척도를 합하였다. 이렇게 각 모임 및 단체의 합한 척도를 모두 더하여 

모임(단체) 참여 정도의 척도로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당 운동 횟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단위: 회/

주당)”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횟수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독립변인은 설문 참여자의 거주지역과 경제활

동 참여 양상이다. 거주지역 구분은 “선생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라는 질

문으로부터 참여자가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도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양상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이용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

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일이란 직장에 다니시는 것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모

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라는 질문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경제활동 

참여”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경제활동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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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부와 함께 참여한 경제활동 참여 종류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참여 경제활동 

종류는 “현재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장 주

된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서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

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 “임금노동자”, 내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자영업·무급종사”로 구분하였고 경제활

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경제활동 미참여”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대상 고령층은 첫 조사연도인 2006년도 45세 이상 응답자이며, 제6

차 연도에 56세 이상 고령층 응답자로 한다. 연령 효과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나

이는 6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독립변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성별(남성, 여성), 학력(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고려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계량모형 절에서 논의한 바대로 지연 인과성 가정을 완화하고 관련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도구 변수 사용이 필요하다. 제시된 계량모형에서 사용할 적합한 

도구 변수는 당기 경제활동 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당기 건강 상태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변수이다. 고령화연구패널에서 제공하는 변수들에서는 적합한 

도구 변수를 선택하기 어려우므로 연도별 시·도 기준 경제활동 참여율을 이용하

였다.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참여자의 시도별 거주지역이 서울특별시, 6개의 광

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울산)와 8개의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

북, 전남, 경북과 경남) 형태로 총 15개가 제공되며 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연도

별 시·도 기준 경제활동 참여율을 이용하여 도구 변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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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및 논의

<표 3-1>은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로부터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거주지역에 따

른 만성질환별 유병률과 만성질환 개수의 통계적 차이를 보여준다. 이 표로부터 

연도
경제활동 여부 및 

거주지역 구분

만성질환 유병률 만성

질환

개수
고혈압 당뇨 암

만성

폐 질환
간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염

류머티즘

2006년

(W1)

경제

활동

참여 0.184 0.083 0.014 0.014 0.014 0.027 0.007 0.089 0.432

미참여 0.334** 0.142** 0.030** 0.027** 0.017 0.062** 0.047** 0.214** 0.873**

거주

지역

동부(도시) 0.279 0.122 0.024 0.021 0.015 0.050 0.032 0.155 0.698

읍면부(농촌) 0.269 0.109 0.024 0.025 0.019 0.044 0.031 0.200** 0.719

2008년

(W2)

경제

활동

참여 0.218 0.098 0.022 0.017 0.020 0.033 0.011 0.120 0.538

미참여 0.401** 0.170** 0.040** 0.034** 0.021 0.082** 0.058** 0.270** 1.077**

거주

지역

동부(도시) 0.329 0.146 0.031 0.026 0.020 0.064 0.040 0.196 0.852

읍면부(농촌) 0.311 0.121** 0.035 0.030 0.021 0.055 0.034 0.241** 0.848

2010년

(W3)

경제

활동

참여 0.261 0.112 0.023 0.020 0.023 0.040 0.016 0.142 0.635

미참여 0.457** 0.190** 0.054** 0.035** 0.023 0.097** 0.068** 0.298** 1.223**

거주

지역

동부(도시) 0.378 0.162 0.040 0.027 0.023 0.074 0.048 0.219 0.971

읍면부(농촌) 0.357 0.139* 0.042 0.034 0.023 0.069 0.039 0.268** 0.968

2012년

(W4)

경제

활동

참여 0.294 0.119 0.032 0.025 0.027 0.045 0.018 0.145 0.705

미참여 0.476** 0.203** 0.062** 0.037** 0.025 0.108** 0.072** 0.312** 1.295**

거주

지역

동부(도시) 0.409 0.176 0.050 0.031 0.025 0.083 0.054 0.232 1.060

읍면부(농촌) 0.389 0.153* 0.049 0.036 0.027 0.084 0.042* 0.285** 1.066

2014년

(W5)

경제

활동

참여 0.325 0.135 0.036 0.024 0.028 0.051 0.022 0.156 0.778

미참여 0.504** 0.222** 0.073** 0.040** 0.028 0.118** 0.076** 0.325** 1.386**

거주

지역

동부(도시) 0.439 0.193 0.059 0.033 0.027 0.091 0.059 0.248 1.149

읍면부(농촌) 0.427 0.178 0.059 0.037 0.031 0.097 0.046* 0.296** 1.170

2016년

(W6)

경제

활동

참여 0.354 0.146 0.047 0.025 0.028 0.057 0.026 0.164 0.846

미참여 0.518** 0.236** 0.076** 0.039** 0.029** 0.123** 0.082** 0.339** 1.443**

거주

지역

동부(도시) 0.464 0.207 0.067 0.031 0.027 0.098 0.065 0.264 1.224

읍면부(농촌) 0.448 0.196 0.063 0.041 0.032 0.104 0.055 0.313** 1.251

주: **는 1% 유의 수준에서 두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 존재, *는 5% 유의 수준에서 두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 존재.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표 3-1  주요 변수의 만성질환별 유병률 관련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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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하지 않은 노

인에 비해 건강하다. 이는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만성질환 중 간 질환을 제외하고 

만성질환 개수를 포함한 모든 만성질환에 해당한다. 간 질환도 2016년 제6차 조

사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조사는 과거 조사보다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과 만성질환 개수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과의 인과성

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경제활동이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

만, 만성질환이 노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사실은 농촌 거주 노인과 도시 거주 노인의 유병률은 관절염과 류머티

즘과 같은 농업종사자에게 나타나는 만성질환에서 차이가 크다. 관절염과 류머

티즘은 2006년 제1차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조사마다 농촌 거주 노인의 유

병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이에 비해 당뇨병이나 뇌혈관 질환은 조사연도에 따라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과 비교하여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각 질환별 유병률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만성질환 개수와 같은 종합적 유병률 차이는 기술 통계량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표 3-2>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변수를 이용

하여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일반적 건강 상태의 통계적 차이를 

보여준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이 참여한 노인보다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로 인해 활

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도시에 거주하

는 노인보다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으로 인한 활동에도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 3-1>과 <표 3-2>에서 보여주는 기술 통계량은 인과관계가 

모호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표 3-1>의 분석 결과와 같이 경제활동 참여가 건

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 낮은 건강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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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기 결과만을 이용하여 

동적 영향력을 간과하여 건강 자본의 축적 수준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인과관계와 계량모형 및 

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 수준에 미

연도
경제활동 여부 및 

거주지역 구분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매우 

좋음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쁨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06년

(W1)

경제

활동

참여 0.053 0.490 0.302 0.138 0.017 0.028 0.154 0.451 0.367

미참여 0.023** 0.248** 0.320 0.309** 0.100** 0.167** 0.277** 0.385** 0.171**

거주

지역

동부(도시) 0.038 0.362 0.310 0.228 0.062 0.106 0.215 0.413 0.265

읍면부(농촌) 0.025** 0.273** 0.321 0.292** 0.089** 0.139** 0.279** 0.400 0.182**

2008년

(W2)

경제

활동

참여 0.050 0.453 0.348 0.136 0.012 0.025 0.164 0.509 0.303

미참여 0.016** 0.213** 0.370* 0.317** 0.085** 0.150** 0.301** 0.435** 0.114**

거주

지역

동부(도시) 0.034 0.335 0.350 0.228 0.053 0.094 0.231 0.461 0.214

읍면부(농촌) 0.019** 0.251** 0.392** 0.280** 0.059 0.107 0.282** 0.480 0.131**

2010년

(W3)

경제

활동

참여 0.034 0.431 0.378 0.145 0.012 0.016 0.145 0.614 0.225

미참여 0.014 0.208 0.368 0.320 0.090 0.132 0.289 0.490 0.089

거주

지역

동부(도시) 0.023 0.326 0.363 0.233 0.054 0.080 0.215 0.536 0.169

읍면부(농촌) 0.021 0.238** 0.400** 0.278** 0.065 0.089 0.264** 0.564** 0.084**

2012년

(W4)

경제

활동

참여 0.022 0.403 0.423 0.143 0.009 0.014 0.173 0.607 0.207

미참여 0.008 0.190 0.407 0.305 0.090 0.129 0.337 0.459 0.074

거주

지역

동부(도시) 0.015 0.289 0.413 0.226 0.057 0.082 0.249 0.527 0.142

읍면부(농촌) 0.010 0.231** 0.416 0.282** 0.061 0.088 0.337** 0.490** 0.084

2014년

(W5)

경제

활동

참여 0.013 0.380 0.465 0.131 0.010 0.011 0.204 0.577 0.207

미참여 0.008* 0.183** 0.422** 0.291** 0.096** 0.124** 0.332** 0.457** 0.087**

거주

지역

동부(도시) 0.009 0.276 0.436 0.219 0.060 0.077 0.258 0.509 0.156

읍면부(농촌) 0.012 0.209** 0.445 0.260** 0.074* 0.092* 0.356** 0.485 0.067**

2016년

(W6)

경제

활동

참여 0.017 0.389 0.467 0.117 0.009 0.012 0.182 0.594 0.212

미참여 0.004** 0.184** 0.426** 0.293** 0.092** 0.127** 0.346** 0.444** 0.082**

거주

지역

동부(도시) 0.010 0.277 0.434 0.220 0.059 0.081 0.278 0.499 0.143

읍면부(농촌) 0.005* 0.201** 0.460 0.260** 0.074* 0.102** 0.317** 0.494 0.087**

주: * p<0.05, ** p<0.01.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표 3-2  주요 변수의 건강 관련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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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표 3-3>은 <그림 3-2>의 완화된 가정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한 추정량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모형 1). 모형 1에서는 복

합질환의 여부(모형 1A)와 주관적 건강 수준(모형 1B),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

동 제한(모형 1C)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3-3>으로부터 통계적 유의성을 근거로 몇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우

선 나이는 복합질환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관적 건강 수준이나 건

강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련 변인

복합질환 여부

(모형 1A)

주관적 건강 수준

(모형 1B)

활동(일) 제한 여부

(모형 1C)

추정량 추정오차 추정량 추정오차 추정량 추정오차

전기 종속변수 2.298** 0.038 0.274** 0.014 0.561** 0.024

인구통계학 변수

  65세~74세(65세 미만) 0.021 0.213 0.226* 0.103 0.551** 0.112

  75세 이상(65세 미만) 0.012 0.343 0.434** 0.166 1.026** 0.179

  여성(남성) -0.208 0.187 -0.088 0.090 0.238* 0.097

  고등학교 졸업 이상(미만) -0.278** 0.051 -0.360** 0.024 -0.363** 0.026

전기 거주지역×경제활동

  전기 농촌 거주 -0.706** 0.112 -0.090 0.065 -0.182* 0.085

  전기 경제활동 참여 -0.276** 0.041 -0.233** 0.022 -0.301** 0.026

  전기 농촌 거주×경제활동 0.274** 0.076 0.150** 0.039 0.167** 0.043

당기 농촌 거주 0.532** 0.149 0.105 0.079 0.044 0.099

당기 경제활동 -1.014 0.694 -0.511 0.335 0.814* 0.362

건강검진 수혜 여부 0.102** 0.033 - -

초기조건 통제 2.448** 0.071 0.465* 0.013 0.537** 0.027

조사연도

    3차(2010년)) 0.394** 0.040 0.064** 0.021 -0.147** 0.026

    4차(2012년) 0.621** 0.041 0.128** 0.021 0.060** 0.025

    5차(2014년) 0.874** 0.048 0.139** 0.022 0.031 0.026

    6차(2016년) 0.998** 0.056 0.105** 0.025 0.014 0.029

주: * p<0.05, ** p<0.01. 

표 3-3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추정량(모형 1)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 및 보건의료 영향 분석❙   41

또한, 복합질환은 각 조사연도가 최근일수록 첫 번째 조사연도와 비교하여 복

합질환 유병률은 높아지는 추세이며 주관적 건강 수준도 대체로 최근 조사일수록 

나빠지고 있다.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 농촌의 거주는 당기의 복합질환 유병률과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

한을 경험할 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주관적 건강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인의 전기 농촌 거주는 일반적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지만, 노인의 당기 농촌 거주는 복합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

전기 경제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복합질환 유병률과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을 경험할 확률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 수준을 높이는 등 건강에 긍정적 역할

을 한다. 반면에 당기 경제활동은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일) 제한의 측면에서 건

강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형 1에 건강검진을 추가한 이유는 복합질환의 여부가 의료기관

에서의 건강검진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검진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측 편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모형 1A에서 건강검진 수혜 여부는 복합질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모형은 비선형회귀모형으로 추정량과 표준오차를 이

용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련 변인의 한계효과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 변수인 전기 농촌 거주 여부, 전기 경제활동 여부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교차항 관련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를 추정하여 <표 3-4>

에 나타내었다.

<표 3-4>의 한계효과는 상호교차항을 기준으로 식 (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다시 분해하였다. 우선, 농촌 거주 효과를 실제 농촌에 거주함으로 건강에 미

치는 영향과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미

치는 효과로 분해하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미

치는 영향은 농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

인의 건강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 효과도 마찬가지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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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참여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

여하는 경우 미치는 영향으로 분해하였다.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미치는 효과는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효과에 대한 

도시와 농촌 노인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농촌 거주 효과를 확인해보면, 전기에 농촌에 거주한 노인의 당기 건강 수

준은 도시에 거주한 노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

시에 거주한 노인과 비교하여 8대 만성질환에 대한 복합질환 유병률이 3.04% 감

소하는 반면 만성질환이 없는 확률은 2.97% 증가하며 이 한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나 전기 농촌 거주는 도시 거주에 비해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도 어느 정

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농촌에 거주함으로 인한 건강 수준 향상을 확인해보면 농촌 거주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전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농촌 거주 노인은 경제활동 미

참여 도시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복합질환 유병률이 5.30% 감소하고 만성

질환이 없는 확률은 5.33%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한계효

과는 전체 농촌 거주 효과인 복합질환 유병률이 3.04% 감소하는 반면, 만성질환

이 없는 확률은 2.97%보다 높다. 전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농촌 거주 노인

관련 변인

복합질환 여부

(모형 1A)

주관적 건강 수준

(모형 1B)

활동(일) 제한 여부

(모형 1C)

0개 1개 2개 이상 좋음 보통 나쁨 제한 없음 제한 있음

농촌 거주 효과 2.97%** 0.07% -3.04%** -1.56% 0.21% 1.35% -0.39% 0.39%

  농촌 거주 부분 5.33%** -0.03% -5.30%** 2.24% -0.03% -2.21% 4.99%* -4.99%*

  경제활동 참여 부분1)
-2.36% 0.10% 2.26% -3.79% 0.24% 3.56% -4.60% 4.60%

경제활동 참여 효과 0.02% 0.00% -0.02% 2.14%* -0.18% -1.96%* 3.52%** -3.52%**

  경제활동 참여 부분 2.38%** -0.10% -2.28%** 5.93%** -0.41%** -5.52%** 8.12%** -8.12%**

  농촌 거주 부분1)
-2.36% 0.10% 2.26% -3.79% 0.24% 3.56% -4.60% 4.60%

주: * p<0.05, ** p<0.01.

1)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호교차항의 한계효과로 통계적 유의성은 측정하지 않음.

표 3-4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한계효과(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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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활동 미참여 도시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건강 활동으로 활동(일) 제한을 

경험할 확률은 4.99% 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와 함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농촌 거주 노인은 경제활

동 미참여 도시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주관적 건강 수준으로 나쁨을 선택한 확률

이 2.21% 감소한다.

이러한 한계효과를 근거로 경제활동에 의한 도시와 농촌의 건강 수준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농촌 거주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 도시 거

주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복합질환 유병률은 2.26% 증가하며 만성질환이 없는 

확률은 2.36%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전기 농촌 거주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 도시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을 경험할 

확률은 4.60% 증가하고 제한이 없는 확률은 3.79% 감소한다. 따라서 농촌 거주

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 축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부족하나 전기 농촌 거주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 도시 거주 노인과 비교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할 확률은 

3.56%가 증가하고 좋음을 선택할 확률은 3.79% 감소한다.

<표 3-4>의 한계효과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주

관적 건강 수준이 좋을 확률은 2.14% 증가하고 나빠질 확률은 1.96% 감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참여하지 않은 노

인과 비교하여 당기 건강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을 경험할 확률이 3.52% 감소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당기 복합질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그 한계효과도 미미하다.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가 건강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면 경제활동 

참여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전기 도시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미참여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복합질환 유병률이 2.28% 감소하고 만성질환이 없

을 확률은 2.38%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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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미참여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주관적 건강 수준으로 

나쁨을 선택한 확률이 5.22%가 감소하고 좋음을 선택할 확률은 5.93% 증가하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은 미참여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건강 상태로 인한 활동(일) 제한을 경험

할 확률은 8.12% 감소한다.

이러한 한계효과를 근거로 농촌 내에서 경제활동 참여 노인과 미참여 노인의 

관련 변인

복합질환 여부

(모형 2A)

주관적 건강 수준

(모형 2B)

활동(일) 제한 여부

(모형 2C)

추정량 추정오차 추정량 추정오차 추정량 추정오차

전기 종속변수 2.297** 0.038 0.273** 0.014 0.560 0.024

인구통계학 변수

  65세~74세(65세 미만) -0.303 0.453 0.036 0.219 0.806 0.236

  75세 이상(65세 미만) -0.455 0.690 0.159 0.334 1.394 0.360

  여성(남성) -0.421 0.342 -0.213 0.165 0.405 0.178

  고등학교 졸업 이상(미만) -0.265** 0.054 -0.352** 0.025 -0.370 0.027

전기 거주지역×경제활동

  전기 농촌 거주 -0.710** 0.112 -0.088 0.065 -0.177 0.086

  전기 경제활동 참여

    전기 자영업·무급종사 -0.355** 0.056 -0.258** 0.029 -0.325 0.034

    전기 임금 근로 -0.225** 0.048 -0.216** 0.026 -0.286 0.031

  전기 농촌 거주×경제활동

    전기 농촌 거주×자영업·무급종사 0.346** 0.090 0.196** 0.045 0.222 0.050

    전기 농촌 거주×임금 근로 0.239* 0.117 0.056 0.061 0.021 0.071

당기 농촌 거주 0.485** 0.129 0.081 0.071 0.078 0.091

당기 경제활동 -1.262 0.901 -0.685 0.435 1.007 0.469

건강검진 수혜 여부 0.101** 0.033

초기조건 통제 2.451** 0.072 0.465** 0.013 0.539 0.027

조사연도

    3차(2010년) 0.424** 0.053 0.081** 0.027 -0.170 0.032

    4차(2012년) 0.651** 0.051 0.144** 0.025 0.036 0.029

    5차(2014년) 0.918** 0.065 0.163** 0.030 -0.002 0.034

    6차(2016년) 1.067** 0.090 0.143** 0.042 -0.039 0.047

* p<0.05, ** p<0.01.

표 3-5  경제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추정량(모형 2)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 및 보건의료 영향 분석❙   45

건강 수준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전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

한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복합질환 유병률은 

2.26%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없을 확률은 2.36% 감소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 또한, 전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과 비교하여 당기 주관적 건강 수준을 나쁨으로 선택할 확률

은 3.56%,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을 경험할 확률은 4.60% 증가한다. 

따라서 실제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농촌 거주로 상쇄, 또는 완전

히 구축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건강효과를 알아보기 위해(모형 2) 경제활동 참여

를 자영업·무급종사와 임금 근로로 구분하고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 유형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추정량과 표준오차는 <표 3-5>이며 이와 관련한 한계효

과는 <표 3-6>에 표시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과 같이 복합질환의 여부(모형 

2A)와 주관적 건강 수준(모형 2B), 건강 상태로 인한 활동(일) 제한(모형 2C)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3-5>의 추정량과 <표 3-6>의 한계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변인 

추정량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나 한계효과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 

경제활동 유형과 전기 농촌 거주의 상호교차항은 주관적 건강 수준과 건강 상태

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측면에서 다른 통계적 유의성 및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표 3-6>을 근거로 경제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건강 수준 격차

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농촌에 거주한 노인이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

사자일 경우 도시의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보다 당기 주관적 건강 수준

이 나쁠 확률은 4.62% 증가하고 좋을 확률은 5.03% 감소한다. 반면에서 임금 근

로의 경우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쁠 확률은 1.43% 증가하고 좋을 확률은 1.32% 

감소에 불과하다. 즉, 경제활동에 의한 건강효과의 도시와 농촌의 건강 수준 격차

는 대부분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 효과이며 임금 노동은 그 효과가 미미하

다. 또한, 전기 농촌에 거주한 노인이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일 경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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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보다 당기 건강 상태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을 경험할 확률이 6.01% 증가하나 임금노동자의 경우 0.96% 증가에 그친다. 따

라서, 전기 경제활동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대부분 자영업 및 무급노동에

서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기 경제활동 참여가 당기 건강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

증진 활동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서로 다른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유형이 다르므로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을 같은 모

형에서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6개의 조사에서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고 응답한 1,512명의 응답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농

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건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관련 변인

복합질환 여부

(모형 2A)

주관적 건강 수준

(모형 2B)

활동(일) 제한 여부

(모형 2C)

0개 1개 2개 이상 좋음 보통 나쁨 제한 없음 제한 있음

농촌 거주 효과

    (자영업·무급종사) 2.44%** 0.07% -2.51%** -2.86% 0.39% 2.47% -1.15% 1.15%

    (임금 근로) 3.31%** 0.06% 3.37%** 0.85% -0.13% -0.72% 3.90% -3.90%

  농촌 거주 부분 5.37%** -0.03% -5.33%** 2.17% -0.02% -2.15% 4.86% -4.86%

  경제활동 참여 부분1)

    (자영업·무급종사) -2.93% 0.10% 2.83% -5.03% 0.41% 4.62% -6.01% 6.01%

    (임금 근로) -2.06% 0.10% 1.96% -1.32% -0.11% 1.43% -0.96% 0.96%

경제활동 참여 효과

    (자영업·무급종사) 0.06% 0.00% -0.06% 1.57% -0.11% -1.46% 2.70% -2.70%

    (임금 근로) -0.09% 0.00% 0.09% 4.18% -0.46% -3.72% 6.77% -6.77%

  경제활동 참여 부분

    (자영업·무급종사) 2.98%** -0.10% -2.88%** 6.60% -0.53% -6.07% 8.71% -8.71%

    (임금 근로) 1.97%** -0.10% -1.87%** 5.50% -0.35% -5.15% 7.73% -7.73%

  농촌 거주 부분1)

    (자영업·무급종사) -2.93% 0.10% 2.83% -5.03% 0.41% 4.62% -6.01% 6.01%

    (임금 근로) -2.06% 0.10% 1.96% -1.32% -0.11% 1.43% -0.96% 0.96%

주: * p<0.05, ** p<0.01.

1) 식 (5)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호교차항의 한계효과로 통계적 유의성은 측정하지 않음.

표 3-6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한계효과(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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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수요는 보건소 진료 횟수와 외래진료 횟수를 음의 이항분포를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건강증진 활동은 모임(단체) 참여 정도와 주당 운동 횟수로 구분하

여 토빗 모형과 음의 이항분포를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관련 추정량과 표준오차

는 <표 3-7>에 표시하였다.

관련 변인

의료서비스 이용(모형 3) 건강증진 활동(모형 4)

보건소 진료 횟수

(모형 4A)

외래진료 횟수

(모형 4B)

모임(단체) 

참여 정도

(모형 5A)

주당 운동 횟수

(모형 5B)

추정량 추정오차 추정량 추정오차 추정량 추정오차 추정량 추정오차

인구통계학 변수

  65세~74세(65세 미만) 0.659** 0.074 0.322** 0.045 -1.253** 0.313 -0.218* 0.104

  75세 이상(65세 미만) 0.732** 0.142 0.768** 0.093 -3.656** 0.677 -1.028** 0.220

  여성(남성) 0.130 0.086 0.552** 0.058 -2.006** 0.434 -0.546** 0.137

  고등학교 졸업 이상(미만) -0.582** 0.076 -0.081 0.042 2.781** 0.319 0.960** 0.089

경제활동 참여 여부 0.065 0.306 1.787** 0.204 -4.445** 1.499 -1.401** 0.476

활동 제한 여부 0.216** 0.042 0.180** 0.025 -0.967** 0.146 -0.087 0.058

조사연도

    2차(2008년) -0.252** 0.071 0.287** 0.047 0.944** 0.251 0.141 0.090

    3차(2010년) -0.067 0.075 0.466** 0.051 0.681* 0.287 0.038 0.103

    4차(2012년) -0.498** 0.075 0.646** 0.047 1.004** 0.258 0.237** 0.093

    5차(2014년) -0.478** 0.073 0.597** 0.046 1.030** 0.253 0.027 0.094

    6차(2016년) -0.525** 0.072 0.880** 0.044 0.338 0.244 0.076 0.091

주: * p<0.05, ** p<0.01. 

표 3-7  농촌 노인의 건강투자에 미치는 요인 분석(모형 3, 모형 4)

<표 3-7>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은 증가하나 건강증진 활동 

참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의료 서비스 중 외

래진료 횟수는 많으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적다.

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농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미참여 노인

보다 외래진료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나, 보건소 진료 횟수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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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증진 활동 측면에서, 농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모임이나 단체에 참가하는 횟수와 주당 운동 횟수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한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도시

와 농촌의 건강투자 및 건강 수준 격차와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은 노동과 여가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시장임금이 

높아지거나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많아질 경우, 개인은 소득효과를 통해 여가를 

늘리고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시간을 늘린다. 이러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개

인의 특성이나 경제적·지역적 특성과 함께 그 크기를 최종 결정된다.

처분 가능한 자산이나 노후 소득이 소비지출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경제적

으로 취약한 노인의 경우, 시장임금이 높아지면 여가보다 노동을 선택할 유인이 

높다. 또한, 이러한 노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 

여가 대신 노동시간을 늘릴 확률이 높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노인은 

시장임금이 높아지거나 경제활동 기회가 주어질 경우, 대체효과를 통한 노동시

간 증가 효과가 소득효과를 통한 여가 선택 효과보다 크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기회가 있으면 여가를 희생하여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소득은 증가

할 수 있다.

농촌과 도시의 노인이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

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경제활동으로 노동 및 소득은 동일하게 증가하고 여가도 

동일하게 감소하며 건강투자도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 3-3>과 

<표 3-4>의 실증분석 결과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일 상황에서도 경제활동으로 인

한 농촌 거주 노인의 건강과 도시 노인의 건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존

재한다. 그리고 <표 3-5>와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자영업이나 무급노동과 같이 어느 한 시기에 노동시간이 집중적으로 투하

되는 근로 환경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합 그로스만 모형에서 

도입한 요소집약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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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집약도는 건강투자와 시장재화 생산을 위해 투입하는 생산요소와 여가의 

비율로 정의한다. 재화 생산에서 여가보다 생산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시

장 집약적(market intenstive) 재화, 생산요소보다 여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

우 시간 집약적(time intensive) 재화로 구분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여가가 줄어든다면, 건강투자가 시장 집약적 재화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 집약적 재화인 시장재화 소비보다 건강투자가 더 증가한다. 또한, 건강투자

가 시간 집약적 재화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 집약적 재화인 시장재화 

소비보다 건강투자가 더 감소한다. 따라서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 참여와 같은 수

준의 개인효용함수와 생산선호함수에도 요소집약도의 차이에 따라 건강투자 수

준이 다를 수 있다.

만일 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소득이 증가하나 

여가가 감소하여 보건의료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개인의 거주지역에서는 건강투

자가 시간 집약적 재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여 여가 감소

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개인의 거주지역에서는 건강투자

가 시장 집약적 재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경

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접

근성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투자가 도시와 비교하여 

시간 집약적 재화가 된다. 노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여가의 부족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성 문제는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이 취약한 농촌 노인에게 건강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으로 인한 농촌 노인의 여가 부족이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을 어렵게 하고 기초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 의지조차 무력

화하는 등 도시 노인과 비교하여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도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농촌 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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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건강투자는 시간 집약적 재화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김동진(2012)에 의하

면 거주지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도시 지역의 경우 

75.6%, 농촌 지역은 64.9%로 농촌 주민의 경우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빈

도가 도시 주민에 비해 높았다. 의료기관까지의 소요 시간에서도 도시의 경우 소

요시간이 10분 이내가 절반이고 1시간 이상은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농촌 지역은 10분 이내가 약 28%이고 1시간 이상은 약 21%로 도시와 비교

하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질병 치료 

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치료비를 든 도시 주민은 46.3%로 42.1%인 농촌 주민보

다 많지만, 의료기관의 먼 거리를 이유로 든 도시 주민은 12.3%인데 비해 농촌 주

민은 22.7%로 높았다.

유인술(2015)의 연구에서는 농촌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구 지역은 2015년도 현재 11개 지역이 있으며 여전히 61

개 기관이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지역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

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도 2014년 현재 60%를 조금 웃돌 정도로 적절한 응급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 방문을 위해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의 소요 시간이 적정시간인 15분 이내인 경우가 읍 지역은 54.2%이나, 

면 지역은 39.9%에 불과하다(마상진 외 2012). 따라서 농촌 지역의 응급의료 접

근성을 떨어뜨리고 접근 비용이 도시에 비해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최민정·권정호(2014)의 연구에서는 농촌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물리적 환경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접근성이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고 주장한다. 또한, 2012년 국민건강통계를 기준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

료율은 도시(동부)에서 28.0%, 농촌(읍면부)에서 21.9%로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으나 2주간 외래의료기관 이용은 도시에서 29.3%, 농촌에서 38.3%로 농촌 지

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의료 전문가도 농촌과 도시의 의료 접근성이 건강 수준 격차의 주요한 원

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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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준의 차이는 경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나며 도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농촌과 비교하여 훨씬 높다. 농촌 노인이나 농업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관

절염과 류머티즘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특히 취약하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이

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농촌과 도시

의 건강 투자를 어렵게 하고 건강 수준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

그러나 <표 3-7>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한 농촌 노인은 경제활

동 미참여 농촌 노인과 비교하여 보건소 진료 횟수는 차이가 없으나 외래진료 횟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에서 의료서비스는 시간 집약적 재화

가 아닌 시장 집약적 재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경제활동 참여 전에

는 금전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의료서비스에 경제활동 후 증가한 소득으

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논증과는 다르게 농촌의 의료서

비스를 의료재화로 보면 농촌의 의료서비스는 실제 시간 집약적 재화가 아닌 시

장 집약적 재화이며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도시와 농촌 노인의 건강 격차의 원인

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촌의 공적 의료체계는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와 읍·면 단

위의 보건지소, 마을 단위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촘촘히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곳은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와 마을 단위의 보건진료소이다. 보건진료소는 약의 처방

이나 혈압·당뇨를 관리하는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주로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가 매우 제한적이나 농촌 거주민과의 가

장 중요한 접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민의 건강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질병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

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며 읍·면 지역과 함께 마을 단위를 순회하며 진료

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 지역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따라서 농촌의 의료접근성

이 도시와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거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접근성 차이가 도시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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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건강투자 및 건강 수준 격차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이외에 건강투자의 도시와 농촌 격차를 설명

하는 요인으로 농촌 지역의 건강증진 활동 관련 기회 부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전까지 건강투자 투입요소로서 의료접근성만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실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임이나 단체에 참가하는 여가활동이나 규칙적인 운동과 같

은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투자를 위한 투입 요소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년기 사회 활동을 사회적 의미의 생산적 

활동에 국한한 생산적 노화를 넘어 다양한 개인의 노년 활동을 성공적 노화를 위

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적 노화의 범위에 모임이나 단체에 참가하

거나 개인의 건강과 만족을 위한 자기계발과 같은 행동도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

이 건강 수준을 포함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활동적 노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 대한 기회도 의료접근성과 동일하게 건강투자의 

투입 요소로 분석해야 한다.

<표 3-7>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 지역의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율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농촌 거주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미참여 노인보다 건

강증진 활동은 감소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농촌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건강증진 활동을 대표하는 여가나 문화, 스포

츠 관련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정도나 주당 운동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즉, 의료서비스는 경제활동 참여로 증

가한 소득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는 시장 집약적 재화인 것으로 보이나, 건강증진 

활동은 경제활동 참여로 감소한 여가로 접근성이 악화되는 시간 집약적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농촌의 경우 도시와 비교하여 운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나 참여할 기회가 

적고, 순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 기회의 박탈과 단기간 노동에 집중하는 비규칙적 육체노동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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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인 농촌 경제활동 특성이 결합하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이 건강투자와 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근골격계질환

의 경우에도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

제 건강 관련 여가를 즐기고 건강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기

회나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건강 수준 격

차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 면담과 함께 기존 연구에서도 평생교육이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평생교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도움을 주고, 자아실현과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마상진·김강호 2014에

서 재인용).

그러나 농촌에 제공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프

로그램의 수나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촌 노인이 건강증진 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남선 외(2007)의 연구에서도 농촌형 평

생학습의 문제는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접근성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진단하였다. OECD(2003)의 

조사에서는 평생학습 참여 제한요인으로 시간 부족(36.1%), 일이 너무 많아서

(17.4%) 등과 같은 시간 관리 요인을 지적하였다. 또한, 임언(2005)의 자체 조사

에서는 79.2%의 응답자가 시간이 부족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 참여 문제는 특히 노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농촌 지

역과 같은 소외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직장생활로 

61.5%이며 가족부양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은 1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은 고령층에 더 뚜렷이 나타나, 65세 이상 응답자의 18.3%가 가까운 거리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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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다른 연령대의 

10%~12%에 비해 높다. 또한, 농촌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가 

23.3%로 서울 및 광역시의 9.8%와 중소도시의 9.6%에 비해 높아 농촌의 여가활

동을 통한 건강투자 가능성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나 지역 사회의 노력이 농촌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의 건강 수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논산시의 ‘동고동락 공동체’ 사업은 농촌에서 지자체가 건강증진 활동에 주민

이 참여할 기회를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주요 사업으로

는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 대학’과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제,’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실음악회’가 있다. 이 중에서 “홀

몸 어르신 공동생활제”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조성

하여 노노케어 기능 강화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2018년 100개 마을에

서 600명이 참여하였다.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이

용에 불편이 있는 노인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515개 마을에서 1,147회 16,365명이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동고동락 공동체 

사업은 의료나 건강증진 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촌 노인에게 접근성이 좋은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이용하여 접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사업의 객관적 효과는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4%에 이르고 있어 건강증진 

활동의 효과가 존재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이하 홍성의료생협)과 우리동네의원의 사례는 

지역사회의 건강 투자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역 노인의 건강 수준 개선으로 이루

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성의료생협은 의료인과 주민이 협동으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성지역 공중보건의였던 이훈호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주도로 설립된 생협으로 우리동네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의원은 홍성지

역 조합원에게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악회나 바자회, 건강돌봄교실, 찾아가

는 건강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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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허리 건강 프로그램으로 조합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활동이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농촌 

노인의 건강이 시간 집약적 재화가 되는 경로를 통제하여 건강 수준의 악화를 막

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통계적 효과성 검증 자료는 없으나 전

문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건강 수준이나 삶의 질이 참여하지 않

은 노인과 비교하여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농촌 경제활동 특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

성 문제가 현 농촌 노인의 건강투자 감소와 건강 수준 악화의 원인이 되며 이를 해

결할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는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건강투

자 요소 투입이 도시 노인과 비교하여 빈약하며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의

료서비스 접근성 증대뿐 아니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늘리고 건강증진 활동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적 이전소득의 증

대를 통해 필요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를 막고, 주어진 여가가 의료서비스 이용이

나 건강증진 활동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4. 분석의 한계

이 연구를 통해서 계량모형과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으며 실증 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해석하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량모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패널 자료와 패

널 모형을 이용하였음에도 내생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 확률효과모형의 

가정에 따라 내생성을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수준으로 통제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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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변수는 개인 특성 변수가 아니라 시군구 지역의 

비교적 넓은 지역의 대표 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적합성과 대안 도구 변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 또는 자산 수준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에 고려하

지 못하였으며 향후 관련 변수를 고려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이용하였거나 이용하려 했던 몇 가지 변수의 신뢰성 부족이다. 경제활동 참

여 여부와 경제활동 참여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나 노동강도 관련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노동강도를 대표하는 주간 노동 일수는 자료에 포함되

어 있으나, 응답자가 응답한 노동 일수에 대한 신뢰성과 노동 일수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노동강도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변수로 이를 제외하였다. 또한, 보건

의료 수요를 위한 종속변수로 의료서비스 방문 횟수를 이용하였으나 응답자가 응

답한 방문 횟수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될 수 있다.

둘째, 각 만성질환별로 노년기 건강한 삶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각 질병별로 삶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기준으로 한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비중의 부재로 각 만성질환을 동일한 비중으로 본다는 가정을 

기초로 복합질환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에 특화된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절염과 류머티즘을 종속변수에 포함함으로 결과의 왜곡

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신체 건강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부족하다. 고

령화연구패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수준 지표 중에서 객관적 건강 수준을 대

표하는 변수는 만성질환이나 건강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 등이나 이러한 변수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응답자 특성에 대한 내생성 통제가 

어려웠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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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후속 연구 제안4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농촌 및 도시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인과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낮으며,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에 비해 낮다. 그러나 농촌 노인이 경제활동

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건강투자를 줄이고 

이로 인해 향후 건강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건

강 격차에 대한 원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농촌 노인에게 건강 투자가 도시 노

인과 비교하여 시간 집약적 재화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농촌에서는 노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과 같은 경제활동 촉진 정책

에 있어서 소득증대나 소득안정만을 위한 목적과 같은 도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농촌 노인의 건강투자 제한을 제거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활동에 참

여하는 농촌 노인에게 건강투자 기회를 보장하고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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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 또한, 농촌 노인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와 연계한 건강투자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2. 후속 연구 제안

이 연구를 통해 농촌 노인의 최적 노동 공급 수준과 관련 정책의 정량적 효과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후속 연구주제를 제안한다.

우선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이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농촌 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 활동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

에서는 농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의 접근성을 논하였으나 농촌 노인의 노동 특

성이나 적정 노동강도 및 적정 노동 시간 관련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

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농촌 노동의 특징으로 생활 패턴과 습관성 여부, 마을 내

에서의 위상이나 비판에 민감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투자 투입 요소의 요소

집약도 양상을 분석하고, 최적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노동과 여가의 조합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정량적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실시하

고 있는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농촌 의료체계의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료생협이나 농촌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이미 

존재하고 관련 사례 분석은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엄밀한 준 실험적 연구설계(quasi- 

experimental study design) 방법과 적절한 계량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나 단체와 협력하여 정

책 및 사업의 경제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실증 분석으로 상기 효과에 대한 

정성적 정당화(qualitative justification)뿐 아니라 정량적 정당화(quantitative 

justification)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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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료서비스 전문가5) 면담 요약

Q: 만성질환 개수(8개) 또는 복합질환 여부를 종속변수로 계량 분석을 하면 도

시 노인이 농촌 노인에 비해 만성질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옴.

A: 만성질환 개수로 계량 분석을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농민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인 관절염이나 류머티즘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포함될 

경우 실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

Q: 실제로 관절염과 류머티즘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질병

으로 나타나기는 함.

A: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건강 수준 차이는 경제 수준의 차이로 생기는 여

가의 질에 달려 있음. 도시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뿐만 아니라 실제 여가

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음.

Q: 농촌 노동에 있어서 관절염과 류머티즘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 다른 

만성질환의 관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계속

적 노동으로 병세가 악화하는가?

A: 농촌 노인의 경우 몸이 좋지 않아도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도시 

노인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음. 도시 노인은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쉴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농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농촌은 웬만큼 아파도 노동

5)  현재 홍성우리마을 의료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의원 이훈호 원장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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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으며 70세를 전후하여 몸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많음.

Q: 실제 통계적으로 개인의 선천적 건강이나 나이, 코호트 차이 등의 내생성을 

제거하고 보아도 도농의 차이는 존재함.

A: 동의하기 어려움.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하고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근골격계 질환은 농촌 질병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를 제외하고 모형을 

분석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은 도시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으며 실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치료

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음.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농촌에 더 많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Q: 2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자료를 분석하면 노인이 농촌에 거주하면 만성질

환 유병률은 감소하나 노인이 농촌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면 그러한 감소 

부분을 상당 부분 까먹음. 전기의 경제활동이 당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건강투자의 차이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함.

A: 농촌에 계신 노인분들은 실제로 아파도 병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그 부분은 의료시설의 접근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접근성 부분보다

는 농한기와 농번기의 일의 양에 차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농번기에

는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움. 그러나 농번기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건강

이 농한기에 비해 좋은 경향은 있음. 진료 경험으로 보기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병원 방문의 목적도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이라고 봐야 함. 혈압이나 당뇨는 잘 관리하고 

계심. 도시보다는 아예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함. 통계적으로 나

온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도시의 경우 운동이나 프로

그램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여가를 즐기는 부분의 차이가 유병률 차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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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고 봄. 또한, 복합질환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부분은 다시 생각할 필요

가 있음.

Q: 노동 여부가 건강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에서 보여주고 있음.

A: 노동의 여부보다 노동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

까 생각함. 농촌의 노동은 70대 이후에는 대부분 농사일임. 이에 비해 도시

는 몸을 쓰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경제활동이 있음. 자기

관리, 건강관리에 있어서 도시가 더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함.

Q: 결론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보다 유병률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거

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있음. 특히 농촌의 의료접근성이 낮아서 만성질환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

A: 병원에 자주 갈수록 더 많은 진단명이 붙을 수 있음. 복합질환 여부는 의료

서비스에 의한 관리와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음.

Q: 건강투자로서 병원의 이용과 더불어 여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차이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A: 그 부분은 도시와 농촌이 큰 차이가 있음. 그러나 여전히 농촌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근골격계 질환을 종속변수에서 

제거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 노인보다 많이 먹지 않고 살이 더 찌신 분들이 적은데 관리 측면

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Q: 만성질환에 대한 질문이 “xxx로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넓은 

의미로 물어본 질문인 것으로 보임.

A: 조금 애매한 질문으로 보임. 진단 부분이 너무 간단함. 예를 들어, 신장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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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관리 부재가 원인일 수 있음. 그러나 폐 질환의 경우 애매한 진단명

이라서 만성 폐 질환의 경우 공기의 질 부분이 문제일 수 있음. 폐렴의 경우 

농촌이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음. 이러한 질환은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질병임.

Q: 기술 통계량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근골격계 질환 말고는 큰 차이가 없음. 그

러나 이를 계량모형으로 분석해보면 복합질환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그러

나 실제로 한계효과는 크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함.

A: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유의성 왜곡이 있을 수 있음.

Q: 농촌의 주요 이슈는 높은 노동강도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줄이지 않는 문

제와 이에 따른 경영 이양의 문제임.

A: 농촌 노인의 경우 농사일 말고는 다른 일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

으며 농사일의 경우 농사일의 양이 많으며 강도가 강함. 따라서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 농촌 노인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힘들 경우 본인이 

쉬어야 하나 운영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쉴 수 없음. 임금 노동의 

경우 쉴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영업인 농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쉴 기회가 

부족함.

Q: 경제활동을 유형별로 자영업(농업 포함)과 임금 노동으로 나누었을 경우 자

영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됨. 비경제활동과 임금 노동

은 유병률 상승에 큰 영향은 없음.

A: 동의함.

Q: 생협이 홍성에 들어오면서 실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 수준이 높아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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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 수 없음. 노인의 경우 아픈 것이 덜 아프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움. 

어떤 부분을 비교해야 그 변화를 알 수 있을지 모름. 경험상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분과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함. 가까운 곳에 생협이 존재하므로 접근성 큰 곳임.

Q: 진료하시는 부분 말고 다른 방식으로 건강증진을 시도하고 있으신가?

A: 노인문화교실을 지원함. 어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 관련 

문화강좌를 지원함. 면 주민센터에서 노인문화교실 참석자를 대상으로 건

강 관련 서비스 및 교육 제공함. 참관 가능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먹거리

나 건강 관련 대화를 서로 함으로써 건강 관련 지식이나 증진행위에 쉽게 접

근 가능함.

Q: 프로그램으로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인가? 자가 차량 이용이 중요한 요인인가?

A: 굉장히 중요한 수단임. 실제 이동 수단이 있는 노인분들은 요가 강좌나 컴퓨

터 강좌와 같은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하심. 농촌에서 버스를 이용한 프

로그램 참여는 거의 불가능함. 천원 택시 등이 존재함에도 일이 아닌 여가활

동에 돈을 쓰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음.

Q: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농촌 어르신들이 일을 조금 쉬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

은지?

A: 일을 적당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함. 적정한 강도의 노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함.

Q: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충분하다면 농촌 노인들은 일을 줄일 것인가?

A: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므로 충분한 공적인 소득지원이 있고 자기 땅을 

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일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봄. 실제 생활비가 없는 



66   ❙

노인은 많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소득은 적지만 농촌에서 생활을 영위할

만한 생활비는 있음.

Q: 생활비 부족으로 일을 줄이지 못하는 부분 있지 않은가?

A: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함. 일이 어느 정도

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심. 필요한 생활비를 따져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임. 경제활동은 농촌에서 분명히 건강에 긍정적임. 결론

적으로 몸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음.

Q: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A: 농촌 노인들도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열정이 있음. 농사를 지으

시면서도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심. 농번기에도 빠짐없이 참여

하시는 분들 많음. 문제는 그러한 여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 있는 프

로그램도 이동의 어려움으로 마을 단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참여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은 무료라고 하더라도 참여하면서 들어가는 식비

와 같은 부분에 돈을 쓰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위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드려야 함.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전용 가능. 여가 바우처 사

업 필요성 있음.

Q: 의료부족이 문제인가?

A: 아님. 우리나라 의료는 괜찮음. 농사철에 치료받는 게 어려운 문제임. 의료

체계로는 문제가 없음.

Q: 여가와 노동의 선택에서 노동 선택 시 여가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곳에서는 건강투자가 감소하여 건강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연구의 결과임.

A: 만성질환이 생기는 원인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은 폐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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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이며 실제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도 생기는 병임. 그런 면

에서 보면 병원이 아니라 보건 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

으며 농촌이 이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음. 연구에서 어려운 부분은 병에 

따라 특성이 있음에도 하나의 변수로 모아서 분석하는 것으로 생각함. 각 질

환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Q: 농촌에서 질병의 예방은 가능한가?

A: 실제로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하신 노인들이 도시 노인보다 훨씬 질병에 강

한 것으로 보임. 도시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상 질병에 취약한 면이 있음. 옛

날의 경우 생활환경으로 질병에 취약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가 늙어서 관절

염에 취약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함. 현재 노인의 문제라고 생각함. 시대가 변

하며 육식 생활과 건강 지식으로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임.

Q: 농촌의 비만은 문제가 되는가?

A: 농촌의 남성 노인은 자동차를 이용하고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 노인과 비교하면 비만의 위험이 있음.

Q: 결론적으로 일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필요한가?

A: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함. 어느 정도만 줄이는 

것이 중요. 완전히 그만둬도 할 일이 없어서 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듯함.

Q: 선생님과 직원분들이 이곳에 정착하신 이유는?

A: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됨. 일단은 번잡스러운 도시 생활을 피하고 싶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싶어 찾게 됨. 농촌의 삶이 이러한 삶에 가까움. 이

런 경우 돈을 적게 벌게 되고 도시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농촌을 찾게 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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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시작은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봄. 직접 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경제 문제와 주민과의 유대 부분에서 의료생협을 조직함.

Q: 농촌의 공공의료 부분의 부족한 점은?

A: 농촌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분담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존재하나 실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함. 공중보건의 수급은 향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공

공의료원 설립 정책도 공공 의료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현재의 체계가 

변해야 함.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만 근무 가능하여 근무를 원하는 다

른 의사들이 근무할 수 없음.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는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함. 그동안 변화가 없었음.

Q: 보건진료소의 기능은?

A: 진료는 가능하나 제한적임. 지역사회에서 거주민과의 접점으로 그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음. 거주민의 건강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구조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으로 의료체계는 빼곡하게 

연결되어 있음. 농촌의 의료체계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거주민이 건강관리를 

못 할 만큼의 형편없는 체계가 아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음.

Q: 농촌에서 노인들이 아프심에도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하시는 경우 해결책은?

A: 직접 대면해서 병원을 포함해서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안내해드리는 

의료서비스 정책이 필요함. 도시에서는 그냥 병원 잠깐 들려서 물어볼 수 있

지만, 농촌은 그러한 서비스가 부족함. 미루고 미루다가 큰 병이 생기기도 함. 

도시에서는 검진으로 발견되는 만성질환이 많으나 농촌에서는 만성질환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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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생협이 농촌 의료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음. 대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변화가 필요함. 생협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에 대한 견제나 다른 지역사회 기여나 참여만으로도 

적당함. 의료서비스로서는 이미 촘촘히 깔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함.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도록 보건지소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

함. 예를 들어 은퇴한 의사분들이 귀촌을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수

요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임.

Q: 공중보건의로 계셨다가 바로 오신 것인가? 다른 경험은?

A: 안산과 천안의 다른 생협에서 조금 일하다가 귀촌함.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 생각함. 이곳도 교육열이 높은 곳임. 경쟁 사회에 대한 거부

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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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출산 시대의 한국과 대만 가구의 구성 및 여건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한국 가구의 품목별 식품소비와 패턴의 변화를 가늠

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기초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수행된 세부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대만의 저출산 가구의 

증가 배경과 추세를 살펴보고, 저출산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했다. 둘째, 한국과 

대만의 소비 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식품소비지출 추이

와 주요 품목의 식품 지출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시대의 한국과 대만 

가구의 특성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

다. 이러한 세부 연구를 통해 한국과 대만에서 저출산 현상은 인구감소와 가구구

조의 변화를 가져와 식품 총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품목 간 소비지출 비중의 차

이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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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households’ food consumption 

in South Korea and Taiwan in the record low birthrates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and 

condition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Taiwan under the era of low 

birthrate on the food consumption and to provide a basic study for 

presenting the reference materials to estimate the changes in food 

consumption and pattern by item in the households of South Korea. The 

details of the stud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reviewed the directions of related policies by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trend for the increase of low birthrate in South Korea and 

Taiwan. Secondly, it identified the changes in consumption in South Korea 

and Taiwan and reviewed the food consumer's expenditure trend and the 

expenditure on the major food items for low birthrate households. Lastly, it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Taiwan households under the era of low birthrate on 

food consumption and drew relevant implications. This study found 

evidence that the low birthrate in South Korea and Taiwan would cause 

changes in the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households and have effects on 

their expenditure via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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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식품소비가 개인의 질병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개별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식품소비의 측면 간에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양

하게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는 각 개인이 속한 가구의 지위 및 여건과 같은 요

인들과 연계되어 식품소비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식

품선택은 단순히 가족 또는 가구의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구수

준에서의 식품 선택이 개인의 식품소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Ricciuto 2006).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1)은 0.98로 집계되었다.2) 이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

한다.  

2) 자료: 통계청,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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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ment Level)3) 이하로 감소한 이래 최저치이다. 이와 같이 지속된 출산율

의 감소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인구고령화를 불러왔고 가구구조의 변화도 일

으켰다. 한국의 연령대별 가구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5세 미만 가구원이 1명 이

하인 가구 비중이 1999년 66.2%에서 2016년 84.2%로 18.0%p 증가했으나, 2

명 이상인 경우는 1999년 33.8%에서 2016년 15.5%로 18.3%p 감소했다. 

15~24세 가구원이 1명 이하인 비중도 1999년 86.5%에서 2016년 93.0%로 증

가했으나, 2명 이상인 경우는 1999년 13.6%에서 2016년 7%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인 비중은 1999년 14.0%에서 2016년 29.5%로 증가했

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99년 3.9명에서 2016년에는 0.9명 감소한 3.0명으로 

나타났다.4) 

이와 같은 가구구조 변화와 가구원 수 감소는 가구의 식품 소비액과 소비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가구는 청소년

기 우유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구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Huang·Lin 2000).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용량이 더 큰 제품을 소비함으로

써 단위당 식품 지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Deaton·Paxon 1998).5) 저

출산이 인구감소와 가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식품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품목 간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

다.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식품산업을 포함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논의는 이웃 국가인 대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대만은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20세기 

3)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Placement Level)은 여성 1명당 아이 2.1명으로, 이민이 발생하지 않고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국가의 일정한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출산율 

수준을 말한다. 자료: OECD-Social Policy Division-Directorate of Employment, Lbour and 

Social Affairs, SF2.1: Fertility rates, Updated: 12.06.2018. 

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5) Deaton·Paxon(1998)은 이러한 현상을 가계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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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후반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한국과 함께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소비패턴을 비교하는 데 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대만은 2017년 합계출

산율이 1.13으로 2005~2010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1.05를 기록한 이래로 근근

이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비슷한 패턴

을 보인다. 1955~1960년 이후 한국(6.33)과 대만(6.14)의 합계출산율이 꾸준

히 감소하여, 1985~1990년 사이 한국과 대만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각각 1.57. 

1.77로 유사수준이 되었다.  한국과 대만에서 출생아 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 것

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출산억제정책, 일·생활 균형 부족, 여

성의 지위 신장에 따른 결혼 동기 감소, 출산 기피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United Nation(2017)에 따르면 대만은 2030~2035년 사이에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국은 이보다 약 5년 뒤인 2035~2040년 사이에 인

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은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여 한국, 대만 두 국가의 

인구구조가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1970년대부터 20세 미만

의 인구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대략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세 미만의 인구 비중보다 커지는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United 

Nation 2017). 

1961~2013년 사이에 두 국가의 식품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수급량에

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채소를 제외한 전 품목6)에서 유사한 추세가 나타난다

(FAO 2019). 특히 한국과 대만의 육류, 과일, 계란, 우유의 소비량 추세는 유사

한 움직임을 보이며 연평균 1인당 소비량은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국, 대

만 두 국가가 저출산이라는 공통의 사회현상을 겪고 있으며 물적·인적 교류가 활

발히 추진되어 상호 간 식품소비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만의 식품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6) 육류, 과일, 쌀, 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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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저출산 시대의 한국과 대만 가구의 구성 및 여건 변화가 식품소

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한국 가구의 품목별 식품소비와 패턴의 변화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기초 연구에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식품소비 

이헌동·안병일(2016)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이 수산물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총 24년간의(1990~201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

시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노인가구일수록, 가구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유아나 청소년 가구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수산식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보였다. 정욱영·지계웅(2016)

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외식산업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

다. 이 연구는 출산율 하락이 지속된다면 소득탄력성이 높은 20∼30대 가구의 비

중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 전체의 외식소비 소득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구구조 변수의 소비 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인구고령화의 심

화는 외식산업의 성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상효 외(2017)는 고령층의 영양과 건강 상태와 관련된 식품소비 행태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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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고령층을 위한 식품 산업과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여 고령친화식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했다. 이 연구는 고령자의 식품 지출액은 고

령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령자의 

연령대 증가는 가정 내 식사는 확대되나 외식은 감소하는 특징을 발견하여 가정

간편식(HMR)과 배달식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관록·한치록

(2016)은 가구의 소득 증가와 가구주의 고령화가 향후 10년간 한국 가구의 소비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다.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 항목을 국제표

준분류에 따라 12개7)로 분류하여 소비구조 변화의 전망에 활용했다. 이 연구는 

중년층이 선호하는 품목과 노령층이 선호하는 소비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고령화

의 진전이 소비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품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보건, 주거 및 수도 등

으로 나타났다.

이계임 외(2015)는 1인 가구의 식품소비 전반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식품산

업의 현황을 검토하여 식품시장을 전망하고 식품산업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했다. 이 연구는 1인 가구의 엥겔지수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식품비의 불균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비

중이 높으며 고용량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이범(2018)은 

혼인이 늦어지고 1인 가구의 급격하게 증가하는 환경은 수산식품의 소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수산식품 선택요인을 부산과 경남 창

원 도심지역의 20~40대 1인 가구(싱글족)와  2인 이상의 일반 가구와 비교분석

했다. 1인 가구의 수산식품 소비실태와 수요의 실증분석을 통해 2인 이상 가구의 

수산식품 소비지출수준이 1인 가구에 비해 높고, 2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와 비

교하여 수산식품 소비를 위해 월평균 약 3배 정도 더 지출하는 것을 발견했다. 

Ricciuto et al.(2006)은 캐나다 가구 식품소비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7) 식료품, 주류 및 담배, 외식/숙박, 주거, 의류, 교통, 통신, 오락, 보건, 교육 등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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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인구·사회 요인들이 캐나다 가구의 식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는 가구의 크기, 구성, 소득, 교육수준이 식품 구매 변화의 

21~29% 수준을 설명하고, 고령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채소와 과일에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 우유제품 소비량이 증

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봉태(2012)는 한국의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가 수산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노령인구와 1

인 가구의 수산식품 소비 수준이 크게 낮다는 점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학교

급식의 보편화가 가정 내 수산식품 소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의 수산식품 소비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김성용

(2008)은 인구·사회적인 요인이 식품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1) 가구원 수, 2) 가

구주의 연령, 3) 인구구성비, 4) 여성 경제활동 참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패

류, 과실류가 가구원 수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고, 채소, 과실류, 유지, 빵, 

과자류, 외식 등에서 가구주의 연령 변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식품소비의 변

화 요인을 경제적인 요인과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식품류의 지출 비중이 경제적 요인의 변화보다는 인구·사회적인 요인의 변

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김동석(2006)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수요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

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는 총수요의 품목별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령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식료품, 보건·의료 등과 같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구성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

다. 강종구(2017)는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 성장과 고용 등에 영향을 줄 것이나 그 

정도는 업종별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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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전망했다. 이 연구는 2015년 이후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총부가가치

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시키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도 섬유·가죽업과 저기술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대

폭 줄어드는 것과 함께 음식료업, 화학제품업 등도 하락하는 반면, 사업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의 비중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3.3. 국가 간 비교연구 

이계임 외(2008)는 한·중·일 청소년의 식품소비 여건과 현황, 세 국가의 식품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식품 수요를 전망하고 식품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

구는 소득 증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은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며, 엥

겔계수의 하락과 외식 비중 증가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

요 연구는 1) 한국 청소년의 쌀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빵·과자류, 돼지

고기, 외식 소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 2) 일본에서는 2000년

대 이후 쇠고기, 과일과 채소는 감소 추세로 돼지고기는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 

3) 2007년 중국의 청소년층 소비는 2002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는 것 등을 포함

한다. 사공용(1996)은 식품으로부터 섭취된 에너지, 단백질 및 지방과 영양소를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구분하여 한국, 일본, 대만에서의 영양소 섭취량이 서로 수

렴하는지 검정했다. 이 연구는 동물성 에너지, 동물성을 포함한 단백질, 총 지방

질, 식물성 지방질 섭취량 수준이 일본과 절대적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식품소비수준이 향후 한국의 소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aton and Paxson(1998)은 1인당 가구지출이 

일정할 경우,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원당 식품소비지출이 줄어든다는 것

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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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인 대만, 태국,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가구에도 일관되게 나타난

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성인에서 아이로 대체될 경우 선진국

에서는 식품 비중이 줄어드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식품 비중이 변하지 않거나 증가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Chern et al.(2003)은 일본의 식품소비패턴을 밝히기 위

해 식품수요구조를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쌀의 열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일본인에게 쌀은 보통재인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 가

구의 육류 지출과 가격 탄력성은 서구국가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일본인의 육류소비패턴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양희 외(2010)는 저출산·고령화를 선 경험한 주요국의 대응정책을 비교분

석하여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2차 저출산·고령화 

계획하에 진행되는 5년 동안 231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과 일과 가정 양

립과 같은 핵심과제에 선택·집중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검토가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고령화 문제보다 저출산 문제가 밀리게 된 이유는 

고령화된 유권자의 연령구조임을 설명하며, 한국의 고령화 진전으로 선거에서 

고령 유권자의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호(2015)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이와 

관련된 대응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저출

산 대응 정책의 범주가 넓은 것이 바람직하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하고, 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Curtis et al.(2017)은 일본, 

중국,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구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했다. 가구

의 저축과 소비 결정은 가구 내 아이의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구 사이즈의 축소와 저축률 사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의 은퇴자 수 증가가 저축률을 낮추는 반면, 중국

과 인도의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저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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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일본과 중국에서 가구의 저축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N(2013)은 세계국가들 중 출산율이 극단으로 치닫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20년간의 출산율 추이와 주요 요인을 파악했다. 이 보고서는 2005~2010년 사

이에 세계 66개국에서 여성 1명당 3.2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70개국에서 여성 

1명당 2명 이하의 아이를 낳는다고 밝혔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장기

적 결과로는 인구의 노령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노동시장은 

이민인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적 접

근으로는 재정적 지원, 혼인 독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문화 확산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Suzuki(2005)는 한국의 저출산을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은 혼인율 감소

이며, 혼인 후에도 높은 교육비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

를 가지기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추진 중인 혼외 출생과 이민 

독려와 같은 정책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3.4. 한국·대만 저출산 원인연구  

Lee(2009)는 대만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부 정책을 정리했다. 대만의 인구 변화는 결혼연령 변화와 출산행동에 

의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현상

이 낮은 출산율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보다 낮아진 기간 동안에는 출산행동보다는 혼인율이 합계출산율 감소의 지배적

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Chang(2005)은 대만의 출산율 변화 기간(1965~1980년) 

동안의 조출생률(CBR)8) 감소 요인을 분석하여 2/3는 출산행동의 변화에, 1/3

은 혼인율 감소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혼인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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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출생률 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 것을 보여주었다. 조성호

(2014)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을 분해하여 

1970년부터 1995년까지는 출산행동 변화에 의한 차이가 큰 반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결혼연령 변화에 의한 차이가 더 큰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인구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는 것

이 출산율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5. 본 연구의 차별성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저출산 현상

과 문제, 결과에 대한 접근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1) 아이

를 낳지 않는(자녀 출산을 주저하는) 여성의 증가, 2) 1인 가구의 증대, 3) 가구 내 

자녀 수 감소와 같은 저출산을 둘러싼 현상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저출산의 영향을 가구 단위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저출산이 1) 가구 특성

의 변화와 더불어 2) 가구의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를 야기하고 3) 해당 식품의 구

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연구는 저출산과 식품소비에 대한 논의

를 가구 단위 분석을 통해 진행한다. 

저출산 현상과 식품소비와의 관계를 한국·대만 두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고찰

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특히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사회 현상을 다소 앞서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의 식품소비 패턴,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유사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9) 

8) 조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숫자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Last updated on Thursday, April 18, 2013.

9) 가장 최근에 수행된 식품소비 비교연구는 한국·일본·중국의 청소년 식생활을 비교분석한 이계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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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비교연구는 적합한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년간 수집된 총 16만 7,114 

대만 가구의 정보가 포함되어 높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가진 횡단면 

원시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4.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대만 저출산 가

구 구성과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저출산 가구의 식품소비지출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저출산을 발현시키는 현상으로 대변되는 1인 가구와 자녀 수 감소, 맞벌이 

여부가 한국과 대만 가구 내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저출산 가구의 증가 배경과 증가 추세를 살펴보고, 저출산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소비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식품소비지출 추이

와 주요 품목의 식품 지출을 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사이즈별, 자녀 수별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저출산을 발현시키는 현상들이 한국과 대만 가구 내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와 모델을 설명하고 통계분석과 비

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2008)로, 그 이후 10여 년 동안 비교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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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UN(2017)과 OECD(2018)를 따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Placement Level) 즉, 여성 1명당 아이 2.1

명 미만일 경우를 저출산(Below-replacement-rate)으로 정의한다. 저출산은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발생하는 1인 가구의 증대, 결혼한 가구

의 출산행동 변화,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인한 고령 가구의 

증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인 가구와 결혼한 가구의 

출산 자녀 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는 한국, 대만 두 국가이다. 두 국가가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며 인구사회구조가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고, 식품 품목

별 수급 동향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연평균 1인당 소비량은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가구는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에 기초하여 “혼자서 살림하

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된 1인 가

구와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인 가구 중 혈연

으로 이루어진 일반 가구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일반 가구 중 혼인을 하여 가정

을 일구었으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혹은 2명 미만의 아이를 낳는 가구가 분석의 대

상이 된다. 인구대체수준에 근거한 저출산 정의를 고려하면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도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하나, 통념상 저출산 가구로 포함시키기 어

려운 부분이 있다. 단, 4인 가구는 저출산 가구의 비교 그룹으로 활용된다.

대상 식품은 전체 식품류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식료품 구성내역을 기준으로 

곡물, 육류, 과일, 채소, 유제품 및 알, 과자류, 비주류 음료, 외식을 포함한다. 단, 

대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가 제공하

는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Metadata가 제공 가능한 모든 식품

을 분석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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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의 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식품소비지출 추이와 주요 품목 

식품 지출을 가구 사이즈별, 자녀 수별로 나누어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저출

산을 발현시키는 현상들이 한국과 대만 가구 내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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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저출산 가구의 

구성 변화와 정책 동향2

1. 한국·대만 저출산 가구 증가 배경

<그림 2-1>은 한국과 대만 두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1955년 이후로 거의 일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7년에는 낮은 합계출산율 순위로 대만은 3위, 한국은 

6위에 오르기도 했다<표 2-1>. 한국과 대만에서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출생아 수

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 것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

이다. 출산억제정책, 일·생활 균형 부족, 여성의 지위 신장에 따른 결혼 동기 감소 

및 출산 기피 등이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80

년대 범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여 출생아 수가 급속히 감소했

다. 이강호(2018)는 이전에 70만~8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1984년부터 

1990년까지 60만 명대로 떨어져 출산억제정책의 영향을 당시 출생한 아이들이 

결혼·출산 적령기 성인이 된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1964년 처음으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만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간섭은 출산율 전환기에 효과를 가중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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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대만 1950~2040년 합계출산율 전망

단위: 명/여성 1명

주: 중간 출산 변화량(medium fertility variant) 기준으로 전망 추정.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표 2-1  2017년 낮은 합계출산율 순위

단위: 여성 1명 

순위 국가 자녀 수/여성

1 Singapore 0.83

2 Macau 0.95

3 Taiwan 1.13

4 Hong Kong 1.19

5 Puerto Rico 1.22

6 Korea, South 1.26

7 British Virgin Islands 1.29

8 Bosnia and Herzegovina 1.3

9 Montserrat 1.33

주: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 

자료: The WORLD FACTBOOK,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cess 2019.02.24).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증가함과 함께 이들의 권위가 신장되고 사회 진

출이 늘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육아와 가사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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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측면은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자녀 출산을 주저

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10)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등록한 여성은 1980년 

12.8%에서 2010년에는 100%에 이르렀고, 대만은 1980년 16.2%에서 2010년

에는 83.8%로 증가했다.11) 25~44세 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0년 평

균 55.2%에서 2000년 64.6%로, 2015년에 80%가 넘어 2016년에는 81.5%에 

도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25~44세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00년 

57.0%에서 2016년 65%로 증가했다<그림 2-2>. 이와 같이 고등교육을 통해 받

은 학위와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들이 좋은 결혼 상대자가 되기보다는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급여를 올리는 데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  한국·대만 여성의 2000년, 2016년 노동시장 참여율

단위: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10) Lee(2009)는 결혼생활에서의 성 평등 제고와 가사 부담의 완화가 혼인을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제시함. 

11)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142 

http://statdb.dgbas.gov.tw/pxweb/dialog/statfile1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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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혼인 건수가 급감하고 첫아이 출산연령도 1993년 26.2세에서 2017년 

31.6세로 높아지면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한·중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9년 학술포럼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12)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411명

의 미혼여성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3% 미만으로 집계되

었다. 출산 의향으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5.8%만이 그렇다고 답변

하고,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문항에는 과반이 넘는 59.9%가 동의하는 결과

가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30.1%로 가장 높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주요 요인으로 드러

났다.       

2. 한국·대만 저출산 가구 추세 

이러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저출산 원인의 등장으로 한국과 대만 가구의 구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6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13)하여 조사한 한국 ‘가계동

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6년 2.9명에서 2016년 

2.5명으로 0.4명 감소했고, 19세 미만의 가구원 수는 2006년 0.8명에서 2016년 

0.6명으로 0.2명 감소했다<표 2-2>. 

12) 2019 학술포럼_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한·중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http:// 

www.kwdi.re.kr/research/seminarView.do?page=1&idx=122965>.

13) 1인 가구는 표본 가구 중 약 18%(2013년 기준)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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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한국 평균 가구원 수(1인 가구 포함)

년 2006 2011 2016

가구원 수 2.9 2.8 2.5

19세 미만 가구원 수 0.8 0.8 0.6

미혼자녀 1.0 1.0 0.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인 가구를 제외한 혈연으로 이루어진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96년 

3.6명에서 2016년 3.0명으로 0.6명 감소했고, 19세 미만의 가구원 수는 1996년 

1.1명에서 2016년 0.7명으로 0.4명 감소하여 결혼한 가구의 출산행동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표 2-3>.  

표 2-3  한국 평균 가구원 수(1인 가구 미포함)

년 1996 2001 2006 2011 2016

가구원 수 3.6 3.4 3.3 3.2 3.0

19세 미만 가구원 수 1.1 1.0 1.0 0.9 0.7

미혼자녀 - 1.3 1.2 1.2 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본의 약 11%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한 대만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6년 

3.3명에서 2016년 3.0명으로 0.3명 감소했고, 19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006년 

0.8명에서 2016년 0.5명으로 0.3명 감소하여 한국과 유사한 가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4>. 

표 2-4  대만 평균 가구원 수(1인 가구 포함)

년 2006 2011 2016

가구원 수 3.3 3.2 3.0

19세 이하 가구원 수 0.8 0.7 0.5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24   ❙

1인 가구를 제외한 혈연으로 이루어진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6년 

3.6명에서 2016년 3.3명으로 0.3명 감소했고, 19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006년 

0.9명에서 2016년 0.6명으로 0.3명 감소했다. 대만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가구

원 수는 한국보다 많으나 19세 이하 가구원 수는 한국보다 적고 역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준다<표 2-5>.  

표 2-5  대만 평균 가구원 수(1인 가구 미포함)

년 2006 2011 2016

가구원 수 3.6 3.5 3.3

19세 이하 가구원 수 0.9 0.8 0.6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한국과 대만의 가구 유형별 추계를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한국은 1인 

가구가 2000~2016년 사이에 전체 가구 수 대비 16%에서 28%로 눈에 띄게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도 같은 기간 동안 12%

에서 16%로 증가했으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만 48%에서 31%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은  가구 사이즈별 비중의 변화가 한국에 비해서 크

지 않으나 추세는 유사하다. 1인 가구는 10.8%에서 12.1%로 2인 가구는 18.3%

에서 28.9%로 증가했으나, 4인 가구는 26.1%에서 21.2%로 감소하는 특징이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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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한국·대만의 가구 유형별 추계

단위: %

자료: 통계청, 장래가계추계;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3. 한국·대만 저출산 관련 정책 동향14), 15)  

한국은 2006년부터 세 차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해왔다. 제1차 기본계

획(2006~2010년)은 분만취약지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은 무상 보육 및 급식 실

시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보육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제3

차 기본계획(2016~2020년)은 기존의 대책이 출산과 양육정책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혼인 지연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 이유라는 인식을 바탕으

로 이들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를 

들어 일·생활 균형,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실천계획을 2018년 7월 4일에 발표하

는 한편, 동해 9월부터 0~5세 아동 보육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

14) 조성호(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과 이강호(2018)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

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비교 분석을 요약함. 

15) Lee(2009), Chen(2012)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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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설했다. 한국의 1, 2차 기본계획은 주로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에 치중

하여 기혼부부 중심의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3차 계획은 미혼인구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계획한 것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주로 기혼가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과 양육비용을 감소시키는 측면의 정책

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은 새로운 인구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여성주의자와 환경주의자 그룹의 아

이디어를 반영한 2006년 인구 정책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

인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시스템 개선,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등을 

강조했다. 가족과 출산 측면에서는 인구와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녀

를 출산하고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8년에는 점차 심각해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인구 고령화,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 

이민자들의 삶의 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8년 인

구정책 백서(White Paper of Population Policy)를 발표했다. 대만의 인구대

책은 크게 네 가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포괄적인 공공 육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직장여

성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역 보

육사 관리, 훈련, 자격증, 등록, 감동 등 보육사 지원 전반의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는 불평등하고 비현실적인 육아휴직을 개선하는 것

이었다. 이 정책은 여성이 육아휴직 시 수령하는 급여나 지원 혜택이 충분치 않고 

심지어는 직업군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 직업군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규정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 경제

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 이자율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고 마지막으로 불

임치료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 외에도 자녀를 임신

한 직장인(피고용인)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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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호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결혼 기회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미래 세대로서 아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등도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육아와 가사부담을 

주로 여성이 부담하는 문화 즉, 성 평등 수준이 여성들이 결혼을 고려하는 데 중요

한 요인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가족 내 성 역할과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도 고안되었다. 중앙정부가 출산율과 혼인

율을 높이기 위해 쏟는 노력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도로 정책을 추진했다. 2011년에 타이베이시는 태어나는 아이마다 NT$20,000

를 제공하는 정책, 5세 자녀가 공공 유치원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정책, 소득세 

환불 정책 등 획기적인 정책들을 추진·시행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

가적·지역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의 일관성 결여와 재정적 지원의 차이도 출산

율과 혼인율 감소 문제 해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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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가구의 식품소비 

현황과 특징3

1. 식품소비 여건 변화  

식품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소득 수준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3만 1,346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

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소 등락은 있었으나, 1990~2018년 동안 연평균 

9.1%의 성장률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2018년 국민소

득은 2만 4,971달러로 한국에 비해 완만한 추세인 연평균 6.3%로 증가해 왔다.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까지 한국보다 높았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민소득이 대만을 앞지른 이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

롭게도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를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

은 1990~2018년 전 기간 동안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를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이 국

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만 국민의 소

비를 결정하는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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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대만 1인당 GDP 추이, Current US $ 및 Current International $

자료: IMF, 2019: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

그림 3-2  한국·대만의 인구구성비 추이

주: 세 그룹의 비중을 합한 값은 1임, 중간 출산 변화량(medium fertility variant) 기준으로 전망 추정.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장기간에 걸쳐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연장에 의한 고령화 추세이다. <그림 3-2>는 한국, 대만 두 국가의 인구구조

가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 식품 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는 식품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목해야 할 사회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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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2000년에 7%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했다. 대만은 고령화가  한국보다 앞서 진행되어 이미 199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를 넘었다. 한국과 대만 두 국가는 대략 2025년에 

공통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로 증가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세 미만의 인구 비중보다 커지

는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United Nation 2017).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가계가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고자 교육에 투자하는 비

중을 여타 소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연령과 소득계층별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Jin et al.(2011)은 소득불평등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가난하고 어린 사람들에게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중국의 도시가구조

사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3에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0.345로 증가했으나 2013년 0.336으로 

다시 감소했다<그림 3-3>.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에는 0.353이 되었다. 반면 대만의 지니계수는 2006년 이래로 (2009년 

0.35로 잠시 상승했던 것을 제외하면) 0.34를 꾸준히 유지하여 한국과는 다른 양

태를 보이고,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한국·대만 지니계수 추이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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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대만 가구의 식료품비 추세  

2.1. 한국 

1인 가구와 자녀가 2명 미만인 가구를 포함한 한국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2009년 저출산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90% 수준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출산 가구와 전체가구의 식품비 지

출액 평균은 감소하나, 2016년 저출산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92%로 증가해 지출액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4>.

그림 3-4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식품 총지출

주: 실질 값 기준임.1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5>는 가구원 수가 감소할수록 실질 식품비 지출이 감소하고 감소폭도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의 가구원 수가 감소(증가)할수록 가구원당 평균 식품

16)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도출된 실질 값임(2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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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지출액이 증가(감소)하여 가구 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

함을 보여준다. 2009~2016년 기간 동안 가구원당 평균 식품비를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가구원당 평균 식품비 지출액 월 18만 8,000원에서 3인 가구일 경우 월 

21만 8,000원으로 증가하고, 2인 가구일 경우는 월 23만 9,000원, 1인 가구일 

경우는 월 27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가

구당 총 식품비 지출액은 감소할지라도 구매하는 제품의 브랜드가 고급화된다거

나, 동일 품목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고급 과일, 유기농 채소 등)을 선

호하는 등의 구매 행태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가구원당 식품 지출액은 오히려 증

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나,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연도별 가구당 식품비 지출 추세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

인다. 2009년부터 2012~2013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2015년 

기간 동안 회복했지만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2009년 대비 99% 수준, 2인 가구는 98% 수

준으로 회복했지만, 1인 가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95% 수준에 머무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3-5  가구 및 가구원당 평균 식품비 지출 추이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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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소득 대비 식품비 지출 비율은 2010년까지는 유사했으

나 이후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그림3-6>. 2009~2016년 

기간 동안 1인 가구의 식품 지출액은 2인 가구 식품 지출액의 평균 57% 수준으로 

동 기간 동안 2인 가구의 식품 지출액과 1인 가구의 식품 지출액의 차이는 큰 변

동 없이 약 19만 3,000~21만 1,000원 정도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두 유형의 

가구 간 식품 지출액 차이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소득 대비 식품비 지출 비율의 격

차는 점차 벌어지는 모습을 통해 두 유형 가구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6>.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소득 대비 식품비 지출 비율은 2009~ 

2016년 기간 동안 거의 유사하고 다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3인 가구

의 소득 대비 식품비 지출 비율은 2009년 20%에서 2016년 18%로 감소했고, 

4인 가구의 소득 대비 식품비 지출 비율은 19%에서 18%로 감소했다. 

그림 3-6  소득 대비 식품비 지출 비율 추이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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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가 감소할수록 실질 식품비 지출이 감소하고 2009~2016년 기간 동

안 가구원 수별 식품비 지출액 차이가 큰 변동이 없는데 반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식품비 지출 대비 외식 비중 추이는 변동 폭이 큰 편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전체 식품 지출액 대비 외식 비중은 2011년에 50%에 도달한 이후, 4인 가구의 

경우 2013년까지도 증가하다가 다시 소폭 감소하여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

다. 3인 가구의 경우는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2014년 감소한 이후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전체 식품 지출액 대비 외식 비

중과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외식 비중의 차이가 2013년까지 점차 벌어지는 모

습을 보이나, 이후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외식 비중 추이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

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2016년 기간 동안 2인 가구의 전체 식품 지

출액 대비 외식 비중은 평균 41%, 1인 가구의 외식 비중은 약 44%로 3인 가구와 

4인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그림 3-7>. 

그림 3-7  식품비 지출 대비 외식 비중 추이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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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2009~2016년 동안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전체 식품비 및 품목

별 지출액을 보여준다. 30대 1인 가구주의 식품 지출액이 39만 1,000원으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소득 대비 식품비 지출 비율은 18%로 전 연령대에

서 가장 낮다. 소득 대비 식품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주 연령대는 60대

(29%)와 70대(29%)로 나타난다. 70대 한국 1인 가구주의 식품비 지출액은 30대 

1인 가구주 지출액의 4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주의 연

령대가 높아질수록 품목 간 지출액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 그래프의 등락

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60대 1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곡류, 육류, 

과일류, 채소류 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과자류와 음료류 지출액이 상

대적으로 낮다. 70대 1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품목별 지출액 패턴이 50~60대 가

구주 가구와 유사하나 육류와 과일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상대적으로 연화작용이 어려운 식품류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대 1인 가구주의 경우 식품류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낮으나 과자류와 음

료 지출액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8  1인 가구 연령대별 식품비 지출 추이 및 품목별 지출 2009~2016년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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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만

1인 가구와 자녀가 2명 미만인 가구를 포함한 대만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2009년 저출산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89% 수준이었다. 2009~2016년 동안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저출산 가구의 식품비 지

출액은 전체 가구 식품비 지출액 평균의 91% 수준으로 증가해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한국과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 3-9>.  

그림 3-9  대만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식품 총지출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17)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17)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도출된 실질 값임(2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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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은 대만 역시 가구원 수가 감소할수록 실질 식품비 지출이 감소하

지만 감소폭은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3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4인 가구에 비

해 NT$53,000 감소하고, 2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3인 가구에 비해 

NT$63,000, 1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2인 가구에 비해 NT$60,000 감소한

다. 이러한 모습은 대만 가구 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09년 이후 가구당 식품 지출액이 가구

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2016년 기

간 동안 대만 1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이 2~4인 가구의 가구원당 평균 식품 지

출액보다 높고, 4인 가구의 가구원당 평균 식품 지출액이 가장 낮은 것은 한국과 

유사한 현상이다. 다만,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가구원당 평균 식품 지출액이 동 

기간 동안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림 3-10  대만 가구 및 가구원당 평균 식품비 지출 추이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그림 3-11>는 2009~2016년 기간 동안 대만의 30대 1인 가구주의 평균 식

품비 지출액이 NT$86,836로 가장 높고 가구주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식품비 

지출액이 감소하여 한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대만의 70대 1인 가구주의 식

품비 지출액은 NT$59,358로 대만 30대 1인 가구주 식품비 지출액의 6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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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대만 1인 가구의 식품비는 30대 이후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지만 한국에 비해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주의 품목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보충식품 지출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여타 다른 품목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충식품18) 은 육

류, 생선, 해조류, 오일, 채소 등 1인 가구주 연령대별로 선호도 차이가 클만한 넓

은 범주의 식품류를 포함하나 이들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

한다<그림 3-11>.

그림 3-11  대만 1인 가구 연령대별 식품비 지출 추이 및 품목별 지출 2009~2016년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그림 3-12>를 살펴보면 전체 식품 지출액 대비 외식 비중19)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대만 가구는 3인 가구이다. 3인 가구의 외식 비중은 2009년 37%에서 

18) 보충식품(supplementary food)은 UN의 2000 COICOP를 참고하여 결정된 식품 범주이다 

(personal communication, 2019.5.15.). 

19) 대만의 외식 지출액 자료는 레스토랑(food and beverages in restaurants)에서 발생하는 외식 지

출액과 급식시설(board)에서 발생하는 외식 지출액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다. 이 중 급식시설에서의 

외식 지출액이 2009~2016년 기간 동안 전체 외식 지출액의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외식 지출액 추이와 식품비 지출 대비 외식 비중의 추이는 급식시설에서 지출하는 외식비에 주로 영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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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5%로 8%p 증가했다. 2009년 2인 가구의 식품 지출액 대비 외식 비중

은 31%로 다른 사이즈의 가구에 비해 낮았으나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38%에 도달했다. 2009년 4인 가구의 외식 비중은 39%로 1인 가구(42%)보다 낮

았으나 2016년에 46%까지 증가해 가장 높아졌다. 1인 가구의 외식 비중은 

2009년 가장 높았으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2016년에는 44%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3-12  대만 식품비 지출 대비 외식 비중 추이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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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대만 가구의 주요 품목 소비 비교   

3.1. 한국

저출산 가구의 곡류와 육류 지출액은 각각 전체 가구 평균 지출액의 각각 92%, 

89% 수준으로,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품목은 육류로 

나타난다. 세 개 연도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 지출액 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난다. 곡류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육류의 경

우 2012년 지출액이 2009년에 비해 증가했다가 2012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3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곡류 및 육류 가구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 평균 식품 지출액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유제품류와 과자류이다. 저출산 가구의 평균 유제품류 지출액은 전체 가구 지출

액의 79% 수준이고, 과자류 지출액은 전체 가구 지출액의 75% 수준으로 나타난

다. 저출산 가구의 유제품류 지출액은 2012년 2만 2,999원에서 2016년 1만 

9,836원으로 14% 감소하고 전체 가구의 지출액은 2012년 2만 9,788원에서 



44   ❙

2016년 2만 3,867원으로 20% 감소하여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 간 유제품류 

지출액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림 3-14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유제품·알 및 과자류 가구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저출산 가구의 과일류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 지출액의 94% 수준으로 차이

가 크지 않고 그 차이도 2009년 2,974원, 2012년 1,922원, 2016년 1,561원으

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채소류의 경우 전체가구의 

평균 지출액이 오히려 저출산 가구 지출액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전체 가구의 채

소류 지출액은 저출산 가구의 지출액의 97%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림 3-15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과일류 및 채소류 가구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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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가구의 음료와 외식 지출액은 각각 전체 가구 평균 지출액의 각각 89%, 

90% 수준이다. 음료의 경우 저출산 가구와 전체가구 모두 지출액에 큰 변동이 없

으나, 외식은 2012년 지출액이 2009년에 비해 증가했다가 2016년 다시 감소하

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6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음료 및 외식 가구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17>은 1인 가구 및 2인 가구 품목별 식품비 지출 추이를 보여준다.  1인 

가구의 경우 곡류의 지출액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육류 지출액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과일류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채소류 지

출액보다 커졌으나, 2009년 이후 품목별 식품비 지출액 순위에서는 큰 변동이 나

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인 가구의 경우 2011~2012년 사이에 육

류 지출액이 곡류 지출액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를 비교

해보면 채소류 지출액은 4만 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2인 가구에 

비해 3인 가구의 과자류 지출액은 평균 70%, 음료류는 평균 47%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그림 3-17, 3-18>. 4인 가구의 경우 유제품류, 과일류, 과자류의 지

출액 순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4인 가구의 경우 세 품목의 평균 지출액

이 3만 5,000~4만 3,00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그림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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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1인 가구 및 2인 가구 품목별 식품비 지출 추이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18  3인 가구 및 4인 가구 품목별 식품비 지출 추이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19>는 가구 내 19세 미만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실질 식품비 지출이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2016년에는 가구 내 자녀 수

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가구 식품비 지출액이 55만 7,000원에서 68만 

2,000원으로 22% 증가하나, 1명에서 2명으로 증가 시 증가율이 7%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식품비 추세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2년 식품비 지출은 



한국·대만 가구의 식품소비 현황과 특징❙   47

2009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식품

비 지출액을 가구 내 자녀 수별로 비교했을 때 2016년 지출액은 2009년 대비 평

균 97%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9>. 

그림 3-19  19세 미만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식품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 내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지출액이 커지는 식품류는 곡류, 육류, 유제품, 

과자류이다. 2016년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곡류 지출액은 7,982

원 증가해,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2009년에 추가로 지출된 

3,541원, 2012년의 3,217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20>. 육류의 경우도 2016년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지출액이 

9,431원 증가해 2012년 8,342원, 2009년 4,954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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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19세 미만 자녀 수에 따른 곡류 및 육류 가구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유제품 및 알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1>. 유제품 및 알 지출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0명일 때에 비해 세 

개 연도 평균 87% 증가한다. 그러나 지출액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여 2009년 1만 

9,622원, 2012년 1만 8,127원, 2016에는 1만 4,58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과자류 지출액 역시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하

여 세 개 연도 평균 79% 증가한다<그림 3-21>. 지출액 증가폭도 점차 증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0명일 때에 비해 2009년 1만 921원, 2012년 1만 3,037원, 

2016년에는 1만 3,355원이 증가했다.

지출액이 가구 내 자녀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식품류는 채소류와 과일류이

다<그림 3-22>. 특히 2009년, 2012년, 2016년에는 가구 내 자녀가 0명에서 1명

으로 증가할 경우 채소류 지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개

년 과일류 지출액은 월 3만 4,000~4만 6,000원 선에서 자녀 수 증가에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자녀 수가 있는 가구를 시기에 따라 

비교했을 때 식품류 지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품목은 채소류이다. 반면 동

일한 자녀 수가 있는 경우 과일류 지출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했지만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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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19세 미만 자녀 수에 따른 유제품·알 및 과자류 가구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22  19세 미만 자녀 수에 따른 과일류 및 채소류 가구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녀가 있으면 없는 경우에 비해 음료와 외식 지출액이 세 개 연도 평균 각각 

41%,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23>.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지출액 증가폭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여 음료의 경우 2009년 1

만 921원, 2012년 1만 3,037원, 2016년에는 1만 3,355원이 증가했다. 외식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2009년 6만 

3,768원, 2012년 7만 3,875원, 2016년에는 9만 5,290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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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9세 미만 자녀 수에 따른 음료 및 외식 가구 지출액

단위: 원/월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2. 대만

대만의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식품 지출액 차이는 품목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저출산 가구의 식품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 식품 지출액

의 85~95% 수준이고, 저출산 가구의 식품 지출액이 전체 가구 평균 식품 지출액

보다 더 큰 품목은 없다. 저출산 가구의 곡류와 보충식품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

지출액의 90% 수준으로 나타난다. 2009, 2012, 2016년 세 개 연도의 저출산 가

구와 전체 가구 두 품목 지출액 패턴은 유사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인다<그림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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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대만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곡류 및 보충식품 가구 지출액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유제품류로 저출산 가구의 평균 유제품류 

지출액은 전체 가구 지출액의 85% 수준이다<그림 3-25>. 유제품류에서 역시 저

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자류의 경우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액이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3-25>. 저출산 가구의 과자류 지출액은 

2009년 NT$4,115에서 2012년 NT$5,562로 35% 증가했고, 2016년 지출액

은 NT$7,574로 2012년 대비 36% 증가했다. 

대만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지출액 차이가 가장 작은 품목은 과일류와 음

료이고 저출산 가구의 지출액이 전체 가구 지출액의 93% 수준이다<그림 3-26>. 

한국 저출산 가구의 과일류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 지출액의 94% 수준으로 대

만의 과일류 지출액 차이와 유사하다. 음료는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 모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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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대만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유제품·알 및 과자류 가구 지출액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그림 3-26  대만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과일류 및 음료 가구 지출액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저출산 가구의 외식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 지출액 대비 89% 수준이고, 저출

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평균 지출액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인다<그림 3-27>. 저출산 가구의 외식 지출액은 2009년 NT$61,881에서 2012

년 NT$68,610로 11% 증가했고, 2016년 지출액은 NT$74,422로 2012년 대

비 8%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외식 지출액도 이와 유사하게 2009년 NT$69,628

에서 2012년 NT$77,231로 11% 증가했고, 2016년 지출액은 NT$82,475로 

2012년 대비 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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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대만 저출산 가구 vs. 전체 가구 외식 가구 지출액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그림 3-28>은 가구 내 19세 이하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실질 식

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12년과 2016년의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식품 지출액 증가 추이가 거의 일치하여, 자녀 수가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두 시기 사이에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8  대만 19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식품 가구 지출액

단위: NT$, 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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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구 내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전 식품류의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 내 자녀 수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식품류는 한국의 경우와 유

사하게 과일류이다.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식

품 지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과자류와 음료이고,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 식품 지출

액이 꾸준히 감소한 품목은 보충식품과 과일류이다<그림 3-29>. 외식 지출액도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곡류 지출액은 세 개 연도 평균 약 20% 

증가한다.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곡류 지출액은 NT$2,786 증가해, 2009년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추가로 지출된 NT$2,989, 2012년의 NT$2,886과 비교하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29>. 보충식품의 경우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세 개 

연도 평균 약 12% 증가했는데, 곡류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자녀 수가 0명에

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지출액이 NT$8,217 증가해 2012년 NT$6,894, 2009년 

NT$6,049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그림 3-29>. 

그림 3-29  대만 19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곡류 및 보충식품 가구 지출액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식품류는 유제

품류로 세 개 연도 평균 약 58%가 증가한다<그림 3-30>. 그러나 자녀 수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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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지출액 증가폭은 시기마다 큰 차이가 없어 2009년 

NT$3,917, 2012년 NT$3,865, 2016년에는 NT$3,9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과자류 지출액은 세 개 연도 평균 약 

27% 증가한다<그림 3-30>. 자녀가 1명인 경우 0명일 때에 비해 지출액 증가폭

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커져 2009년 NT$1,061, 2012년 NT$1,674, 

2016년에는 NT$2,019가 증가했다.

그림 3-30  대만 19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유제품 및 과자류 가구 지출액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대만 가구 내 자녀 수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식품류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과일류이다.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과일류 지출액은 세 

개 연도 평균 약 9% 증가했다. 그러나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지출

액 증가폭은 시기마다 큰 차이가 없어 2009년 NT$1,433, 2012년 NT$1,430, 

2016에는 NT$1,4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

할 때 음료 지출액은 세 개 연도 평균 약 15% 증가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0명일 

때에 비해 지출액 증가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커져 2009년 NT$827, 

2012년 NT$972, 2016년에는 NT$1,293이 증가했다. 외식 지출액은 자녀 수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세 개 연도 평균 41% 증가했다<그림 3-32>.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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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할 때 지출액 증가폭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여 

2009년 NT$26,223, 2012년 NT$26,433, 2016년에는 NT$31,171가 증가

했다. 

그림 3-31  대만 19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과일류 및 음료 가구 지출액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그림 3-32  대만 19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외식 가구 지출액 

단위: NT$/년

주: 실질 값 기준임.

자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제4장 

한국·대만 가구의 저출산이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대만 가구의 저출산이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59

한국·대만 가구의 저출산이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4

1. 분석자료

한국 가계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한다. 2006년부터 1

인 가구가 포함된 관계로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분석은 2006~2016년 총 11년간

의 데이터를 사용이 가능하나, 데이터 가용성 및 시기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고 대

만과 동일 기간 분석을 위해 2009~2016년 총 8년간 8만 1,305가구의 데이터를 

활용한다<표 4-1>. 가계지출 부문은 월 1,000가구, 연간 1만 2,000가구를 목표

로 조사를 시행하는데 매년 조사하는 가구가 달라지므로 패널자료(panel data)

가 아니라 횡단면시계열자료(time-series of cross-sectional data)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가계소비지출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와 음식·숙박 가계소비지출 정보에 관심을 가진다. 가계동향조사

의 식료품 구성내역 중 생산·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을 중심으로 식품류

를 8개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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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계자료는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의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Metadata를 이용한다. 2006년 이

전 설문조사의 식품 분류체계가 다소 상이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 1만 

3,776~1만 6,528가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총 11년간의 원시자료를 한정하

여 활용할 수 있다<표 4-1>. 그러나 조사 시작 연도가 품목별로 상이(예를 들어 

과자류)한 점과 역시 시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2009~2016년 데이터를 활용한

다. 이 자료가 제공하는 식료품 지출내역은 한국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하는 식

료품 관련 소비지출내역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되어 있는 전 품목

을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대상 품목 중 곡류는 실제 설문조사상에는 주요 식품

(main food)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쌀, 쌀 가공품, 밀, 여타 곡물, 빵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곡류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보충식품은 육류, 수산물, 채

소, 유지류를 포함하는 큰 범주의 식품군을 지칭한다. 각각의 품목을 분리해서 분

석할 수 없는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하나, 전체 식품 지출액에서 외식 다음으로 큰 

비중(약 32%)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시킨다. 

표 4-1  한국·대만 통계자료 현황 

국가 통계 대상 표본 수 사용연도 비고

한국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국

월 1,000가구

연 12,000가구 

총 81,305

*2009~2016 
원시자료

(micro)

대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Family Income/Expenditure 

Survey Metadata

전국
연 13,776~16,528가구

총 125,786
*2009~2016 

원시자료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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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  ′
 

  



 ′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의 한국과 대만 가구의 특성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 위의 회귀 방정식을 사용한다. ′ 는 본 연

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t 년도 가구 n의 저출산 특징 벡터를 의미한다. 저출산 가구

의 특성은 앞서 정의한 대로 1인 가구와 자녀가 2명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기준

으로 측정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수에 따라 식품 지출액 변화가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자녀 수는 19세 미만 자녀 수를 기준으로 반영한다.20) 

즉, 저출산 가구 특성은 한국의 경우 1) 19세 미만 자녀 수 0명, 1명, 또는 2명 이

상인지에 대한 여부, 2) 1인 가구 여부, 추가적으로 3) 여성의 맞벌이 여부로 측정

된다. 대만의 경우 1) 19세 이하 자녀 수가 0명, 1명, 또는 2명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 2) 1인 가구 여부, 추가적으로 3) 고용된 가구원 수로 측정된다. 이 중 19세 

미만(또는 이하) 자녀 수 1명을 기준(base)으로 사용하여, 19세 미만 자녀 수 0명 

여부 또는 2명 이상 여부 변수들의 추정계수는 기준 변수 추정값 대비 상대적으

로 해석된다.  

 는 t 년도 가구 n의 식품류 j 월평균(또는 연평균) 지출액으로 분석에 

포함되는 모든 식품류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자녀 수가 가구의 식품지출

액에 미치는 영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 수

(  )와 특정 기간 사이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도입한다. 
  





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년의 기간 중 4년 단위로 나누어진 두 구간 

i={2009~2012, 2013~2016}의 기간을 의미한다. ′ 는 t 년도 가구 n 의 특성 

20) 대만의 경우 19세 이하의 자녀 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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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 는 t 년도 가구 n의 가구주 특성 벡터,  는 t 년도 가구 n의 소득을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는 연도별 더미변수, 는 확률 교란항(random disturbance)

을 나타낸다. 

여타 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원 수 및 제곱항, 가구원 수 대비 남자 청소년 비

율, 65세 이상 가구원 수를 고려한다. 가구주의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변수와 도시 거주 여부 변수를 포

함시킨다. 한국과 대만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4-3>에 

제시한다.  

표 4-2  한국·대만 분석 대상 식품

국가 분석 대상 식품범주(품목) 

한국

식품비(외식포함), 곡류(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육류, 육류가공품), 유제품(유제품 및 

알), 과일류(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류(채소 및 채소가공품), 과자류(당류 및 과자류), 음료(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외식(식사비)

대만

식품비(외식포함), 곡류(main food: rice, rice products, wheat, other cereals, bread, 

bakery products etc.), 보충식품, 유제품(milk, cheese and eggs), 과일류, 과자류(sugar, 

jam, honey, confectionery and seasonings), 음료, 외식(board, food and beverages in 

restaurants) 

표 4-3  분석에 이용된 변수

한국변수 설명 대만변수 설명

식품비 가구당 식품 지출액(원, 월) 식품비 가구당 식품 지출액($NT, 년)

가구원 수 가구원 수 가구원 수 가구원 수

가구원 수^2 가구원 수 제곱항 가구원 수^2 가구원 수 제곱항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1, 그 외=0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1, 그 외=0

19세 미만 0명 19세 미만 가구원 0명=1, 있으면=0 19세 이하 0명 19세 이하 가구원 0명=1, 있으면=0

19세 미만 1명 19세 미만 가구원 1명=1, 그 외=0 19세 이하 1명 19세 이하 가구원 1명=1, 그 외= 0

19세 미만 

2명 이상

19세 미만 가구원 2명 이상 =1

미만이면 = 0

19세 이하 

2명 이상

19세 이하 가구원 2명 이상=1

미만이면=0

맞벌이 맞벌이=1, 아니면=0 고용인 수 가구 내 고용인 수

65세 이상 65세 가구원 수 65세 이상 65세 가구원 수

2013~16년 2013~16년 기간=1, 그 외=0 2013~16년 2013~16년 기간=1, 그 외= 0

남자 청소년 비율 남자 청소년 가구원 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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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한국변수 설명 대만변수 설명

가구주 성별 가구주 남자=1, 여자=2 가구주 성별 가구주 남자=1, 여자=2

가구주 나이 가구주 나이 가구주 나이 가구주 나이

가구주 학력 0 무학=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1 문맹=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1 초졸=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2 무학=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2 중졸=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3 초졸=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3 고졸=1, 아니면 = 0 가구주 학력 4 중졸=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4 전문대졸=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5 고졸=1, 아니면= 0

가구주 학력 5 대졸 이상=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6 전문대졸=1, 아니면=0

가구주 학력 7 대졸 이상=1, 아니면=0

인당 소득 가구원 인당소득 (원) 소득인 수 가구 내 소득인 수 

도시 거주 여부 도시거주=1, 아니면=0 가구주 직업 부록 참고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3.1. 한국

한국의 1인 가구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품 지출액이 3만 3,741원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인 가구의 식품 지출액을 (+)값으로 나타나게 하는 동

인은 외식비의 증가이다. 1인 가구일 경우 곡류, 육류, 유제품, 과일, 채소, 과자

류 지출액이 감소하나, 외식 지출액이 8만 6,447원 증가하여 이를 상쇄시킨다. 

이 값과 가구원 수 변수, 가구원 수의 제곱 변수의 추정계수를 고려하면 1인 가구

에서 2인 가구로 가구원 수가 증가할 때 식품 지출액이 약 19만 2,486원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장에 제시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평균 식품 지출액

이 각각 26만 9,681원, 47만 7,043원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결괏값으로 파악

된다. 

가구소득, 가구주 특성, 가구원 수 등 가구의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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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 비해 식품비 지출

액이 1만 1,368원 증가하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 비해 식품비 지출액이 5만 713원 감소한다. 이와 유사한 방향성

을 보이는 식품류는 채소와 외식이다. 즉, 가구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구

원이 어른(아이)으로 대체되는 경우 전체 식품비, 채소, 외식 지출액이 증가(감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구 내 19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19

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 비해 지출액이 감소하는 품목은 유제품과 과자

류이다. 즉, 가구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구원이 어른(아이)으로 대체되는 

경우 유제품과 과자류 지출액이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품비가 2만 3,049원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인 경우 곡류, 유제품류, 과일류, 채소류 품목 지출액이 

줄어들지만, 외식 지출액이 3만 8,731원 증가해 감소분을 상쇄시킨다. 

흥미로운 점은 식품비, 곡류, 육류, 과자류, 음료, 외식의 ‘19세 미만* 2013~ 

16년’변수의 추정계수 부호가 (+)라는 점이다. 이는 가구 내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증가할 경우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이 2009~2012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의

미이다. 과거에 비해 자녀를 위해 더 안전하고 고급인 브랜드 제품 구매를 더 선호

하게 되고, 자녀와 외식을 하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에게 과

자와 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을 쉽게 사주는 경향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전체 식품비, 곡류, 육류, 과일류, 채소류, 과자류, 음료, 

외식의 지출액이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가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품비가 3만 8,605원 증가하는데, 외식비 

증가(3만 1,978원) 부분이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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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한국 가구 식품비 지출 결정요인

단위: 원/월

구분 식품비 곡류 육류 유제품

가구원 수
293364.9*** 14987.3*** 20575.7*** 6429.4***

32.2 13.2 12.8 6.3

가구원 수^2
-22379.9*** -638.6*** -1166.7*** -247.7

-16.8 -3.9 -5.0 -1.6

1인 가구 여부
33741.5*** -7165.2*** -7448.8*** -1475.3**

5.4 -9.0 -6.7 -2.3

19세 미만 0명
11368.1*** -2480.4*** -3272.6*** -13389.4***

2.9 -5.2 -5.0 -34.2

19세 미만 2명 이상
-50713.3*** -52.9 780.7 5682.6***

-11.9 -0.1 1.1 12.1

맞벌이
23049.1*** -3058.9*** 548.0 -3166.7***

8.1 -9.4 1.2 -10.9

65세 이상
-71059.4*** -6578.2 -687.1 -9212.3*

-2.8 -1.2 -0.1 -1.9

19세 미만* 2013~16년
13570.0*** 554.0* 2392.2*** -2375.0***

5.4 1.8 5.5 -8.2

남자 청소년 비율
335.5*** 24.8*** 67.2*** 24.8***

5.1 3.2 6.1 3.4

가구주 성별
-30838.2*** -18.2 -75.4 -1275.7***

-11.4 -0.1 -0.2 -4.7

가구주 나이
1061.2*** 480.4*** 538.2*** -49.3***

11.0 41.3 32.4 -5.1

가구주 학력 1
19099.4*** 2825.3*** 6928.0*** -712.3*

4.6 4.4 9.7 -1.7

가구주 학력 2
38422.4*** 5465.0*** 10318.2*** -722.5

8.3 8.0 13.2 -1.5

가구주 학력 3
60219.1*** 6762.6*** 13799.1*** -564.0

12.6 9.9 17.2 -1.2

가구주 학력 4
71223.2*** 8200.6*** 12889.3*** 2027.4***

12.0 10.3 13.0 3.2

가구주 학력 5
85635.6*** 12713.9*** 14481.7*** 3674.3***

15.3 16.9 15.8 6.7

인당 소득
0.12*** 0.005*** 0.01*** 0.003***

47.9 27.4 33.6 20.6

도시 거주 여부
38605.1*** 3855.5*** 1025.9** 126.3

16.4 13.0 2.5 0.5

상수항
-106195.9** -5607.7 -42286.9*** 39103.5***

-2.1 -0.5 -4.3 4.1

N 81305.0 81305.0 81305.0 81305.0

adj. R-sq 0.539 0.286 0.279 0.289

주: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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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한국 가구 식품비 지출 결정요인

단위: 원/월

구분 과일 채소 과자류 음료

가구원 수
15786.7*** 11511.4*** 6503.3*** 6625.9***

15.1 11.9 10.1 12.4

가구원 수^2
-1323.1*** -688.7*** -282.7*** -535.2***

-8.8 -5.0 -2.9 -7.0

1인 가구 여부
-6090.1*** -10325.7*** -1209.0*** 1312.5***

-8.0 -14.8 -2.8 3.4

19세 미만 0명
-883.9** 5898.3*** -7330.3*** -1360.2***

-2.0 15.6 -27.1 -5.3

19세 미만 2명 이상
160.0 -4025.3*** 6637.1*** -953.1***

0.3 -10.9 20.8 -3.6

맞벌이
-1757.5*** -3636.9*** -184.9 -29.5

-5.5 -14.3 -0.9 -0.2

65세 이상
-2231.9 209.9 -2313.5 -2986.9

-0.6 0.1 -0.9 -1.1

19세 미만 * 2013~16년
178.0 -167.3 1682.9*** 1130.6***

0.6 -0.7 8.3 6.9

남자 청소년 비율
-88.0*** -70.6*** -26.1*** -0.9

-11.5 -11.4 -5.2 -0.2

가구주 성별
2952.0*** 2865.6*** 844.5*** -700.2***

9.1 10.6 4.4 -3.9

가구주 나이
484.0*** 676.2*** -86.4*** -97.1***

40.9 64.0 -13.7 -14.3

가구주 학력 1
4916.9*** 5997.3*** 73.3 291.3

9.9 9.8 0.3 1.4

가구주 학력 2
9149.5*** 9430.4*** 468.4* 1066.2***

15.7 14.8 1.7 4.2

가구주 학력 3
11780.3*** 10001.3*** 1431.9*** 1918.5***

20.0 15.7 5.1 7.1

가구주 학력 4
13670.1*** 9722.9*** 3320.6*** 2083.2***

18.8 13.5 8.3 5.9

가구주 학력 5
18029.7*** 11345.2*** 3235.2*** 3307.1***

26.7 16.5 9.6 10.3

인당 소득
0.008*** 0.003*** 0.003*** 0.003***

35.2 18.0 25.5 25.4

도시 거주 여부
2370.3*** 2578.2*** -558.0*** 504.5***

8.6 11.2 -3.0 3.3

상수항
-37642.1*** -40198.8*** 11618.2** 10101.1*

-5.3 -9.4 2.2 1.9

N 81305.0 81305.0 81305.0 81305.0

adj. R-sq 0.223 0.223 0.404 0.187

주: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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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만

대만의 1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품 지출액이 NT$5,3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인 가구일 경우 거의 전 품목 즉, 곡류, 보충식품, 유제품, 과

일, 과자류, 음료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일하게 외식 지출액이 

NT$10,906 증가하나 여타 식품류의 지출액 감소분을 상쇄시키지 못한다. 

가구소득, 가구주 특성, 가구원 수 등 가구의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구 내 

19세 이하 자녀가 없을 경우 19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 비해 식품비 지출

액이 NT$5,310 증가하고, 19세 이하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19세 이하 자녀가 1

명 있는 가구에 비해 식품비 지출액이 NT$6,687 감소한다. 이와 유사한 방향성

을 보이는 식품류는 곡류, 보충식품, 과자, 음료이다. 즉, 가구의 모든 조건이 동

일한 경우 가구원이 어른(아이)으로 대체되는 경우 전체 식품비, 곡류, 보충식품, 

과자, 음료 지출액이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구 내 19세 이하 자녀가 없을 경우 19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가

구에 비해 지출액이 감소하는 품목은 유제품이다. 즉, 가구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가구원이 어른(아이)으로 대체되는 경우 유제품 지출액이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가구 내 고용인 수가 증가할 경우 전체 식품비, 음료, 외식 지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곡류, 보충식품, 과자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식비 증

가분이 여타 식품류 지출액 감소분을 상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식품비를 포함해 ‘19세 이하* 2013~16년’ 변수의 추정계수 부호가 (+)인 

식품류는 과자, 음료, 외식이다. 대만 가구 내 19세 이하 자녀가 1명 증가할 때 가

구의 지출액이 2009~2012년에 비해 증가한 식품군들이 가공식품과 외식에 한

정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에 반해 대만 가구 내 19세 이하 자녀가 1명 증가할 때 가구의 지출액을 

2009~2012년에 비해 감소한 식품류는 곡류, 보충식품, 과일이다. 가구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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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류 즉, 곡류, 보충식품, 과일류, 과자류, 음

료, 외식의 지출액이 증가하지만 증가 형태는 품목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식품비 소비지출에 대한 추정 결과를 추가적으로 기술하면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가구 내 소득인 수가 많을

수록 식품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 전체 식품

비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 성별이 품목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출액이 증가하는 품목은 보충식품, 과일, 과자, 감소하

는 품목은 유제품, 음료, 그리고 외식 지출액으로 한국과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대만 가구 식품비 지출 결정요인

단위: NT$/년

구분 식품비 곡류 보충식품 유제품

가구원 수
45756.7*** 4106.2*** 10305.9*** -592.1***

41.6 20.3 15.8 -3.9

가구원 수^2
182.6 69.7** 1400.4*** 283.5***

1.2 2.5 15.9 13.5

1인 가구 여부
-5309.7*** -723.4*** -11279.6*** -1751.8***

-6.4 -4.7 -22.9 -15.8

19세 이하 0명
3394.3*** 845.0*** 6302.4*** -2688.0***

5.6 7.3 17.9 -32.5

19세 이하 2명 이상
-6687.0*** -712.6*** -2139.4*** 628.4***

-9.2 -5.2 -5.1 5.8

고용인 수
4511.6*** -948.0*** -2569.5*** -75.5

9.4 -11.2 -9.0 -1.2

65세 이상
-5751.9*** 174.5*** 3335.6*** 408.6***

-18.3 3.0 17.7 10.0

19세 이하*2013~16년
2051.1*** -249.6*** -1941.9*** -68.6

4.4 -2.9 -7.0 -1.0

가구주 성별
-1094.3*** 100.5 663.2*** -408.7***

-2.9 1.4 3.0 -8.1

가구주 나이
748.7*** 41.7*** 246.0*** -15.4***

41.6 12.4 23.9 -6.3

가구주 학력 2
6312.8*** 1545.9*** -263.4 104.9

5.3 6.4 -0.3 0.6

가구주 학력 3
12673.1*** 1342.5*** 3913.6*** -95.6

20.2 12.1 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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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식품비 곡류 보충식품 유제품

가구주 학력 4
21883.0*** 1780.4*** 3313.8*** -605.6***

29.8 13.3 7.2 -5.7

가구주 학력 5
29669.1*** 2088.0*** 4033.5*** 156.3

36.2 14.0 8.0 1.3

가구주 학력 6
31164.3*** 1717.1*** 3968.2*** -266.0**

40.8 12.5 8.4 -2.4

가구주 학력 7
45376.6*** 2944.3*** 6254.1*** 986.7***

57.7 20.8 13.0 8.9

소득인 수
15328.9*** 1467.4*** 3511.8*** 748.2***

33.8 17.7 12.8 12.9

상수항
-61315.2*** -4497.2*** -7598.7*** 9220.9***

-23.4 -9.3 -5.0 26.1

N
125786.0 125786.0 125786.0 125786.0

adj. R-sq 0.670 0.263 0.397

N 81305.0 81305.0 81305.0 81305.0

adj. R-sq 0.223 0.223 0.404 0.187

주: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표 4-7  대만 가구 식품비 지출 결정요인

단위: NT$/년

구분 과일 과자 음료 외식

가구원 수
4160.9*** 1961.7*** 989.4*** 24691.9***

21.9 15.4 8.7 30.7

가구원 수^2
-93.6*** -50.1*** 21.3 -1461.3***

-3.7 -2.9 1.4 -13.5

1인 가구 여부
-1462.4*** -281.6*** -609.7*** 10906.3***

-9.8 -2.9 -6.4 17.3

19세 이하 0명
1120.4*** 459.2*** 558.9*** -3026.4***

10.2 6.6 8.7 -6.4

19세 이하 2명 이상
-87.8 -497.2*** -219.7*** -3790.0***

-0.7 -6.1 -3.0 -6.8

고용인 수
-124.0 -236.1*** 315.6*** 8148.8***

-1.5 -4.4 6.0 22.3

65세 이상
-25.1 -149.9*** -359.4*** -9124.9***

-0.5 -4.1 -10.6 -40.3

19세 이하* 2013~16년
-496.5*** 790.0*** 158.4*** 4156.3***

-6.1 14.1 3.3 11.7

가구주 성별
190.7*** 105.3** -418.8*** -1299.1***

2.7 2.4 -10.0 -4.3

가구주 나이
111.2*** 14.6*** 36.9*** 310.5***

34.0 6.9 18.7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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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과일 과자 음료 외식

가구주 학력 2
441.6* 974.2*** 616.3*** 2815.5***

1.8 6.7 4.4 3.5

가구주 학력 3
1877.5*** 813.7*** 959.0*** 3732.9***

15.7 12.6 14.7 8.8

가구주 학력 4
2960.8*** 1120.1*** 1721.7*** 11427.9***

21.4 14.4 21.8 22.1

가구주 학력 5
4435.2*** 1459.6*** 2037.0*** 15232.2***

28.4 16.2 22.9 26.0

가구주 학력 6
3985.8*** 1196.9*** 2061.5*** 18302.3***

27.8 14.6 25.0 33.5

가구주 학력 7
6086.3*** 1808.2*** 2621.5*** 24351.5***

40.6 21.7 30.8 43.9

소득인 수
1338.0*** 648.8*** 702.5*** 6827.2***

16.5 12.6 14.4 20.1

상수항
-7213.6*** -4217.5*** -2412.7*** -45146.1***

-15.7 -14.5 -8.6 -22.7

N 125786.0 125786.0 125786.0 125786.0

adj. R-sq 0.262 0.163 0.150 0.419

주: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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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5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의 한국과 대만 가구의 구성 및 여건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한국 가구의 품목별 식품소비와 패턴의 변화를 가늠

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기초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식품소비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두 국가가 저출산이라는 공통의 사회현상을 겪고 있으며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

히 추진되어 상호 간 식품소비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

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 식품소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과 식품소비와의 관계를 한국·대만 두 국

가를 대상으로 비교·고찰하고 실증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연구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된 총 12만 5,786대만 가구의 정보를 포함한 횡단

면 원시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행한다는 점에서도 기존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세부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대

만의 저출산 가구의 증가 배경과 추세를 살펴보고, 저출산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

했다. 둘째, 한국과 대만의 소비 여건 변화를 파악하고, 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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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지출 추이와 주요 품목의 식품 지출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시대의 한국과 대만 가구의 특성 변화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국과 대만에서 저출산 현상은 인구감소와 가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식품 총

수요를 감소시키고 품목 간 소비지출 비중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두 국가에서 공

통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 것은 출산억제정책, 일·생활 균형 부

족, 여성의 지위 신장에 따른 결혼 동기 감소, 출산 기피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2017년 기준 한국과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1.26명, 1.13명으로 두 국

가의 평균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자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기

준으로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 19세 미만 자녀 수는 0.8명이고 대만의 

평균 가구원 수는 3.0명 19세 이하 자녀 수 0.5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자녀가 2명 미만인 가구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가구의 평

균 식품비 지출액이 전체 가구의 91~92% 수준인 것을 보였다. 1인 가구주의 연

령대별 식품 지출액은 30대가 가장 높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지출액이 감소하

는 경향은 두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점은 저출산 가구와 전체 가구의 식품 지출액 차이가 큰 품목이 유제품류이고 

지출액 차이가 가장 적은 품목이 과일류인 점이었다. 2인 이상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품목별 지출액을 살펴보아도 자녀 수가 감소할 경우 지출액이 가장 많이 감

소하는 품목은 유제품류이고 자녀 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품목이 과일로 나타

났다. 

반면, 한국은 가구원 수가 감소할수록 실질 식품비 지출이 감소하고 감소폭도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의 가구원 수가 감소(증가)할수록 가구원당 평균 식품

비 지출액이 증가(감소)하여 가구 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발생

함을 보여준다. 대만의 경우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가구원 1인당 평균 식품 지출

액이 거의 일치하여 가구 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차이점이었다. 일반적으로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 가구당 식품 지출액 역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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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를 위해 구매하는 제품인 경우 동일 품목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

의 상품(고급 과일, 유기농 채소, 브랜드 가공식품 등)을 선호하는 등의 구매행태

가 1인당 식품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대만의 가구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한국은 1인 가구인 경우 음료와 외식을 제외하고 전 품목 지출액이 감소하고, 

대만은 외식을 제외하고 전 품목 지출액이 감소한다. 그러나 한국은 1인 가구의 

전체 식품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대만은 감소하는데, 이것은 한국 1인 가구의 외

식 지출액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가구의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가구 내 19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19세 미

만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 비해 식품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 비해 식품비 지출액이 감소하

는 모습은 한국과 대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두 국가에서 가구 내 19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 비해 지출액이 감소하

는 품목은 유제품이다. 

대만의 식품비 지출대비 외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맞벌이일 경우에 곡류, 유제

품, 과일, 채소의 식품 지출액은 감소하고 전체 식품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

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점, 

대만의 경우 가구 내 고용인 수가 많으면 주로 외식 증가에 의한 식품비가 증가하

고 곡류, 보충식품, 과일 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현상은 지

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저출산 가구변수를 세 가지로 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 외 

저출산 가구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구형태변수 등)를 고려하여 추

가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파라메트릭

(non-parametric) 함수를 사용한 부분선형모델 활용을 통해 식품소비 지출액

의 변화를 전망하는 연구가 후속과제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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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경험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과 같은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와 관

련된 식품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식품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향후 과제로 남기며, 이 연구가 조만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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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 주요 품목 수급 동향

그림 부록 1  쌀 및 육류

단위: kg/capital/년

자료: Food Balance Sheet, FAO 2019(http://www.fao.org/faostat/en/#data/FBS).  

그림 부록 2  과일 및 채소

단위: kg/capital/년

자료: Food Balance Sheet, FAO 2019(http://www.fao.org/faostat/en/#data/FBS).  

부 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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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3  알 및 우유

단위: kg/capital/년

자료: Food Balance Sheet, FAO 2019(http://www.fao.org/faostat/en/#data/F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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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음식과 문화21) 

Chang(2013)은 대만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과 그들이 음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면 현재 대만 

문화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대만의 음식과 정체성에 대해 소개한다. 

대만 식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민난(Minnan) 문화이다. 중국의 샤먼 지역으로부터 

유입한 한족이 대만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요리 방식, 식습관, 그리고 음식 문화를 소개했다. 이후 일본 식민지 

기간을 거치면서 일본의 음식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또한 장개석과 그의 군대가 대만 지역에 정착하면서 함

께 들어온 중국 문화가 대만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두 기간 동안에 받은 영향이 대만 음

식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으면서 서구 음식문화도 소개되어 특히, 아침식사의 선택폭을 넓혔다. 현재

는 집에서 먹는 아침식사로 직접 조리한 죽이나 오트와 더불어 외부에서 사온 번, 우유, 두유 또는 햄버거와 샌

드위치를 밀크티나 커피와 함께 먹는다. 점심이나 저녁식사로는 여전히 일본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밥과 반찬

으로 구성된 ‘fan-cai’스타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흰쌀이 여전히 일반적인 식재료이지만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기농 식재료와 브라운 라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정(Lunar New Year), 

용선제(Dragon-Boat Festival), 추석(Mid-Autumn Festival)과 같은 명절에는 전통 음식을 차리고 조상과 

신을 기리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음식을 집에서 전통방식으로 조리하기보다는 음식점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21) Chang(2013)의 ‘Food and Identity: Eating at Home in Taiwan’을 요약 정리함.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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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농산물 수출이 

농업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석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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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 농업 투융자 및 R&D 투자에 따

른 농업생산성 증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간편 편의식 선호 확대, 인구증가율 

하락과 같은 농산물 수요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농산물 수

출이 의미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특히,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

장 가설’이 선진국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에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은 

전체 표본(OECD 국가)뿐만 아니라, EU 국가표본, 非EU 국가표본, 우리나라와 

경제규모·인구·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한 국가표본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충분히 고도화된 국가의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해서는 공급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요인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을 통

한 해외수요 확대전략이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향후 연

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 농산물수출견인성장이 성립하는지를 식

품 및 세부 농업분야를 나누어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농업

부문 통상전략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유사한 여건의 타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통상전략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농산물 중 어떠한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마

지막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대상국과 수출유망품목을 선별하는 연구와 함

께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수출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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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Agricultural Export on the Agricultural 

Growth in Developed Countries

During the last decade, an increased agricultural imports by FTA, enhanced 

productivity(from the agricultural policies and R&D), and decreased 

demand(from aging, a decrease of population, an increase of one person 

household, and preference for convenience foods) have observed.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role of agricultural exports on solving the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has aimed on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by testing the hypothesis of agricultural export-led 

agricultural growth.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agricultural export-led 

agricultural growth hypothesis is satisfied at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OECD countries, EU countries among OECD, non-EU countries 

among OECD, and countries having similar economic/population/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with Korea). These results imply that not only production 

factors are important to the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but also 

demand factors are cruc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In turn, this paper derives implications that foreign 

agricultural demand is important to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This report also suggests four possible future studies: studies for testing 

agricultural export-led agricultural growth in Korea dividing the agricultural 

sector to food and other specific agricultural sectors, case studies for 

reestablish of agricultural trade and commerce strategy, studies for findi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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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itive agricultural goods in Korea, and studies that sort countries 

for exporting our agricultural products specially focusing on new northern 

and souther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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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속적인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체결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농

산물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 결과,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액은 2000년 

51억 달러, 16억 달러에서 2017년 185억 달러, 66억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다

(aT 수출입 정보).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우

리나라는 농업부문에 중점을 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FTA 국내보완대책의 정책목표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설

정되었고, 국산 농축산물의 차별화와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투융자 지원 사

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입의 증가와 함께 국내 농축

산물의 생산성 향상으로 유발된 생산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품목별 

공급과잉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김덕현 외 2017; 문한필 2018).

이에 반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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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17년 1.05명을 기록하

였고, 인구성장률도 꾸준히 하락하여 2040년이 되면 –0.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은행과 KDI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

제성장률은 2011년, 2014년, 2017년을 제외하고는 3% 미만에 머물렀을 뿐 아

니라, 2019년 KDI 전망치도 2.6%의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식생활의 서구화, 

간편 편이식품에 대한 선호, 1인 가구 증가, 노령화 등도 농산물 수요를 감소시키

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향후 농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공급 측면의 요인(FTA 등으로 

인한 수입 증대, 투융자 지원 및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증대)과 수요 측면의 요

인(인구감소, 저성장 기조, 식생활 변화)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FTA의 이행으로 인

한 수입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강화

는 우리나라와 같은 해외시장 의존적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고 판단된다. 수요의 정체·감소 추세를 인구 증대나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완화

하려는 노력 또한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인구성장률 및 

경제성장률 정체 현상은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한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입개방과 생산성 증대로 인한 농업부문의 공급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

이 크고, 농산물의 국내수요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 해법

은 해외수요 창출(수출 증대)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농업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및 규명 없이 농

산물 수출 확대가 적절한 대안으로 설정되는 것은 타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

로 농산물 수출주도 농업경제성장 가설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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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선행연구 검토결과, 농산물 수출이 농업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연구들은 주로 수출시장 자체에 대

한 연구, 선진 농업수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농산물 수출기업의 수출결정 요인

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김경필 외 2017; 이상현 외 

2016; 조성주 외 2018). 박기환 외(2017)와 같이 농산물 수출지원정책으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 및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지만, 농산물 수출

이 농업·농촌 경제(지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특히, 인과

관계 측면)는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농촌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

보라는 점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농산물 수요정체 및 공급과잉 현상을 감안

할 때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업성장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농업부문 성장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농업견인성장(Agricultural-led Growth)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Triffin 

and Irz 2006). 농업견인성장의 개념은 개도국의 농업부문 성장이 사회자본

(Social Capital)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이 유

발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Kydd et al. 2004),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도 농산물 수출을 통한 해외수요 확보가 농업부문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지를 규

명(농산물수출견인 농업부문 성장 가설)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선진경제에서 농업부문 성장이 농산물 수출에 의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면 농산물 수출 확대가 우리 농업의 핵심적인 발전전략 중의 하나

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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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물 수출이 농업부문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

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위한 수출전략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연구의 기여 및 차별성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주로 (농산물) 수출 및 농업부문 성장이 개도국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반해,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거의 다루

지 않았던 농산물 수출이 선진국의 농업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만

약 개방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농산물 수출이 농업부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기술진보로 인한 농업 생

산성 증대로 인한 국내 농산물 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정교한 수출촉진정책을 통

해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김경필·허성윤(2014)과 

이상현 외(2016), 박기환 외(2017) 등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농

산물 수출과 농업성장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여러 선진국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

가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출과 농업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농산

물 수출이 농업성장을 유발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식별해낼 수 있

다. 예를 들어, 국내수요가 충분한 대국보다 국내수요가 부족한 소국에서 수출주

도성장전략의 유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 수출이 

가능한 EU 국가들이 非EU 국가에 비해 수출주도성장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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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시장구조가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수출견

인 농업성장 가설을 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선진국 내의 농산물 수출전략과 수입대체전략(국내시장보호전략)에 대

한 평가도 가능하다. 만약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업성장전략이 유효한 국가라면 

특화(Specialization)를 통한 수출전략이 현재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의 

경우, 국내 농산업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입대체전략이 지속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에 대한 검증과 실증분석들을 통해 본 연구는 정책과제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4.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선진국의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로 한정하고, 

농업부문을 HS code 01에서 14까지의 품목으로 정의하였다.1)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신선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농산물 수

출주도성장에 관련된 연구들(Dawson 2005; Sanjuán and Dawson 2010; 

Kang 2015)이 모두 신선 농산물의 수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아니라, 식품 수

출은 자국의 농산물 투입 비중 및 부가가치 비중을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

다. 2장에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3장에서는 분석 모형 및 자료를 제시하고, 

1) HS code 01~14의 품목은 03(수산류)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농업부문성

장을 나타내는 농업부문 부가가치가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 농림과 수산이 

합쳐진 형태로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농림수산업

에서 수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의 산업 간 연계관계도 높지 않기 때문에 농

산물 수출이 농림수산업 성장을 유발한다면 농림업 성장을 유발한다 간주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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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농산물수출견인 농업부문 성장 관련 OECD 현황을 파악하고, 5장에

서는 농산물수출견인 농업부문 성장 가설을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요약·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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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검토2

1. 수출견인성장(Export-led Growth: ELG) 가설에 

관한 연구

수출견인성장 가설에 대해선 여러 이론적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Dawson 

(2005)과 Sanjuán and Dawson(2010)의 연구가 요약 제시한 수출견인성장에 

대한 네 가지 이론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증가는 외환승수(Foreign 

Exchange Multiplier)를 통해 소득 향상을 유발한다는 단기 케인지안 시각이

다. 둘째, 수출을 통한 경쟁이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 기술 진보

(Technological Advance), 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출분야가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ties)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수출을 통

한 외환 획득이 수입되는 중간재, 자본, 기술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활용될 수 있

다는 점이다.

Tsen(2010)은 Dawson(2005)과 Sanjuán and Dawson(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수출견인성장의 이론적 근거 이외에도 다른 세 가지 설명요인들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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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 번째 요인은 수출의 증가가 수요 창출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

째 요인은 수출을 통한 전문화(Specialization) 촉진이다. 세 번째 요인은 Hart 

(1983)와 Ben-David and Loewy(1998)가 제시한 수출을 통한 발전된 기술, 학

습이익(Learning-by-Doing Gains), 더 나은 경영관리기법(Better Management 

Practice) 등에 대한 접근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상기 제시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은 수출견인성장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Tsen(2010)은 중국의 1978~2002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수출, 국내수요,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의 검정 결과, 세 변수 간의 양자 간 Granger 인과관계가 있는 것

으로 검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Tsen(2010)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국내수요 모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alaitzi and Cleeve 

(2018)는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의 1981~2012년 시계

열 자료를 활용하여 원재료 수출(Primary Export), 제조업 수출,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장단기 Granger 인과검정 결과, 제조업 수출과 원재료 수출 

모두 경제성장을 유발하지만, 제조업 수출이 원재료 수출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ordaan and Eita(2007)는 나미비아의 1970~ 

2005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과 공적분(Cointergation) 검정을 활용하여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유효하였음을 밝혀냈다.

Dawson(2005), Kang(2015), Sanjuán‐López and Dawson(2010)과 같은 

연구들은 수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있어 농업부문 수출을 분리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Dawson(2005)은 62개 개도국(Less Developed Countries)의 

1974년부터 1999년까지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활용하여 농업수출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견인성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다. 

Kang(2015)은 주요 쌀 수출국(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인도)을 대상으로 비농

업분야 수출, 농업분야 수출(쌀 제외), 쌀 수출로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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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er 인과관계 검정과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국가의 쌀 수출은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anjuán‐López and Dawson(2010)은 42개 개도국에서 농업수출이 경

제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패널 공적분 검정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장기에 농업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성치는 0.07인 데 비하여, 비농업수출

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성치는 0.13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수출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에 대해서도 수출

견인성장 가설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정이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다. 

Awokuse(2005)는 1963년부터 2001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수출주

도성장 가설이 한국에서 성립하는지를 검정하였다. 그는 두 가지 방식의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수출과 경제성장 변수 간의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수출주도성장 가설이 한국에서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Holman and Graves(1995)는 1953년부터 1990년까지의 한국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양방향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밝혀냈다. 김철환·김동근(2005)은 197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계열 자

료를 이용하여 수출, 경제성장, 교육 간의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

다. 그들의 연구결과, 경제성장이 수출을 유발하는 일방적인 Gragner 인과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의 경우 수출견인성장 가설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견인수출(Growth-Led Export: GLE) 가설이 성립함을 의미

한다.

수출견인성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실증연구들도 많이 존

재한다. Alam(2003)은 생산함수 형태를 활용한 추정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의 

제조업은 수출견인성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kbar 

and Fatima(2003)는 파키스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수출과 소득 간의 관계

를 최소자승법(OLS)과 외견상무관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를 활용해서 수출견인성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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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견인성장(Agricultural-Led Growth: ALG) 가설에 

관한 연구

개도국의 성장전략으로 알려진 농업견인(주도)성장에 대한 여러 이론적인 근

거들이 제시되었다. Johnston and Mellor(1961)는 농업성장을 통한 농업수출

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Tiffin and Irz(2006)는 농

업견인성장이 가능한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농업

의 부가가치(Agricultural Value Added)는 국내총생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부가가치의 증가와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시각이

다. 하지만 이 관계가 농업부가가치와 국내총생산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농업성장은 일반적으로 농산물과 식품의 가격 하락을 유

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금 상승 압박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

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식품가격은 산업부

문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부문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Lewis 1954). 세 번째로 농업부문의 성장은 타 분야 산업성장에 필요조

건인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농업부문의 산출물은 

여러 산업부문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성장은 산업성장

의 잠재적 동인이 될 수 있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농업견인성장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Tiffin and 

Irz(2006)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포함된 85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Gragner 인

과성 검정을 실시했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업견인성장이 개도국에서는 성

립하였지만 선진국에서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Awokuse and Xie(2015)

는 개도국의 농업성장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동시적 인과관계 기법인 Directed 

Acyclic Graph(DAG)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은 농업성장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국가별로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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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농업견인성장 가설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한 상

황이다.

선행연구들 중에는 농업견인성장 가설에 반론을 제기한 선행연구들도 존재한

다. Matsuyama(1992)는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를 유발

한다는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벨기에와 스위스는 유럽대륙에서 산

업화를 이룩한 선도적인 국가였지만, 네덜란드는 19세기 후반이 되기 전까지 산

업화를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Field(1978), Mokyr(1977), 

Wright(1979)의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농업부문이 제조업분야와 노동력을 두고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농업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atsuyama 

1992).

한편, 경제성장견인 농업성장(Growth-Led Agriculture: GLA) 관점에서 연

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도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부

분에 대해 높은 과세를 부여하여 도시 및 산업 부분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Yao 2000). 하지만 Yao(2000)의 연구에서조차 중국의 산업진흥정

책 이후 농업의 GDP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였지만, 농업이 여전히 경제성장을 위

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농산물 수출 관련 국내 연구동향

이용선 외(2011)는 농산물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위해 품목별 경쟁국별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2000~2009년간의 현시우위지수를 계측하였

고, 품목별·협상국별 수출가능성을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출업체의 대상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선호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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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가격경쟁력, 업체조사, 수출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품

목별 종합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문한필 외(2012)는 한국의 신선농산물 수출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입국과의 거리(운송비용)가 한국의 신선농산물 수

출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신선농산물 수출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척은 신선농산물 수출성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병훈 외(2014)는 FTA 체결로 인한 한국 농업부문의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활용률(Utilization Ratio)이 낮은 이유로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의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현상을 지적하고,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FTA 관련 전문인력 육성, 정보제공 

확대, 원산지 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김경필·허성윤(2014)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수출 증대 효과

를, 세 가지 방법(표적집단면접, 다중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 수출 확대 정책대안으

로서 국제박람회참가 지원사업,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해외판촉행사지원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수출확대 정책대안으로는 안정성관리 지원사업과 수출상품

화사업을 통한 가공식품 부가가치 증대전략과 수출기반을 강화하여 수출을 향상

시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진현정·박기환(2014)은 농산물 수출의 가격지지 효과를 GTAP 모형을 활용하

여 품목별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출 감소로 인한 농식품

의 국내시장 유입은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기타 곡물, 

쌀, 설탕, 식용유 등이 수출 감소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이다. 이 중에서

도 농산물 품목(과일/채소, 기타 곡물, 쌀)의 가격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

게 나타났다.

이상현 외(2015)는 대상국의 농산물 수출 현황 및 수출제약요인을 파악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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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FTA 활용 

농산물 수출지원제도가 잘 구축·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되지 못하

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홍보 

및 FTA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FTA 활용 관련 농산물 웹

사이트의 구체적 정보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현 외(2016)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산물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의 경제파급효과(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

발효과 등)를 분석하였으며, 선진사례(네덜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 조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거하여 수출특화품목 개발의 필요성(수출

용 품목 개발: 딸기 매향, 포도 샤인머스켓), 품목별 마케팅보드 육성(수출농가 중

심, 전국 단위),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정책사업 추진(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김경필 외(2017)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외부환경의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

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시장다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서 주요 수출국(최상위 국가) 이외에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국가

를 우선적으로 시장다변화 정책 주국가로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

다. 한편, 차상위 국가로 베트남과 UAE에 집중하여 농식품 수출의존도를 완화하

기 위한 수출시장여건을 조사하였다.

박기환 외(2017)는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이 수출, 국내 가격지지, 생산기반 유

지, 농업생산액, 국민경제·일자리 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정효

과 패널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사업의 수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지원사업의 예산을 10% 증액할 경우 1억 3,4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출의 사후영향을 KREI-KASMO 2015 모형을 활용

하여 계측한 결과, 인삼·화훼 등의 특용작물 그리고 과일 및 채소류의 국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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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효과는 각각 연평균 5.08%, 4.84%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수출로 인한 가격지지 효과는 농업 소득을 연평균 51만 8,000원 상승시키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성주 외(2018)는 농식품 기업의 수출결정요인 및 수출성과의 유효요인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출의 자기선택 가설은 성립하였으

나, 수출학습 가설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수출의 지속성이 높

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수출 지속

성 확보의 주요 요인(시장 다변화, 동일 수출선 존재 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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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및 추정방법3

1. 연구모형

대부분의 수출견인 경제성장 가설 관련 실증연구들이 성장(공급)함수에 기초

한 성장함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수출견인 경제

성장 가설을 검정한 Kang(2015)과 Dawson(2005)의 연구들 또한 성장(공급)

함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수출견인 경제성장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도 과거 

선행연구들과 같이, 공급함수에 기초한 성장함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수출견인 농

업성장 가설을 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Khan and Reinhart(1990)와 Perven 

and Shaheena(2013)와 같이 본 연구는 솔로우 형식(Solow-Type)의 신고전

학파 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는 주어진 투입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다. 총요소생산함수는 다음의 식 (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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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는 생산량 수준을 의미하고, 는 자본스톡(Capital Stock), 은 노동, 는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의 벡터, 는 기술진보(생산성)를 나타내고 외생

적으로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Perven and Shaheena(2013)는 벡터 요소로서 

Balassa(1978)와 Ekanayake(1999)는 수출을, Esfahani(1991)는 생산적인 

자본과 중간재의 수입의 활성화를 변수화하였다. Su and Liu(2016)와 같은 최

근 연구들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에 제시된 생산함수에 기초하여 농업부문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를 포함하는 농업생산함수를 구성하였다. Perven and Shaheena 

(2013)의 생산함수는 기술진보, 노동, 자본, 인적자본, 교역조건이 포함된 데 반

해, 본 연구는 기술진보, 노동, 자본, 토지, 농산물수출을 농업생산함수에 포함하

였다. 토지가 농업생산함수에 포함된 이유는, 농업생산에 농지가 중요한 필수생

산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Dawson(2005)과 Kang(2015)의 연구와 같이 농산

물수출을 경제성장의 중요요인으로 간주하여, 생산함수에 포함시켰다. Uğur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수입이 경제성장의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

입도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활용하였다. 기술진보, 노동, 자본, 토지, 

농산물 수출, 농산물 수입이 포함된 농업생산함수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

는 농지면적을, 는 농식품수출, 는 농식품 수입을 나타낸다. 전미분을 실

시한 후, 식을 성장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의 식 (3)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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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을 변화율(·)로 정리하면 다음의 식 (4)와 같다.

  






 (4)

계수 는 농업부문의 자본탄력성, 는 노동탄력성, 는 토지탄력성, 는 

농산물수출탄력성, 는 농산물수입탄력성을 의미하고, 는 현존하는 기술과 

다른 외생변수들의 제외한 여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Khan 

and Reinhart 1990).

2. 추정방법

2.1. 횡단면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e) 검정

패널시계열 자료의 경우 전통적인 시계열 단위근검정(Unit Root Test)을 실

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Alam et al. 2017; Paramati et al. 

2016). 왜냐하면, 패널시계열 자료에서 횡단면 의존성이 존재한다면, 일반적 방

식의 단위근 검정방법의 검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Alam et al. 2016; 

Paramati et al. 2016). 그러므로 패널 단위근검정 실시 전에 횡단면 의존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Paramati et al. 2017). 패널시계열 자료의 횡

단면 의존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Pesaran’s(2004)의 횡단면 의존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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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법을 활용하였다.

Pesaran’s(2004)의 횡단면 의존성 검정기법은 패널시계열 자료의 횡단면의 

수가 시간의 수보다 큰 경우(T<N) 다른 횡단면 의존성 검정기법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통계적 이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균형 및 불균형패널(Balanced and 

Unbalanced Panel)인 경우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Paramati et 

al. 2017).

2.2. 패널 단위근검정

만약 패널시계열 자료에 횡단면 의존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

위근 검정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러 횡단면 의존성을 고려하는 패널 단위근 

검정기법 중에서 본 연구는 Pesaran(2007)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은 횡단면의 수(N)와 시계열의 수(T)가 

적은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Pesaran 2007). Pesaran(2007)

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매우 작은 표본 수(예를 들어 N=T=10)의 경우에

도 활용 가능할 뿐 아니라, 횡단면 의존성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사용가능하

다(Pesaran 2007).

식 (5)와 같이 패널 단위근 검정의 기본식과 귀무 및 대립가설을 Pesaran(2007)

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를 번째 횡단면의 시간 의 관찰치라고 정하고, 

이 관찰치가 단순동태선형 이질패널 모형(Simple Dynamic Linear Heterogeneous 

Panel Data Model)에서 생성되었다고 가정하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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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초값인 는 유한평균과 분산(Finite Mean and Variance)을 갖는 밀

도함수(Density Function)에서 추출된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또한 오차항( )

은 단일요소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6)

는 관측되지 않은(Unobserved) 공통효과를 는 개별 특정오차를 의미한

다. 식 (5)와 식 (6)은 다음의 식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7)

   ,    , ∆       로 각각 정의된다. 단위근

이 존재할 경우 =1이고, 이는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로 표현될 수 있다.

:    for∀ (8)

식 (8)과 같은 귀무가설의 이질적 대립가설(Heterogeneous Alternatives)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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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패널 Granger 인과성 검정

많은 경제 현상들의 인과관계가 특정 국가 또는 개인에게 존재한다면 이 인과

관계는 다른 국가 또는 개인에게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횡단면(N)과 시계열(T)을 동시에 고려하는 패널 인과성 검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Dumitrescu and Hurlin 2012). 하지만 횡단면 정보를 활용

할 경우 개인들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정의하여

야 한다(Dumitrescu and Hurlin 2012). 이런 관점에서 Dumitrescu and 

Hurlin(2012)은 동질적 비인과관계(Homogeneous Non Causality: HNC) 

가설(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HNC의 귀무가설은 “어떠한 패널 유닛에서도 

인과관계가 없다”이다. 또한, 그들의 패널 인과성 검정은 단일시계열 인과성 검

정의 검정통계(Test Statistics)보다 더 강력한 검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Dumitrescu and Hurlin 2012).2)

와 는 안정적인 변수들이고 명의 개인들과  기간이 시간들에서 관찰되

며, 각 개인   ,...,의 번째 시간   ,...,는 다음의 선형모형으로 정의된

다고 가정한다(Dumitrescu and Hurlin 2012: 1451).

   
  




   

  




      (10)

∈이고,    
  

  ′로 정의되고, 단순화를 위해 개인효과(Individual 

Effect) 
는 시간 차원(Dimension)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시차 조건

(Lag Order) 는 균형패널의 각 횡단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게다가 자기

회귀(Autoregressive) 모수(Parameter) 
와 회귀분석의 계수 

는 그룹별로 

2) Monte-Carlo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매우 작은 수의 시간(예. T=10)과 횡단면의 수(예. N=5)의 

경우에도 Dumitrescu and Hurlin(2012)의 패널 인과성 검정의 검정통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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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Weinhold(1996)와 Nair-Reichert and 

Weinhold(2001)의 연구와 달리 
와 

는 시간의 변동에 따라 일정하다.

이외에도 Dumitrescu and Hurlin(2012)은 패널 인과성 검정을 위한 세 가

지 가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각 횡단면의 개별 잔차    (  ,..., ; 

  ,...,)가 독립적이고 정규분포를 따르며,      와 유한한 이분산성

(Finite Heterogeneous Variances)   
    

 을 따른다는 가정이다. 두 번

째는 개별 잔차       ′가 그룹 간에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

에,        ∀≠  and∀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는 

각 변수들(      ′ 그리고       ′)이   
   ∞  그리고 

  
   ∞  조건을 만족하고 공분산 안정적(Covariance Stationary)이라고 

가정한다.

Dumitrescu and Hurlin(2012)은 제시된 가정하에서 회귀분석에서의 이질

성과 인과관계를 고려한 동질적 비인과관계 가설을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Dumitrescu and Hurlin(2012)이 제시한 동질적 비인과관계에 대한 

귀무가설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  

≠ ∀      

(11)

Dumitrescu and Hurlin(2012)은 벡터 를 
  

  로 정의하고, 는 

이질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다를 수 있다(만약 모든 가 0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값은 0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은 확정적이지 않으며,  ≤



 의 조건

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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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층모형(Multilevel Model)

다층모형은 기존의 단순회귀모형에 비해 여러 계량경제학 측면의 장점이 있

다. 첫째, 다층모형은 이질성(Heteroskedasticity) 문제를 횡단면 상호작용

(Cross-level Interactions)을 직접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Goldstein 2011; Western 1998). 둘째, 다층모형은 상위수준(수준 2)에 존재

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공분산 평균을 클러스터해주는 기법을 활용

하여 해결할 수 있다(Grilli and Rampichini 2006; Seok et al. 2018b). 셋째, 

다층 모형은 만약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현상이 하위수준

(Level 1)과 상위수준(Level 2)에만 각각 존재한다면 불편 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

다(Grilli and Rampichini 2005). 넷째, 다층모형에서 활용되는 고정효과추정

은 하위수준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더라도 불편 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다(Kim et al. 2018; Shieh and Fouladi 2003). 다섯째, 상위수준

에 존재하는 임의 오차(Random Errors)를 이용하여 사후추정(Post-Estimation)

을 실시하여 계수 값이 횡단면(개인 또는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계측

할 수 있다(Kim et al. 2018).

Steenbergen and Jones(2002)는 다층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하위수준

(Level 1) 모형을 우선 설정하였다.

         (12)

는 하위수준 종속변수로서 하위수준 (=1,....,)은 상위수준 (=1,...,) 안에  

포함되어 있고, 와 는 각각 하위수준 추정항(Predictor)과 오차항(Disturbance 

Term)을 나타낸다. 다층모형이 기존의 단순회귀모형과 가장 다른 점은 회귀 모

수(Parameter)가 상위수준( )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Steenbergen and Jones(2002: 221-222)는 회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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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를 다음의 식 (13)과 같이 재정의하였다. 파라미터는 상위수준 고정(Fixed)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파라미터는 상위수준 오차항을 의미한다.

      

and

     

(13)

식 (13)을 식 (12)에 풀어 다층모형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 (14)

와 같다(Steenbergen and Jones 2002: 222). 

         
     

(14)

식 (14)에 제시된 다층모형은 오차항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 없이는 완전

(Complete)하지 않기 때문에, 다층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다섯 가지 가

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teenbergen and Jones 2002: 222).

첫 번째 가정은              이다. 이 가정은 체계적인 파라미터

와 하위수준 오차가 없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가정은    ,    , 

   이다. 이 가정은 상·하위 수준의 오차가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세 번

째 가정은      이다. 이 가정은 상·하위 수준 절편(Intercept)과 기

울기(Slope)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네 번째 가정은 와 같이 

와 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다섯 번째 가정은     

     이다. 이 가정은 기울기와 절편에 존재하는 오차가 하위수준에 

존재하는 오차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가정은 일반적으로 모형을 식별하

는 데 필요한 가정이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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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출견인 농업부문 성장 

관련 OECD 국가 분석4

1. 연구에 활용된 통계 출처 및 분석자료 구축

본 연구는 농산물수출 농업부문성장 가설이 OECD 국가들에서 성립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제3장 1절과 같은 모형(농업부문성장=f(노동, 자본, 토지, 농산물

수출))을 활용하였다. 농업부문성장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실질농업부가가치

(Agricultural Value Added, constant 2010 US$: World Bank 자료)를, 노동

을 대표하는 변수는 L{노동(L)=총노동(Total Labor Force: World Bank 자

료)×15세 이상 고용률(World Bank 자료)×농업부문 고용률(World Bank 자

료)}을, 자본을 대표하는 변수는 Tsen(2010)과 같이 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tial Formation)을 FAO에서, 토지는 세계은행의 농경지 면적을, 수출입은 

FAO에서 제공하는 수출액 및 수입액 지수(2004-2006=100)를 활용하였다.3) 

3) 농업부문의 노동 투입은 자가 및 고용 노동 투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농업부문 자가 

노동 투입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 노동 투입이 전체 농업부문 노

동투입을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업부문 고정자본형성에는 토지 자체는 포함되

지 않으나, 토지 개선(예: 관개시설 개선, 배수 개선 등)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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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기간은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를 이용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제3장 1절에서 제시하였듯이, 변화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Dawson(2005)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율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 성장변화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 ln   ×)을 통해 도출된다. 

제시한 자료의 출처 및 도출방법 등을 요약한 내용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에 활용된 변수, 도출방법, 기간 및 출처

변수 변수명 기간 출처 비고

Y 성장 1997~2016 World Bank Agricultural Value Added, constant 2010 US$

L 노동 1997~2016 World Bank L=총노동×15세 이상 고용률×농업부문 고용률

K 자본 1997~2016 FAO 고정자본형성

T 토지 1997~2016 World Bank 농경지 면적

E 수출 1997~2016 FAO 수출액 지수(2004~2006=100)

I 수입 1997~2016 FAO 수입액 지수(2004~2006=100)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OECD 36개국 중, 자료가 활용 가능한 30개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

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OECD 국별 현황비교

본 연구에서 활용한 OECD 주요국(칠레,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

랜드, 스위스, 미국)의 농업부가가치(실질)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OECD 국가들의 농업부가가치(농업성장)는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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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흥미롭게도 농업부문 실질부가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증가율이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995년 이후 이어진 농업투융자 지원과 함께 FTA 이후 

추가적으로 투입된 관련 농업 투융자 자금 투입의 효과(생산성 향상, 품질차별화 

등)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OECD 주요국(칠레,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

랜드, 스위스, 미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실질)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다. 전반

적로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2013~2016)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있어 농산물 수출 증

가가 둔화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2000년대 들

어 평균 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2006년 기간의 수출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의 실질 수출액을 보면, 제

시된 8개 국가 중 2016년 농산물 수출액은 한국이 가장 높았다(2004~2006년 

기준 2016년 증가율: 2.5배 이상). 반면, 농업부문에 강점이 있는 칠레, 미국, 네

덜란드, 뉴질랜드라 하더라도 동 기간 수출액 증가 2.5배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제시된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만이 동 기간 꾸준히 실질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촉진 정책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국의 경우, 1990년 과실류를 시작으로 확대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뿐 아니

라,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투융자 사업 및 FTA 활용 수출지원정책이 농산물 수

출 증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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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요 국가 실질 농업부가가치 추이(1997~2016)

단위: 억 달러, 연도

자료: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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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농산물 수출(실질) 추이(1997~2016)

단위: 2004~2006 기간을 100으로 설정, 연도

자료: FAO의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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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4년 한국 최초로 발효된 한·칠레 FTA 이후 농산물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높아진 부분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일본의 경

우, 아베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일본 농산물 수출촉진의 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본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

지 매년 새로운 농산물 수출촉진 정책을 개발 및 발표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2013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6년 이후 계속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농산물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OECD 주요국(칠레,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

랜드, 스위스, 미국)의 경지면적 및 고정자본형성 추이는 다음의 <그림 4-3>과 같

다. 일반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에서는 농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고정자본투

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 선진국들에서 토지집약적 영농에서 자본집

약적 영농으로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본과 칠레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칠레의 경우는 농지의 면적과 고정자

본투입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칠레의 농업집중도가 높아

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농지의 면적과 고정자본투

입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령화로 인한 일본 농업

부문의 위축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베 정부가 2013년부터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촉진 전략의 영향으로 최근 농업부문 고정자본형

성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4)

한국의 농업부문 고정자본형성은 동 기간 동안 2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농업의 자본

집약도가 매우 급격히 상승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농업부문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의 자본집약도가 상승했으며, 시설작물에 

대한 투자(예: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4)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의 농업 진입 촉진과 농업법인 등의 규제 완화, 농업경영의 자율

성 제고, 6차 산업화, 수출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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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경지면적 및 고정자본형성 추이(1997~2016)

단위: 좌측(농지, 천 ㎢), 우측(고정자본형성, 억 달러)

자료: FAO의 FAOSTAT,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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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고정자본형성 및 농업고용 추이(1997~2016)

단위: 좌측(고정자본형성, 억 달러), 우측(농업고용, 만 명)

자료: FAO의 FAOSTAT,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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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농산물 수입(실질) 추이(1997~2016)

단위: 2004~2006 기간을 100으로 설정, 연도

 

자료: FAO의 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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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한 OECD 주요국(칠레,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

랜드, 스위스, 미국)의 고정자본형성 및 농업고용 추이는 다음의 <그림 4-4>와 같

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농업고용은 하락하는 추세인 데 반해, 고정자

본형성(자본)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주요국 중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와 같

은 추세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본과 농업고용이 모두 하락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농업종사자는 급격하게 줄

어들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자본 투입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본 투입

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농업자본과 고용이 모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네덜란드 농업이 성장단계를 넘어 성숙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론된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OECD 국가들과 같이 농업자본투입은 상승하고 농업종사자 수

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 기간 OECD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농업

자본투입 증가율이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이와 같은 현상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FTA 대응 농업투융자 지원이 일

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OECD 주요국(칠레, 프랑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

랜드, 스위스, 미국)의 농산물수입(실질) 추이는 다음의 <그림 4-5>와 같다. 모든 

OECD 주요국에서 실질 농산물수입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그림 4-2>를 종합하면, OECD 국가들에서 농산물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OECD 국가들의 농산물 개방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개

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출전략이 OECD와 같은 선진국들에게

도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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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OECD 주요국의 농지면적과 농업부문 고정자본형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는 <그림 4-6>에 제시되어 있다. 8개 주요국 중에서 일본과 칠레를 제외한 6개 국

가에서는 농지면적과 고정자본형성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중 한국과 스위스의 음의 상관관계 절댓값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현황 부분에서도 제시하였듯이, OECD 선진국들이 토지집약적 영농에서 

자본집약적 영농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OECD 주요국의 농업부문 고정자본형성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그림 4-7>에 제시되어 있다. 8개 주요국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7개 국가에서는 

고정자본형성과 농업부문 고용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중 한국의 음의 상관관계 크기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적으로 상회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이 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노동절약형, 자본집약적인 영농으로 

빠르게 변모해왔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OECD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입(실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그림 4-8>

에 제시되어 있다. OECD 주요국 모든 국가들에서 농산물 수출입은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7개 OECD 주요국의 양의 

상관관계는 0.95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OECD 주요국들의 

농산물 실질부가가치의 증가율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농산물 실질수출입은 상승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OECD 국가들의 농업부문 

개방이 수출입 측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OECD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과 농업 부가가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그림 

4-9>에 제시되어 있다. 일본을 제외한 7개 OECD 주요국에서 농산물 수출과 농

업 부가가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한국, 네덜

란드, 칠레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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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주요국 농지면적과 고정자본형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국(Corr: -0.96) 일본(Corr: 0.726)

네덜란드(Corr: -0.344) 미국(Corr: -0.657)

뉴질랜드(Corr: -0.862) 칠레(Corr: 0.685)

프랑스(Corr: -0.874) 스위스(Corr: -0.97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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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주요국 고정자본형성과 농업부문 고용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국(Corr: -0.985) 일본(Corr: 0.712)

네덜란드(Corr: -0.192) 미국(Corr: -0.675)

뉴질랜드(Corr: -0.399) 칠레(Corr: -0.481)

프랑스(Corr: -0.757) 스위스(Corr: -0.57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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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주요국 농산물 수출입(실질)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국(Corr: 0.955) 일본(Corr: 0.657)

네덜란드(Corr: 0.997) 미국(Corr: 0.958)

뉴질랜드(Corr: 0.988) 칠레(Corr: 0.988)

프랑스(Corr: 0.987) 스위스(Corr: 0.99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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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주요국 농산물 수출과 농업 부가가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국(Corr: 0.836) 일본(Corr: -0.677)

네덜란드(Corr: 0.898) 미국(Corr: 0.399)

뉴질랜드(Corr: 0.667) 칠레(Corr: 0.947)

프랑스(Corr: 0.544) 스위스(Corr: 0.10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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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는 농산물 수출이 농업부문 경제성장을 유발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

만, 상관관계가 양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농산물 수출과 농업부문 경제성장 간의 

양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주목적으

로, 패널 Granger 인과관계 분석과 다층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OECD 국가

들에서 농산물 수출이 농업부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해당 분

석결과는 제5장에서 제시하겠다.



제5장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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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 검정결과5

1. 횡단면의존성 및 패널 단위근 검정

본 연구는 크게 OECD 국가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인과성검정을 진

행하였다. 우선, OECD 국가들의 전체적 경향을 보기 위해 OECD 전체 표본을 

활용하였다. 또한, EU와 非EU 국가들의 비교·분석을 위해 OECD 전체표본을 

EU와 非EU 국가들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국가들에서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기 위

해서, 非EU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농업 시장 및 생산구조가 유사한 5개 국

가(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한국)를 선별하여 검정에 활용하

였다.5)

5) 구체적으로 본 OECD 非EU 국가인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미국 중에서 인구가 많지 않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한국(열거된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높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실질 GDP 기준에서 

한국과 유사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 아이슬란드, 일본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농지면적

이 넓지 않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 아이슬란드를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부가가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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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esaran’s(2004) 횡단면의존성 검정결과

변수
전체 표본 EU 국가 非EU 국가

한국유사국가
(5개국)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농업부가가치()   6.13***   5.64***   2.01** 3.194***

고용()   5.06***   4.52***   2.11** 0.888

자본() 29.37*** 25.92***   7.39*** 3.926***

농지()   1.47   1.73*   1.99** 0.905

농산물 수출() 10.36***    5.63***   4.41*** 0.76

농산물 수입( ) 31.59*** 12.75*** 15.12*** 5.783***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모두 변화율이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

를 들어, 농업부문성장 변화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 ln     ×)을 통

해 도출된다. 본 연구에 활용된 6개의 변수(농업부가가치, 고용, 자본, 농지, 농산

물 수출, 농산물 수입)의 횡단면의존성을 Pesaran’s(2004)의 검정통계량과 전

체 샘플을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농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횡단면의존성

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10%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전체 샘플을 EU 국가와 非EU 국가로 나누어 횡단면의존성을 

Pesaran’s(2004) 검정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횡단면 의존성

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10%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1> 

참조). 한편, 한국유사국가표본의 경우 농업부가가치, 자본, 농산물 수입에서는 

횡단면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고용, 농지, 농산물 수출에는 횡단면의

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체, EU, 非EU, 한국유사국가 표본 경우 모두에서 횡단면의존성을 

질)이 높지 않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칠레, 뉴질랜드, 한국을 선별하였다. 이와 

같은 4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한국을 대상으로도 분

석을 따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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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단위근 검정을 실시할 경우, 단위근 검정의 검정력이 떨어지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Pesaran 2007).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단

면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패널 단위근 검정의 한 가지 방법인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을 활용하였다. 횡단면의존성을 고려한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전체 표본)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

에 의하면 수준(Level)에서 모두 귀무가설인 동질적 불안정성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단위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 가능하다. 

표 5-2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전체 표본)

변수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

절편 포함

(Level)

절편과 추세 포함

(Level)

통계량 통계량

농업부가가치() -4.611*** -4.610***

고용() -4.225*** -4.415***

자본() -2.961*** -3.036***

농지() -4.326*** -4.449***

농산물 수출() -4.352*** -4.474***

농산물 수입( ) -4.701*** -4.806***

주: ***는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을 위한 Lag의 선택은 F joint test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또한,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와 非EU 국가로 전체 표본을 분리하고, 

非EU 표본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을 지닌 5개국(한국 포함) 표본으로 분리

하여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예산의 결과와 같이 

모두 수준(Level)에서 모두 귀무가설인 동질적 불안정성(Homogeneous Non- 

Stationary)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

여 장기적 균형관계가 있는지 검정할 실익은 전체, EU, 非EU, 한국유사국가 표본 

모두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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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EU, 非EU, 한국유사국가)

변수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

EU 국가 非EU 국가 한국유사국가(5개국)

절편 포함
(Level)

절편과 추세 
포함

(Level)

절편 포함
(Level)

절편과 추세 
포함

(Level)

절편 포함
(Level)

절편과 추세 
포함

(Level)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농업부가가치() -4.889*** -4.898*** -4.786*** -4.786*** -4.594*** -4.504***

고용() -4.209*** -4.471*** -4.105*** -4.204*** -4.847*** -4.831***

자본() -2.770*** -2.887** -3.700*** -3.657*** -4.145*** -4.067***

농지() -4.269*** -4.437*** -4.338*** -4.423*** -4.253*** -4.341***

농산물 수출() -4.298*** -4.345*** -4.457*** -4.564*** -3.807*** -3.986***

농산물 수입( ) -4.650*** -4.814*** -5.080*** -5.116*** -4.583*** -4.509***

주: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을 위한 Lag의 선택은 F 

joint test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2. 패널 인과관계 검정결과

Dumitrescu and Hurlin(2012) 패널 인과성 검정기법을 도입하여 동태적 단

기 인과관계(Dynamic Short-run Causality)를 검정한 결과는 <표 5-4>와 <그

림 5-1>, <그림 5-2>, <그림 5-3>에 제시되어 있다. Dumitrescu and Hurlin 

(2012) 패널 인과성 검정을 위한 시차(Lag)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에 의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관심사인 농산물 수출은 농업부문 부

가가치(성장)를 유발하는 것으로 전체, EU, 非EU, 한국유사국가 표본 모두에서 

나타났다. 세 표본 모두에서 농산물 수입과 농지면적이 농업부분 부가가치를 유

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산물교역(수출입)이 농업부분 부

가가치(성장)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던 

농산물수출견인 농업부문 성장 가설이 선진국(OECD 국가)에서 성립하였다. 구

체적으로, 전체 OECD, EU, 非EU, 한국유사국가(5개국: 한국 포함) 모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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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이 검정되었다.

농산물교역(수출, 수입)은 네 가지 표본(전체, EU, 非EU, 한국유사국가) 모두

에서 농업부문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부문 부가가치 또한 

농업부문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산물교역은 

직접적으로 농업부문 고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부가가치(성장) 유발

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농업부문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전 세계

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농산물교

역(수·출입)이 농업부문 고용을 유발한다는 결과는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

가 거시적 관점에서도 그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산물 수출과 수입은 네 가지 경우(전체, EU, 非EU, 한국유사국가) 모두

에서 농업부문 자본(고정자본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농산물 

해외판매를 통해 해외자본을 국내에 유치하는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농업부문 고

정자본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

표 5-4  Dumitrescu and Hurlin(2012) 패널 인과성 검정결과

귀무가설

전체 EU 非EU

Z-bar

통계량

Z-bar

통계량

Z-bar

통계량

농산물 수출은 농업부가가치를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3.17***   2.20**   2.32**

농산물 수입은 농업부가가치를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8.41***   8.58***   4.29***

농업고용은 농업부가가치를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0.31 -0.30 -0.12

농지면적은 농업부가가치를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4.83***   2.98***   3.99***

농업자본은 농업부가가치를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0.62 -0.51 -0.36

농업부가가치는 농산물 수출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3.56***   3.79***   0.98

농산물 수입은 농산물 수출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1.22   0.29   1.58

농업고용은 농산물 수출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1.49   9.18***   0.09

농지면적은 농산물 수출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2.87***   2.89***   1.00

농업자본은 농산물 수출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0.25 -1.23   1.11

농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입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2.03**   1.54   1.53

농업부가가치는 농산물 수입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3.11***   4.57*** -0.68

농업고용은 농산물 수입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0.71   9.21***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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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귀무가설

전체 EU 非EU

Z-bar
통계량

Z-bar
통계량

Z-bar
통계량

농지면적은 농산물 수입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1.71*   3.27***   0.67

농업자본은 농산물 수입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1.45 -1.87*   2.70***

농산물 수출은 농업고용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6.23***   4.51***   4.33***

농산물 수입은 농업고용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8.64***   7.31***   4.72***

농업부가가치는 농업고용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6.77***   4.76***   4.87***

농지면적은 농업고용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2.57**   0.76   3.63***

농업자본은 농업고용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2.25**   3.07***   0.05

농산물 수출은 농지면적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0.94   1.54 -0.40

농산물 수입은 농지면적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3.53***   5.15***   6.66***

농업고용은 농지면적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1.47 -1.41 -0.60

농업부가가치는 농지면적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0.10   5.05*** -0.05

농업자본은 농지면적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8.65***   1.08   8.93***

농산물 수출은 농업자본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12.11***   2.64*** 10.12***

농산물 수입은 농업자본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4.08***   2.58***   6.32***

농업고용은 농업자본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3.81***   7.24*** -0.32

농지면적은 농업자본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13.22*** 15.38***   0.21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자본을 Granger-Cause하지  않는다. -0.72   0.08   4.92***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자료: 저자 작성.

수입은 개방에 의한 농업부문 경쟁심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고 추론된다. 농업자본의 축적 수준과 축적효율성에 

따라 현재 국별 농업부분 경쟁력 수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농업부문 개

방도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본 투입을 통

해 기술개발 및 기계화 수준 달성도에 따라 향후 농업부문의 국가별 경쟁력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농업자본의 축적의 효율화를 이룩할 수 있는 

국가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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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Dumitrescu and Hurlin(2012) 패널 인과성 검정결과 정리(전체)

주: 10% 유의수준 결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와 <그림 5-3>을 비교하여 보면, 가장 큰 차이는 EU 케이스는 변수

들 간의 상호인과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한 데 반해, 非EU 케이스는 변수들 간의 

단일(단방향)인과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EU 국가들은 생산요소들

과 농업성장(부가가치)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非EU 국가들의 

경우 생산요소들과 농업성장의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OECD 국가들 중 非EU 국가들은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이다. 이들 국가들 중 호주, 칠레, 멕시코, 미국

을 제외하고는 농업부문에 비교열위가 존재하여 생산요소들과 농업성장 간의 상

호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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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Dumitrescu and Hurlin(2012) 패널 인과성 검정결과 정리(EU)

주: 10% 유의수준 결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는 한국유사국가(5개국)에 대한 Dumitrescu and Hurlin(2012) 

패널 인과성 검정결과를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정리한 그림이다. 한국유사국

가 5개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한국으로 인구가 많지 않고 

GDP 수준이 유사한 非EU 국가이다. 또한, 한국유사국가는 전체 국가에서 농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농지면적이 넓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

시 말해 한국유사국가는 국내시장이 충분하지 않고, 농업부문에 상대적 비교열

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해외수요 

창출을 통해 농업 비교열위 소규모 국가들도 농업부문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

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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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Dumitrescu and Hurlin(2012) 패널 인과성 검정결과 정리(非EU)

주: 10% 유의수준 결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Dumitrescu and Hurlin(2012) 패널 인과성 검정결과 정리(한국유사국가)

주: 10% 유의수준 결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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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층모형 분석결과

Dawson(200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y)이 

확보된다면 고전적 회귀분석 이론(Classical Regression Theory)이 적용가능

하다. 본 연구의 Pesaran(2007)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적 형태의 회귀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패널 

Granger 인과성 검정 이외에 일반적 형태의 회귀분석의 일종인 다층모형 분석

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다층모형 분석이 여러 계량경제

학 관점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도 활용하였지만, 국별 농산물 수출이 농업부가가

치(농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도 적절하다. 다층모형은 임

의적 기울기 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

물 수출이 농업부문 부가가치(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평균적 그리고 국별 변

동성까지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표 5-5  임의효과와 Log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Estimate Std. Err. 95% 신뢰구간

Level 2 Error  Structure: Identity

sd(Identity) 0.0684 0.0237 0.0347 0.1350

sd(Residual) 7.4792 0.2367 7.0293 7.9578

Log likelihood ratio  test for multilevel model vs linear regression

Chi square 3.83

p-value 0.0251

자료: 저자 작성. 

<표 5-5>는 계층모형의 임의효과 부분과 Log Likelihood Ratio Test(LR 

Test)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장 단순한 구조의 임의효과 구조인 

‘Identity’를 활용하였고, LR test의 귀무가설은 “단순회귀분석이 계층모형보다 

낫다”이다. 귀무가설 검정 결과, p-value가 0.0251로 나타났기 때문에 5%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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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본 연구에서 주모형으로 활용한 계층모형이 단순회귀분석보다 선호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5-6  계층 및 확률효과 모형 결과

구분

계층모형
(Multilevel Model)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계수
(Std. Err.)

p-value
계수

(Std. Err.)
p-value

고용
0.0119

0.835
0.0221

0.694
(0.0570) (0.0560)

자본
0.0734

0.12
0.0638

0.139
(0.0471) (0.0431)

농지
   0.2366*

0.066
  0.2443*

0.059
(0.1286) (0.1295)

농산물 수출
    0.0850**

0.023
  0.0553*

0.089
(0.0375) (0.0325)

농산물 수입
-0.0011

0.983
0.0123

0.791
(0.0495) (0.0453)

Log Likelihood -1966.6296 -1968.5461

주: **, *는 각각 5%, 10%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다층모형의 결과는 다음의 <표 5-6>에 제시되어 있다. 추

정모형의 견고함(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층모형의 결과 이

외에도 확률효과모형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6)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은 계층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도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출 성장

률이 1% 증가하면 농산물 부가가치 성장률이 0.0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은 농업부문 부가가치(성장)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10% 유의수준). 그리고 생산요소 중에서는 오직 농지만이 농업부문 부가가

6) Hausman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비교한 결과,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다층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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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앞서 제시한 패널 인과성 분

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가 계층분석을 실시한 주된 목적은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국별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 특히, 임의적 기울기 모형의 개념을 활용하여 각 변수의 계수 값

을 국별 비교한다. 본 연구의 계층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인 농산물 수출

과 농지면적 그리고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p-value가 0.12를 기록한 변

수인 농업부문자본(고정자본형성)의 계수 값의 국별 편차를 사후추정(Post- 

Estimation)을 통해 계측한 값은 다음의 <표 5-7>과 같다.7)

하지만 계층모형의 사후추정을 통한 상위수준(Level 2: 국가수준) 변동성 자료

의 제시는 그 자체로는 시사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시사점 도출을 위해

서는 국별 특성과 사후추정치의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

구는 사후추정된 계수 값의 변동과 국별 특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인과관계 분

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5-5>는 계층모형의 사후추정된 농산물수출계수의 국가별 변동과 국별

특성(EU 국가, 대국, GDP(2016년 기준), 인구(2016년 기준))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U 국가는 1 그리고 非EU 국가는 0으로 표시하였고, 대국은 일반적 

기준인 1억 명 이상이면 1 그리고 1억 명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예상과 같이 농산물수출계수의 국별 변동과 EU 국가 여부는 양의 상관관계를 그

리고 농산물수출계수의 국별 변동과 대국 여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또

한, 국내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GDP/인구와 농산물수출계수의 국별 변동은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시장이 크면 농산물 수출이 상대

적으로 줄어들고, EU와 같은 역내시장이 있으면 농산물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7) 사후 추정결과는 자본, 농지면적, 농산물 수출의 평균적 효과(계수 값)의 국별 변동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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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층모형 사후추정 결과

국가 자본 농지면적 농산물수출

호주 0.000418 -0.00426 0.043582

오스트리아 0.012428 -3.3E-05 0.02225

칠레 0.039699 0.000416 0.02515

덴마크 0.005913 -0.00547 -0.01955

에스토니아 0.033796 0.018531 0.043804

핀란드 -0.00748 -0.00188 -0.00091

프랑스 -0.0051 3.53E-05 -0.00959

독일 -0.01257 0.001898 0.039023

그리스 -0.06445 -0.00579 -0.00327

헝가리 0.032487 0.019761 0.011756

아이슬란드 -0.03135 0.00021 -0.08842

아일랜드 -0.00656 0.013839 0.060901

이스라엘 -0.00715 -0.00278 0.010435

이탈리아 0.002343 0.003186 -0.00392

일본 0.001911 0.004758 -0.08637

한국 0.008367 0.000174 0.000226

라트비아 -0.0179 -0.00232 0.005351

리투아니아 -0.02183 -0.00946 0.027918

멕시코 5.23E-05 3.42E-05 0.002842

네덜란드 -0.00188 -0.00234 0.007338

뉴질랜드 0.00471 -0.01401 -0.04026

노르웨이 0.008668 -0.00102 0.020638

폴란드 -0.05088 -0.00293 0.0187

포르투갈 -0.00715 -0.00095 -0.00955

스페인 0.009007 -0.00456 0.004872

스웨덴 0.008322 -0.00094 0.001837

스위스 0.005696 0.000431 0.001965

터키 0.033568 0.00079 -0.02721

영국 0.013626 -0.0034 0.010876

미국 0.013287 -0.00192 -0.07043

주: 자본, 농지면적, 농산물 수출의 평균적 효과(계수 값)에서 국별로 벗어나는 효과 중 긍정(+)적 효과는 굵은 

글자로 표기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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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계층모형의 농산물수출계수의 국가별 변동과 국별 특성과의 상관관계

농산물수출-EU 국가(Corr: 0.412) 농산물수출-대국(Corr:-0.498)

농산물수출-GDP(Corr: -0.456) 농산물수출-인구(Corr: -0.452)

자료: 저자 작성.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본 연구는 Directed Acyclic Graph(DAG)

를 적용하여 인과관계 분석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Spirtes et al.(2000)과 Pearl 

(1995)에 의해 제안된 DAG는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좀 더 보편적인

(General) 분석방법이다(Seok et al. 2018a). 본 연구에서 활용된 OECD 국가

는 30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본이 작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과관계 도출 

오류 문제(Demiralp and Hoover 2003)를 해결하기 위해 Chickering(2002)

에 의해 제시된 베이지안(Bayesian) 탐색 알고리즘인 GES를 활용하였다.

계층모형의 농산물수출계수의 국가별 변동과 국별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DAG(GES 알고리즘 사용)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5-6>과 같다. 본연

구의 주목적변수인 계층모형의 농산물수출계수의 국가별 변동은 EU더미와 대국

더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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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계층모형의 농산물수출계수의 국가별 변동과 국별 특성과의 인과관계

(DAG, GES 알고리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7  계층모형의 자본계수의 국가별 변동과 국별 특성과의 상관관계

자본-EU 국가(Corr: -0.239) 자본-대국(Corr: 0.0765)

자본-GDP(Corr: 0.125) 자본-인구(Corr: 0.14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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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산물수출계수의 국가별 변동은 GDP나 인구와는 동시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부문 성장(부가가치)이 내

수시장 및 해외시장의 존재에 영향받는 점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5-7>과 같이 자본계수의 국별 변동과 EU 국가 여부는 음의 상관관계, 다른 

변수들(대국 더미, GDP, 인구)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경우와 같이 상관관계 이외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DAG(GES 알고리즘)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5-8>과 같다.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

면 자본계수의 국별 변동과 국별 특성변수들 간에는 동시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계층모형의 자본계수의 국가별 변동과 국별 특성과의 인과관계

(DAG, GES 알고리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9>와 같이 농지면적계수의 국별 변동과 EU 국가 여부와 대국 여부는 

양의 상관관계, 다른 변수들(GDP, 인구)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앞선 경우와 같이 상관관계 이외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DAG(GES 

알고리즘)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5-10>과 같다. 인과관계 분

석 결과에 의하면 농지면적계수의 국별 변동과 국별 특성변수들 간에는 동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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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계층모형의 농지면적계수의 국가별 변동과 국별 특성과의 상관관계

농지면적-EU 국가(Corr: 0.171) 농지면적-대국(Corr: 0.0466)

농지면적-GDP(Corr: -0.0232) 농지면적-인구(Corr: -0.01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0  계층모형의 농지면적계수의 국가별 변동과 국별 특성과의 인과관계

(DAG, GES 알고리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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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대국 여부와 EU 국가 여부는 오직 농산물수출계수의 국별 변동

(계층모형 사후추정치)과 동시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수요 측면의 요소, 즉 국내수요 요소인 대국 여부와 해외수요 측면 요소인 

EU 국가 여부는 수출계수의 국별 변동을 동시적 인과관계 개념에서 유발하지만, 

다른 계수 값들의 국별 변동에는 영향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해석

하자면, 동시적 인과관계 개념하에서 수요 요인이 농업부문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수출의 효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진국 농업성장 전략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농업성장은 보

통 목적변수가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의미(농업성장견인 경제성장 

가설)가 있다는 기존의 시각 외에 선진국 농업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시사한다. 앞서 제시된 패널 인과관계 분석에서도 농

산물수출이 농업부문 성장(부가가치)을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같

은 맥락으로 계층분석의 사후추정을 통한 농산물수출효과의 국가별 변동이 EU

국가 여부 및 대국 여부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생산요

소는 패널 인과관계 분석과 계층분석 결과에 동일하게 농업부문 성장(부가가치)

을 유발(유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해, 수요 창출(해외 또는 국

내)이 선진국 농업부문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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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6

1. 요약·시사점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인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

라 농업은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와 경제성

장 및 인구성장 둔화로 인한 국내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

출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이 선진국에

서 성립하는지를 다양한 계량경제기법(Panel Granger 인과성 검정, 다층모형, 

DAG)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선진국은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중 자료가 가용한 30개국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견인성

장 가설 검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인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OECD 국가들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 틀(Framework)로 설정하고, OECD 국

가들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시계열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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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패널시계열 기법 중 하나인 Dumitrescu and Hurlin(2012) 패널 인과

성 검정을 전체 표본, EU 국가, 非EU 국가, 한국유사국가(5개국) 부분표본들에 

대해 실시한 결과, 네 가지 경우 모두에서 농산물 수출과 수입은 농업부문 성장

(부가가치)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반해, 농업 투입요소로 설정한 

노동, 자본, 농지 중에 오직 농지만이 농업부문 성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이 선진국에서도 성립됨을 의미한

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규모 및 농업환경을 지닌 국가들에서도 농산물

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이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

에서도 수출이 하나의 중요한 성장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변수가 안정적이면 일반적인 회귀분석모형이 적용가

능하다는 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패널 인과성 검정 이외에도 다층모형을 활용

하여 농산물수출 등의 계수 값이 OECD 국가별로 달라지는 변동 부분을 측정하

여 국가별 특성과 연결해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다층모형 분석결

과 또한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다

층모형 분석결과의 사후분석을 통해 도출한 국가별 농산물 수출, 자본, 농지면적 

계수 값의 국가별 변동분과 EU국가 여부, 대국 여부, GDP, 인구와의 상관관계 

및 동시적 인과관계 분석(DA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산물수출계수의 국별 

변동은 EU국가 여부와 대국 여부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자본과 농지면

적 계수의 국별 변동은 어떠한 국가별 특성과의 동시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

았다. 이 결과 또한 국내외 수요요인이 선진국의 농업부문 성장에 중요하다는 사

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EU 국가 여부는 인접하고 개방된 

해외수요의 존재를 의미하며, 대국 여부는 국내수요의 크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종합하면 세 가지 측면의 학술적 기여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세 가

지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출과 농업부문 

성장과의 관계를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에 기초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

다. 둘째, 농업부문의 성장 관련 연구는 보통 개발도상국의 거시적 경제성장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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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는 농업부문성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전통적 농업경제학 관점인 공급관점이 아닌 수요관점에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세 가지 측면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요인(국내외 수요)에도 초점을 맞추어 정

책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및 경

제성장 정체로 인한 국내 농산물수요정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서 해외수요 창출은 우리나라 농업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 예상된다. 그

러나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은 일반적인 국가(대륙 국가)들과는 달라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문제로 인하여 유

라시아 대륙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섬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해상운송에 특화된 형태의 정책지원이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운송(철도)의 경우는 각 거점별로 농산물이 수집되어 바

로 철도를 통해 수출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는 각 항구로 농산물이 수집

되어 배에 선적되는 과정과 시간이 철도와 같은 육상운송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

리기 때문에 신선농산물의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상

운송을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통 및 통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디지

털기술 활용 확대 및 선도유지를 위한 산지에서 항만, 수출국 유통망까지의 농산

물수출인프라(콜드체인 구축 등) 개선이 중요하며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될 필

요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다층모형에서 도출된 농산물수출계수의 국별 변동이 EU 국가 여부, 그

리고 대국 여부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통해, 인접하고 개방된 해외시

장의 형성이 선진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국가들과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FTA를 체결

해 왔지만, 농산물 해외시장 확대에는 큰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국내 수입 증가를 우려하여 수입양허를 최소화한 협상전략 외에도 우리나라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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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모두 비관세장벽(검역, 통관, 식품안전 등)의 해소에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농식품시장의 개방수준은 일정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양허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많은 농산물에

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농업의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FTA 재협상, CPTPP와 RCEP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산물시장의 보호전략만이 아

니라 새로운 협상전략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특정 품목이 기체결 FTA에 의해 사실상 개방이 되어있다면, 타국과의 FTA에서 

해당 품목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수출하려는 농산물의 비

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본 연구의 시사점

자료: 저자 작성.

셋째, 선진국의 농업부문 성장에서 수요 측면의 영향력은 크고 공급 측면의 영

향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요중심의 농업정책이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공급 관련 정책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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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정책의 균형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Food Stamp와 같이 취

약계층에 대한 기초농산물 지원과 같은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Food Stamp의 바스켓이 수입이 제한적인 신선농산물 

위주로 구성된다면, 안정적인 국내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네덜란드와 OECD의 농업기술개발 전략은 우리나라가 참고하여 

수요와 공급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덜

란드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투입예산은 줄이고 성과는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공급부문(농업

기술)에 투입되는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 

측면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농업부문의 급격한 예산 증액 없이 지

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

에서 기존의 생산과잉을 유발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농업정

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농산물수출견인 농업부문성장 가설이 선진국 경제에서도 성립됨

을 밝혀냈지만, 새로운 측면의 농산물 수출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기존 국내연구

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기존의 국내연구를 기초로 유형화를 실

시하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수출지원사업의 평가,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문한필 외(2012)

는 수출지원사업이 신선농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한 부분을 검증하였고, 김경

필·허성윤(2014)의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의 효과로 가공식품 수출증대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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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농산물 수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문한필 외

(2012)는 수입국과의 거리 즉, 운송비용이 한국의 신선농산물 수출의 중요한 결

정요인임을 밝혀냈고, 조성주 외(2018)는 수출학습가설과 수출의 자기선택가설

에 대한 가설검증을 실시하여 수출의 자기선택 가설은 성립하고 수출학습가설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셋째,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에 관한 연구이다. 

이병훈 외(2014)는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FTA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정보제공 확대, 원산지 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고, 이상

현 외(2015)의 연구 또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

였다. 넷째, 농산물 수출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진현정·박기환(2014)의 연구

는 수출 감소는 국내농산물의 국내반입량의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상현 외(2016)는 농산물 수출의 경제파급효

과(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효과 등)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박기환 외(2017)는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이 수출, 국내 가격지지, 생산기반 유

지, 농업생산액, 국민경제·일자리 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농산물 수출시장 여건에 관한 연구이다. 김경필 외(2017)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

출이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장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조사를 베트남과 UAE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

기존의 국내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가장 기저가 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농산물 수출의 의사결정과정

을 생각하면, 기존의 국내선행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농산물 수출 관련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3> 참조). 농가나 수출기업들은 우선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품목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농가나 수출기업

들은 본인들이 생산 혹은 취급하는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국가에 수출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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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그림 6-2>와 같은 기본적인 농산물 수출 의사결정과

정보다는 FTA 체결로 유발된 정책에 대한 평가나 개별농가 및 기업들의 수출의

사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 의사결

정과정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진행할 필요

성이 있다.

그림 6-2  농산물 수출 관련 기존 국내연구 유형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3  농산물 수출 의사결정 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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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나라 농산물수출견인 농업성장 가설 검정

농산물수출견인 농업부문 성장 가설이 우리나라에서 성립하는지에 대한 개별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농산물수출견인 농업부문

성장 가설이 전반적으로는 성립된다 하더라도, 개별국가에서 성립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부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분류

하여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농업 세부부문별로 수출이 농업부문 성

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부문별 분석결과를 활용하

여 농산물 수출이 농업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업 세부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관련 정책을 집중한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식품부문 수출(국내 농산물 가공부분)이 우리나라 농

업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산업

연관표(세세분류)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이 식품분야에 포함되어서 

수출되는 부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2.2. 우리나라 농업부문 통상전략에 관한 연구

농산물의 경우 양허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국

이 매력적인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어

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 통상정책은 최대한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통상전

략은 부재했다. 하지만 연달아 체결된 양자 혹은 다자간 FTA로 인해 사실상 우리

나라 농업부문 개방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통상정책의 방향이 수정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통상전략을 수세적인 입장이 아닌 공세

적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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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격적 통상전략을 통해 농업부문 수출을 이룩한 국가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외 사례연구의 경우 전체 농업정책, 특히 일본, 네덜란드, EU에 편중되어 이루

어져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초점이 통상정책이 아니라 농업정책 자체에 있었다. 

그러므로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의 통상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

라 농업부문 통상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 필요한 과제라

고 생각된다.

또한, 공격적 통상전략을 농업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시장의 추

가개방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격적 통상전략을 추구하면서 국내시장

의 추가개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시장의 추가개방 및 피해를 우려하여, 소극적 통상전략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개방 및 피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상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3.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경쟁력에 관한 연구

FTA로 인한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보다는 민감한 품목

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연구의 방향이 국내 민감 농

산물에 대응하는 상대국의 농산물 국제 경쟁력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품목별 국제경쟁력을 파악하여 제시할 필

요성이 있다. 하지만 농산물 국제경쟁력 파악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현

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는 우리나라 농산

물의 품목별 국제경쟁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RCA는 특정 국가 내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전 세계의 同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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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되고 이 수치가 1 이상일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우선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품목(특히, 신선농산물) 중 수

출비중이 높은 품목이 드물기 때문에 RCA 기준으로 수출가능품목을 선별할 경

우 수출가능 농산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농산물 

수출구조에서 RCA 지수가 일정 수준에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RCA 지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는 국내 농산물의 수출가능성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RCA 지수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미

래 수출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적 방법이 요구된다.

그림 6-4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경쟁력 지수로서 RCA 활용의 문제점

자료: 저자 작성.

만약 국내 농산물 RCA 지수에 대한 상대비교만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국내 농

산물의 RCA 지수가 1보다 작을 가능성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내농산물의 수출비중이 작기 때문에 RCA 지수가 편

향될 가능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RCA 지수가 편향되어 있

다면 RCA 지수의 상대비교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제점인 성장가

능성을 고려한 수출경쟁력 지수 도출의 어려움 또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전략 

수립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선 RCA 지수의 편향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RCA 지수의 

분포를 고려한 지수화(Indexification)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

별 RCA 지수의 분포를 도출하여,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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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CDF)에서 해당 RCA가 위치를 파악하여 지수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수의 편향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여, 품목별 RCA 순위를 도출하는 데 유익할 것

으로 예상된다. R package의 ‘fitdistrplus’ 모듈을 사용하여 RCA 지수의 최적

분포를 탐색하여, 최적분포의 모수(Parameter) 값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CDF

를 찾아내면 RCA를 분포에 따라 다시 지수화할 수 있다.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수출경쟁력 지수는 RCA 지수 이외에 보조적인 지수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수는 

가격지수와 물가지수를 고려한 가격지수이다. 가격지수는 품목별 주요 수출국의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을 비교하여 품질을 계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지수를 

고려한 가격지수는 생산성의 대위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을 품목별로 계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

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생산비 수준 대비 가격 지수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대변

할 수 있을 것이다.

2.4.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대상국 선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과채류 중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에 

집중된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Moon et al. 2019). 이 경우, 외생적 충격에 의

해 국내 파프리카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시장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

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편이다. 이는 일본에 대한 극심한 파프리카 수출편

향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프리카의 수출편향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가능 대상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의 부재라고 추

론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출편향문제는 파프리카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

라 농업부문(특히 신선농산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다. 농산물 수출편

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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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자원 및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출 다변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 시도하는 것보다는 수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다변화를 위한 수출국 우선순위 도출기준은 <그림 6-5>

와 같다. 우선 수입국의 보호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출국의 보호수준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그리고 FTA 체결유무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국의 

시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입국의 시장성을 계측할 수 있는 요소로는 인구와 

소득수준 등이 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이기 때문에 지리적 근접성도 중요하다

고 판단하여, 시장성을 계측하는 한 요소로서 제시하였다. 수출국 우선순위를 매

기기 위해서는 앞의 RCA 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수화가 필요하다. 수출국 

우선순위를 탐색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요인들 또한 편향 현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적분포를 찾아 CDF를 통해 지수화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5  농산물 수출 다변화를 위한 수출국 우선순위 도출기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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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북방 및 신남방 관련 연구

최근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의 수출 가

능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은 대부분 개도

국 지역으로 평균적인 국민 소득은 낮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도를 고

려하였을 때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고품질·고가격 농산물의 소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진국의 주요 도시별 고품질·고가격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파악하

고 수출 유통망 및 운송비용을 고려한 수출 가능 지역을 파악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6. 연구의 한계 및 그 외 연구과제

본 보고서는 농업의 해외수요와 농업부문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내생적 요

인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지 않았다. 농업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내생적 요인

은 Romer(1994)가 제시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Model)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혁신(Innovation),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 유출 

효과(Spillover Effect)  등의 내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내생적 성장

이론을 농업부문에 접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농업부문 실증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농업성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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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의 지역 

유형화와 농촌계획과제

한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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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큰 흐름 속에서 농촌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귀촌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촌 인구수의 증

가를 근거로, 농촌은 다양한 형태의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점차 그 가치를 더

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깨끗한 농촌 환경, 느리고 여유로운 삶, 농촌의 다원적 가

치와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발보다는 조화와 보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농촌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

해 농촌은 인구감소와 활력저하에 직면할 것이라 전망되기도 한다. 농촌의 총인구

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차로 인해 많은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내 교육·의료·보육 등 기

본 정주여건 약화, 서비스 질 저하, 소비력 감소 등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젊은 층

을 유출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평

가는 농촌 내 지역별·연령별 인구구조의 불균일한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농촌 내 인구구조의 불균일한 변화는 농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

려움을 가중시킨다. 일부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면서 신규택지 건설과 난

개발에 대응해야 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의 심화에 따

라 지역의 저개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 인구구조

의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이나 공간의 수요가 바뀌고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기존 시설이나 공간의 이용수요 재편 등 지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들은 각 

연령별 인구의 증감 즉 인구구조의 종적 변화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

조의 종적 변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의 시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인구·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는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 Ⅰ은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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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으로, 4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0~14세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유형 Ⅱ는 도시와의 접근성은 양호하고 인구규모도 크지만 중심

지 기능은 미흡하고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40대 이상 연령은 순 

유입되는 데 반해 20~30대 인구는 유출되고 있다. 유형 Ⅲ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산간지역에 위치한 인구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이다. 유형 Ⅳ는 혁신도

시 혹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으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전 연령에 걸쳐 인

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Ⅴ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주민의 고

령화 정도가 심한 지역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유형별로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야기되

는 현상들도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 유형별 이주 원인과 산업구

조 변화를 비교분석하였고, 유형별로 예상되는 지역 현안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저출산·고령화의 큰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가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

고 다른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대응방안도 장기적

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영향, 지역발전비전, 공간계획 등을 포괄하

는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읍면별 인구구조 변화를 유형화하

고 유형별 인구구조 변화의 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

였다. 전국적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각 유형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유형별 

맞춤형 대응방안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연구 결과는 농촌의 맞춤

형 정책개발과 모니터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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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큰 흐름 속에서 농촌의 미래에 대

한 상반된 평가가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귀촌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촌 인구수의 

증가를 근거로, 농촌은 다양한 형태의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점차 그 가치를 

더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농촌(읍면 소재)인구는 2005년 821만 명(전체 

17.4%)에서 2015년 898만 명(18.1%)으로 증가하였고, 이 기간 도시(동 단위 지

역)에서 농촌(읍면 단위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수는 2005년 75만 명에서 

2015년 81만 명으로 8.1%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이주자가 동일한 기

간 동안 3.3% 감소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8.2% 감소했다는 점

을 고려하면, 농촌으로의 이주는 전반적인 이주 흐름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농촌으로의 이주 흐름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도농교류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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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되면서 깨끗한 농촌 환경, 느리고 여유로운 삶,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농촌은 새로운 가치와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발보다는 조화와 보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9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

어들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에서 농촌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결국 농촌

의 인구감소와 활력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농촌의 총인구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저

출산·고령화는 사회발전과정에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트렌드의 확장,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사망률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농촌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5년 19.3%에서 2015년 21.4%로 증가

하였고, 초고령 사회에 달한 읍면의 경우도 2005년 1,043개소(전체 읍면 중 

74.3%)에서 2015년 1,182개소(전체 읍면 중 84%)로 증가하였다. 인구 과소 마

을(가구 20호 미만 마을)은 2005년 2,048개소에서 2015년 1,270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향후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상당수 농촌 마을의 인구 과소화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가 없

는 면이 24개,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은 412개, 응급 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10개 등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4).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 자원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

고 있다.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주민 공동체 활동이 약화되고 있으며, 과소화 

마을일수록 공동체 활동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령화

와 인구감소로 장래 상당수의 농촌 마을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며, 마을 단위의 자생력이 약화되어 상당수 면 단위에서도 자족적인 발전

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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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내 교육·의료·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 약화, 서비스의 질 저하, 소비력 감소 등이 발생한다. 이는 다시 젊

은 층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인구감소와 지

역 내 경제활동의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의 악화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

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농촌의 미래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농촌지역 내 인구구조의 불균일

한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읍부의 인구가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0%에서 2015년 9.0%로 증가하였지만, 면부의 경우 그 비중이 9.5%

에서 9.1%로 감소하였다<표 1-1>. 인구 증가율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2005년에

서 2015년 사이에 5.7% 증가할 때, 읍부 인구는 19.4% 증가한 반면 면부 인구는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표 1-1>. 특히 농촌 내 경제활동과 관련된 인구의 편차

는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5~2015년 동안 7.5%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가 읍부에서는 24.0% 증가한 반면 면부에

서는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읍부

의 경우 67.0%에서 69.5%로 2.5% 증가한 반면, 면부는 61.5%에서 62.6%로 

1.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읍부의 경우 

12.4%에서 14.8%로 2.4% 증가할 때, 면부는 25.2%에서 28.0%로 2.8% 증가하

였다.

표 1-1  읍면동별 인구비중 변화, 2005~2015

구분 인구비율(2000) 인구비율(2015) 인구 증감률(%)

전국 100 100 5.7

읍부 8.0 9.0 19.4

면부 9.5 9.1 1.2

동부 82.6 82.0 4.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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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내 불균일한 양적·질적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

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기존의 지역개발계획들은 인구의 총량을 기준으로 지속

적인 인구성장을 전제로 계획의 목표를 과대추정하고, 지역 간 인구구조의 차이

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 체계로는 다양

하게 분화하는 농촌에 맞는 세밀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계획은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

의 목표와 실현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개발 연구

들은 먼저 농촌 인구구조 변화 패턴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 분석을 통해 인

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인구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시점에서 인구구조의 특성

을 분석하기 때문에, 농촌 내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 지역의 인구구조를 비교분석하

여(횡적 단면), 인구구조에 따른 지역 현안 분석, 개발수요 계산, 관련 정책(노인

의료비와 돌봄 대책 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횡적 단면 분

석방법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를 확인하고 지역별 저출산·

고령화 정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하지만 농촌의 고령인구 비중이 커

진 상황에서(면부 고령인구 비율 28.8%) 기존의 인구구조의 횡적 단면 연구는 현

재 농촌의 인구구조와 관련 대응방안이 서로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구조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일부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우

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기본적인 행정 단위인 읍·면 차원에

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

렵다.

저출산·고령화의 메가트렌드하에서도 지역의 시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종

적 변화)는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기존 시설이나 공간의 이용수요 재편 

등 지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들은 각 연령별 인구의 증감, 즉 인구구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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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에 기인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종적 변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의 

시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종적변화)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로 예상되는 현안

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농촌 인구구조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

구수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고령화가 심해지고 인구수도 줄어들면

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이나 공간의 수요는 바뀔 것이고 산업구조 역시 재조직될 것이다. 

농촌은 더 이상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 경로를 가지는 복잡한 공간이

다. 복잡한 농촌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연령별 인구자료를 이용하

여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구이동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사람들은 직업, 

주택,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인구구조는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출된 인구구조 변화 유형을 이용하여, 유형

별 인구구조 특성과 인구이동 원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구

조 변화와 이주 원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유형별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 유형과 이주 원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결

과를 토대로 농촌의 장기적인 농촌계획과제의 목표와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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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인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구조는 일

반적으로 인구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포를 의미하는데(이희연 2005), 본 연

구에서는 인구구조를 5세별 인구 분포로 정의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의 특

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인구의 이동, 인구이동의 원인, 산업분류별 산업체 수 

자료를 이용한다. 인구의 이동과 이동 원인 자료는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

료를 사용하였고, 산업체 수 자료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의 시간적 범

위는 2005~2015년이다.  농촌지역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특성비교에 사용되는 

자료 역시 2005년과 2015년이다. 다만 산업분류별 산업체 수 자료는 2006년과 

2015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는 2006년부터 9차 개정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산업분류변환에 따른 오차를 줄이

기 위해, 2006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3,4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인구구조 변화의 

농촌으로 한정하여 1,402개 읍면(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2005~2015년 

사이에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분할/합병된 행정구역은 분할 전/합병 이후 행정구

역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읍면동 구분은 2015년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만약 2005년에는 읍지역이지만 2015년에는 동으로 바뀐 지역의 경우 2015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지역으로 계산하였고, 2005년에는 면이었지만 2015년

에는 읍으로 바뀐 지역은 읍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하여, 연구방향과 분석결과에 대해 조사한다. 그리

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들을 조사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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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 공통점과 차별점에 대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

라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에 대한 간단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어

지는 제4장에서는 인구구조의 종적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구유형을 구분하

여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유형별 특성은 유형별 연령대별 인구비율, 연령

대별 인구 이동량, 연령대별 인구이동 원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포함한다. 제5장

에서는 제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 유형별 지역현안과 대응 농

촌계획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 인구구조 종적 변화 유형구분 및 특성분석, 인

구이동 원인 분석, 산업구조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문헌조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고,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지역 여건 변화를 검색하여 지역의 변

화자료를 보완하였다. 

인구구조의 종적 변화 유형분류 및 특성분석은 인구구조 종적 변화량을 이용하

여 지역 간 인구구조의 종적 변화 유사도를 계산한다. 인구구조 변화량은 시간에 

따른 각 연령 단위의 인구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군집분석방법을 이

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유사한 지역들을 묶어서 지역들을 유형화하였다. 

인구구조 특성 및 변화유형은 유형에 속하는 지역들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연령별 인구 이동량 및 이동 원인은 KOSIS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 원인을 분석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지와 전출

지 그리고 이주 원인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의 유출지와 유입지, 유출 원

인과 유입 원인을 연령별로 분석할 수 있다. 이주 원인은 직업, 가족, 주택 등 7가

지 원인을 선택할 수 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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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변화는 2006년과 2015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계산한다. 2006년부터 제9차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오류를 줄이기 위해 2005년이 아닌 2006년 자료를 이용하

였다.

유형별 인구구조, 인구구조 변화, 이주량, 이주 원인, 산업구조 변화 자료와 유

형별 대표 지역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유형별 현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농촌계획과제를 제안한다. 

표 1-2  이주 원인 종류 및 내용

전입사유 상 세 내 용

직업
취업, 구직과 관련하여 이사한 경우, 직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사한 경우, 사업 때문에 이

사한 경우 등

가족
결혼, 이혼, 별거, 사별로 이사한 경우,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우,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

주택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전세, 월세 등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주택규모 변경, 

집세 때문에 이사한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교육 진학, 학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한 경우

주거환경

(교통)

지하철역 근처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문화/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

으로 이사한 경우 등

자연환경

(건강)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요양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더 나은 주거환경(신선한 공기, 오염지역 

탈피)을 위해 이사한 경우, 전원생활을 위해 이사한 경우

기타 위에 열거한 요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보완.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 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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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 정책 조사2

1. 선행연구 검토

인구구조를 고려한 지역개발연구들이 기존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점

은 기존 정책이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전제로 지역의 개발수요를 과대추정을 하

고, 지역 간 인구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그 계획에 의

거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

전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

려할 때,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삼식 외

(2015)는 인구추계를 이용하여 미래의 생산가능인구와 인구 고령화 정도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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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또

한 정책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정책의 

현황 및 한계들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지원에 있어서 중산층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영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양육 친화적 기반시설의 확대

를 제안하였다. 

정경희 외(2015)는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인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후대비상태, 건강상태, 소득, 사회참여활

동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노인 욕구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공적 노

인복지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

인부양을 위한 재정규모가 급증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상향

하여 노인복지재정의 고갈을 지연시키고,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 정책의 선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삼식(2016)의 연구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수립배경과 의의 그리고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가정의 정책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적용받는 혜택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정책들을 체계적·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요를 위해 생애 주기적 접근 실천을 강조하였다.

1.2. 낙후지역 관련 연구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산업생산력과 소비력 감소는 지역의 경제 쇠퇴를 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와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지역의 낙후도와 연

관된다. 채성주 외(2014)는 충청북도 기초자방자치단체를 낙후도에 따라 유형화

하였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은 발전지역, 발전정체지역, 발전도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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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쇠퇴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변필성 외(2014)는 인구과소지역에 제공되는 공공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연

구하였다. 인구과소지역을 기존의 인구규모 중심에서 인구의 변화와 고령화까지 

감안한 개념으로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했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과소지역은 “심

각한 인구감소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하거나, 또는 노년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상승하거나 청년층(20~30대) 인구 비율이 낮고 저하되

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연구 결과,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공

급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기초

서비스 공공시설의 기능보강과 다른 용도로 활용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저이용·

미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인희(2008)의 경우 중소도시(인구 50만 명 이하)의 노령화지수, 순인구이동

률, 사업체종사자 등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도시의 쇠퇴 실태를 분

석하고 유형화하였다. 고령화지표와 중소도시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역

별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과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소영 외(2012)의 연구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의 쇠퇴 정도

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재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처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재생사업 시행 추진을 위한 균특법 개정

과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쇠퇴지역 재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지역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1.3.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연구

이 연구들은 지자체별 인구변화의 유형과 변화 원인을 분석하거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 사용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현정(2019)의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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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대별 인구증감률, 비중변화, 비율, 전입량과 전출량, 출산력, 소비력을 이

용하여 시군구를 5개 군집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박세훈 외(2012)는 인구구조변동에 의한 공간구조의 재편현상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간 단위를 대도시권, 지역중심도시, 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

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국토정책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재조정될 필

요가 있으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특히 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격차 해소

가, 지역중심도시에서는 중심성 강화를 위한 도심기능 강화 및 주변 도시와의 네

트워크 확대가, 그리고 소도시·농촌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필

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순은(2016)의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추계와 성·연령대별 인구구

조분석을 통해 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는 지역 중심지 또는 서비스 집중도시의 개발을 위한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에서는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고령자 사회경제적 참

여 확대, 청년층의 지방 유인 전략,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 등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제현정·이희연(2017)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령층별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하

고, 인구변화와 인구구조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이후 유형별 인

구구조 변화 특성을 비교하고, 유형별 여건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

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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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관련 정책 조사

2.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정부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현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 3차 기본계획은 ‘브릿지플랜 2020’으로 불

리는데,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이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

전하는 사회 구현”이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 합

계 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45년까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저출산 대책은 보육, 임신, 출산 지원을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고,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혼, 비혼, 

경력단절 완화와 맞벌이 가정의 출산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표 2-1>.

고령사회 대책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이루어, 노인 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30년 이후 3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

령사회 대책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여성 고령자와 외국인력 활용, 고령친화경

제활성화 등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측면의 대응을 정책

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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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내용

분야 2016~2020 2021~2025 2026~2030

일·가정

양립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 

15%

중소기업 비정규직 제도 이용 

격차 완화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 

20%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제도화 

추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 

25%

중소기업 비정규직 격차해소

청년고용 청년고용률 48% 청년고용률 55% 청년고용률 60%

보육·돌봄

맞춤형 보육 전환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비

율 37%

초등 돌봄 질 제고 및 확충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비

율 45%

민간 아이돌봄 등록 관리제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비

율 45% 

믿을 수 있는 민간 아이돌봄 서

비스 시장 형성

사교육 부담

자유학기제, NCS 정착

총 사교육비 규모 17조 원 

(매년 2천억 원 감축)

자유학기제, NCS 보편화 능력중심 사회 전환

임신·출산

지원

임신 출산 의료비 본인부담 

해소, 난임지원 보편화

고위험 임산부, 난임지원 국가

책임 지원

임신, 출산의료비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 추진

포용적

가족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검토

포용적 가족관 확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포용적 가족관 정착

노후소득
국민연금 수급자 489만 명

주택연금 14.1만 건

국민연금 수급자 629만 명

주택연금 33.7만 건

국민연금 수급자 780만 명

주택연금 50만 건 이상

고령자

 건강

포괄간호서비스 병원급 의료기

관 전체 확대

호스피스 활성화

요양병원 간병부담 경감방안 

마련

치매 전문치료 시설 확대

호스피스 보편화

고령자

사회참여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20%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25%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30%

여성고용 여성고용률 62% 여성고용률 64% 여성고용률 67%

외국인력

활용

외국인 사회통합 강화

해외우수인력 확보 이민정책 

마련

이민정책 추진체계 강화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이민정책 확립

실버 경제

육성

고령친화산업육성체계 확립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구축

유망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전 산업 분야의 유니버설 디자

인 적용 활성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수출 산업 

전환

고령친화산업 비중 20%대

다운사이징

대비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대학구조개혁 추진

농촌 활성화

대학 등 고등교육 인프라의 지

역평생학습 지원 강화

농촌유입인구 확대 대책 본격화

전환, 대체복무제도 개선

자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보도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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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농·귀촌 지원정책

정부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시작으로,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귀농·귀촌종합센터

를 설치하고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귀

농·귀촌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교육, 농지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비전으로 3대 목표, 5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

를 제시하였다. 

3대 목표는 (1) 5년간 청년(39세 이하) 귀농창업 1만 가구 육성, (2)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까지 향상, (3)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으로 농촌 활력 증대이다. 5대 추진전략과 17개 추진과제는 <표 2-2>와 같다.

표 2-2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전략 및 과제

5대 추진 전략 17개 추진 과제

전략 1:

청년층의 농업창업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6차 산업 창업 지원

전략 2: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관심 계층별 타깃팅 교육 강화

온라인 교육 확대

전략 3:

일자리, 주거 등 정착지원 강화

지역일자리 연계 지원

귀촌인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귀농 초기 현장실습 확대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

소규모 저비용 임대주택 조성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

전략 4:

귀농·귀촌 저변 확대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개선

대학생-농촌마을 교류 확대

전략 5: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지역주민과 융화지원 강화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 운영

지자체 현장 중간지원조직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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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괄보조금제도와 낙후지역발전 정책

낙후지역발전사업은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시·도 자율편

성사업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 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시·군·구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반구축사업과 생활권

사업으로 구분된다. 생활권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일반농산어촌지역(농식품

부),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부), 성장촉진지역(국토부), 특수상황지역(행자부) 

등으로 구분되어 사업을 지원받는다. 인구가 적고 낙후된 성장촉진지역과 도서 

접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건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 차등

지원을 받는다.

2.4. 생활서비스공급 정책

정부는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

책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책달성을 판단할 수 있

도록 서비스 수혜자인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구체적 목표를 함께 제시

하였다<표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어

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서비스 기준은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

행되고 있다. 향후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달성 정도를 함

께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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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농어촌서비스 기준(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2019년
기준치 

(%)

진료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

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평생교육 읍면 평생교육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서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

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50

하수도 농어촌 어디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 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소방출동 화재발생 신고접수 호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자료: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2015~2019).

2.5.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대응정책은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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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시책은 보건복지부, 교육

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보조받는 공통사업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

는 자체사업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2016년을 기준으로 공통사업 중에서 약 

44.3%, 자체사업의 약 69.4%는 임신·출산·보건·양육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

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 의료비 및 축하비 지원, 기저귀·분유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의 사업이다(박진경·김상민 2017).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정책보다 저출산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내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정책이 더욱 우선순위 정책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임신·출산·보건·양육지원정책만으로는 지역인구 증가효과가 미

미하다. 게다가 유사한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의 인구구조 분석이 특정 연령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지푯값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를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인구감소·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관리하기 위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제도

가 도입되었다. 낙후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고 보조율

을 상향하는 등 낙후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하고는 있다. 하

지만 정작 사업내용 측면에서 이전에 하던 소도읍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신활

력사업 등의 기존 낙후지역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사실상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작 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 유입실적은 저

조하였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통한 인구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서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건설과 생활환경 및 의료, 복지, 교육 등 소프트웨어 운

영이 동시에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인 하드웨어 건설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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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지역개발의 효과를 실감하기 어렵고, 최종 수혜자인 주민의 행복이나 삶

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가 미흡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양

육지원정책과 지역개발정책과 같은 공간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이 수립되는 정부부처 중심의 대

응방안이 아니라, 지자체가 권역 내 특정지역의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합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종합적이고 지역 맞춤형 공간정책이 필요하다.





제3장 

인구구조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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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분석3

1. 연령대별 인구현황 및 변화

2005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704만 명에서 2015년 4,971만 명으로 

5.67% 증가하였다. 주요 연령집단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유소년인구

(0~14세)는 8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1%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369만 명으로 71.6%를,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37만 명으로 9.3%를 차지

하고 있었다. 이 인구는 2015년 유소년인구 691만 명(13.9%), 생산가능인구 

3,623만 명(72.9%), 고령인구 657만 명(13.2%)으로 변하였다. 저출산의 영향

으로 유소년인구 비율은 5.2% 감소하였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3.9% 증가하였다. 동일 기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증가는 1.3%에 그쳐 고령인

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증가했다<표 3-1>.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인

구비율은 2005년 42.3%에서 2015년 38.0%로 4.28% 감소하였고, 은퇴를 앞

둔 50~64세 인구비율은 2005년 14.9%에서 2015년 21.7%로 6.7%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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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 인구지표 변화, 2005~2015

유소년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고령인구비율

2005 2015 증감 2005 2015 증감 2005 2015 증감

전국 19.10 13.90 -5.21 71.62 72.89 1.27 9.28 13.22 3.94

농촌 16.68 12.53 -4.15 63.98 66.04 2.07 19.34 21.43 2.08

   -읍부 20.64 15.73 -4.91 66.95 69.51 2.56 12.41 14.76 2.35

   -면부 13.36 9.37 -3.99 61.48 62.61 1.13 25.15 28.02 2.86

주 1) 유소년인구비율 = 0~14세 인구수/총인구수x100

2) 생산가능인구비율 = 15~64세 인구수/총인구수x100

3) 고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총인구수x100

자료:  KOSIS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청장년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 집단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유소년층과 고령층을 부양하는 형태인데,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보다 고령층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집단의 부담이 증

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유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도 점차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령대별 인구분포(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그림 

3-1>.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연령대는 40~44세이

다. 총인구 4,704만 명 중 411만 명(8.76%)이 40~44세 연령집단에 속해 있다. 

반면 가장 작은 인구집단은 23만 명(0.50%)인 85세 이상이었다. 2015년 인구구

조는 전반적으로 2005년 인구구조를 10년 수평 이동한 형태를 띤다<그림 3-1, 

3-2>.

하지만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는 다른 양상을 가진다. 읍부의 최대인구 연령은 

2005년 35~39세(8.87%), 2015년 40~44세(8.57%) 10년의 기간 동안 최대인

구 연령은 5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면부의 경우 최대인구 연령이 2005년 65~69

세(8.74%)에서 2015년 55~59세(9.48%)로 10년 감소했다. 면부의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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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세(65~69세 인구의 10년 후 연령) 인구비율은 6.69%에 그쳤고, 2005년 

45~49세(55~59세 인구의 10년 전 연령)는 7.4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5~2015년에 3.94% 증가할 때, 읍부는 2.35%, 면

부는 2.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3-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2005~2015

자료:  KOSIS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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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별 인구이동 변화

농촌 인구수 변화의 지역별 차이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라는 우리나라의 큰 

인구구조 변화 흐름 속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뚜렷한 인구이동에 따라 농촌의 인

구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연령대별 출생률과 사망률의 지역편차

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인구이동은 지역 간 인구구조 변화를 유발하는 유일한 요

인이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총 1,100만 명이 이주하여 전체 인구 중 23.4%가 이주

하였다. 이 비중은 다소 줄어들어 2015년에는 총 1,063만 명(21.4%)이 이주하

였다.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귀촌)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향도)이다. 귀촌 이주자 수는 2005년 75만 명

(전체 이주자 중 6.8%)에서 201년 81만 명(7.6%)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향도 이

주자 수는 2005년 79만 명(7.2%)에서 2015년 73만 명(6.9%)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2005년 45천 명 규모이던 농촌 순 유출 인구규모는 2015년 80천 명 순 

유입으로 전환되었다.1)

2005년과 2015년 연령대별 이주자료에 따르면<표 3-2, 3-3>, 2005년 순 이

동량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20~24세였다. 이 연령대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하는 인구는 9만 4,905명인 데 반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7만 

693명이다(순 유출량 2만 4,212명). 하지만 2015년에는 이 숫자가 급격히 감소

하여 이 연령대에서 향도인구는 7만 3,252명, 귀촌인구는 6만 8,630명으로 순 

유출량은 4,972명에 불과하였다. 순 유입량이 가장 큰 연령은 2005년에는 

45~49세로 9,216명이 농촌으로 순 유입되었고 이 숫자는 2015년에 더욱 증가

하여 1만 729명이 순 유입되었다. 하지만 2015년 최대 순 유입을 보이는 연령은 

1)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전체 이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7.96%에서 2015년 

8.68%로 증가하였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비율은 2005년 78.02%에서 2015년 76.87%

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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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세로, 2005년 5,613명 순 유입에서 2015년 1만 8,055명으로 증가하

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20~24세 인구규모가 감소한 결과 이 연령대에 농촌에서 도

시로 유출되는 인구규모가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5~59세 연

령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주택을 확장해야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은퇴를 시

작하는 연령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에서 인근 농촌지역으로 보다 넓거나 저렴

한 주택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과 도시에서 은퇴 이후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

려는 귀농·귀촌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3-2  연령대별 이주 패턴, 2005

연령구분 농촌→농촌 농촌→도시 도시→농촌 도시→도시

0~4세 68,242 53,122 49,518 576,498 

5~9세 87,144 56,100 46,011 687,448 

10~14세 66,571 43,546 37,216 610,659 

15~19세 43,719 35,272 36,317 462,407 

20~24세 59,478 94,905 70,693 692,394 

25~29세 83,947 119,819 101,210 1,022,922 

30~34세 97,234 94,561 88,638 1,113,587 

35~39세 89,128 71,650 68,774 907,044 

40~44세 72,971 55,033 59,548 739,447 

45~49세 55,230 41,734 50,950 569,447 

50~54세 35,726 27,164 35,066 345,619 

55~59세 27,410 21,874 27,487 241,496 

60~64세 25,656 21,167 23,844 201,342 

65~69세 23,164 19,810 19,721 160,303 

70~74세 17,088 15,473 14,192 111,239 

75~79세 11,319 11,003 9,424 72,422 

80~84세 7,080 6,947 5,791 41,445 

85세 이상 4,408 4,136 3,681 23,661 

계 875,515 793,316 748,081 8,579,380 

자료: KOSIS 국내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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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인구이동에서 2005~2015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연령층은 

25~29세이다. 2005년 향도 인구에서 25~2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였으나 이 비율은 2015년 11.7%로 3.4% 줄어들었다. 귀촌인구에서도 이 

연령층의 비율은 13.5%(2005년)에서 10.0%(2015년)로 3.5%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50~54세, 55~59세 연령층의 이주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0~54세 연령이 향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4%에서 2015년 

6.2%로 2.8% 증가하였고, 귀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7%에서 2015년 

7.6%로 2.9% 증가하였다. 

표 3-3  연령대별 이주 패턴, 2015

연령구분 농촌→농촌 농촌→도시 도시→농촌 도시→도시

0~4세 60,509 40,007 42,834 494,537 

5~9세 65,590 32,239 32,532 447,210 

10~14세 53,202 27,197 27,364 397,241 

15~19세 52,479 41,691 45,677 468,491 

20~24세 54,733 73,252 68,280 625,376 

25~29세 63,523 85,116 80,630 761,100 

30~34세 86,453 85,861 91,157 954,370 

35~39세 85,260 65,695 71,361 807,950 

40~44세 84,709 58,437 64,783 752,589 

45~49세 73,578 49,658 60,387 637,324 

50~54세 67,352 44,775 61,595 540,911 

55~59세 56,925 38,792 56,847 436,368 

60~64세 37,771 26,556 38,601 282,710 

65~69세 25,566 17,514 23,814 195,572 

70~74세 20,224 13,582 16,322 149,712 

75~79세 15,793 11,351 11,825 107,360 

80~84세 10,472 8,697 7,893 66,638 

85세 이상 8,525 7,457 6,603 48,989 

계 922,664 727,877 808,505 8,174,448 

자료: KOSIS 국내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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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와 70~74세 연령층은 이주지 측면에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농촌

에서 도시로 이주(향도)하는 65~69세 연령층 비율은 2005~2015년 기간에 

0.09% 감소하고 70~74세 연령층은 0.08%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도시에서 농

촌으로 이주(귀촌)하는 65~69세 연령층 비율은 0.31%, 70~74세 연령층은 

0.12% 증가하였다. 해당 연령 인구규모의 변화율을 뛰어넘는 이동 비율의 변화

는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주제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존 인구구조와 연령대별 선택적인 인구이동에 영향 받는

다. 동일한 시·군 내 지역일지라도 각 읍·면의 경제규모, 서비스의 질, 삶의 질에 

따라 인구구조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를 가지

는 읍·면을 선별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은 농촌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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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4

1. 유형분류 방법 및 추출 결과

본 연구는 인구구조를 5세별 인구수의 분포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총인구수

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위해 시간에 따른 인구수의 

변화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는 각 연령층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시간에 따른 차이로 계산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읍·면 인구구조의 유사도

(거리)를 계산하였다.  지역 연령층의 인구수를 라고 하면, 이 지역의 인구구

조 변화량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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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는 벡터()로 표현되는데, 각 연령층의 변화량은 벡터의 요

소가 된다. 이후 인구구조 변화벡터 를 표준화하고, 서로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

를 가지는 읍·면들을 선별하여 유형화하였다. 지역 간 인구구조 변화의 유사도

(거리)는 두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벡터 사이에 있는 방향성 차이로 다음 식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cos 






⋅



이 방향성 차이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라고 불리며, -1에서 1 사

이의 값을 갖는다. 1은 두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일치하는 경우이고, -1은 두 

지역의 변화가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이다. <그림 4-1>은 1,402개 

읍면 간 유사도를 행렬로 표현한 그림이다. 다른 곳과 비교하여 진한 색을 가지는 

지역들은 서로 비슷한 인구구조 변화를 보이고 군집을 형성한다. 

그림 4-1  인구구조 변화 유사도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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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집분석을 이용

하였다. 군집분석은 변수 간 유사성을 측정하여 가까운 사례를 동질적 집단으로 

군집하는 방법으로, 변수를 제외하는 과정 없이 모든 변수가 동일한 비중으로 유

사성 평가에 사용된다. 군집분석방법은 계층적 군집법을 이용하였다. 계층적 군

집법은 유사도에 따라 가까운 개체를 묶어 나가는 방식인데, 군집의 개수 등 자료

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더라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군집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계산된 읍·면 간 인구구조 변화의 유사도로부터 유형을, 추출은 

STATA의 clustering analysis를 이용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1,400개 읍면은 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산출된 유형 내 읍·

면들의 속성들의 평균값과 지리적 공간분포를 통해 군집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

다<표 4-1>, <그림 4-2>. 유형 Ⅰ과 Ⅱ는 인구규모가 크고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유형 Ⅰ은 인구가 증가하는 데 반해 유형 Ⅱ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유형 Ⅲ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10~14세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고, 유형 Ⅳ는 도시 인근에 개발된 신도시, 

유형 Ⅴ는 인구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농업위주의 농촌지역으로 판단된다. 

표 4-1  인구구조 변화 유형별 특성 비교

유형  I 유형 Ⅱ 유형 Ⅲ 유형 Ⅳ 유형 Ⅴ

평균인구수(2005) 16,297 7,555 3,990 6,652 2,600 

평균인구수(2015) 18,888 7,455 4,040 11,701 2,406 

인구수변화율(%) 15.9 -1.3 1.3 75.9 -7.5 

최대인구증가 연령 55~59세 55~59세 55~59세 35~39세 75~79세

최대인구감소 연령 30~34세 10~14세 10~14세 20~24세 65~69세

행정구역 수

(읍/면)

173

(98/75)

291

(64/227)

237

(21/216)

118

(22/96)

583

(15/568)

인구증가 읍면 개수 94 75 93 71 97

인구감소 읍면 개수 79 216 144 47 48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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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구구조 변화 유형별 공간분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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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특성 분석

2.1. 유형 I 특성 분석

유형 Ⅰ은 1,402개 읍면 중 173개(12.3%)가 이에 속하며 98개 읍과 75개 면

으로 구성된다. 유형 중 가장 큰 인구규모를 가지는데, 평균 인구는 2005년 1만 

6,297명에서 2015년 1만 8,888명으로 15.9%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증가율이 5.7%임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인구성장률임을 알 수 있다. 공간적

으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영향으로, 대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활발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유형 Ⅰ으로 분류된 173개 읍면 중 94개 읍면에서 인구가 증

가하였고 79개 읍면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표 4-1>. 인구구조의 변화가 반드

시 읍면단위 인구 증감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30~34세 인구비중이 가장 컸고(9.3%), 2015년에는 40~44세 

(8.9%)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인구구조는 10년이라는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

운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동일한 기간에 0세부터 39세(15~19세 제외) 연령에서 

인구비중이 감소하였고, 40세 이상 인구비중은 증가하였다. 고령인구비율은 

11.4%(2005년)에서 14.1%(2015년)로 2.7% 증가하였고, 노년부양비는 3.1% 

(17.1%→20.2%), 고령화지수는 36.4(52.7→89.1) 증가하였다. 전형적인 저출

산·고령화 현상을 유형 Ⅰ은 보여주고 있다<그림 4-3>.

연령별 인구이동에 따르면<그림 4-4>, 2005년에는 30~34세 연령층이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고 2015년에는 35~39세가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다. 유출

량과 유입량에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2005년에는 25~34세, 40세 이상 연령

층에서 강한 순 유입을 보이고, 5~14세, 35~39세는 순 유출을 보였다. 이 경향

은 2015년에 변하는데, 5~14세 순 유출량이 감소하였고 35~39세의 순 유출이 

순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15년 가장 큰 순 유입은 50~59세에서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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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유형 Ⅰ 인구구조 변화와 공간적 분포,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연령별 인구이동 원인은 인구이동 패턴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

다. 2005년에는 유형 Ⅰ의 주요한 인구 순 유입 원인은 직업이었고 이 기조는 대

체로 유지되고 있지만, 2015년에는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주택에 의한 

순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은 순 유입을 보이는 연령이 50~59세 임을 감

안하면, 유형 Ⅰ의 인구증가 원인은 주택문제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20~34

세를 중심으로 2015년에는 가족 원인이 주요한 순 유입 원인으로 나타났다. 가족 

원인은 결혼, 이혼, 별거, 사별로 이사하는 경우,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

우가 포함되는데, 20~34세 결혼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 

인근 지역으로 도시민들이 이주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마지막

으로 15~19세 연령층의 이주 원인으로 교육 원인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 

원인은 전학, 학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이사한 경우를 의미

하는데, 읍·면 지역에 허용되는 농어촌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등 농촌지

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대입특혜전형을 노린 인구유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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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유형 Ⅰ 연령대별 인구이동 특성과 이주 원인 비교,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산업구조는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규모 확대로 관련 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음

식점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사업체 수가 큰 폭

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증가한 인구가 소비하는 물건의 운송을 위한 도로화물 운

송업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봉제의복 제조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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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유형 Ⅰ 산업(대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대분류)
사업체 수 LQ

2006 2015 2006 2015 
농업, 임업 및 어업 471 679 0.873 0.709 
광업 69 96 0.136 0.154 
제조업 23,286 41,815 0.852 0.825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115 192 0.920 0.77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45 1,149 0.803 0.769 
건설업 5,636 11,853 1.105 1.082 
도매 및 소매업 45,310 67,354 1.088 1.073 
운수 및 창고업 15,685 23,463 1.100 1.130 
숙박 및 음식점업 36,795 52,974 0.925 0.935 
정보통신업 568 985 0.713 0.868 
금융 및 보험업 1,792 2,160 1.013 1.028 
부동산업 4,120 6,459 1.233 1.1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07 4,845 1.366 1.365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1,741 3,423 1.301 1.18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12 1,161 0.627 0.605 
교육 서비스업 7,697 10,507 1.156 1.2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67 9,154 1.073 1.0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643 6,439 1.152 1.1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8,646 25,480 0.960 11.016 

자료: 저자 작성.

표 4-3  유형 Ⅰ 산업(소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소분류)
사업체 수

변화량
2006 2015 

음식점업 26,289 37,543 11,254 
도로 화물 운송업 8,403 13,667 5,264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828 5,424 3,596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7,481 10,575 3,094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664 4,554 2,89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6,187 9,009 2,822 
기타 전문 도매업 1,990 4,770 2,78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887 6,030 2,14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949 7,048 2,09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998 3,095 2,097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6,199 8,250 2,051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745 3,789 2,044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3,002 4,763 1,761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1,055 2,756 1,70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7,402 9,073 1,671 
보험업 446 376 -70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248 162 -86 
봉제의복 제조업 412 253 -159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87 486 -20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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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이용한 유형특성분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형 내 대표적인 2개 

지역의 현황과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사례지역은 지역의 인구수와 다른 지역들

과의 인구구조 종적 변화 유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유형 Ⅰ은 경기도 남

양주시 화도읍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이 선정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은 북한강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었는데, 

2000년대 중반 마석지구, 2013년 생태주거단지, 2015년 월산지구에 입주가 시

작되었다. 서울 잠실 생활권으로 분류되며, 서울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에서 인

구유입이 활발하다. 북한 강변을 따라 카페, 음식점 등이 다수 입지해 있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은 울산광역시의 신도시로 개발되었고, 울산시 생활권에 

포함된다. 범서읍 구영리, 천상리, 굴화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사례지역 조사결과는 유형 Ⅰ은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대도시로부터

의 인구유입이 주된 인구구조 변화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유형 Ⅱ 특성

유형 Ⅱ는 1,402개 읍면 중 291개(20.8%)가 이에 속하며 64개 읍과 227개 면

으로 구성된다. 유형 중 두 번째로 큰 인구규모를 가지는데, 평균 인구는 2005년 

7,555명에서 2015년 7,455명으로 1.3% 감소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지만 유형 Ⅰ로 분류된 지역 외곽에 위치해 있다. 즉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도시 생활권에는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형 Ⅱ로 분류된 291개 읍면 중 75개 읍면에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216

개 읍면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표 4-1>. 

2005년에는 45~49세 인구비중이 가장 컸고(8.3%), 2015년에는 55~59세 

(7.9%)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인구구조는 10년이라는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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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동일한 기간에 0세부터 49세 연령에서 인구비중이 감

소하였고, 50세 이상 인구비중은 증가하였다. 고령인구 비율은 17.2%(2005년)

에서 22.1%(2015년)로 4.9% 증가하였고, 노년부양비는 6.8%(26.0%→32.9%), 

고령화지수는 105.6(101.7→207.3) 증가하였다.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

이지만 유형 Ⅰ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다<그림 4-5>.

연령별 인구이동에 따르면<그림 4-6>, 2005년에는 20~34세 연령층이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고 2015년에는 20~34세와 50~59세 연령층에서 가장 활발

한 이동을 보였다. 유출량과 유입량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05년에는 

20~34세 연령층에서 강한 순 유출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2015년에는 이 연령대

의 유출경향이 약화되었다. 대신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50~64세 인구의 

순 유입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4-5  유형 Ⅱ 인구구조 변화와 공간적 분포,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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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유형 Ⅱ 연령대별 인구이동 특성과 이주 원인 비교,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연령별 인구이동 패턴과 인구이동 원인을 동시에 고려하면, 2005년 20~34세 

연령의 대규모 순 유출의 주요한 원인은 직업이었다. 20~29세 순 유출 인구 중 

약 50%가 직업 원인으로 이 지역을 떠나갔다. 이 경향은 2015년에 반전되었는

데, 20~24세 인구가 직업 원인으로 순 유입했으며, 25~34세 연령층에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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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의한 유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 45~59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직업은 인구 유출 원인이었으나 2015년에는 25~34세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직업은 주요한 순 유입 원인이다. 한편 35세 이상 연령층에

서 유형 Ⅱ 지역으로 순 유입하는 원인으로 자연환경(건강)요인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연환경(건강)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요양을 위해 이사한 경우, 더 

나은 주거환경(신선한 공기, 오염지역 탈피)을 위해 이사한 경우, 전원생활을 위

해 이사한 경우인데, 대도시와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좋은 자연환경

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15~19세 연령층

은 2005년 순 유출에서 2015년 순 유입으로 전환되었는데, 주된 순 유입 원인은 

교육이었다. 읍·면 지역에 허용되는 농어촌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등 농

촌지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대입특혜전형을 노린 인구유입으로 판단된다.  

산업구조는 음식점업과 제조업, 도로화물 운송업, 도매업 사업체들이 증가하

고, 교육서비스업, 소매업이 감소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난 제

조업 공장들이 입지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긍정적

인 측면 이외에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인구규모가 다소 감소

했고 인구규모에 비해 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소매업

과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사업체가 다소 줄어들었다. 

유형 Ⅱ의 사례지역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면을 선정하였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은 인구는 많지만 달성군 본토와 떨

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달성군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화원읍

은 주거지구와 상업지구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지역으로, 금융기관을 비

롯한 편의시설들이 이곳에 몰려 있다. 대구 중심가나 그 외 여러 지역으로의 접근

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화원읍을 동으로 분리시켜 달서구

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화원읍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되었는데, 주민 반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농촌지역이라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 대상이라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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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유형 Ⅱ 산업(대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대분류)
사업체 수 LQ

2006 2015 2006 2015 
농업, 임업 및 어업 471 679 0.873 0.709 
광업 69 96 0.136 0.154 
제조업 23,286 41,815 0.852 0.825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115 192 0.920 0.77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45 1,149 0.803 0.769 
건설업 5,636 11,853 1.105 1.082 
도매 및 소매업 45,310 67,354 1.088 1.073 
운수 및 창고업 15,685 23,463 1.100 1.130 
숙박 및 음식점업 36,795 52,974 0.925 0.935 
정보통신업 568 985 0.713 0.868 
금융 및 보험업 1,792 2,160 1.013 1.028 
부동산업 4,120 6,459 1.233 1.1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07 4,845 1.366 1.365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1,741 3,423 1.301 1.18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12 1,161 0.627 0.605 
교육 서비스업 7,697 10,507 1.156 1.2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67 9,154 1.073 1.0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643 6,439 1.152 1.1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8,646 25,480 0.960 1.016 

자료: 저자 작성.

표 4-5  유형 Ⅱ 산업(소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소분류)
사업체 수

변화량
2006 2015 

음식점업 25,855 30,709 4,854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311 5,883 3,572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485 4,640 3,155 
기타 전문 도매업 2,016 5,080 3,064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6,040 8,058 2,018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415 3,406 1,991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140 4,068 1,928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164 2,825 1,661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830 2,210 1,380 
도로 화물 운송업 7,877 9,237 1,36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84 2,247 1,263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647 2,833 1,186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530 1,702 1,172 
생활용품 도매업 422 1,590 1,168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6,107 7,223 1,116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87 1,576 1,089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834 1,906 1,072 
종합 소매업 8,418 8,113 -305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919 1,602 1-31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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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은 2019년 7월 읍으로 승격된 곳으로, 2019년 기준 

전국 읍 중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반면 인구밀도는 1만 명에 육박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읍을 동으로 승격하려는 논의가 몇 번 있었으나,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농

어촌특별전형 지원 가능지역 중 하나인지라 주민들 반대가 적지 않고, 행안부의 

승격 반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 199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 단지가 주택가 사

이에 건설되면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도로는 확장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극

심하다. 사례지역 조사결과, 유형 Ⅱ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은 보장되면서도 바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구규모에 비해 지역 중심성은 다소 떨어지는 지역이

라는 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유형 Ⅲ 특성

유형 Ⅲ은 1,402개 읍면 중 237개(16.9%)가 이에 속하며 21개 읍과 216개 면

으로 구성된다. 유형 중 두 번째로 작은 인구규모를 가지는데, 평균 인구는 2005

년 3,990명에서 2015년 4,040명으로 1.3% 증가하였다. 공간적으로는 강원도

와 충청북도의 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유형 Ⅲ으로 분류된 237개 읍면 중 93

개 읍면에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144개 읍면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표 4-1>. 

2005년에는 65~69세 인구비중이 가장 컸으나(8.5%), 2015년에는 60~64세 

(8.1%)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인구구조는 10년이라는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

운 자연감소요인과 더불어 인구이동의 효과에 기인한다. 2005~2015년 동안  

55~59세 연령층은 가장 많은 인구비율이 증가(3.5%)한 반면 10~14세(2.4%), 

40~44세(1.7%), 65~69세(1.7%) 등은 큰 폭으로 인구 비율이 감소하였다. 고령

인구비율은 23.7%(2005년)에서 27.2%(2015년)로 3.4% 증가하였고, 노년부양

비는 4.0%(38.0%→42.0%), 고령화지수는 161.5(173.0→334.5) 증가하였다.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지만 유형 Ⅰ과  Ⅱ보다 심각하다<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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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유형 Ⅲ 인구구조 변화와 공간적 분포,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연령별 인구이동에 따르면<그림 4-8>, 2005년과 2015년 모두 20~39세 연령

층이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이동량 자체가 30% 정도 줄어들

었다. 2005년에는 20~39세 연령층에서 강한 순 유출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2015년에는 이 연령대의 순 유출량이 약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45~59세 

연령층의 순 유입량이 약 두 배로 늘어났다. 

연령별 인구이동 패턴과 인구이동 원인을 동시에 고려하면, 2005년 20~39세 

연령의 대규모 순 유출의 주요한 원인은 직업과 주택이었다. 20~44세 순 유출 인

구 중 약 50%가 직업 원인, 약 30%가 주택 원인으로 이 지역을 떠나갔다. 이 경향

은 2015년에 반전되었는데, 20~34세 인구가 직업 원인으로 순 유출하기는 했지

만 그 비율은 매우 줄어들었다. 그리고 35세 이상 연령대에서 직업은 순 유입요인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0세 이상 연령층의 순 유입요인으로 주택 원인과 자연환

경(건강) 원인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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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유형 Ⅲ 연령대별 인구이동 특성과 이주 원인 비교,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유형 Ⅲ에서 가장 인구비율이 증가한 연령층은 55~59세인데, 이 연령층은 순

자산이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주택 자가 비율이 높고 노후준비로 저축이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 2015년 55~59세 인구비율이 2005년 45~49세 인구비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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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자산을 가진 계층이 외부에서 이 지역

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산간지방의 빼어난 자연환경에 정착하

려는 이주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44세 이하 연령의 주된 순 

유출 원인은 주택으로, 산간지방의 낙후된 주거환경이 인구의 유출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Ⅲ으로 유입하는 인구는 직업 문제가 아니라 자연

환경과 주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은퇴자가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하는 귀

농·귀촌인구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65~69세 인구비중은 빠르게 감소

하는데, 1970-80년대 이촌향도의 시기 발생한 젊은 층의 유출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산업구조는  음식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

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등이 증가하고, 종합 소매업은 감소하였다. 경치 좋

은 곳에 위치한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광객이 소비하는 음·식료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이 성장한 결과로 판단된다. 

 유형 Ⅲ의 사례지역은 여주시 대신면, 평창면 대화면, 괴산군 청천면을 선정하

였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의 인구는 2005년 7,181명에서 2015년 인구 7,041

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충주댐과 남한강이 인접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이 대부

분 면적을 차지하지만 그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의 인구는 2005년 5,093명에서 2015년 인구 5,230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평균 해발고도 700m로 여름에 서늘하기 때문에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

는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인구는 

2005년 4,249명에서 2015년 인구 4,711명으로 10% 증가하였다. 권역 내에 속

리산 국립공원, 화양동계곡과 선유동 계곡 등이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이 지

역은 보호구역, 국립공원 혹은 계곡 등이 인접하여 자연경관이 뛰어나다는 공통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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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유형 Ⅲ 산업(대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대분류)
사업체 수 LQ

2006 2015 2006 2015 
농업, 임업 및 어업 261 502 1.008 1.232 
광업 199 260 0.816 0.977 
제조업 11,933 20,822 0.908 0.965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77 129 1.276 1.22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9 675 1.131 1.061 
건설업 2,492 4,644 1.016 0.996 
도매 및 소매업 18,736 25,012 0.935 0.936 
운수 및 창고업 5,467 6,887 0.797 0.779 
숙박 및 음식점업 22,707 29,645 1.187 1.229 
정보통신업 463 579 1.208 1.198 
금융 및 보험업 879 872 1.033 0.975 
부동산업 1,511 1,923 0.940 0.8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8 1,167 0.847 0.773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668 1,264 1.038 1.03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63 1,099 1.247 1.345 
교육 서비스업 2,947 3,069 0.921 0.8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83 3,258 0.990 0.9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37 2,670 1.051 1.08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638 10,520 1.032 0.986 

자료: 저자 작성.

표 4-7  유형 Ⅲ 산업(소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소분류)
사업체 수

변화량
2006 2015 

음식점업 11257 14073 2,816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3561 5899 2,338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323 1541 1,218 

기타 전문 도매업 631 1593 96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075 2812 737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446 1167 721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98 1,063 565 

도로 화물 운송업 2407 2920 513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505 1016 51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0 753 453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199 648 449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65 712 447 

기타 식품 제조업 1,569 2,010 44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55 758 403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730 623 -107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755 637 -118 

종합 소매업 4536 4347 -18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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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형 Ⅳ 특성

유형 Ⅳ는 1,402개 읍면 중 118개(8.4%)가 이에 속하며 22개 읍과 96개 면으

로 구성된다. 유형 중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을 보이는데, 평균 인구는 2005년 

6,652명에서 2015년 11,701명으로 75.9% 증가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주로 혁신도시나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해 개발된 신도시 등이 이

에 포함된다. 유형 Ⅳ로 분류된 118개 읍면 중 71개 읍면에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47개 읍면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표 4-1>. 

유형 Ⅳ는 추출된 다섯 개 유형 중 가장 젊은 유형이다. 2005년에는 20~24세 

인구비중이 가장 컸고(8.7%), 2015년에는 35~39세(9.5%)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젊은 인구층에서도 20대와 30~40대는 상반된 인구비율 변화 패턴을 보인다. 

2005~2015년 동안 30~44세 연령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평균 2.3%)한 반면, 

15~29세 연령층은 큰 폭으로 감소(평균 2.3%)하였다. 특이하게도 유형 Ⅳ 영아 

연령층(0~4세)의 비중이 증가(2.7%)하였다. 영아 계층과 젊은 계층의 비율은 증

가한 반면 고령계층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고령인구비율은 17.8%(2005년)에서 

13.7%(2015년)로 4.1% 감소하였고, 노년부양비는 6.4%(26.5%→20.2%), 고

령화지수는 44.4(120.4→76.1) 감소하였다<그림 4-9>.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 경향과 상반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인구이동에 따르면<그림 4-10>, 2005년과 2015년 모두 20~29세 연

령층이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고, 20~34세 연령층에서는 순 유출이, 35세 이

상 연령층에서는 순 유입이 발생했다. 특히 45~49세 연령층의 순 유입 규모가 가

장 컸다. 그러다가 2015년에 2005년의 인구이동과는 전혀 다른 이동 패턴이 나

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인구이동량 자체가 약 2~3배 늘어났고, 모든 연령대에서 

순 유입이 발생했다. 그중 가장 큰 인구유입은 30~39세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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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유형 Ⅳ 인구구조 변화와 공간적 분포,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2005년 주된 인구 순 유입 원인은 직장이었고, 주된 순 유출 원인은 주택이었

다. 그러나 2015년에는 직장과 주택은 모든 연령층의 순 유입요인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주택은 순 유입 원인 중 약 5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유형 Ⅳ 지역에 대규모의 일자리와 주거지가 새로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산업구조는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산업인 음식점업, 도로 화물 운송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종합 소

매업 등이 주로 증가하였다. 

유형 Ⅳ의 사례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전

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은 부산광역시에서 개발한 

정관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다. 당초 5만 명을 목표로 개발하였지만 2015년 7만

명, 2018년 기준 8만 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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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유형 Ⅳ 연령대별 인구이동 특성과 이주 원인 비교,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은 KTX 천안아산역 역세권 개발과 환황해권 개발, 삼

성전자 공장 입주의 영향으로 아산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이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은 2005년 전라남도청과 유관기관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만들

어진 신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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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유형 Ⅳ 산업(대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대분류)
사업체 수 LQ

2006 2015 2006 2015 
농업, 임업 및 어업 116 264 0.882 0.647 
광업 65 70 0.527 0.263 
제조업 7,402 23,976 1.113 1.109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29 72 0.940 0.68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15 662 1.299 1.039 
건설업 1,191 4,108 0.960 0.880 
도매 및 소매업 8,891 24,062 0.877 0.899 
운수 및 창고업 3,593 8,856 1.036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9,857 24,216 1.019 1.003 
정보통신업 208 456 1.073 0.943 
금융 및 보험업 390 833 0.906 0.930 
부동산업 1,223 3,949 1.505 1.6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2 1,520 0.672 1.005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382 1,335 1.174 1.08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37 594 1.013 0.726 
교육 서비스업 1,570 4,230 0.970 1.1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9 3,871 0.956 1.0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28 2,636 1.048 1.07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4,713 9,486 0.998 0.887 

자료: 저자 작성.

표 4-9  유형 Ⅳ 산업(소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소분류)
사업체 수

변화량
2006 2015 

음식점업 5523 13835 8,312 
도로 화물 운송업 1609 4257 2,648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1257 3266 2,00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60 2310 1,95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906 2812 1,906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8 2455 1,487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89 1754 1,465 
기타 전문 도매업 426 1792 1,366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16 1582 1,366 
종합 소매업 1971 3327 1,356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249 1588 1,339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609 1811 1,20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05 1665 1,160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49 1267 1,018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757 1742 985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79 1345 966 
기타 교육기관 438 1400 962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276 1121 845 
기타 협회 및 단체 1544 2367 823 
봉제의복 제조업 29 28 -1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30 14 -1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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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형 V 특성

유형 Ⅴ는 1,402개 읍면 중 가장 많은 583개(41.6%)가 이에 속하며 15개 읍과 

568개 면으로 구성된다. 유형 중 가장 작은 인구수와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보이

고 있다. 평균 인구는 2005년 2,600명에서 2015년 2,406명으로 7.5% 감소하

였다. 공간적으로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 충청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전형

적인 농업중심의 농촌지역을 일컫는다. 유형 Ⅴ로 분류된 583개 읍면 중 97개 읍

면에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486개 읍면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표 4-1>. 

2005년에 이미 65~69세 인구비중이 가장 큰 인구구조를 가진(12.0%) 고령화 

된 지역으로, 2015년에는 더욱 고령화가 진전되었다. 2005~2015년 기간에 

25~29세, 50~54세를 제외한 74세 이하 거의 전 연령대의 인구비율이 감소하였

고, 75세 이상 인구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60~74세 연령층의 감소는 과

거 70~80년대 이촌향도 시기에 농촌을 떠난 젊은 연령층이 반영된 결과이다. 고

령인구비율은 35.0%(2005년)에서 39.1%(2015년)로 4.1% 증가하였고, 노년부

양비는 8.3%(63.7%→72.0%), 고령화지수는 238.4(347.3→585.7) 증가하였

다.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났고, 모든 유형 중 그 정도가 가장 심각

하다<그림 4-11>.

연령별 인구이동에 따르면<그림 4-12>, 2005년에는 20~34세 연령층이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는데, 심각한 순 유출이 이 연령층에서 발생하였다. 다른 연령

대에서는 유입량과 유출량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2015년에도 

20~34세 연령층은 순 유출을 보이지만, 그 규모는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45~64세에서 인구 순 유입이 발생하였다. 

2005년에는 45~5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직업이 인구 순 유출 원인이었

지만, 2015년에는 20~34세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인구 순 유입 원인으로 조사

되었다. 직업을 대신해서 49세 이하 연령층에서 주택이 주요 인구 순 유출요인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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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관련 사업체가 증가하였다.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면서 관련 사업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감소하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력과 소비력이 저하되면서 소매업과 교육 관련 

산업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Ⅴ의 사례지역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순천시 별량면을 선정하였

다.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은 목포시와 무안군 생활권에 속하는데, 기존에 섬이

었던 지역이 연륙교 건설과 간척으로 육지화된 지역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전

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이다. 주된 특산물은 천일염인데, 최근 천일염이 광물

에서 식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격이 오른 반면, 중국산 저가 천일염이 수입되면

서 천일염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폐염전부지가 태양광발전소(24MW)로 전

환된 사례가 있다. 

그림 4-11  유형 Ⅴ 인구구조 변화와 공간적 분포,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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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유형 Ⅴ 연령대별 인구이동 특성과 이주 원인 비교, 2005~2015

자료: 저자 작성.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의 인구는 2005년 5,882명에서 2015년 인구 5,175

명으로 12% 감소하였다. 순천만에 인접한 지역으로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및 채

취어업이 활발하다. 사례지역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들은 농업을 기반

으로 하는 농촌지역으로 도시와 떨어진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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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유형 Ⅴ 산업(대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대분류)
사업체 수 LQ

2006 2015 2006 2015 
농업, 임업 및 어업 601 1,075 1.861 2.527 
광업 1,361 1,517 4.486 5.460 
제조업 15,604 19,686 0.954 0.873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118 252 1.581 2.3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97 697 0.976 1.050 
건설업 2,477 4,401 0.811 0.904 
도매 및 소매업 24,500 26,979 0.982 0.966 
운수 및 창고업 7,667 8,618 0.898 0.934 
숙박 및 음식점업 22,919 26,053 0.963 1.035 
정보통신업 957 957 2.006 1.897 
금융 및 보험업 1,379 1,301 1.303 1.393 
부동산업 611 900 0.305 0.36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8 835 0.572 0.529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320 697 0.399 0.54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88 2,175 2.156 2.549 
교육 서비스업 3,951 3,368 0.992 0.87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15 4,364 1.210 1.17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13 1,970 0.627 0.7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4,439 14,260 1.242 1.279 

자료: 저자 작성.

표 4-11  유형 Ⅴ 산업(소분류)구조 변화, 2006~2015

산업분류(소분류)
사업체 수

변화량
2006 2015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2567 4680 2,11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31 2412 1,981 
음식점업 11885 12856 971 
기타 식품 제조업 2671 3299 628 
도로 화물 운송업 3205 3818 613 
기타 전문 도매업 960 1499 539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33 870 537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766 1253 487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910 3382 472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0 600 400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227 626 399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96 595 39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94 546 352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158 495 337 
기타 협회 및 단체 6394 6706 312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3167 2455 -712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2014 1290 -724 
종합 소매업 7283 5407 -1,87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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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 유형별 시사점5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

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간 경쟁 및 자율

적 역량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열악한 지방재정

을 고려하면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배려해 주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

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초서비스는 제

공받을 수 있도록 삶의 질과 관련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에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는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중앙이나 광역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방만한 계획수립이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는 계획의 충실할 집행을, 중앙과 광역지자체

는 관련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중앙(광역지자체)과 기초지자체가 맺어 계획 목

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현상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수의 증감

과 상관없이 대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은 내 집 마련 혹은 저렴한 주거비용을 목적



66   ❙

으로 한 인구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0대 이하 젊은 층은 직업 원인으

로 인해 농촌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만, 40대 이상 연령층은 직업과 주택, 자

연환경 원인으로 유입해 들어온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직업군을 분류

하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은 정확

한 지역 인구의 증감, 인구의 이동, 인구구조의 변화 분석, 연령별 선호 직업군을 

전제로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교육·주거환경 등 농촌 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전략을 찾아가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 유형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은 인구이동의 원인이다. 지역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인

구가 유출된다고 하면, 인구이동의 원인은 지역이 강화시키거나 보완해야 할 중

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인구구조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

조가 있다. 비록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는 힘들

지만, 인구구조 변화 유형별 산업구조 변화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

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시·군 내에서도 중심지와 중소도시, 중심지 인근지역, 신도시, 

배후지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인다. 따

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기초지자체 전체에 적용되지 않고, 필요

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된 인구구조 변화, 인구이동의 원인,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예시하고 유형별 특성, 목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인구구조 변화 유형 Ⅰ

유형 Ⅰ에 속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도시 인근지역이다. 이 지역은 40세 이

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0~14세 유소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2000

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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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고 있고, 주된 인구 순 유입 원인은 직장과 주택이다. 그리고 주로 증가하는 

인구규모에 따른 소비산업이 확장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40~64세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보육원·유치원·초등학교 등 

육아·교육의 추가 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 

원주민의 이주문제와 원주민과 신규 입주민 사이의 생활양식 차이 및 심리적 거리

감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형 Ⅰ의 계

획목표는 저출산 및 보육정책을 강화하여 출생률을 높이고, 원주민과 신규 이주민 

간 사회통합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 적극 시행

- 젊은 워킹맘을 지원하는 공공보육프로그램

- 아이 친화 환경조성, 일과 가정 양립정책 지원

- 신규 주거단지와 기존 농촌마을 간의 교류확대 

- 농촌5일장,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원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 강화

❍ 인구구조 변화 유형 Ⅱ

유형 Ⅱ에 속하는 지역은 도시와의 접근성은 양호하고 인구규모도 크지만, 인

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구규모에 비해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40대 이상 연령은 순 유입되

고 있는 데 반해 20~30대 인구는 유출되고 있다. 주택과 직업이 주된 유출 원인

이고 직장과 자연환경(건강)은 주요 유입 원인이다. 그리고 주로 제조업이 증가하

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한 출생률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20~30대 젊은 층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과 낡은 주거

환경 및 기반시설의 개선 등이 시급한 문제로 진단된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들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향후 실직 시 재취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형 Ⅱ의 계획목표는 저출산 및 보육정책을 강



68   ❙

화하여 출생률을 높이고,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자녀와 주민의 교육적 욕구를 해

소시키는 교육기능 강화, 젊은 층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는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 적극 시행

- 젊은 워킹맘을 지원하는 공공보육프로그램

- 아이 친화 환경조성, 일과 가정 양립정책 지원

- 문화·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다양화

- 지역산업과 연관된 대학의 연구 활성화

- 교육·문화·예술 시설의 접근성 향상

- 주거지역 정비 및 리모델링 지원

❍ 인구구조 변화 유형 Ⅲ

유형 Ⅲ에 속하는 지역은 인구 규모가 작고 강원도와 충청북도/경상북도의 산

간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농촌지역이다. 15~24세 인

구와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0~14세, 30~49세 인구비중은 감소하였

다. 34세 이하 연령은 순 유출되고 있고 35세 이상 인구는 순 유입되고 있다. 

0~34세 인구 유출 요인과 35세 이상 인구 유입 요인은 동일하게 직업과 주택이

다. 자연환경(건강)을 위한 인구유입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있어 개발이 제한되지만 뛰어난 자연환경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

이 있고, 음식점업, 숙박시설 운영업, 각종 도소매업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미루어 관광산업이 활발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형 Ⅲ의 계획목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감소, 귀

농·귀촌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역량 증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경제다각화로 설정

하였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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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및 보건서비스 확충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 주거지역 정비 및 리모델링 지원

-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다양화,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접근성 증대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가공, 체험·관광, 유통 등 부가적 생산 활동 활성화

- 귀농·귀촌자원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강구

❍ 인구구조 변화 유형 Ⅳ

유형 Ⅳ에 속하는 지역은 혁신도시 혹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으로 인구의 증

가 속도가 빠르다. 농촌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적 속성이 더 강할 것이라 예상되며, 

유형 Ⅰ과 여건 및 대응방안이 비슷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유형 Ⅰ의 경우 영유

아 인구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유형 Ⅳ는 영유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연령

대에서 인구가 순 유입되고 있고, 주된 인구 순 유입 원인은 직장과 주택이다. 그

리고 주로 증가하는 인구규모에 따른 소비산업이 확장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40~45세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보육원·유치원·초등학교 등 

육아·교육의 추가 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기

존 원주민의 이주문제와 원주민과 신규 입주민 사이의 생활양식 차이 및 심리적 

거리감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형 Ⅳ

의 계획목표는 아이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원주민과 신규 이주민 간 사회통

합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젊은 워킹맘을 지원하는 공공보육프로그램

- 아이 친화 환경조성, 일과 가정 양립정책 지원

- 신규 주거단지와 기존 농촌마을 간의 교류 확대 

- 농촌5일장,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원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 강화

❍ 인구구조 변화 유형 Ⅴ

유형 Ⅴ에 속하는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가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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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지역이다. 7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35~49세 비중은 감소하

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 광

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력 감소와 지역 활력 감소로 소매업, 

문화·의료·교육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복지서

비스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유출 감소와 고령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농촌계획과제는 다음과 같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고령인구의 복지 증진

- 순환적 돌봄 체계 구축(노노케어, 세대 간 케어), 복지접근성 향상(재가복

지서비스, 출장의료·원격의료 서비스, 교통여건(행복택시) 개선)

- 청년농업인 농지 및 자산 확보 지원, 산학연계 인재육성 지원, 스마트 팜 육

성을 통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유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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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6

1. 요약 및 결론

저출산·고령화의 큰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연령별 인구변화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

렵고 다른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대응방안도 장기

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영향, 지역발전비전, 공간계획 등을 포괄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읍·면별 인구구조 변

화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인구구조 변화의 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군집 간 인구구조 변화가 매우 양극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별로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도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정

책을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각 유형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고 각 유형별 맞춤형 대응방안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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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Ⅰ은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4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0~14세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 유형은 보육원·유치원·초등학교 등 육

아·교육 서비스를 확충하는 육아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유형 Ⅱ는 도시와의 접근성은 양호하고 인구규모도 크지만, 중심지로서의 기

능은 미흡하고,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이다. 40대 이상 연령은 순 유

입되는 데 반해 20~30대 인구는 유출되고 있다. 주택이 젊은 인구의 주된 유출 

원인이고 직장과 자연환경(건강)이 중장년층의 주요 유입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20~30대 젊은 층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과 낡은 주거환

경 및 기반시설의 개선 등이 시급한 문제로 진단된다. 

유형 Ⅲ은 강원도와 충청북도/경상북도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인구가 작은 농

촌지역이다. 34세 이하 연령은 순 유출, 35세 이상 순 유입 인구는 주택과 직장이

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있

어 뛰어난 자연환경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행위는 제한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

거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유출을 감소시키고, 자연환경을 이용해 경제활동

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형 Ⅳ는 혁신도시 혹은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으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

고 전 연령에 걸쳐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40~45세 인구비

중이 증가하면서 보육원·유치원·초등학교 등 육아·교육의 추가 수요가 많을 것

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아이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원주민과 신규 이주민 사

이의 갈등 해결이 주요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 광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력 감소와 지역 활력 감소로 소매업, 문화·의료·교

육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다. 이 지역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출

을 억제하고 고령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조합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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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역시 중앙정부 주도 소수의 정책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하다. 예

를 들어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은 교육·육아·보육·일자리·주거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출산장려정책

이다. 젊은 연령층이 이주해 나가는 주요한 원인은 직장과 주택문제임을 고려하

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중에서 지속가능하

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이다. 

2. 기대효과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에 들어가고, 총인구는 202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 대응 정책 수립이 요구

된다. 이 연구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 특성 분석 및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 수준의 인구

구조 변화에 머물렀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발

굴하기 어려웠고, 중앙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지자체에 유사한 형태로 적

용되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인구구조, 이

주 원인, 산업구조 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유형별로 예상되는 지역 현안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방법론은 농촌의 맞춤형 정책개발과 모니

터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다음으로 농촌협약을 위한 지자체의 농촌계획 수립 시, 정책 근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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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기획된 다양한 지역개발정책들을 신청하

고, 선정되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체계로는 지역의 다양한 인

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짜임새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어

렵다. 지자체가 자신들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제도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는 인구구조의 종적 변화만을 고려하여 인구구조를 유형화하였다. 하

지만 두 지역이 동일한 인구구조의 종적 변화를 보이더라도, 횡적 인구구조는 다

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횡적 단면 유형과 종적변화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형별 현장조사 및 실제 적용

되는 농촌정책 고찰이 미흡하였다.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했거나, 유형별 대표

지역을 현장 조사하여 보다 직접적인 농촌정책들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서 연구의  한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필

요하다. 우선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인구구조의 종적 변화와 횡적 변화, 현재 인구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각 유형별 대표지역의 문제와 

시행되는 정책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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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경험이 누적되고 협력 대상 국가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협력

의 목적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ODA분야에서 민관협력

을 추진하는 목적을 국익의 실현, 개발재원의 확대 그리고 혁신성 및 전문성 제고

로 설정하였다. 민간을 기업으로 한정하고, 공공의 입장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는 관점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의 논의 배경과 근거를 살

펴보았다. 개발원조를 총괄하고 있는 OECD에서는 개발도상국 현지 고용의 

90%, 국내총생산(GDP)의 60%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이 국가 경제 발전에 차지

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의 역할에 대

한 인식 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행 수단으로 정책대화, 지식공유, 

기술협력, 역량개발, 재정지원이 제시되고 있다. 12조 달러로 추산되는 신흥국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민간부문이 필요로 하는 노력 중의 하나는 가치사슬의 

전체 단계에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ODA에서 민관협력이란 개도국 진출에 대한 민간의 위험부담을 공공부문

이 경감해주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정책대화를 통해 상호 간 정보의 간극을 줄여

나가야 한다. 동시에 역량개발, 지식공유의 방식으로 정보·지식 불균형을 맞추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ODA라는 형식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으며, 

이 때 우리나라가 ODA에서 추구하는 장기적 관점의 원칙과 철학, 방향성을 설정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개발재원의 확대 측면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민관협력은 기업의 현지 조사 타당성(기술

협력)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국민의 ODA에 

요 약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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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수준과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

가 시급하다. 영국의 경우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

적 성과(Value for Money)를 강조하며, 개도국에서 일자리 창출 수, 기업에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 재원 유치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부는 해외업체 시장 진출 시 해외자원개발, 업체진출 

등에 대해 지원금 수준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유무상 협력에 민간부문까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은 분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19. 9. 현재). 농업

분야의 ODA 유관기관인 농식품부, KOICA, EDCF,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

청, 산림청 등의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농식품기업, 농촌개발에 특화

된 NGO 등과 함께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ODA의 전략, 이행 체계, 지원 수

단,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및 전략 연구, 타당성 조

사, 프로젝트, 전문가 파견, 봉사단, 다자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포트폴리오 구

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가진 농업·농촌개발의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

과 협력하여 ODA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농업의 가치사슬에 기업과 농민이, 공

공부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했다. 기업이 ODA에 참여하는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있을 수 있지

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는 측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제품 생산, 판매)을 ODA 사업에 도입함으

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이라는 개발원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익 추구를 위해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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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 방법, 수단, 기준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 평가 방법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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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trateg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Agricultural Sector of Korea

As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cumulates 

and the scope of the partner countries expands, the purpose and means of 

cooperation are diversi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agricultural ODA area by identifying the 

definition of national interests, expanding development resources, and 

enhancing innovation and expertise. It is tried to find the answer from the 

perspective of limiting the private sector to the enterprise and encouraging 

private participation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Firstly, it is reviewed the background for discussing Aid nationalism. 

OECD emphasizes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private sector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contributes to 90% of local 

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60%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order to achieve the SDGs, raising awareness about the role of the 

company should be agreed first. Then, policy dialogue, knowledge sharing, 

technical cooperation, capacity development, and financial support are 

suggested as means of implementation. One of the efforts that the private 

sector needs to capture emerging market opportunities estimated at $ 12 

trillion is to consider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at al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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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 of the value chain. In other words,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DA 

is to reduce the private sector's risk of their business into developing 

countries. Policy dialogue should reduce the gap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balance information and knowledge 

disparities in ways such as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sharing. Such 

efforts can be solved through the form of ODA, and the principle, 

philosophy, and direction of the long-term perspective that Korea pursues in 

ODA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in order to expand development financial resources,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requires the revision of relevant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In the case of Japan,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concentrated 

on the feasibility survey (technical cooperation) of companies. This 

approach needs to be improved the recognition and procedural validity of 

Korean people because of the huge gap of understaning toward ODA. In 

case of UK, they emphasize Value for Money to efficiently implement 

ODA budgets and increase transparency, and manage the number of jobs 

create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axes paid by companies to those 

countries, and the ratio of funding as performance indicators. In Korea,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operating a level of 

subsidies for overseas agricultural resource development for private 

companies when embarking the overseas market. Althoug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cluding the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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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in both private and non-governmental cooperation, however, 

agriculture does not participate as a independent division ('19 .9). ODA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lans are needed to discuss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project together with agrifood companies and NGOs specialized 

in rural development, including public sector stakeholders such 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KOICA, EDCF, Korea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Korea Forest Service. 

The system, means of support, methods of support should be specified on 

agricultural sector. This requires a variety of portfolios, including policy 

and strategy studies, feasibility studies, projects, expert dispatch, volunteer 

group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here must be sufficient discussion 

about how Korea can combine the experie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with companies in the ODA, and how companies, farmers and 

the public sector can participate in the value chain of agriculture.

Lastly, the necessi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enhancing 

innovation and professionalism was examined. The purpose of a company's 

participation in ODA may be its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CSR), but in 

the long term it may also be to extend its business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case, by introducing the core competencies (product production, 

sales) of the company into the ODA project, the purpose of development 

assistance of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can be achieved. Firms are basically profit-driven organizations. There 

should be a clear basis for determining how well the capital invested in the 

pursuit of profits should be achieved. For this purpose, it is urge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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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objective methods, means and criteria. In developing new 

strategies and planning projects in ways that do not exist, studying the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of existing cases should be a priority. To this 

end, discussions on various research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are 

needed, and the meaning of this study can be found as basic resource.

Researchers: Lee Hyojung

Research period: 2019. 5. ∼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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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국익(National interest)을 전면에 내세우는 개발

협력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Kharas et al. 2017). 영국은 개발협력정책에 ‘국익’

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네덜란드는 개발협력의 목표 중 

하나로 ‘해외에서 네덜란드 기업의 성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공적개발원조(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ODA) 예산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발생 등으로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개발재원을 유

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핵심 단

어는 ‘경제발전’과 ‘민간부문의 참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02년 제1차 몬테레이, 2008년 제2차 도하, 2015년 제3차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개발재원 총회를 통해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주요 이슈로 등장



4   ❙

하여, ‘원조효과성에 관한 부산선언’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UN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강조되는 추세이며, 

관련 개념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

력 강화’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DA 추진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가입 이후 공여국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ODA 예산은 2010년 1조 3,000억 원에서 2019년 현재 

3조 2,003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GNI 대비 0.7% 수

준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2030년까지 0.3%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8년 잠정통계 기준 0.15%).

한편,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하여 원조효

과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ODA의 정책 방향은 ‘개도

국 SDGs 이행 지원’, ‘인도적 위기 대응’, ‘우리나라 대내외 정책과 연계(신남방·

신북방 정책, 일자리 정책)’, ‘시민사회·민간기업과 협력 확대(우리기업의 해외진

출)’로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

부는 ODA를 시행하는 전체 부처 중 규모 측면에서 4위1)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

으나 중장기, 세부분야별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ODA 

전략 목표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관점에서

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농업이 경제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주민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ODA가 추진되어야 한

다. 전 세계 빈곤인구의 80%가량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

1) ’19년 전체 ODA 예산 3조 2,003억 원 중 농식품부 768.7억 원(WFP 식량 지원 460억 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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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농업은 SDG 2(기아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뿐만 아니라 SDG 8(경제발전 및 일자리),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연계), SDG 13(기후변화), SDG 15(육상 생태계 

보존) 등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분야이다. 농산물의 생산, 판매, 수출 

등의 농업 가치사슬의 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이 지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업·농촌개발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SDG 17(글로벌 파트

너십 강화)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추구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국익을 중시하는 원조’로 개발협력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적 행위자(공여국, 수원국)와 상호보완적 존재로서 민간부문

을 인식하고 ODA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농업 ODA분야 민

관협력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재원 확대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ODA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해외공여국의 전략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 

민관협력의 추진체계를 도입하고, 평가프레임워크 수립 등 추진 전략수립을 위

한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6   ❙

첫째, 개발협력분야에서 민관협력의 논의 동향을 파악한다. 개발협력분야에서

는 전통적으로 공여국-수원국 간 양자 협력(Bilateral cooperation) 방식의 지원 

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개발재원의 확대 관점에서 민간부문이 주요한 참여자로 인

식되고 있다. 개발협력 체제의 변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가 어떠한 의미로 부

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개발협력분야에서 농업부문의 지원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개발협력분야의 역사와 지원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공여국

의 민관협력 전략과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은 ODA의 

역사가 오래되고 추진 방식과 영역이 넓은 국가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일본은 

우리와 ODA에 대한 접근방식이 유사한 국가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영국과 일본은 농업부문을 주요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ODA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 전략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셋째,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온 민관협력 방식의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함으로

써, 우리나라의 향후 전략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공여국(공여기관) 차원에서 

민간부문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요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민

관협력 체계를 제시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민관협력의 정의

통상적으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민간부문이 정

부가 제공하기 어려운 병원, 학교, 도로, 철도, 물, 위생시설과 같은 인프라 자산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한다(OEC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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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분야를 총괄하는 OECD DAC에서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을 

“이윤 추구 활동에 종사하고 대부분이 사유 재산인 조직”으로 정의한다(OECD 

2016). 금융기관, 수행기관, 다국적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개인 사업자, 농민 

등이 포함되지만, 민간재단이나 CSO와 같은 비영리 활동을 주로 하는 행위자는 

제외한다.

민간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은 정부와 개발협력기관

이 파트너국가에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수원국에 적절한 정책환경 조성, 시장 불완전 해결(예: 가치사슬의 개

발), 기업 개입(예: 역량구축, 금융 및 시장 접근성 개선) 등 특정 개발활동의 성격

을 나타낸다. 

한편,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PSE)는 개발의 성과를 달

성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연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비공식 협업에서 공식적인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민

간부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의 자산, 연계성, 창의성, 전문성 측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OECD 2016). PSD와 비교하여 보다 포괄

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민관협력은 일반적으로 PPP로 인식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미

의 민관협력을 의미하는 민간부문 참여(PSE)의 관점에서 민관협력을 바라보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의 영역을 시민사회, 학계 등을 제외하고 기

업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분석한다.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

업과 시민사회, 학계는 각각의 참여 동기와 프로젝트의 수행 방식에 있어 큰 차이

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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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에서 민관협력의 원칙과 전략, 구체적인 실

행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ODA를 총괄하는 

OECD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의 정책적 논의 동향을 조사한다. 또한, 선진 공여국

인 영국, 일본의 민관협력 전략과 지원 현황을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현

재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비교를 통해 향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분석된다. 첫째, ODA분야 민관협력의 정책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민관협력의 추진 근거가 되는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한

다. 둘째, 국가별 전략과 수행체계를 분석하고, 셋째, 우리나라의 외교부, 농림

축산식품부의 민관협력 ODA 지원 프로그램 사례와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분야 ODA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4. 선행연구 검토

4.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 OECD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DAC(OECD 2016) 

- SDGs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

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일반적인 상업 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성과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

게 된다. 민간자본, 전문성, 혁신, 지속가능한 핵심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29개 DAC 회원국의 정책 및 지원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OECD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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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 선진공여기관의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 지원 전략 연구(고요한 2017)

- 국제기구, 해외공여기관에서 논의되는 민간부문 개발(PSD) 동향, 접근 유

형을 문헌조사, KOICA 및 타 공여기관 관련자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의 예산, 사업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정책과 전략 수립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조, 분야별 세부 전

략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손혁상 외 2014)

- 민간재원 확대의 개념, 현황, 장단점을 둘러싼 논의 검토를 통해 사업 발굴, 

재정분담 방식의 문제점과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 등

을 지적하며 향후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문헌분석, 사업참여 기업, 

NGO 관계자, 기업 CSR 담당자 면담을 통해 KOICA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사례를 분석하였으나, CSR 사업에 한정 지어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민간부문과의 통합적 협력과는 논의 수준이 다르다.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Overall strategy for Korean ODA 

reform):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권율 외 

2006)

- 우리나라 ODA 정책 선진화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

기한다. 민관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개발조사 프로젝트와 연계, 

개발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 SDGs 달성을 위한 농림분야 ODA 중장기 전략(이대섭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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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의 SDGs 달성을 위한 목표별 성과측정 지표를 분석하였다. 

USAID는 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체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JICA는 벼농사와 관련된 생산성 향상 사업에 집중하여 

SDGs 2번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개별 사업별로 SDGs 달성

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성과를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방안 연구(임소영 외 2016) 

- 민간부문 개발(PSD) 측면에서 민관협력의 의의와 지원 유형을 분석하였

다. 우리나라와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베트

남, 미얀마)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단위의 민간부문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

다. 10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원재료 활용 및 인건비 절약, 

내수시장의 포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 등의 이유로 해외 진

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필요성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ing in the SDGs(UNCTAD 2014)

-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투자 계획 보고서를 통해 개발도상

국 인프라 투자재원으로 매년 2.5조~3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밝히며, 특

히 최빈국 및 저소득국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aking Blended Finance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OEC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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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혼합금융은 상업은행, 연기

금투자자 등 민간재원을 개발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리스크 경감, 사업성 

개선 등 인센티브 구조 설계에 유용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관

된 정의와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참여주체별로 분절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OECD는 혼합금융을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개발 목적재원의 

추가적인 동원을 위한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발목적성, 재원의 추가성, 현지 개발환경에 대한 맞춤형 지원, 참여자 간 

효과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개발성과 모니터링 실시 등의 5가지 원칙을 소

개한다.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방안(정지원 외 2018)

- 2030년까지 개도국에 연간 5조~7조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투입되고 있는 개발재원은 4,0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를 통해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

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고, 

이는 향후 개발재원을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될 것이다. 동 연구는 TOSSD

와 관련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혼합금융의 본격 도입 등 급격히 변

화하고 있는 개발분야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ODA의 기준과 원칙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 Blended finance in the poorest countries: The need for a better ap-

proach(Attrideg et al. 2019)

- 혼합금융의 정의, 민간재원 동원의 방법과 데이터 확보, 투명성 제고에 관

한 기초연구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혼합금융을 도입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을 식별하고, 정책 반영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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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DAC의 민간재원동원 측정 방안 연구(오수현 외 2018)

- OECD DAC에서 발표한 양자 공여기관 및 개발금융기관이 보증(Guarantees),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s), 집합투자펀드(collective invest-

ment vehicles), 증여(grants),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 동원한 민간재원 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KOICA의 경영성과 지표 중 하나로 설정된 ‘개발협력 파트너재

원 유치액’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민간재원동원 유치를 위해 적용해야 하

는 사업 유형을 도출하였다.

4.3. 선행연구와 차별성 

지금까지 UN이나 OECD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개발재원의 확대 측

면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강조하였으나 모달리티(유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

트 단위의 구체적인 구분과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SDGs에서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원동원과 지속가능한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이라는 ODA 지원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

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사례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객관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농업분야에서 민관협력은 우리나라 농식품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의 수준에서 

다루어졌으나, 개발협력분야에서 민관협력의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해외공여기

관의 전략 및 사업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ODA분야 민관협력 전략 수립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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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부문 

논의 동향2

1. 국익을 강조하는 국제개발협력 체제 논의의 변화

1.1.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흐름

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다수의 식민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UN헌장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한 문

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에 합의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진영 대립으

로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된 ODA는 1960년대 들어 ‘도구에

서 목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생 독립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지원되었으나, 국가의 경제성장에 근본적으로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여러 찬반 논쟁이 일어났고,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쟁점이다. 한국과 대만

의 경우가 ODA를 통한 경제발전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나, 이는 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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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경우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 규모에 비해 실질적으로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다수 있다(정상화 2012). 

하지만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ODA를 바라보던 태도는 1990~2000년대에 들

어 개발과 빈곤문제 자체에 집중하면서 환경, 여성, 노동, 인권 등의 다양한 주제

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공산주의 몰락 이전에는 동-서 대립과 이념

적 갈등에 의해 자국의 외교·군사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익이 강조되었다면, 원조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이 최근 들어 더욱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세계화, 난민, 다자주

의적 외교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커지게 된 결과, 각국의 정부들은 원조 예산 지

출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원조를 인도주의적 관점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

니라 자국의 투자·무역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원조 규모 확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로서 공여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파급효과(domestic returns)를 강조하고 있

으나, 단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몽화된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이라는 개념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Gulrajani and 

Calleja 2019). 즉, 공여국의 ‘국익’은 단지 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글로벌 공

공재로서 SDGs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은주 외 2019). 

<표 2-1>은 국제개발협력 체제 논의에 따른 원조의 동기, 목적, 수단 등에 관한 

설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격화된 개

발원조 초기에는 인도주의 관점에서의 지원이 우세했으나, 수원국의 도덕적 해

이와 부패 및 독재 정권에 대한 경제지원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공여국도 전

략적으로 원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중

상주의 개념은 수원국 경제의 공여국에 대한 종속적인 발전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해관계 모두를 충족시키는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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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ODA는 국제사회가 공동의 목표로 설정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이를 위해 SDGs에서는 각국의 정부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

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대기업과 농민의 구조적 계층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 2-1  원조 체제 논의의 변화

구분
인도주의

(Idealism)

현실주의

(Realism)

중상주의

(Mercantilism)

호혜주의

(Mutual benefit)

원조 동기 공여국 의무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

국의 이해

원조 목적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 

구현
공여국의 경제발전

공여국의 전략적

 이익과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

원조 방식
다자원조

비구속성원조

양자원조

다자원조

양자원조

구속성원조

다자원조

비구속성원조

민관협력

비판적 

견해
수원국의 도덕적 해이

전략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사이의 갈등

수원국 경제의 공여국

에 대한 종속적 발전, 

이중화 경제의 등장

개도국과 선진국, 

농민과 기업의 구조적 

계층 착근

자료: 박종희(2015); 김은주(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거쳐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국제사회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을 핵심 

축으로 하는 개발 목표와 수단 설정에 합의하였다. 농업은 생산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농촌의 사회적 

자본 확대 등을 통한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의 초점이 

민간(기업)의 참여에 맞추어 있기는 하지만, 원조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

회 발전에 있다.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원조의 원칙과 철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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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 DAC에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ODA로 분류

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산하 기관 등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공여 주체).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지

원되어야 한다(공여 목적에 관한 문제로, 군사 및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원은 제

외한다). 셋째, OECD DAC의 협력대상국(<부록 1>)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이거나, DAC이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공여 대상). 넷째

차관인 경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한다(공여 조건)(국제

개발협력위원회 2017).

표 2-2  원조 유형에 따른 분류

주체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
무상원조

�물자 및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개발조사,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봉사단)

KOICA 외교부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
국제기구 분담금(UN)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개발 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

<표 2-2>와 같이 ODA는 지원형태에 따라 크게 양자와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여)와 유상

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로 나뉜다. 다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경

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광범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UN 등의 국

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인 기여,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자본금 출자 등의 방식

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개념의 ODA에서 나아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동일 국가, 동일 지역 내에서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지원되거나, 양자원조기구와 

국제기구(다자)가 협력하는 등 기존의 사업 추진 방식과 분야 간 경계가 흐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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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세이다. OECD의 주요 회원국은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 

PSE)를 강조하는 원조정책을 개발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재원까

지 활용하여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원조의 지속가능성까

지 확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활

동에 설립목적 및 핵심전략을 둔 기관을 총칭한다. 민간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은 개발도상국에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적 

조건을 설립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부문 참여(Private Sector Engagements 

through Development)란 민간기업이 일반적인 상업 활동 및 이익 추구를 넘

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외교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분야별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연구기관,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민간기

업 등) 간 협력과 참여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PSE는 정책대화, 지식공유 , 기술협력, 역량개발, 재정지원 등의 방식으로 구

현되고 있으며, 이행수단별 목적, 작동 메커니즘, 민간의 역할과 재무적 위험도 

등을 <표 2-3>에 설명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현지 고용의 90%, 국내총생산(GDP)의 60%에 기여하는 민간부문

은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시장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정부의 역할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 공공과 민간은 어떻게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고 확대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입장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관점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민간은 시민사회, 학계를 제외하고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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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민간부문 참여(PSE)의 정책 이행 수단

세부항목 목적 메커니즘 민간의 역할
재무적 
위험도

정책대화

(policy 

dialogue)

�국제, 국가, 지역 수준의 정책 의제 

및 프레임워크 개발

�기업의 관행과 산업표준 개선을 통한 

행동변화

�다자 네트워크 및 플랫폼

�범분야 원탁회의

�전문기관

�제도화된 협의채널

�수혜자

�참여자

�대상

�낮음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발전저해요인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

법, 도구, 혁신적 접근방식에 대한 공

유와 대안 모색

�다자 네트워크

�학습 플랫폼

�학회, 세미나, 워크숍

�연구비 지원

�수혜자

�참여자

�자원 제공자

�낮음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사업기획 등 개발협력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민간부문 행위자 지원

�민간부문의 실행역량과 효과성 개선

�기업 컨설팅

�타당성 조사
�수혜자 �중간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

�개발성과에 기여하도록 민간의 역량 

강화

�사업 성과의 변화와 수정

�훈련연수 및 역량강화

�전문가 교환 및 파견

�수혜자

�혁신가

�대상

�낮음

재정지원

(Finance)

�민간의 개발재원과 투자 진흥

�혁신 실험과 확산

�개발성과 지원

�기업 간 협력, 포용적 비즈니스, 사회

적 책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민간전문성, 시장기반 접근법 강화

�증여, 대출, 전환사채, 출

자, 보증

�혁신적 재원

�수혜자

�실행자

�혁신가

�자원 제공자

�참가자

�중간~ 

높음

자료: OECD(2016).

OECD가 주도하는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peration: GPEDC)’이 인터

뷰, 워크숍 등을 통해 4개국 920개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민간부문의 참

여를 위해 <표 2-4>와 같이 세 가지 이슈 분야를 제시하고,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

였다. 우선 개발협력 커뮤니티에 민간의 기여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SDGs 달성

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또는 경감하며, 장기적 지원 보장을 통해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현지에서 민간이 쉽게 닿을 수 없는 현

지 참여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

는 이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정

의하고, 국가 정책과 일치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식 개선, 지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부문 논의 동향❙   21

역사회 참여,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 단위

에서 성과의 측정,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장기적 관점의 비즈

니스 모델 수립을 통한 성과확산을 목표로 한다.

표 2-4  개발협력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PSE) 주요 이슈와 세부 목표

이슈분야 세부 목표

1. 개발협력 커뮤니티의 기여 활성화

� SDGs 달성 목적 재원

�가치 공유를 통한 상호 간 신뢰 구축

�위험 공유, 장기 지원 제공

�현지 파트너십 

� PSE의 확대를 위한 기업의 이윤 증명

2. 국가 단위에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

부문 참여 유도

�모든 참여자 간 대화를 통한 국가 PSE 목표 설정

�국가우선순위와 PSE 목표 일치

�시너지 강화를 위한 협력

�인식 개선, 지역사회 참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참여촉진

3. 성공적인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

한 결과, 영향, 투명성 확보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사례 

�성 평등 목표 설정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성과의 확산을 통한 PSE의 확대

자료: GPEDC(2018).

1.2. 영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 민관협력 전략과 추진 체계

영국은 1929년 「식민지발전법(the Global Development Act)」을 통해 영국

의 식민지였던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의 채무를 명시하였다(박종희 2018). 「식민

지발전법」 제5장 1항에는 “영국의 산업 또는 영국과의 교역을 증진시키는데 있

어 식민지와 그 영토의 산업 및 농업을 반전시키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개발전략의 우선순위(DFID 2017a)에서

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영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개도국 시장 접근과 

투자를 지원하거나, 빈곤 극복을 위한 동력으로 무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앞서 

「식민지발전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당시 영국의 ‘이익’에 농업의 발전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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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했으며, 개도국의 국가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 하

나로 농산업을 선정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농업을 중시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국제개발부(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영국 외교부 산하의 공여기관이다. DFID는 영국 ODA 전체 예산의 약 70%를 직

접 수행하고, 무상원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영국도 행정부 여타 부서의 

ODA 수행이 활발해지면서 DFID의 예산은 2012년 86.6%에서 2016년 73.8%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DFID 2017b). DFID를 제외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에서 집행하는 ODA 예산(26.2%) 중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0.5%(2016년 기준 6,600만 파운

드)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상으로는 적게 나타나지만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는 다

분야에 걸쳐 지원되고 있어 향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DFID 

2017b). 

표 2-5  영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략 목표와 경제개발전략 우선순위 분야

구분 내용

전략 목표

�국제 평화, 안보, 거버넌스의 강화

�회복력 및 위기대응 강화

�전 세계의 번영 촉진

�절대 빈곤 극복과 취약층 지원

경제개발전략 

우선순위

�빈곤 극복을 위한 동력으로 무역에 중점을 둘 것

�개도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할 것

�수원국이 자국의 자원을 활용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며, 원조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

�주력 분야로 에너지, 인프라, 도시계획, 제조업, 농산업, 금융서비스에 집중할 것

�영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개도국 시장 접근과 투자를 도모할 것

�수원국이 전자상거래 등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제고하고 신흥혁신경제 부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영국을 개발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

�영국의 존재, 지식, 전문성을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국가에 기회를 제공할 것

�영양, 인적 개발, 기술에 집중하며 건강하고 교육받은 생산적인 미래의 노동자를 길러낼 것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하고 있는 빈곤, 소외 계층에 집중할 것

�시민사회 조직과 다른 혁신 파트너와 국제적인 연계를 확대할 것

자료: DFI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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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D의 ODA 추진 전략방향은 첫째, 평화, 안보, 거버넌스의 강화, 둘째, 회복

탄력성과 위기 대응 강화, 셋째, 개발도상국 경제성장과 번영을 통한 전 세계의 

번영 촉진, 영국의 무역 및 투자 기회 확대, 넷째, 극심한 빈곤 극복, 특히 2030년

까지 최빈층(특히, 여성)의 극심한 빈곤 극복, 다섯째, 경제가치 실현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DFID 2017). 또한, 경제개발전략 우선순위에서는 주력 분야로 에

너지, 인프라, 도시계획과 더불어 농산업을 명시하고 빈곤 극복의 동력으로 무역

과 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개도국을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표 2-5>.

표 2-6  영국 국제개발협력의 민관협력 추진 원칙과 민간부문 개발전략

구 분 내 용

민관협력 추진 

원칙

�빈곤 감소에 기여

�비구속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CDC의 투자원칙 등 국제표준 준수

�부패척결을 위한 투명성 제고

�공공부문 보조금 활용 촉진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

민간부문 

개발전략의 

3대 영역

�기업과 협력: 각종 도전기금(Challenge Fund), 투명성 이니셔티브

�개도국 정부 및 국제기구 협력: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개선, 시장 개발, 개발금융기관 지원

(CDC)

�민간부문 개발 연구: 민간부문 개발사업 영향 평가, 혁신적인 민간부문 참여지원

자료: DFID(2015, 2017).

영국 ODA의 민관협력은 DFID(무상원조)와 영연방개발공사2)(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CD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DC는 지

속가능한 개도국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영국 정부가 설립한 개발 투

자 기업이다. 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수입을 확보하고, 이것

2) 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절대빈곤지에서 고

용과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육성을 위해 1994년 설립된 영국 정부의 개발금

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으로,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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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세금 확보를 통한  기초 서비스 제공 확대, 경제성장 등

으로 이어져 빈곤 감소를 이루는 것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환

경, 노동, 보건 및 안전, 거버넌스 향상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펀드관리사가 담

당하고 있다(최민경 2008; 곽재성 외 2011; DFID 2015). 최근 DFID는 CDC를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72개국 1,200개 사업, 39억 파

운드 투자로 103만 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DFID 2017).

이를 위해 DFID는 2011년 경제개발국 산하에 민간부문과(Private Sector 

Department)를 신설하고, 인프라·에너지·서비스팀, 투자금융팀, 비즈니스 참

여 허브, 정책관리팀으로 구성하였다. 이 부서에서 2014년 DFID의 민관협력 전

략문서인 ‘The Engine of Development: The private sector and porsperity 

for poor people’을 발간하였다. 영국기업이 수원국에서 무역, 인프라, 서비스

업 관련 민간 투자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연계하

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

을 목표로 하지만, 한편으로 개발도상국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분석과 외교적·정

책적 논의 채널 확보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는 신시장 진출에 대

한 부담과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부담과 

위험 요인을 공공영역(이 경우에는  DFID)이 보완하면서, 빈곤층에게 직접적이

고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있다. 

[사례 1] 영국 영연방개발공사(CDC)의 농산업(Agribusiness) 지원 사례

The Export Trading Group(ETG)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비료 등의 농자재 보급, 물류 지원, 농산물 가공, 판

매하는 기업임. CDC는 ETG에 투자를 하고, ETG는 아프리카 30여 개국에서 8,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

식으로 사업이 이어지는 구조임. 이를 통해 소농 약 3백만 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이 중 40%가 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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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의 국제개발협력분야 민관협력 전략과 추진 체계

일본의 원조는 전후 배상 및 상업주의적 원조 정책 시기(1953~1963), 정치·

전략적 원조 정책 시기(1964~1977), 총합적 안보 정책 차원의 원조 정책 시기

(1978~1988), 적극적 외교 전략 차원의 원조 정책 시기(냉전 이후)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전동진 2003). 

1960년에 OECD DAC에 가입한 일본은 1961년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3)의 전신인 해외경제협력기금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엔

차관 융자지원과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74년 

기술협력 전담 기관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설립하면서 국제개발원조 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06년 분절화된 시행체제 개선을 위해 외무성에 국제협력국을 발족

하였으며, 「JICA법」 발표 이후 기술협력과 무상자금협력을 담당해온 JICA와 유

상자금협력을 담당해온 JBIC의 해외경제협력부문이 통합되어 신JICA가 탄생하

였다(한승헌 외 2015).

일본 정부는 현지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150여 개국에서 개발협

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 식량안보, 자원 보존과 같은 전 세

계 공동의 문제대응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전략 목표에 대해 

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가치창출, ② 사회변화에 따른 기업의 의무 이행 준수, ③ 

민간과 공공영역의 플랫폼(CSR 포럼), ④ 국제협력으로 설정하였다(일본 경제·

3) 일본 수출입은행(JEXIM)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의 통합으로 1999년 국제협력은행법의 공포·

시행으로 설립된 JBIC는 JEXIM이 담당해온 국제금융 관련 업무와 OECF가 담당해온 해외경제협력

업무를 일원적으로 담당하게 됨. 이에 따라, OD 관련 업무(엔차관, 해외투융자, 관련 조사 등), 국제

금융업무(수출입금융, 투자금융, untied-loan, bridge-loan, refinance 및 관련 조사 등)를 수행함

(자료: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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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산업부 2017).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JICA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관 파트

너십을 위해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도전과제 해결과 더불어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개도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기업이 필요한 정보 수

집을 지원하고 있다(JICA 2016). 

 JETRO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KOTRA와 같은 기

능을 하는 기관으로, 무역진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인프라 사업의 경우 거대

한 투자 규모로 인해 민간기업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신에너지개발기구(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는 일본의 에너지와 환경 분야 

기술개발기관으로, 기술개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개도국에 차

관 지원을 하고, 개도국 정부가 다시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민간기업에 재정지원

을 하는 방식을 VGF(Viability Gap Funding)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관을 예

로 들면, 무역을 담당하는 KOTRA, 유상차관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EDCF),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가 협력하는 방식인 것이다.

표 2-7  일본 정부의 민관협력 활동 지원과 주요 내용

활동 주요 내용

인프라 산업 경쟁력 

강화

�일본 기업들간 컨소시엄 형성 지원, 패키지형 인프라 진출 체제 구축 지원

� NEDO의 기술개발 지원

금융지원
�개도국에 엔차관을 지원하고, 개도국 정부가 VGF를 활용하도록 지원

� JICA를 통해 개도국에 무상 자금 지원

일본 기업 

매칭

� JETRO는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여 적합한 일본기업을 매칭

� JETRO는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타당성 조사부터 참여해 일본기업의 수주를 지원

외교력 활용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정상외교를 활용하여 논의 기반 조성

�개도국이 발주하는 사업 이외에 일본이 보유한 기술력 및 사업 역량을 패키지화해 개

도국에 제공

주 1)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일본 에너지 및 환경분야 기술개발기관.

    2) VGF(Viability Gap Funding)는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민간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자료: 정무섭 외(2013).

<표 2-8>은 JICA에서 추진 중인 민관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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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로 일본 기업의 기술 확산을 위해 개도국 최빈곤층(Bottom of the Pyramid, 

이하 BOP) 시장조사, ODA 프로젝트와 협력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술 검증 조사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

술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과 BOP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조사 프로그램

에는 대기업도 포함되며, 2,000만~5,000만 엔의 수준에서 조사 비용이 지원된다. 

표 2-8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 지원 기간 지원액

기술 확산을 위한 민간 협력프로그램 등록된 기업 최대 2년 2,000만 엔

BOP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조사 지원 등록된 기업 최대 3년 5,000만 엔

중소기업(SME) 홍보 지원 SME 1년 8,500만 엔

ODA 프로젝트와 협력을 위한 민간 기업의 타

당성 조사 지원
SME 1년

3,000만 엔

(기자재 지원포함일 경우 

최대 5,000만 엔)

기술확산을 위한 검증 조사 지원 SME 3년 1억~1.5억 엔

자료: JICA 웹사이트(2019.10.1. 접속).

[사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모로코 농업용수 지원사업

도토리 자원재활용(Tottori Resource Recycling Inc.)社는 폐유리로 만든 다공성 재료를 이용해 토양의 수

분유지력을 향상시켜 관개용수 사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임. 지하수 감소로 인해 만성적인 물부족

을 겪고 있는 모로코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함. JICA는 업체의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비

용을 지원하고, 점적관수를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고 물 저장 기술도 보급함.

자료: JICA 웹사이트(2019.10.1. 접속).

일본 정부는 2010년 ① 일본 기업의 해외 개발 촉진, ② 개도국의 문제 해결, ③ 

아시아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목표로 설정하고 BOP 비즈니스센터(BOP 

Business Assistance Center)를 설립하였다. BOP 센터에서는 ODA의 이해관

계자인 정부와 기업, 개발도상국, NGO의 역할에 대해 <표 2-9>와 같이 정의하

고 있으며, 각각의 참여 목적과 기대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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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일본 ODA 이해관계자별 민관 파트너십 참여 목적과 기대 성과

이해관계자 구분 ODA 참여 목적과 기대 성과

일본 정부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효과적인 경제협력 이행

�개도국의 생계 향상과 빈곤 극복, 개발도상국(특히 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일본 

경제 활성화

�일본 경제협력의 인지 확산

�해외 시장 확대 및 개척을 통한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일본 기업

�신시장 개척

�비즈니스 혁신 기회

�내수시장 확대

�타 기업, 정부, 협력기관, NGO·NPO 및 사회적 기업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효율성 증가

개발도상국

� (정부) 시장활성화, 고용 확대, 직접 투자 및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빈곤 극복 및 국가 생계 목표 기준 확대

� (BOP 층)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 확대

�고용 기회 증가를 통한 빈곤 극복

NGO·NPO 및 원조

기관

� (NGO·NPOs) 기업과 협력을 통한 BOP층의 니즈 발견

�지속적, 효과적인 지원

� (원조기관) 자본, 상품, 서비스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사회 이슈

(SDGs 등)의 효과적인 해결

자료: 일본 경제·무역·상업부(2012).

JICA의 농업분야 전략은 ①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생산, 

② 안정적인 식량 공급, ③ 농촌지역 활성화를 통한 빈곤 극복을 세 축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농촌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9>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농업분야에서 민관 파트너십은 일본 정부와 기업,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BOP 층, NGO(비정부기구)·NPO(민간 비영리단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각각의 

참여 목적과 기대 성과에서 공통의 지점을 찾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

2.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의 확대

개발협력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에 관한 논의는 세 차례의 개발재원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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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꾸준히 있어왔다.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제1차 UN 개발재원

회의에서는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해 협력대상국 내의 자체 재원 조성, 민간 자금 유

입 확대 부채 탕감, 국제무역 촉진과 투자 증진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한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를 채택하

였다. 이후 민간 재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ODA 재원을 충당하고, 민간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

고, 2015년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3차 UN 개발재원총회에서 그 중요성이 다

시 확인되었으며,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민간 부문

의 참여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원조효과성에 관한 부산선언이 공표되었다. 

2030년까지 개도국에 연간 5조~7조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투입되고 있는 개발재원은 4,0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정지

원 외 2018).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로는 SDGs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의 주체로서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기

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협력분야에서 

언급되어온 민관협력은 민간부문 개발(PSD) 측면에서 미시적 수준의 지원 활동

을 의미해왔다. 즉, 공여국(공공)의 주도하에 기업(민간)이 파트너로 협력하는 방

식을 말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민간부문 지원은 수출신용, 보증, 보험 등 개도

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자국 기업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ODA에서는 구속성 

원조에 대한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ODA에 공여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자체를 두고 효과성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보다,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 방식이 개도국의 국가경제 발전, 특히 민간부문 개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가를 주시해야 한다(임소영 외 2016). Schulpen et al.(2001)은 공여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 개도국의 민간개발과 빈곤 감소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성과와 수

단(정책, 전략, 사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수행된 

북유럽 5개국(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의 PSD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 평가에서 기술이전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여국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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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협력국 국가개발정책 간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측면에서는 일

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민관협력 사업에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더

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 2-10  가치사슬 차원과 개발분야 목표의 상관관계

구분 개발분야 목표

가치사슬 차원 빈곤 감소
고용 창출, 
소득 증대

경제성장 기업 발전
환경친화적 생산  및 

지속가능성

투입재, 공급채널 향상 +++ ++ +++ ++ -

생산역량 및 기술향상 + ++ + ++ ++

최종시장 및 무역 -- + +

가치사슬 거버넌스 개선 ++ + + ++

지속가능한 생산 및 에너지 이용 개선 - + ++ - ++

가치사슬 파이낸스 ++ ++ ++ +++ +

비즈니스 환경 및 정치사회적 요인 개선 + + +++ + ++

주: + 약간 긍정, ++ 긍정, +++ 매우 긍정적 영향, - 약간 부정, -- 부정, --- 매우 부정적 영향

자료: UNIDO(2011).  

<표 2-10>은 가치사슬의 차원과 개발목표의 연계성을 나타난다. 빈곤 감소,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경제성장, 기업 발전, 환경친화적 생산 및 지속가능성 측

면에서 가치사슬의 각 차원별로 긍정 또는 부정의 영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

다(UNIDO 2011).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특히 민간 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

향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간의 ODA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가치사슬을 확대하면 고용 및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Durr 2017), ODA에 민관협력이 우리나라 국정과제 중 하나

인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만, 정책에 

언급된 ‘일자리’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인 개발도상국의 일자

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개발전략수립 시 지표 설정에 반영되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SDG 17번(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파트너십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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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서는 ‘SDG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에 기초하여 효과적

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는 목표하에, 성과지표

로서 ‘민관 또는 시민사회와 협력에 약정한 총액’을 제시하였다. 

표 2-11  이해관계자 그룹별 역할과 참여 요인

이해관계자 그룹 역할 참여 동기 요인

생산자

�지역 조건에 적합한 농업 기술의 지식과 경험

�수요 중심의 생산

�토지, 물 등의 생산 자원 소유

�노동력 제공

�생산활동과 관계된 이익 창출, 소득 

증대, 생계 향상

�새로운 시장, 자본, 기술에 대한 확장

공공부문

�기초 인프라(도로, 다리, 관개, 전기, 시장) 등의 

공공부문 투자

�지원 정책, 규제, 기업환경  조성

�토지 전환

�위험 및 전환비용 감소, 이해관계자 간 신뢰 구축

�경제성장, 빈곤 감소 등 개발목표 달성

�민간부문의 지식과 투자 유치를 통한 

비용효과성 제고

민간부문

�시장, 투입재, 노동재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치사슬별 역량 및 협력 강화

�저장고, 가공시설, 운송 등에 투자

�시장 운영 기술 지원

�원재료의 신뢰할 만한 공급채널 설정

(품질, 시간, 수량) 

촉진자

�모든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분석하여 

신뢰관계 형성

�장애요인, 기회 분석, 해결 지원

�생산자 그룹 활동 지원

�사업수행, M&E 활동지원

�공공부문의 개발재원 동원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

�공공-민간의 연계 지원

�전문가 투입 지원

�공공-민간의 통합적,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제공

�개발목표 달성

자료: IFAD(2016).

이렇듯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각 국가의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참

여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간 교역이 증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확장되면서, 농

업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가치사슬의 확대이다

(UNIDO 2011; IFAD 2014). 사업의 수혜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개발도상국의 

소농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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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걸친 관련 대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농업 가치사슬에서 이해관계자는 농민, 

가공업자, 무역업자, 운송업자, 중간상인, 민간부문 지원 조직(자문, 회계), 상공

회의소, 투자기관, 식품안전 및 규제 관련 기관, 품질인증기관, 연구기관, 대학, 

교육기관, 공여기관 등으로 구성된다(UNIDO 2011).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FAD(2016)는 생산자 그룹, 공공부문, 민간부

문, 촉진자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그룹화하고, 각각의 역할

과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KOICA, JICA 등과 같은 공여기관은 공

공부문(UN, 개발은행 등)과 민간부문(기업) 간의 촉진자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또한 생산자(농민)는 수혜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계층으로서 가치사슬에 

참여하게 된다(정지선 외 2011; 최민경 2008). 

2.2. 혼합금융을 통한 개발재원의 영역 확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ODA는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경

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여국 정부의 공공 재원이 개발협력의 수단으로 인정되었

다. 그러나 개도국과 선진국의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민간재원의 참여 범위가 확

대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의 논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혼합금융

(Blended finance)이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이다. 

OECD(2018)는 혼합금융을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개발 목적재원

의 추가적인 동원을 위한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

해, 영리목적의 재원을 개발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

다. 2019년 개최된 OECD DAC 고위급회의에서는 개발재원의 감소에 대한 우

려와 함께 재원의 효과 측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OECD 대표부 2019). 최근 2년간 개도국 대상 FDI가 30% 감소하였으며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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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민간 재원 총 1,520억 달러 중 2%만이 최빈국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대부분의 혼합금융 사업은 중소득국 이상의 개도국에 집중되었으며, SDGs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최빈국 및 저소득국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 및 제도 미비, 부족한 경제 인프라 등의 비

우호적 투자 환경, 개별 사업 단위의 계약 불이행 위험, 높은 사업 개발 및 거래 비

용 등이 최빈국에 대한 투자 장애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원의 개

입을 통해 민간부문의 과도한 추정위험 수준을 낮추어주고, 투자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지원, 수익성이 낮은 사회 인프라 등의 역할을 담당해줌으로써 민간의 참

여를 유도해야 한다(OECD 민간재원포럼 2019).

혼합금융은 개발목적성, 재원의 추가성, 현지 개발환경에 대한 맞춤형 지원, 참

여자 간 효과적 파트너십, 투명성과 개발성과 모니터링 실시 등의 5가지 실행 원

칙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다. 혼합금융은 상업은행, 연기금투자자 등 민간재원

을 개발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리스크 경감, 사업성 개선 등 인센티브 구조 설계에 

유용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의와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참여

주체별로 분절화되어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OECD의 혼합금융 평가 결

과(2019)에 의하면, 혼합금융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체계화된 방법론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관점에서 혼합금융은 첫째, 운영체계의 다양성, 둘

째, 국가별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셋째, 다양한 모니터링 수단으로 인한 낮은 비

교가능성으로 특징을 지을 수 있다.

공공 행정기관,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 연기금 펀드, 다자기구, 중소기업, 개별 

차주 등 전통적인 개발협력 참여자와는 달리 다양한 법적 정체성을 가지는 조직

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민간재원 동원에 있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

한 일부 DAC 회원국별로 개발은행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도 있기 때문에 주요 지

원활동에 있어 모니터링과 평가가 다른 채널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이는 곧 보고 

체계와 정보의 접근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혼합금융의 전달 채널이 길어질수록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있어 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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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성, 통제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버넌스의 구조가 복잡해질수

록 통제가 어렵지만, 혼합금융의 태생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혼합금융의 활동 관련 재무 정보(예: 양허성 수준)

도 상업적으로 민감한 거래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

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참여 주체자 간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가 상

이하기 때문에 지원 내용 간 비교분석이 어려워 표준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3. 전문성 및 혁신성 제고를 위한 민간의 ODA 참여

3.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의 가치사슬

유엔식량농업기구(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9인 8억 2,1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변동성은 최근의 기아 급증, 식량위기 등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

며, 특히 식량안보의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안보는 SDG 2번 목표(기아 종식, 식량안보, 영양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의 

증진)뿐만 아니라 영양 개선을 통한 국민의 보건 증진, 국가 무역과 경제성장 등 

경제·사회·환경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SDGs가 목표로 

하는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추진과정에서는 분야별 상호관계의 연결성 부족에 대

한 지적이 있었는데, 농업의 예를 들자면 식량 생산, 농촌지역의 개발, 자원의 관

리를 각각 다른 이슈로 다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 경제현상은 특정 

분야로 구분 지어 각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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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SDGs에서는 농업, 교육, 보건, 기후변화,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상호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FAO 2017). 또한, OECD(2017)는 SDG 17번 목표(17.14: 지속가능개

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달성을 위해 SDG의 6개 목표(1, 2, 3, 5, 9, 14)와 연

계 적용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Porter(2006)는 “가치사슬이란 기업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일

련의 연쇄과정을 일컫는 말로,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

든 활동 및 기능, 프로세스간의 연결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가치

사슬이란 농산물이 생산되어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여한 이해관

계자들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활동은 농산물 이외에도 농산물의 저장, 

유통, 판매 과정에 투입된 서비스와 자원, 정보의 모든 흐름을 의미한다(FAO 

2015; IFAD 2016). 

그림 2-1  농업의 가치사슬 

자료: 김수진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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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급사슬은 가치사슬의 핵심 단계, 즉 ‘투입, 생산, 집하, 저장, 가공, 유

통’의 과정을 의미하며,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기술개발

(R&D),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가치사슬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사

업구조와 이해관계자 간 관계를 나타내는 거버넌스의 구조 확보와 함께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가치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볼 수 있

다<그림 2-1>. 이렇듯 농업은 개발도상국이 가진 빈곤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지원의 의의가 있다. 

3.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기업의 참여 의미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협력분야에 왜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

운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자본주의 4.0,’ ’CSR 

3.0’ 등과 같은 경영 이슈이다. 아나톨 칼레츠키(2011)는 자본주의 4.0에서 “과

거에는 정부가 규제를 마련하고 기업은 그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앞

으로는 기업은 사회 서비스나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영역이 확장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개발 중심의 사회에서는 지속가능 이슈보다는 성장 중심

의 목표 가치에 무게를 두었다면, 최근에는 기후변화, 환경,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CSR 3.0’은 지

속가능한 이슈의 해결과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사회적 목표 가치로 한다는 측면에

서 기존의 CSR 전략들과 차별화된다. 소비자는 경제 활동의 가치를 자아실현 욕

구의 충족, 정신적인 충만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의 경영 역시 마찬가지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주주(Shareholder) 중심의 경영 방식에서 이해관계

자(Stakeholder)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부문 논의 동향❙   37

표 2-1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 과정

구분 CSR 1.0 CSR 2.0 CSR 3.0

사회적 목표 가치 성장중심의 개발과 성장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이슈 해결

지속가능 이슈 해결과정을 

통한 경제성장

개인적 목표 가치
생존·위생욕구, 

물질적 풍요

소속, 존경 욕구, 정서적 풍

요로움

자아 실현 욕구, 

정신적 충만감

비즈니스 관점 선택, 회피, 무시 필수, 의무, 관리 전략, 활용, 경영

자료: 이수열(2010).

Porter(2011)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목표가 내재된 더 높은 차원의 자본주

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목표는 자선(charity)이 아닌 경쟁(competition)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발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유가치창

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을 수익창출 이후에 부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동시에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

의 기업 경영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공동체의 번영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인

식에서 출발한다. 3장에서 논의할 우리나라 ODA의 전략에서는 CSR 혹은 CSV 

관점에서 ODA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의 사

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개발협력분야의 공유가치를 도출하고 다양

한 유형의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CSR과 CSV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CSR은 기업이 거둔 이익의 일부

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지만, CSV는 기업 활동의 초기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

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CSR은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

하는 반면, CSV는 경제·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

의 기회로 여긴다. CSR은 한정적인 예산을 활용하지만, CSV의 경우 기업의 전략

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과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특징이 있다<표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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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CSR과 CSV의 비교

구분 CSR CSV

가치 선행 투입비용에 비해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음 

인식
기업의 평판관리 

수익 추구와는 무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 

기업이 가진 자원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

활동 시민의식, 자선활동 기업과 공동체(사회) 모두를 위한 가치창출 

예산 기업의 CSR 예산에 한정 기업 전체 예산에 CSV 개념 반영 

한계 CSR 예산 규모에 따라 활동폭이 제한 CSV 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사례 공정구매 조달시스템 자체를 혁신해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성 증대 

자료: Porter, M. and M. R. Kramer(2011). 

가난한 농부가 재배한 농작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공정무역은 CSR 관

점에서는 빈곤을 해결하는 선행이지만, 현재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에 그친다

고 Porter(2011)는 설명한다. 반면 CSV는 농업기술을 개선하고, 농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해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도록 돕

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가치(이윤 추구)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기업경영 방법이다.

Rangan et al.(2011)은 기업의 상업적 이익과 고객의 삶을 연계시켜야 기업

의 BOP 전략이 성공한다고 주장하며, 개도국의 소득수준에 맞춘 세분화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BOP에 따른 가치창출전략은 다음 <표 2-14>와 같

다. 이러한 BOP 전략은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

험요소가 따르나, 민관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전략으로서 기업의 상업적 목

적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부문 논의 동향❙   39

표 2-14  저소득층(BOP)의 세분화에 따른 가치창출전략

구분
저소득(Low Income)

$3-5/일(14억 명)
생계선(Subsistence)

$1-3/일(16억 명)
생계선(Subsistence)

$1-3/일(16억 명)
극빈곤(Extreme Poverty)

$1/일 이하(10억 명)

전략

적절한 상품, 적당한 가

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개인과 소상인의 효율

적 접근과 보급률을 위

한 협력 지원

공동의 가치사슬을 위

한 커뮤니티의 개입

정부, NGO와 상업적 파트

너십 형성

사례

노바티스(Norbatis)사

의 인도 Healty Family 

프로그램: 2만 명의 의

사가 마을단위 사업지

에 직접 방문, 진료 시 

해당 제품 이용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깨끗한 물에 대한 개인

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한 개별 소비자에게 

22달러의 저렴한 가격

으로 정수기 판매

Safaricom(아프리카 

지역 통신사)은 한꺼번

에 매월 사용하는 요금

을 지불할 수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 단위

의 소매상을 통해 거래 

제네바에 기반을 둔 INGO인 

GAIN은 빈곤과 영양결핍과 

관련하여 Unilever, Cargill, 

등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

성하여 사업 추진

자료: Rangan et al.(2011).

이는 Prahalad(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는 BOP의 

기준을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15억~40억 명의 사람들로 규정

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의 BOP 시장은 4,290억 달러 규모에 이르러 기업의 입장

에서는 개척하기 좋은 거대한 시장임이 분명하지만, 이들은 부족한 영양상태, 물

과 공중보건 시설·서비스 접근성 부족, 에너지 부족, 낮은 시장·정보 접근성 등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가구당 소비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Calton et al. 

2013; Chikweche 2013). 따라서 이들을 선진국과 같은 기준의 소비 시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이라도 예측불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

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는 KOTRA(2010)가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

문 결과, OECD의 전문가,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면담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

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향후 ODA 전략수립 시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신시장 진출에 대한 위험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DGs는 경제·사회·환경의 포용적 발전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포

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란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의 활동을 통한 빈곤 

퇴치 등 개발성과를 추구하는 사업 모델로, 개도국의 국민들을 공급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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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피고용인 중 하나 이상의 역할로 유통과정이나 제조과정에 포함시키는 

사업모델을 의미한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2015년 G20에서 발표한 ‘포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G20 Inclusive Business 

Framework)’에서는 포용적 비즈니스의 형태를 기업의 수익 추구 정도와 저소

득층의 참여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Inclusive Business 

Model)’, ‘포용적 비즈니스 활동(Inclusive Business Activities)’, ‘사회적 기

업 이니셔티브(Social Enterprise Initiative)’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포용

적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의 목표(이윤)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가치사

슬의 핵심에 BOP를 포함한다. 반면 ‘포용적 비즈니스 활동’은 BOP 계층이 기업

의 가치사슬 내에 참여는 하지만, 시장 수익 실현이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운영되며 

반드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 차이가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표 2-15>는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기회요인과 도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찬반양론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원동력

이 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금융자원을 제공하며, 

혁신과 기술이전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시장 확대로 인한 

현지 중소기업과 빈곤층의 불평등이 악화된 사례도 있으며, 장기적 비전 부재로 

인해 개도국의 국가개발 정책과 합치하지 않거나,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협력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양 국가의 개발정책 간 일관성(Policy coherence)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고, 기업이 가진 혁신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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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민간부문의 개발협력분야 참여에 대한 기회요인과 도전과제

기회요인 도전과제

경제성장의 원동력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국내 재원동원

금융재원 제공

혁신 유도, 지식 및 기술이전

표준 및 세이프가드 확산

개발 목표 -  빈곤층 수요 간 이해관계 충돌

불평등 악화

장기적 비전 부재

다국적기업의 현지 중소기업 영역 침범

국가 개발계획과 정책일관성 부족

기득권 이익의 옹호

자료: Davies(2011).

기업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서부터 사회 공헌까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원

을 투입할 수 있지만, 원조·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BOP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개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등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투자하기 위

해서는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분담하는 방식을 제시한다(노한균 

2011). 본 연구에서는 민관 파트너십의 범위와 목표를 <표 2-16>에서 제시하는 

‘원조사업 참여’,  ‘BOP 사업개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 2-16  기업의 활동 동기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의 목표와 활동 방식

활동동기 ← 직접 이득 → ← 간접 이득 →

활동 방식
통상적 비즈니스 

활동

원조 

사업참여

BOP 사업 

개발

사회공헌/사회투자

전략적 CSR 순수 CSR

민관 파트너십

목표

← 개발협력 기여 역량 강화 →

← 재원의 공동 부담 →

자료: 노한균(2011)을 인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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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업 ODA분야 

민관협력 추진 현황3

1. 우리나라 ODA 환경 분석

1.1. 우리나라 ODA 지원 체계

우리나라의 ODA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년 한국국제협

력단(KOICA) 창설로 시작하여,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출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4) 가입,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등의 과정

을 거쳐 발전해왔다. 2019년도에는 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30년까지 GNI 대비 0.3% 수준5)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4) OECD DAC는 1960년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와 의견 교환 및 정책 조정을 

목적으로 출범한 OECD 산하기구로, 회원국은 OECD 국가 중 소득이 높은 23개 국가와 EU 집행위

원회이며 한국은 2009년에 가입함.

5) OECD DAC에서는 GNI 대비 0.7% 분담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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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화, 복합화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표 3-1>과 같이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개발효

과성 제고를 위해 통합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ODA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6) 기후변

화, 난민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구체적 협력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통합적 ODA의 추진 체계가 구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NGO 등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업 

간, 분야 간 분절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부족 및 단

발성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역시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ODA의 주요 정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

원회(이하 국개위)’를 통해 의결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 7. 시행)」 제

정을 계기로, 범정부적 국가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

며, 5개년 단위의 ODA 중기전략인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1기: 

2011~2016, 2기: 2016~2020)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중점협력국(1기 26개, 2

기 24개)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실천 전략인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을 통해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총 159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ODA의 참여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원조 이행체계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면서, 유·무상 ODA의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

관 간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6)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 ODA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은 9.8%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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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우리나라 ODA 관련 주요 법률·정책 및 전략의 주요 내용

주요 정책 및 전략 시기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0.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추진 체계 수립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 ’10. 10
�ODA 비전, 중장기 목표 제시

�한국형 콘텐츠 개발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추진 방안 ’10. 10

�연도별 통합평가 계획 

�평가 및 결과환류(계획, 이행점검)를 통한 통합 평가 체계 

정착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1~’15)
’10. 12

�유․무상 분야별 원조 추진 계획

�다자원조 추진 계획

제1기 국가협력전략(CPS) ’11~’13 �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전략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 ’12. 9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협업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
’13. 8

�유․무상 연계 강화

�사업 2년 전(N-2) 예비검토제 도입

다자협력 추진 방향 ’14. 9 �제1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인도적 지원 전략 ’15. 3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6~’20)
’15. 11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유․무상 평가 및 환류 강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

제2기 국가협력전략(CPS) ’15~’16 �중점협력국(26→24개국) 및 국별 중점협력분야 조정

개발금융의 ODA 활용방안 ’16. 12 �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취약국 지원 전략 ’17. 6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 참고로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ODA 운영 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 및 조정기

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는 

ODA의 총괄기관으로, ODA에 대한 주요 사항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

무조정실은 국개위의 간사기관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개발

협력 실무위원회 및 평가소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유상협력의 주관기관인 기

획재정부는 한국 수출입은행을 시행기관으로 하여 유상협력 사업의 발굴, 집행, 

평가를 총괄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관

리되고 있으며,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다자협력도 지원한다. 외교부는 한국국제

협력단을 통해 무상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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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분야도 지원 중에 있다.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행기관들 간의 사업 중복 방지,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 국제 긴

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부문의 ODA 참여자들은 어떻게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

을까. 국개위는 17개 관계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의 분야

별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실무위원회에도 민간 위원 7명

이 위촉되어 있어 주요 정책과 사업의 이슈에 대해 정보 공유와 더불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2012월 출범한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에는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회원 기관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회원기관들은 분과모임(교육, 보건의료, 사회

적 경제, 성과관리, 임팩트 투자, 장애, 젠더 등)과 세미나를 통하여 서로 다른 개

발협력 참여자 간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

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1.2. 우리나라 민관협력 ODA 추진 전략 

우리나라의 ODA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ODA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인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3대 원칙 중 하

나로 ‘함께하는 ODA’를 설정하고, ① 시민단체, 학계, 기업 등으로 민간 파트너

십을 다원화하고, ② 기업 CSR 또는 CSV 사업 연계를 통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

델 활성화하며, ③ 국내 재정의 한계 및 개도국의 개발수요 확대 등을 고려한 다양

한 민간재원 활용 확대를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

이나 목표치 설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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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

추진 목표 인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

추진 전략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ODA 기반 구축

ODA 추진 성과 확산 ODA 추진 기반 공고화 ODA 사업관리 방식 개선

추진 과제

▲ ▲ ▲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

한 중견공여국 위상 제고

통합적 ODA 추진 인프라 

정비

심사 전문성 및 사업현장성 

강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전략적 ODA 추진 강화 사업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ODA를 활용한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사후관리 내실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2019년 7월 발표된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SDGs 달성 지원을 위한 ODA 재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고(2030년까지 

ODA/GNI 비율 0.3%), 사업 간·기관 간 실질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등 통합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추진 방안이<표 

3-2>와 같이 수립되었다. ‘ODA 추진 기반 공고화’를 위한 세부추진 과제에서 제

시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계획에서는 ①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② 민간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확대, ③ 민간부문과의 소통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간기업과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한 개발협

력 사업 확대와 성공 사례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시장 개척과 상생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 기업과 사회적 

가치 실현, 개도국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과 소통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사회공

헌활동 관련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 제고 노력에 집

중하는 것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DA 사업의 유형이나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목표치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KOICA가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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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혁신적 기술(CTS), 포용적 비즈니스(IBS), 혁신적 파트너십(IPS) 등의 기업과 

협력 방식은 국내에서 ODA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 시행기관 등에서 유일한 

방식이며, 사업의 기획, 지원 체계, 평가 등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 걸친 검토와 전

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농림축산식품부 민관협력 ODA 추진 체계 및 전략

2.1. 해외농업개발 및 ODA 지원 추진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분야는 크게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개발협력(ODA)

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의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에서 ODA를 

총괄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우

리 농식품 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ODA는 개도국에 우리 농업분야 성공경험을 전수

하고, 농촌 개발 및 빈곤 퇴치를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은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거나(단독 또

는 합작), 개발자금의 융자·투자 또는 지원, 기술용역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

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심의회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을 관계기관으로 하여 구

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단위로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통해 목표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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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단계별 추진 계획,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해외농업자

원개발의 육성 및 지원,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ODA 포함) 등을 수립한

다. 2018년 수립된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그

동안의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참여기

업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사업이 철수되는 등의 실패가 있었고, ‘진출 지역 다변

화’를 추진하였으나, 기업들은 주로 동남아 및 동북아를 중심으로 진출이 용이한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정부 주도의 해외농업개발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3-3>에서는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탐색→진

출→정착의 단계별로 진단하고 현지 조사비, 전문 역량 강화 지원, 농지 임차, 장

비 구입 등의 자금 지원 등을 2019년 기준 151억 원의 예산 규모로 지원하고 있

다. 융자의 경우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로 지

원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환경조사, 전문 교육, 워크숍 등의 교류에는 50~70%의 

보조금이 한국농어촌공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통해 지원된다<표 3-4>.

표 3-3  농식품기업 해외진출의 단계별 문제점 및 농식품부 지원 내용

단계 
구분

문제점 지원 목표 지원 내용

탐색

진출 희망기업의 해

외정보수집 및 투자

환경 탐색 어려움 

해외정보제공 및 교

육, 진출 초기 현지 

환경조사 등 지원 

�진출 희망기업의 투자환경 탐색을 위한 현지 환경조

사비 지원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특화전문교육 

실시(연간 20여 명)

�해외농업정보 포털운영, 계간지 및 진출사례집 발간 

등 정보 제공 

진출

진출 초기 많은 투

자비용에 대한 조달 

어려움

해외진출 농기업에 

진출자금 융자 지원 

�농지임차, 장비구입 등 시설 및 운영자금(연리 2%, 5

년 거치 10년 상환) 

정착

현지 환경 적응, 생

산성 개선, 판로확

보 등 어려움 

컨설팅 및 현지 영농

지원센터를 통한 현

장 애로 해소 

�재배기술, 경영 개선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

가 컨설팅 지원

�기업의 해외인턴 채용 지원

�진출기업 정례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위한 현지 영농지원센터 설치·

운영 

자료: 농식품부 웹사이트(검색일 20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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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현황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예산
(’19)

농식품산업해외

진출지원(융자)

� 농산물의 생산, 유통 관련 농기계 

구입

� 부대시설,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 소요 비용 및 영농비 

지원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

한국농어촌공사
120 

억 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민간의 해외투자환경조사

� 전문교육, 영농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정보제공 및 워크숍 

등 교류 지원

보조 50~7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31

억 원

자료: 농식품부 웹사이트(검색일 2019.10.9.).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ODA는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기

획, 예산 검토 및 사업 간 조정, 성과 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기구

로 활용하고 있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위원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협, aT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 농업분야 

ODA의 정책수립부터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업체의 참여가 사업의 단계별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2.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추진 전략

농식품부의 ODA는 <표 3-5>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제고와 인도

적 식량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9년도 기준, 농

식품부의 ODA 예산은 768.9억 원으로, 이 중 WFP를 통한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전체 예산의 약 60%인 4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 전략에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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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ODA 전략 이행의 수단으로 제시된 추진 과제는 ‘기획 → 집행 → 모

니터링 및 평가’의 단계별로 구분된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동의 수요 발굴을 통해 개발협력주체(농식품부)와 파트너(기업) 

간 역할과 사업의 수단(modality)이 명확하게 설정되므로, ‘글로벌농림협력위원

회’, ‘ODA 포럼 및 라운드 테이블’ 등에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농식품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CSR 혹은 CSV 차원에서 해외 진

출 계획을 공유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식

품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ODA 사업 및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표 3-5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추진 전략

추진 
목표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제고와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 

전략

�우리부 핵심전략 분야 마련 및 인도적 지원 확대

� NGO,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우리 농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우리부 ODA 지속가능성 확보

�ODA 기본 목표 및 중점협력국 설정

추진 
과제

기획단계 집행단계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 기타

�글로벌농림협력위 역

할 강화

�ODA 포럼 및 라운드

테이블 내실화

�패키지형 사업 표준

모델 개발

�타 기관 및 타 분야와

의 연계 강화

�유관기관 현지사무소 연

계 활용

�수원국 역량 강화 지원

�농업협력위 등 양자면담 

활용

�중간 평가제도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후 관리 및 환류체계

강화

�기존 제도 개선 사

항의 보완

�농업 ODA 전문

성 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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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ICA의 민관협력 ODA 프로그램

3.1.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에서는 글로벌파트너십본부 혁신사업실에서 민

관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KOICA에서는 민관 파트너십을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으로 칭한다. 개발협력사

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서, 혁신적 기

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on 

Partnership Solution: IPS)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으며 프로

그램별 지원 대상과 참여 조건 등은 <표 3-6>과 같다(KOICA 2018).

표 3-6  KOICA 민관협력 프로그램 대상별 참여 조건

프로그램 지원대상 참여 조건 수요 접수

CTS

예비창업자 CTS 파트너 선정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 등록 필수 공모(반기별 2회), 우

수사업 연계형

(SEED 1, SEED 2, 

SEED 3)

스타트업 창업 후 최대 10년 이내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이며, 설립정관상 특정 사회문제 해결 목적 명시 

또는 사회적 기업 인증 필수

IBS

국내 영리법인 별도 참여조건 없음(참여 가능)

공동기획형, 공모형

국내 비영리재단 영리법인이 설립한 경우 참여 가능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이며,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필수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이며,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필요

공공부문 및 시민

단체

단독 참여 불가, 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의 보조파트너

방식의 컨소시엄 체결 시 사업 참여 가능

IPS
수원국 정부 및 다자기구 등을 제외한 해외 파트너 기관(공여국 정부), 제3국 

정부, 국제 NGO
수시 및 공모

자료: KOICA 웹사이트(접속일 20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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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KOICA의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 주요 사업 목록

팀명 사업명

오비츠코리아 안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초소형 검안기 보급

NOUL 차세대 모바일 말라리아 진단키트

에너지팜 비전력가구를 위한 혁신 솔라홈시스템(Solar Home System: SHS) 보급

힐세리온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

트리플래닛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파밍

나무리프 낙엽접시 제조, 기계 보급을 통한 소득 증진

글로리바이오텍 휴대용 AIDS 검사기기 개발

에누마 태블릿 기반 개도국 아동교육 앱 개발

LS 테크놀로지 저가형 고도정수처리 장치 개발 사업

닷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점자 모듈 보급, 교육 콘텐츠 개발

자료: KOICA(2018a).

CTS는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

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 향상 등 특정 개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년간(2~5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2회 이상 공모를 통

해 사업을 선발하고, 혁신기술 사업모델의 검증을 위한 시드머니와 멘토링, 네트

워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CTS는 기업의 기술 개발 단계별로 SEED7)를 구분하여 지원된다. SEED 1은 

기술개발사업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하는 내용이 아이디어 또는 특

정한 기술인 경우 기술의 개념(Proof of Concept) 또는 개도국 내 소규모 실증

위한 프로젝트 시행, 검증 결과 도출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가진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 실용화 및 이를 활용한 개발협력문제 

해결가능성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와 실험으로 사업이 구성된다. SEED 2는 시범

사업으로 최대 5억 원, SEED 3는 현지적용사업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된다. 

7)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하는 재원의 개념(to provide money to start a 

new company, business, etc. as an investment; 자료: 캠브리지 어학사전)으로 기술 개발 단

계에 따라 SEED 1(기술개발), SEED 2(시범사업), SEED 3(현지적용)로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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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 이후 보건, 교육, 환경, 에너지, 장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3.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BS는 기업의 CSR·CSV 관련 재원과 전략을 ODA사업과 연계해 개도국의 경

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개도국 저소득층

(BOP)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

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수요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

십에 기반한 사업이다. BOP를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분

하여 접근하며, 연 1회 이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KOICA와 민간파트너 간 매

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며, 예산의 분담 비율은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원된다.

표 3-8  KOICA 민관협력 프로그램 참여 대상별 지원 조건

구분 자산 규모 KOICA:파트너 비고

대기업 10조 원 이상 30:70 - KOICA 분담금 비율은 기관별 해당 

비율 이내이며, 파트너기관 분담금은 

필요 시 추가 가능(가산점 부여)

-단일 파트너기관 참여 시 개별사업당 

연 5억 원까지 지원

중견기업 0.5조~10조 원 사이 50:50

중소기업 0.5조 원 미만 70:30

사회적 기업 해당없음 80:20

자료: KOICA(2018b).

OECD DAC 수원국 리스트<부록 1>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다년도 사업

(2~5년)만 제안이 가능하며(단년도 사업 신청 불가), 국내 민법·상법 및 기타 관

련법에 명시된 우리나라 영리법인, 또는 해당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중앙부

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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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상법상 주식회사)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수행체계는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재원분담 파트너기관(Lead Partner)

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3의 사업시행 파트너기관(Implementing Partner)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파트너기관은 재원분담비율의 최대 

50%까지 비현금성재원으로 분담이 가능하다. 비현금성재원은 인력과 현물(제

품)을 포함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인력, 상품 또는 제품이 당해 IBS 사업 수행

에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

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재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

하려는 목적이 있다.

표 3-9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주요 사업 목록

팀명 사업명

망고펀드 우간다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삼성전자-GIZ 가나 전자분야 여성 직업훈련 사업

아름다운커피 르완다 커피협동조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사업

기아자동차-월드비전 에티오피아 그린라이트 정비훈련센터를 통한 직업역량개발 및 지역자립 사업

이글벳-신한에이텍-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우간다 농축산 순환형 농가소득 창출 사업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필리핀 망그로브 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업

CJ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개발 사업

KT그룹희망나눔재단 방글라데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사업

인포벨리코리아-신한에이텍-

유브레인코리아-농정원
필리핀 시설팜 구축을 통한 토마토 생산 최적화 및 고품질화지원 사업

자료: KOICA(2018b).

3.3.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IPS는 KOICA가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해외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파트

너십 사업이다. 새로운 분야, 지역, 방식 등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학습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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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하여 KOICA 내 타 사업유형으로 신규 사업모델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표 3-10>은 현재 추진 중인 IPS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표 3-10  KOICA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사업 사례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목적

Saving Lives at Birth’ 

공모 사업 

기간: 2015~2019

사업비: USD 5,000,000

USAID의 혁신 아이디어 공모 프로그램인 ‘Grand 

Challenge for Development’ 중 ‘Saving Lives at 

Birth(산모 및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아이

디어 공모)’ 사업 공동 운영 및 추진 

글로벌 개발협력 온라인 

혁신 플랫폼 사업 

기간: 2016~2020

사업비: USD 1,000,000

게이츠재단, 호주 DFAT, USAID와 온라인 글로벌 혁신 

조달시장을 공동운영함으로써 한국혁신기업의 해외공

여기관, 투자자와의 연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

는 혁신아이디어의 유입을 통해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을 위한 금융포용 개발 

사업 

기간: 2017~2022

사업비: USD 1,000,000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BOP) 고객의 애로사항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금

융포용 수준 제고 

자료: KOICA 웹사이트(접속일 2019.10.8.).

4. 우리나라 ODA 분야 민관협력 추진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ODA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을 국익의 실현, 개발

재원의 확대, 그리고 혁신성 및 전문성 제고로 설정하였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ODA 민관협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정 과제 중 99번째 과제는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 협력 강화’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DA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

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이행 과정에 있어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의 역할

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농식

품기업의 해외진출 시 융자를 지원하거나 컨설팅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ODA 관점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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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지 않다. 반면 KOICA는 사업의 목적에 기업과 개발주체(KOICA)의 공유 

가치를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 수 등 우리나라 국정 과제 이행에 직접적인 성과지

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개발협력분야에서는 개발재원의 확보 관점에서 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수원국의 직접투자(FDI)뿐만 아니라 ODA의 예산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KOICA IBS 프로그램의 경우 매칭 펀드 형태로 기업은 사업에 직접적인 예산집

행을 하고 수원국에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감으로써 수원국과 우리나라 모

두에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IPS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민간자선재단, 대규

모 이니셔티브에 함께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 가능하다. 농식품

부의 해외농업개발, ODA 부문에서는 기업의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분에 대한 고

려가 세부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향후 도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혁신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KOICA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수행방

식이나 목적, 성과관리 등에 있어 기존의 우리나라 ODA에서 추진되지 않았던 방

식의 사업이다. 특히 CTS의 경우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단계에 기

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뿐만 아니라 

수원국 농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 JICA의 경우 기업이 가진 기

술을 확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 경우 기업

이 개도국에 진출하기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지원함으로써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신흥국에 진출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을 ODA에 참여

하게 하는 유인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대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의 경우 기업의 핵심 역량과 합치되는 사업을 추

진함으로써 전문성 높은 콘텐츠의 제공이 가능한 것도 민관협력 사업이 가지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J의 식품 생산·유통 역량, KT의 ICT 기술 등과 

같이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개도국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민관협력의 추진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ODA에서는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기제가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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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예산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비용, ODA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예산 비율과 방식, 절

차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경우 민간기업의 규모와 기

업이 보유한 기술의 종류·수준에 따라 차별화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

서 구체적인 사업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4장 

농업분야 ODA 민관협력 

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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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ODA 민관협력 

사업 사례4

1.베트남 KOICA-CJ 농촌 가치사슬 강화 사업8)

베트남은 1980년대 시장중심 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1,130달러를 달성하며 중저소득국으로 승격되었

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의 약 90%가 농

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빈곤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

은 1993년 20%에서 2010년 47%로 급증하여 도·농 간 격차는 더욱 커진 상황이

다. 본 사례연구의 사업대상지는 소수민족의 거주지이자 베트남에서도 최빈 지

역에 해당하므로, 소외 계층의 생계 향상을 목표로 하는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J는 고추장과 김치의 원재료인 고추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었으나, 생

산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수급상황 불안정 등의 위험에 대응하고, 향후 對

ASEAN 지역 진출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전략적 CSR 활동

8) 프로젝트 사례는 KOICA 사업개요서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자료: KOICA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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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CJ의 식품제조와 유통 분야 전문성을 바

탕으로, 공여기관(KOICA)이 추구하는 빈곤층 생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표 4-1  베트남 KOICA-CJ 농촌 가치사슬 강화 사업 개요

프로젝트명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

사업대상지 닌투언성 닌선현 럼선면 땀응(Tam Ugan)2마을

사업기간 2014~2017(3년)

예산 23억 3,200만 원

사업 목적 베트남 최빈 지역 농촌개발 및 지속가능한 소득 증진

주요 이해관계자 KOICA, CJ, 닌투언성, K-WATER

사업 활동
농업생산성 증대,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마을자치 역량 

강화, 마을환경 개선

주요 성과 빈곤가구 비율 33%에서 16% 이하로 감소

자료: 김수진 외(2016).

<표 4-1>과 같이 동 사업은 베트남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인 땀응2마을을 대

상으로 농민의 지속가능한 생계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지원되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의 발전기금을 모아 운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위원회는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되어 농기계 임대, 농자

재 구입 및 판매, 농산물 수매 및 가공, 소액금융 등의 분과로 운영했다.

농민이 고추를 생산하면 협동조합을 통해 CJ가 구매하는 공급 채널이 형성되

어 소농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 

자금 지원을 위한 소액금융 사업 등을 시행하여 자립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수행하도록 조직을 

만들었으며, 협동조합과 CJ, KOICA, 지방 성정부 인민위원회가 함께하는 의사

결정 구조(사업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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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베트남 KOICA-CJ 농촌 가치사슬 강화 사업 활동 내용

구분 활동내용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

마을 자치역량 강화
마을 자치역량 강화

지역발전 기금 운용

마을 생활환경 시범 개선

유치원 개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수도관 연결

농업소득증대

농업 생산성 증대
영농교육 실시

관개수로 개선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고추 재배 모델 농가 육성

CJ 수요 작물(고추) 계약재배

CJ R&D 농장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농기계 은행 운영

소액금융 대출 실시

공동작업장 설치

건조장 건립 및 운영

자료: 김수진 외(2016).

CJ 식품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고추 외에도 쌀, 녹두 등 다양

한 작물을 시범재배하여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K-Water

는 관개수로 개선을 위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사업기간은 2014~2017년

까지로 종료되었으나, 2019년 10월 현재까지 KOICA는 현장에 전문 봉사단원

을 파견하고 있으며, CJ 식품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 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호찌민에 건립한 김치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많

은 양의 고춧가루 납품이 가능하여 땀응2마을에서 가공된 고춧가루의 공급은 지

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의 농촌개발 주요 전략 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전국 50% 꼬

뮨 단위의 농민 소득을 2007년 대비 2.5배, 빈곤가정 비율 3% 이하로 감소(월 20 

달러 미만 인구)한다”이다. 동 사업은 농가 생계향상을 위해 부녀회, 농민회, 노인

회, 청년회를 구성하여 각각의 소득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을의 빈곤율이 33%에

서 16% 이하로 감소한 성과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문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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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영화 상영 등의 문화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가구당 수도관을 개선하고, 유치

원 급식시설 설치, 초등학교 개보수 등의 지원으로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운영되었다. 특히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던 학교의 화장실을 남녀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의 출석률, 등록률 향상 등의 교육 관련 지표 달성에도 긍정

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주민

에서 지방정부를 거쳐 중앙정부까지 확장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동 사업은 농업부문에서 민간기업(대기업)이 CSV 관점에서 참여한 최초의 사

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농산물의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투입재(종자, 비료), 관

개 시설, 상수도 시설 등의 인프라, 재배 기술 교육·훈련,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

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 금융 사업, 가공소 건립을 통한 판매 채널 확보 등 농

업의 가치사슬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이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요

소이다.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때 애로사항은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부

에 행정적 접근이 어려운 것에 있다. ODA 수행기관(KOICA)은 현지의 사업 수

행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어려워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중앙·지방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농촌지역 개발 지원 활동, 농민 역량 강화와 

같은 현장 사업을 담당하고, 기업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수매해

주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적되어 온 가치사슬의 연계를 완

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기업과 수행기관 양측 모두 상호보완적 목적

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동 사업에서는 지방정부(닌투언성 인민위원회)가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역할을 하며,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성공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

은 공여주체(공여국 정부와 기업)와 수원 대상(수원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협동

조합, 지역 농민)이 사업의 이해관계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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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tra Pak의 낙농부문 가치사슬 확대(Dairy Hub) 

사업9)

Tetra Pak은 1951년 설립된 스웨덴의 식품 가공·유통 및 포장 회사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진출해 있다. 특히 낙농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주로 하는 Tetra 

Pak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서 나아가 비즈니스 가치를 개발협력 분야에 함께하

는 ‘Food for Developmen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의 생산에서 가공·유통·소비자’로 이어지는 제품의 가치사슬 단계별 가

치증진을 목표로 개발도상국 소농에게 기술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

하고, 생산된 원유를 중간상을 통해 구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구조를 만

드는 사업이다. Food for Development의 프로그램 중 낙농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 Dairy Hub이다. 전 세계 우유 생산 819백만 톤 중 339백만 톤은 소농이 

생산하고 있으며, Dairy Hub는 농가 단위에서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해내는 과

정에 더욱 집중한다.

낙농산업은 SDGs 8번에서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가치사슬 접근을 통해 농민의 기술 역량 개발과 경제 소득 향상을 통해 장기

적으로는 빈곤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 확

대를 통해 SDGs 17번 달성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식량 안보, 영양 개선의 

SDGs 2번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냐에서 낙농업은 국가 농업부문 GDP의 40%, 농촌지역 70만 가구가 종사하

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연간 생산되는 52억 리터의 우유 중에서 1.8백만 리터

는 소농(농가당 1~3마리)이 생산하고 있는데, 평균 마리당 하루 4~5리터를 생산

하는 수준이다. 이는 낮은 수준의 농장 관리 역량, 부적합한 수의 서비스, 사료의 

낮은 영양 관리, 생산성이 낮은 축종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한 것이다. 케냐의 키

9) 프로젝트 사례는 Tetra Pak 웹사이트에서 인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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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부(Kiambu) 지역의 축산 농가에서도 전술한 원인들로 인해 생산성과 품질 양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농가의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

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etra Laval은 지역의 기업인 

Upland Premium Dairies and Food Ltd.(Uplands)社와 Dairy Hub 프로젝

트를 시행했다. Tetra는 농가 진단과 기술 지원을 담당했다. 지도서비스 담당자

(Extension Service Officers: ESO)는 Tetra의 낙농기술 전문가로, 7,000여 

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원유 위생과 품질 관리, 사료 영양, 번식 등의 기술 교육을 

시행했는데, 교육 대상은 Uplands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농민들이었다. 동 사업

을 통해 교육받은 농가에서는 하루 7.5리터 생산에서 18.8리터로 150%가량 원

유 생산을 늘렸으며, 전년 대비 원유 집하량은 16% 상승하고, Uplands는 집하 

비용을 5% 감소시킬 수 있었다. 동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지속적인 판매망을 확

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표 4-3  Tetra Pak의 Food for Development 사업 주요 참여자와 역할

구분 역할

GIZ 독일의 개발협력기구로, 스리랑카의 Dairy Hub 사업에 참여함.

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GAIN)

개발도상국의 영양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제 NGO로서, Tetra Pak과 

공동으로 영향평가와 사례연구를 수행함. Tetra Laval과 영양 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

Global Child Nutrition Foundation 

(GCNF)

Tetra Laval은 국제아동영양재단(GCNF)의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

며 학교급식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SUN Business Network (SUN BN)  
SUN은 영양 개선을 위한 전 세계 민관협력 네트워크로서, Tetra 

Laval은 SUN BN의 자문위원회 회원임.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스웨덴의 개발협력기구로, 방글라데시 Dairy Hub 사업, 잠비아의 학

교 우유 급식 프로그램에 재정지원함. Tetra Laval은 스웨덴 지속가

능개발리더십의 창립회원임.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학교 우유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동 수행함. Tetra Laval은 FAO

가 주관하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의 민간부문 메커니즘(Private Sector Mechanism, 

PSM)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UN Global Compact (UNGC)
Tetra Pak은 2004년부터 글로벌콤팩트와 협력하여 10개 지속가능

원칙에 참여하고 있음.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sation (UNIDO)  

유엔산업개발기구는 SIDA의 재정지원을 받은 방글라데시 Dairy 

Hub 사업의 수행파트너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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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분 역할

World Food Programme (WFP) 

주로 중남미 지역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Tetra Pak과 공동으로 수

행함. 잠비아에서 SIDA가 재정지원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Tetra 

Laval과 공동 수행함. 시리아에서 Tetra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WFP는 긴급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방식임.

Heifer International  
빈곤과 기아 극복을 목표로 하는 NGO로서 주로 축산 분야의 전문성

을 가지고 있음. Tetra Pak과 케냐에서 사업 공동 수행함.

(계속)

자료: Tetra Pak 웹사이트(2019.10.2.접속).

방글라데시의 Dairy Hub 사업은 식음료 회사인 PRAN10)과 공동으로 2010

년부터 Pabna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동 사업 이전에는 하루 평균 4.45리터를 생

산했으나, 사업 이후 10.8리터로 상승하여 농가의 수입이 2010년에서 2013년

까지 4년간 2배로 증가하였으며, 농가 단위에서는 자가 소비에서 상업용으로 판

매하는 양이 5배 증가하여 평균 소득이 143%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스리랑카의 Jaffna 지역에서 2013년부터 시행된 Dairy Hub 사업은 지역의 

슈퍼마켓 체인과 유제품 공급업체 Cargill, 독일의 원조기관인 GIZ가 공동 수행

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사업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인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하고, 원유 집하와 농민 교육·

훈련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사업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이 

사육 역량 강화이다. GIZ는 인공 수정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사팀을 파견하여 사

육두수를 늘리고 낮은 비용으로 번식이 가능한 기술을 농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

록 교육하여 결과적으로 원유의 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업 시작 2년

만에 하루 6,0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사업 시작 시 0에서  

6,000리터로 증산), Cargill은 스리랑카 북부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확대할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 농가의 소득에서 평균 약 40%를 소 한 마리가 차지할 만

큼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0) 1981년 설립된 방글라데시의 식음료분야 기업으로, 전 세계 13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농민

2016년 100억 타카(taka)의 매출을 올렸으며,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오만 등

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음(자료: PRAN 웹사이트 www.pranfoods.net) (2019.10.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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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ODA의 장점 중 하나는 기업이 가진 

기술력, 혁신성, 전문성을 개발협력분야에 접목시킨다는 것에 있다. 동 사업에서

는 Tetra Pak이 기존에 보유한 유제품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 역량을 개발협력 

파트너와 함께 추진함으로써, 개발협력분야가 목표로 하는 영양 개선, 농가 소득 

증대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은 CSV 차원에서 BOP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Tetra Pak은 농민에 대한 낙농 생산 기술 교육 및 훈련, 농가 재정지원, 가공 

시설과 설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집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유제품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여기에 고온 열처리 기술

(Ultra-High Temperature Processing: UHT)을 통해 냉장고가 없어도 한 달 

간 보관이 가능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개도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하였다. 

Food for Development 사업은 ‘낙농분야개발(The Dairy Hubs)’에서 나아가 

‘학교급식 프로그램(School Milk Programme)’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의 

영양 개선과 더불어 유제품을 BOP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3. 가나 육묘업 민간 투자 사업11)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혼합금융은 최근 들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서, 실제 사업에서 성과가 입증된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최근의 사례

로 캐나다의 가나 농업부문 지원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동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농업분야에

11) 프로젝트 사례는 OECD(2018b)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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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혼합금융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육묘업을 상업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가나의 주요 국가 정책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녹화’에 부합

함과 동시에 SDG 15(육상생태계의 보존), SDG 8(경제성장) 등에 기여가능한 사

업이다.

가나의 목재 부문 및 코코아는 국내총생산의 16%, 외환수익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가나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지

역 주민의 고령화, 수목의 질병 등으로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

어왔다. 

공여기관은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GAC)이며, 파트너기관

은 Mennonite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es(MEDA), Tree Global 

Inc.(TG)이다. MEDA는 Mennonite entrepreneurs 그룹이 1953년 설립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개발도상국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규모 비즈니스(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솔루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빈곤 완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장과 생

계 향상을 위한 지원, 경제성장에 있어 여성의 가치와 평등한 역할 확대, 투자·기

후스마트 기술·환경적 영향 최소화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비즈

니스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직의 주요 목표로 한다. 

Tree Global Inc.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육묘회사로, 동 사업의 주요 활동 요소

인 코코아, 캐슈, 고무, 셰어 등의 묘목을 상업화 수준으로 재배, 판매가 참여 목적

이다.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함과 동시에 투자(9.91백만 CAD)로도 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TG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낮은 생산단가, 

장기 재원 조달을 통해 5.1백만 CAD(44억 3,016만 원) 규모의 자회사를 설립하

게 되었으며, 상업생산 시설 설치, 비즈니스 개발을 포함한 자금조달 요건을 갖추

게 되었다. 

  동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단계이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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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농업사업으로 소개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기

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과 정부(Business to Government: B2G) 간 사업으로 확

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공공부문에서는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의미뿐만 아니라, 안정된 투자처로 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4-4  가나 묘목 공급을 통한 농민 소득 증진사업 개요

프로젝트명
묘목 공급을 통한 농민 소득 증진

(Farmers’ Economic Advancement Through Seedlings: FEATS)

사업 대상지 가나 전역

수혜 대상자 가나 전역의 소농 10만 명(남녀 분리통계)

사업기간 2015~2021년/6년

주요 이해관계자별 
예산

- GAC: Grant (GAC가 MEDA에 10.75백만 CAD(93억 3,809만 원)

-MEDA 투자: 민간 도너들로부터 1.6백만 CAD(13억 8,985만 원)

- TG 및 기타 기구(현금과 현물): 9.91백만 CAD(86억 842만 원)

- GAD, MEDA가 TG에 혼합금융투자(양허성 차관): 2.18백만 CAD(18억 9,367만 원)*
* 무이자(interest-free) 차관: GAC가 TG(936,000CAD)에 제공. TG는 250,000CAD는 상환

의무, 686,000CAD는 성과에 따라 의무상환 아님.

사업 목적 가나 전역을 대상으로 상업화 수준(commercial-scale)의 고품질 육묘 생산 및 보급

사업 활동 고품질 육묘 생산 및 보급(코코아, 캐슈, 고무, 셰어 묘목 2,000만 주)

주요 성과 목표 SDG 8(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SDG 5(양성평등)

사업 성과
TG가 낮은 생산단가, 장기 재원 조달을 통해 5.1백만 CAD(44억 3,016만 원) 규모의 자

회사를 설립함. 상업생산 시설 설치. 비즈니스 개발을 포함한 자금조달 요건을 갖추게 됨.

자료: OECD(2018b).

4. 농업분야 ODA 민관협력 사례의 시사점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다. 기존의 

농업분야 ODA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SDGs가 목표로 하

는 포용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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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의 개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서는 가치사슬이 

지역 내에 착근되어 농업의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환

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의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적

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자연 자원을 활용해 농촌지역 주민의 생계 향

상까지 고려하는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최근 개발협력

분야 논의의 큰 흐름을 개발재원의 확대와 혁신성 및 전문성 제고에 두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농업분야에서의 민간 기업은 종자, 농기자재 등의 투입재와 관련한 

기업과 더불어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으로 확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4장 1절의 베트남 KOICA -CJ 농촌개발 사업은 원재료인 고

추를 생산, 건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

합을 설립하여 재배 기술 교육, 공동 판매의 구조를 지역 내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이 사업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

라 아시아 지역에서 김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CJ에서는 호찌민

에 김치공장을 건립하였고, 동 사업의 가공소를 통해 판매하는 고춧가루의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진 재배기술, 우수한 고추 품종을 사업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다. 또한 농촌개발에 있어 생활환경 개선, 상수도 개선, 관개수로 지원 등 인프라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확대를 위한 활동(부녀회, 청년회 

등) 또한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본 Tetra Pak의 사례는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 역량이 BOP 시

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의 확대와 개발협력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품질 좋은 유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여 판매하는 과

정에서 소농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집하장을 건립하여 유통 거

리와 비용을 줄여 기업의 이윤과 농민의 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이다. 이 과정

에서 개발협력부문의 목표도 달성하게 된다. 세 번째 사례인 가나의 육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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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농업분야의 혼합금융 사례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투자가 개발협력의 성과

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개발재원의 확보가 단순히 예산

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에 투자하고, 수익을 다시 개발재원으

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업분야 ODA 전략상에서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

용한 사업 요소 반영, 공공부문의 민간부문 투자 가능성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농식품부의 ODA의 경우 민간기업이 기획단계부터 공

동으로 참여하고 예산 분담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외농업개발은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향후 해외농업개발과 ODA를 포괄하는 개념

의 추진 방식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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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국제개발협력의 경험이 누적되고 협력 대상 국가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협력

의 목적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ODA 분야에서 민관협력

을 추진하는 목적을 국익의 실현, 개발재원의 확대 그리고 혁신성 및 전문성 제고

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의 논의 배경과 근거를 살

펴보았다. 개발원조를 총괄하고 있는 OECD에서는 개발도상국 현지 고용의 90%, 

국내총생산(GDP)의 60%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이 국가 경제 발전에 차지하는 의

미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

공과 민간은 어떻게 각자의 이익(benefit)을 실현하고 확대할 것인가. 본 연구에

서는 공공의 입장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관점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영국은 2015년 발표된 원조 전략에서 국익(national interest)을 천명하였으

며, 일본도 2015년 ODA 헌장(Charter)을 개정하면서 원조와 국익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 의도를 밝히

고 있다.

그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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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원칙과 철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개발협력 논의의 변화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개도국과 우리나라, 민간과 공공의 호혜적 접근에 대한 인식 개선

이 필요하다. OECD 또한 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행 수단으로 정책대화, 지식공유, 기술협

력, 역량개발, 재정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12조 달러로 추산되는 신흥국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민간부문이 필요로 하는 노력 중의 하나는 가치사슬의 전체 단

계에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ODA에서 민관협력이란 개도국 진출에 대한 민간의 위험부담을 공공부문이 경

감해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정책대화를 통해 상호 간 정보의 간극을 줄여나

가야 한다. 동시에 역량개발, 지식공유의 방식으로 정보·지식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ODA라는 형식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으며, 이 

때 우리나라가 ODA에서 추구하는 장기적 관점의 원칙과 철학, 방향성이 설정되

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개발재원의 확대 측면에서 민간부문과 협력 필요성의 근거를 찾고

자 노력하였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민관협력은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 지원되기

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지 조사 타당성(기술협력)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

다. 이는 곧 민간의 시장조사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하다. 영국의 경우 ODA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적 성과(Value for Money)를 강조하고 있다. 주로 

CDC를 통한 직접 투자 형태로 지원 중이며, 개도국에서 일자리 창출 수, 기업에

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 재원 유치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부는 해외업체 시장 진출 시 해외자원개발, 업체진출 

등에 대해 지원금(협회를 통한 지원) 수준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KOICA는 포용

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기술협력 프로그램(CTS) 등을 통해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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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무상 협력에 민간부문까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

은 분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19. 9. 현재 교통, ICT, 에너지, 도시개발 분과 

운영 중). 농업분야의 ODA 유관기관인 농식품부, KOICA, EDCF, 한국농어촌

공사,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의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농식품기업, 농

촌개발에 특화된 NGO 등과 함께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ODA의 전략, 이행 체계, 지원 수단,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정책 및 전략 연구,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전문가 파견, 봉사단, 다자간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표 5-1  영국, 일본, 한국의 농업분야 ODA 민관협력 주요 전략 및 내용 비교

구분 영국 일본 우리나라

주요 목표 경제성장 농업 기술 전수
우리 농식품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ODA 시행기관 국제개발부(DF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KOICA,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

DFID(무상) 

CDC(지분투자)
JICA(유·무상)

KOICA(무상)

유관부처·기관

수출입은행(유상)

지원 수단 무상원조, 지분투자

대부분 무상원조

기술협력

타당성 조사

무상원조

융자

사업 규모

100만 달러 이하의 사업이 

대부분이며, 금융분야는 

1,000만 달러 단위의 사업

도 지원

8.5백만 엔/연

~100백만 엔/3년

1억/연 미만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름)

사업 내용 금융, 비즈니스, 중소기업
기술협력, 

타당성 조사
현지조사, 컨설팅

성과지표

일자리 창출 수

세금납부

재원 유치

사업 타당성(조사)

→ (투자, 엔차관, 

기술협력)

소득 증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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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ODA 분야 민관협력 전략을 비교한 결과는 <표 5-1>

과 같다. 개발협력 경험이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은 농업을 개발도상국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주요 지원 전략으로 삼고 있

다. 일본은 주로 기술 전수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ODA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농식품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향후 우리의 전략 

방향과 목표, 수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정책일관성 관점에서 

개도국의 국가경제발전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우리나라의 국정방향, 중점 

지원 분야 및 전략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구

체적인 실행방안 도출을 위해 선진 공여국의 전략 및 이행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만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 가진 농업·농촌개발의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과 협력하여 ODA에 접목

시킬 수 있는지, 농업의 가치사슬에 기업과 농민이, 공공부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은 혁신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기업이 

ODA에 참여하는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

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는 측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제품 생산, 판매)을 ODA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농촌지역

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이라는 개발원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익 추구를 위해 투입된 자본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업이 ODA에 참여한다

면 사업의 성과는 특히 재무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기업과 개발

원조기관은 조직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 용어, 평가 기준, 평가 요

소에 대한 표준화는 다양한 지원수단의 분석 및 비교를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 정의한 민관협력은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하지

만, 각각 ODA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혼합금융 활동의 

목적, 지원수단, 참여기관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개발 평가방법론에 집착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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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통합적인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에 의

거하여 국제사회, 국가별 개발전략과 연계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차관, 지분투자, 

기술협력 등 서로 다른 금융수단에 맞는 평가 설계가 필요하며, 산출물(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 등 평가의 핵심요소는 지원 방식별 개입 기간 등 

투입(input)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 ODA 중에서도 민관협력에 대한 경험과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

량적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근

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동안의 농업분야 ODA 사업은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12)에 의한 평가에 그쳤다. 비교사례 연구(Comparative case study) 등의 

정성적인 방법은 여러 지원 사례 간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어떻게(how) 또는 왜

(why)라는 의문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과 해답을 도출해내는 데 유용한 방식이다.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본 연

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2)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료: ODA Korea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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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수원국 리스트

Least Developed 
Countries

(GNI<$1,004)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1,005)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per capita 

GNI $1,006~3,955)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per capita GNI 

$3,956~12,235)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베냉/

부탄/부르키나파소

부룬디/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

드/코모로스/콩고민주공

화국/지부티/적도기니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감비아/기니

기니비사우/아이티

키리바시/라오스

레소토/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말라위

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

미얀마/네팔

니제르/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

시에라리온/솔로몬군도

소말리아/남수단

수단/탄자니아

동티모르/토고

투발루/우간다

바누아투/예멘/잠비아

북한

짐바브웨

아르메니아/볼리비아

카보베르데/카메룬

콩고/코트디부아르

이집트/엘살바도르

조지아/가나

과테말라/가이아나

온두라스/인도

인도네시아/요르단/케냐/

코소보/키르키스스탄/

미크로네시아/몰도바

몽골/모로코/니카라과

나이지리아/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필리핀/사

모아/스리랑카/스와질랜

드/시리아/타지키스탄/

토켈라우/튀니지/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베트남/서안과 가자지구

알바니아/알제리

앤티가바부다/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

벨리즈/보스니아헤르체코비

나/ 보츠와나/브라질

칠레/중국/콜롬비아

쿡아일랜드/코스타리카/쿠

바/도미니카/도미니카 공화

국/에콰도르/에콰도르기니

아/피지/가봉/그레나다/구

야나/이란/이라크/자메이카/

카자흐스탄/레바논

리비아/말레이시아/몰디브

마셜군도/마우리티우스/멕

시코/몬테네그로/몬트세라

트/나미비아/나우루

니우에/북마케도니아/팔라

우/파나마/파라과이

페루/세인트헬레나/세인트

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

나딘/사모아

세르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태국/통가

터키/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월리스푸투나제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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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구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 빈곤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농업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3 보건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 웰빙 증진

4 교육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증진

5 성평등 성평등 달성 및 여성 및 여아의 역량 강화

6 물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에너지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8 경제발전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10 불평등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도시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생산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13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4 해양생태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

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방지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감소

16 평화평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드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

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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